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서울·경기지역중산층노인과하층노인의

치매인식과치매예방행동연구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윤 연 정



서울·경기지역 중산층 노인과 하층 노인의

치매 인식과 치매예방행동 연구

지도교수 박 경 숙

이 논문을 사회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윤 연 정

윤연정의 사회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서 이 종 (인)

부 위 원 장 하 정 화 (인)

위 원 박 경 숙 (인)



- i -

국 문 초 록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질환 환자들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년기 질환 중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 치매의 경우 그 유병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 더욱 관심이 촉구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사회적 

관심과 대안이 촉구되는 치매와 치매 위험군인 노인 집단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불치병으로 여겨져 더 공포감을 조성하는 노인질환이기

도 한데, 이는 일부분 잘못된 사실이기도 하다. 치매의 원인에는 실제로 다양

한 경로가 있으며 일부 원인의 치매는 중년부터 꾸준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

방이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원인의 치매의 예방에 관

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예방수칙을 살펴보면 개인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식생활의 관리를 언급하고 있으며,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한 예방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치매에 대한 자각을 하고 관리를 한다

면, 조기에 치매를 발견했을 시에 악화되는 사태를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노인들이 평소 치매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관심을 두는 것은 실제로 치

매의 예방행동과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치매의 악화를 

막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전에 심각한 문제는 사회의 양극화 현

상의 심화와 맞물려 건강분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건강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접근들이 주로 이루어져 오

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포괄

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건강불평등 현상을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좀 더 다양

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질병별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치매라는 특정 질병의 인식과 예방행

동에서 나타나는 건강불평등 현상에 주목 하기로 하였다. 즉, 치매가 예방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매예방행동이 치매의 악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의 건강인식과 치매인식 그리고 치매예방행동이 계

층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한 건강불평등 현상을 보려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계층별 노인들의 현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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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 생활은 어떠한지, 이는 건강인식과 치매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는 치매예방행동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를 건강신념모델을 차용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신념모델은 인간의 건강행위와 

질병예방행동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변인으로 대상자의 가치관과 인구·사회

학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 건강과 질병이 어떻게 인지되고 있

는지에 따라 실제 건강행위나 질병 예방행동이 실천된다고 설명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기존의 건강신념모델을 차용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양적연구방법을 채

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노년기 생활과 질병인식 그리고 질

병예방행동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서울·경기도에 거주하는 10명의 

사례자들 간의 계층을 나누어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의 노인들과의 심

청면접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차용하면서 방법론적 확장을 도모하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각 계층의 사례자들이 가진 치매인식

과 치매예방행동을 알아보기 전에 구술자들의 체험된 생애사를 현재 노년기의 

생애단계를 중점적으로 이전 생애의 주요 특징들을 사회·경제적 조건과 연결

해 보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다른 계층에 속해있는 중산층 사례자들과 하

층 사례자들은 유년기부터 노년기 현재의 삶에 이르기까지 체험에 있어서 어

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개인발달경험에서 처한 사회적·환경적 

조건과 자원의 차이는 어느 정도 누적적인 모습을 보여 현재 노년기의 계층을 

구별하고 노년기의 생활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조

건에 따라 각 계층의 노인들은 노년기의 생활과 노년기의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인식’에 차이가 드러났다. 노년기 삶에 대한 태도와 자신을 바라보는 

상이한 태도는 노년기 주요 과제인‘건강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계층 별 

노인들의 건강관리 태도에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셋째, 치매에 대한 인식

은 전 계층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었지만, 본 연구

에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보았을 때 감정적 차원의 지각된 치매에 대한 이미지

와 인지적 차원의 치매의 예방가능성에 대해 노인들의 태도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각각 인지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민감

성과 위협은 결국 계층 별로 각기 다른 양상의 치매예방행동으로 이어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가 가진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고령화 시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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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인식과 치매예방행동을 치매 고위험군 집

단에 해당하는 ‘노년기’에 집중하여 그들의 현재 삶과, 질병인식 그리고 질

병예방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요인의 관계를 일부분 확인해 보며 건강

불평등 문제 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차용한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계

층에 따라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건강을 비롯한 치매예방행동

은 사회적·경제적 요인인 자원의 활용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지 역시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가 있다. 셋째, 질병인식에 선행한 치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살펴본 노인이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아

의 부분을 함께 살펴본 것은 기존에 행해진 양적인 방법 위주의 건강불평등이

나 건강행동연구에서 없던 변수를 인터뷰형식의 연구방법을 통해 그들의 이야

기를 함께 더해 들을 수 있었던 다양한 연구방법의 시도이기도 했다. 이는 질

병예방행동을 취하는 사회적 변인의 모델인 건강신념모델과, 노년기 현재의 삶

의 생활양식을 건강과 연결시킨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인 연구로서 

그 결과가 설명이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들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다양하게 차용해 본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결국 본 연구는 노년기라는 특정 생애단계의 생활과 축적된 자원을 살펴봄

과 동시에 노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 건강을 인식하는지, 나아가 치매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치매예방행동까지 이어지는지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서 궁극적으로 계층 별 건강행동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다양한 연구방법으

로도 노인의 건강과 관련한 불평등 현상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제공해 주는 가

능성을 시사한다.

주 요 어: 노인 건강, 생애단계, 건강불평등, 건강인식, 치매인식, 치매예방행동, 

         건강신념모델, 건강행동

학   번: 2013-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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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2005년 기준 노령화 지수1)는 47.4%로 1970년의 7.2%에 비해 6.6배 증가

한 수치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2)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

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예상된다. 이는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서구의 프랑스, 미국 그리고 아시아에서 한국과 비슷한 경제 개발 및 인구고령

화 과정을 거친 일본과 비교해 보아도 그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 2007).  

  이러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수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노인기 질환의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인 치매

의 발병률이 가파르다. 2008년 한국의 치매 환자 수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

되었으며 2012년엔 50만 명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2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조맹제, 2009). 

  치매는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이

에 수반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한다. 특히 

치매 발병률이 높은 한국의 경우 많은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도 ‘전국치매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였고, 환자 수는 540,755명(남성 155,955명, 여

성 384,800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2050년에는 2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

산하였다. 환자수의 급증은 치료관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2010년도 기

준으로 연간 총 진료비는 8,100억 원,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써 5

대 만성질환보다도 많고, 국가의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 7천억 원(2010년 

기준)으로 매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개인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1) 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장휘숙, 2013: 319)
2)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에 이르는 사회를 고령

화 사회라 하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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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치매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치

매위험군인 노인집단과 그들의 건강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의 증가는 국민의료비의 불가피한 증가로 이어져 결국 

재정 안정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압박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정형

선 등, 2007; 이미숙, 2009). 

  치매는 일반적으로 불치병으로 여겨져 더 공포감을 조성하는 노인질환이기

도 한데, 이는 일부분 잘못된 사실이기도 하다. 치매의 원인에는 실제로 다양

한 경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 외에도 다양한 치매의 

원인과 병명이 존재한다(김정순·이봉숙, 2002). 통상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여겨지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아직까지 예방이나 

치료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알츠하이머성 치매 다음으로 

전체 치매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중년부터 꾸준히 노력하

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 하고 있다3). 이 

혈관성치매의 예방에 관해서는 사실 개인의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식생활

이 가장 중요하고, 꾸준한 관리를 한다면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치매예방수칙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식생활의 관리

를 촉구하며 치매의 예방적인 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노인들이 치매에 대한 인

식을 어떻게 하고 실제로 어떤 예방행동을 하고 치매 노인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은 치매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치매예방을 알리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전에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맞물려 건강분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 물론 건강과 질병예방행동을 포함한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

우 다양하여 그 효과를 일면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불평

등 현상의 심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 현상

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보건학과 사회학, 심리학, 사회

복지학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문제이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

의료의 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질병별로(cause-specific)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서윤정, 2008). 그러므로 이제는 거시적인 차원의 건강불평등 현

3) 이투데이. 2015년 2월 4일자. “혈관성 치매,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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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질병과 관련한 

건강불평등 현실에 대한 측정과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치매가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예방행동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다

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의 건강인식과 치매인식 그리고 치매예방행동으로 건강

불평등 현상을 보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실제로 노인들의 

치매예방행동에도 나타나는지를 이들의 노년기 생활과 건강인식 그리고 치매

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즉,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계층별 노인의 현재 노년기 생활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는 건강인식과 치

매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는 치매예방행동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건강신념모델을 차용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평소의 꾸준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행위를 실천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다

양한 이론들이 많이들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건강신념모델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적 개념구조라고 평가되고 있다(Janz 

외, 1984; 손경만 외, 2009; 최나홍 외, 2011). 건강신념모델은 1950년대 이

후 인간의 건강행위와 관리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변인으로 대상자의 가치

관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았다(이창미, 2004; 최나홍, 

2011). 이를 통해 건강과 질병이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 지에 따라 실제 건강

행위나 질병예방행동이 실천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건강신념모델에서는 이

런 개인의 질병예방행위를 촉구하는 데에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 지에 대해 아는 것이 필연적이며, 그리고 질병인식을 하는 데에 있어 

‘사회적 요인’ 역시 주요 매개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노년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질환 문제

에 대한 건강행동을 계층별 사회·경제적 배경과 접목시켜 노년기 건강불평등

을 조망해보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년기의 삶을 먼저 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노년기에 축적된 자원을 볼 것이다. 또한 이 자원들을 노인

기 대표 질환인 치매에 대한 인식과 건강행동을 접목시켜 살펴보는 과정을 거

칠 것이다. 그 후에 노인들이 현재 자신이 처한 사회적·환경적 조건에 따라 

치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노년기 건강인식 및 치매예방행동은 어떻게 행

하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살펴보며 계층 별 건강행동의 차이와 건강불평등 

현상을 가늠해 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노년기에 주요 과업으로 꼽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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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건강관리’에 관한 노인들의 인식을 노년기 이전의 생애와 연관시켜 살펴봄으로

써 노인의 건강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년기 건강인식과 치매라는 질병인식 그리고 치매예방행동을 행

하게 되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계층에 따라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노년기의 질병예방행동 확립하는지 보려는 연구이다. 즉, 노년기라는 생애단계

와 특정 질병인식과 예방행동을 연관시켜 보는 건강불평등 문제의 탐색적 연

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조건에 부합하여 축적된 자원과 

자아는 결국 노년기 삶에 있어 노인에게 어떠한 건강인식을 초래하는지 그리

고 치매라는 질병을 예방하려는 의지와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은 어떻게 인지

하는지, 치매에 대한 예방행동은 어떻게 구상하고 실천하는지를 분석해 보려 

한다.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현재 사회·경제적 기준으로 나눈 계층별 노인들

의 현재의 생애단계 즉, 노년기 단계의 생활을 살펴보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

되, 지나온 삶의 궤적을 통해 축적하고 형성해 온 자원의 유무가 노년기에 어

떻게 확립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또한 이는 어떠한 식

으로 노년기의 삶에 대한 자아 인식과 건강인식으로 연결되는지 그 지점 역시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 지점이 실제 노인들의 치매인식과 치

매예방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계층별 노인의 생활을 탐색해 보며 

비교·분석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연구의 함의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생애단계 마지막에 놓여있는 노인들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여기는 신체건강

과 질병의 인식문제가 어떠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드러내는 지 또한 

건강불평등 현상이 존재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노년기 생활과 건강인식은 계층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는 각 계층 사례자들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둘째, 노인들의 노년기 삶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인식과 건강인식은 치매에 대

한 인식과 예방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드러내는가? 이는 계층을 

나누는 조건인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드러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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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자원 및 선행연구 검토

 1) 건강불평등에 관한 논의 

  사회학 용어 가운데서 계급(class)과 계층(stratification)이라는 단어는 특

히 그 의미가 다양하고 상호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의미하는 계급과 계층의 개념 정립은 보건의료의 형평성 문제를 올바르게 인

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윤인진·이승미, 

2000). 

  물적 자본의 소유여부나 직업을 기준으로 하는 계급보다는 좀 더 다차원적 

불평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계층(social stratification)은 베버의 이

론에 기반하고 있다. 계층이란 관찰자의 분류·식별 편의를 위한 조작적·분류

적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비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위계서열을 의미한다. 사회계층의 기본단위는 개인의 사

회·경제적 지위로서(socio-economic status: SES), 이는 어느 특정한 단일

지위변수는 물론 소득, 재산, 교육정도, 직업, 권력, 가문 등의 다차원적 요인

에 의하여 구분되는 특성을 갖는다(한상진, 1984; 양춘 역, 1994; 윤인진·이

승미, 2000).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계층과 불평등의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보건과 의료의 사회학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Cockerham, 2012; 

이민아, 2013: 140). 

  이런 계층과 함께 연관시켜 다시금 보아야 할 점이 바로 건강불평등이다. 

“‘건강불평등’은 개인의 건강상태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 성별, 인종, 거주지역 등 전통적인 사회적 불평등의 요

인들이 개인의 삶의 시회나 질을 차별화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위험이나 건강

수준의 차이를 구조화한다는 개념이다”(Link and Phelan, 1995; House, 

2001; 이미숙, 2009). 이 중 사회계층은 개인의 삶의 조건을 구조화하는 가

장 강력한 요인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계층이 낮을수록 사망률 및 유병률이 높

다는 국내외 경험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듯이(Mulatu and 

Schooler, 2002; 윤덕중과 김태헌, 1989; 김혜련 등, 2004; 이미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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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간 건강불평등은 사망률, 정신건강, 유병률 등 다양한 차원의 건강상태 

혹은 지표가 계층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격차의 가설은 노인집단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입증되고 있다(House 등, 1994; 2005), Grundy and Slogget, 2003; 이승

미, 2002, 우해봉과 윤인진, 2001; 김혜련 등, 2004; 김진영, 2008; 김승곤, 

2004; 강혜원과 조영태, 2007). 이 중 김진영(2008) 및 House 등(1994; 

2005)의 연구에서는 연령변화에 따른 계층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바, 노년

기 전기에는 성인기에 비해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격차가 더욱 커지며 그 이후 

점차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된다(이미숙, 2009). 이승미(2002)는 교육

이나 최장 종사직업 등의 지표에서 생애누적적인 불이익이 노년기 건강지위에 

집약되어 나타나고, 사회계층이 자녀와의 관계 등 사회적 자원을 매개로 건강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며 건강불평등 문제를 강조시켰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요인에 의해 구조화되는 건강수준의 격차에 대한 건강불평등 

연구가 생물학적 기능이 감퇴하는 노년기 초기에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가 생애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이며, 생애사 전반적으로 

축적되어 온 사회 계층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계층으로 

구분을 나누어 치매 인식과 치매예방행동을 노년의 계층별 생활과 자원을 통

해 살펴봄으로써 건강불평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난다면 구체적으로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금 탐색해 보아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기존의 건강불평등 문제는 특정 질병이 초점이 아닌, 건강이라는 포괄적인 주

제를 다루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질병에 초점을 둘 것이며 치

매에 대한 인식과 질병예방행동을 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건강행동의 

포괄적인 의미를 재차 살펴보며 건강불평등 문제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2) 건강인식과 질병예방행동에 관한 논의

  (1) 건강인식과 질병예방행동의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 

   건강인식이란‘일반인이 행하는 건강의 이해와 해석 또 건강관련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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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차원에서 전인적인 건강모형이나 사회·환경적 건강모형은 질환을 예

방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보통 사람의 건강유지 방식을 반드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일반인의 건강인식은 단순히 의학지식을 낮은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자의 사회구조적 위치, 문화적 맥락, 개인의 인생역정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과 같은 광범위한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네틀턴, 

2009: 66). 행위자의 건강인식을 고찰한 선행연구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라는 

용어를 활용한 연구가 있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본인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

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의학적인 방법으로 측정

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다(Ware, 1987; 

오영희 외, 2006). 노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은 질

병의 완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고 사회적 지원체계

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건강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질병을 발생시키고 

만성질환의 증상 및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onnelly, et al., 1989; 오영희 외, 2006). 이런 주관적 건강인식은 과거와 

현재의 객관적 건강상태, 질병, 의료이용 형태, 사회·경제적 수준, 라이프스타

일의 여러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onnelly, 

Philbrick, Smith, Kaiser & Waimer, 1989; Ferraro, 1980; 오영희 외, 

2006). 특히 노인의 건강인식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유무, 지역 등이 있다. 그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특히 사회·경제적 지수가 높은 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대체로 높게 평가

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를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nesebeck, Luschen, Cocerham & 

Siegrist, 2003; Louh & Herzog, 2002; Otiniano, Du, Ottenbacher & 

Markides, 2003; 오영희 외, 2006). 또한 사회적 활동 정도, 건강실천 행위

에 따라 주관적 건강인식과 상태에도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부정적인 건강상태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밝혔으며(이윤환 외, 2001; 

이호성, 2004; 손용진, 2004; 조혜진, 2012), 사회·경제적 수준과 양(+)의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일 외(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활동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노인일수록, 과거에 지속적

으로 노후준비를 잘 한 노인일수록, 취업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수

입이 보장된 노인일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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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은퇴자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원경혜 외

(2015)의 연구에서는 은퇴자의 만성질환수가 적을수록, 생활비와 가족관계, 

공적연금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인식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지선(2013)은 

주관적 건강인식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소득과 경제적 생

활사건 같은 경제적 요인, 가족갈등 대처방법,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강인식

에 유이한 영향을 보였다. 오영희 외(2006)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에 있어 지역, 성,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직업 유무, 가구 소득 등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에서도 건강을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인식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특히 주요 계층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소득은 노

인들의 건강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

다. 

  아울러 또한 노년기 건강인식에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측면의 영향들도 고

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주로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지, 친

구, 이웃 등의 집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지지, 사회활동참여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한경혜 외, 2002; 정경희 외, 2005; House, 2001; 

Andrew, 2005; Lee et al., 2007; 김명일 외, 2013) 이들 연구에 따르면 타

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인들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

에 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노인일수록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나타난 결과와도(이윤환 

외, 2001; 손용진, 2004; 조혜진, 2012에서 재인용)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자원봉사단체에서의 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참여는 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

강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는 사회적·심리적 고립감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노인들은 다양한 사회활동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을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건강인식은 어떻게 건강관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 건강관련행동이란 무엇인가?

  건강관련행동(health behaviour)과 질병관리행동(illness behaviour)은 건

강의 유지와 관련하거나 증상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행동(Kasl and Cobb, 

1966; 네틀턴, 2009: 69)이다. 의료사회학의 초점이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행동을 다루는 변화로 옮겨감으로써 질환은 사회적이고 행동적인 요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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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된다는 점을 더욱 더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설명해주는 모델 중 하나가 

바로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이다. 

  건강신념모델은 베커(Becker, 1974)가 로젠스톡(Rosenstock, 1966)의 연

구로부터 개발한 모델로 개인의 건강행동변화를 평가하거나 건강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을 설명하는 모델이다(코코란, 2009). 건강신념모델은 공

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 접종과 같은 예방적 건강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건강에 대한 행동을 예측하고 변화시키고자 

하였다(이병관 외, 2008; 이병관 외, 2014). 이후 변인의 수정과 확장을 통해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행동만이 아니라 의료시설 

이용,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의학적 처방 이행 등 건강행동 전반을 예측하기 

위해 하나의 수정된 모형으로 구축되었다(김명혜, 1997; Rosenstock, 

Strechter & Becker, 1994; 이병관 외 2014). 건강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개

발된 이 건강신념모델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예방 행동을 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는 개개인의 ⓵ 질병에 대한 인지된 민감성과 심각성, ⓶ 예방적 행동을 

위한 인지된 이득과 장애, ⓷ 행위에 대한 단서, 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인

지된 능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때, 개인이 질병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민감성과 심각성이 인구학적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매개변인이 

되어 영향을 받고, 또한 질병예방행동을 취할 가능성에도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질병예방행동을 하게 되는 매개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또래집단의 압력, 개인의 성격, 문화요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질

병에 대한 지식이나 질병에 걸렸던 과거 경험 등이 포함된다. 

  이 모델이 그간 건강/질병인식과 실제 질병대응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유

용하게 여겨진 이유는 건강인식을 포괄하는 ‘건강신념’이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매개변인들의 효과를 통해 잘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

었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단 ‘건강’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뿐 아

니라 특정 질병을 대입하여 질병인식을 알아보는 데도 이 모델이 질병인식과 

질병예방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였는데, 1950년대 이 모델은 결

핵, 자궁암, 당뇨, 치과질환 등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적 건강행동

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곤 하였다(Rosenstock, 1974; 이병관 외, 2014). 

  특히 본 연구에서 질병예방행동을 촉구하는데 주목한 요인은 바로 계층과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관련한 요인들이었다. 물론 질병예방행동을 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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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편화된 요인이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연구를 차용하고 있으므로, 계층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조건

을 우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경제적 요인과 질병예방행동의 영향을 살

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하였다. 

  노인과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질병예방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

면, 고지하나(2014)의 연구에서는 결핵에 대응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질병에 대한 인식이 높았

고, 실제로 이는 결핵 예방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같은 연

구에서 가구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질병을 대비하는 행동에 있어 장

애를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정인숙 등, 200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일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김민경 등, 

2006)는 질병 대응에 있어 사회적 요인이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오윤배 외

(1994)는 모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구강건강신념이 아동의 구강보건행태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모친의 세대주의 교육수준, 소득, 

사회·경제적 수준이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주의 직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구강건강신념항

목 중 심각성, 유익성, 중요성이 낮게 나타난 점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

정의 아동일수록 질병예방행위를 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교육과 이들을 위한 예방 사업이 필

요함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황정해(1993)는 심질환 환자의 자기건광관리는 미

혼이고 여자, 교육수준과 가계 월수입이 높거나 많을수록 자기 건강관리가 높

았다고 했다. 

  이처럼 건강신념모델은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양적인 방법으로 차용되어 개

인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식과 실제 건강행동/질병예방행동을 하는 매개변인

의 효과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따른 결과들을 보여 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를 통해 개인이 건강과 질병을 인식하는 데에는 사회적 요인

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년기 자아정체성과 건강 및 질병인식과의 연관성

   본 연구는 생애주기(life cycle)에서도 특히 노년기에 집중한다. 노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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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삶의 환경이 변화해 가는 생의 마지막 시기이며, 치매라는 사회적 문

제의 질병의 고 위험군이 노인집단이기 때문에 노년기의 생애주기에 집중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을 해 왔던 사람의 경우는 은퇴 후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를 경험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생활에서도 변화를 겪는 시기 역시 노년기 이다. 이 

경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요구될 뿐 아니라, 노인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적응하는 과정은 새로운 갈등, 심적 부담, 자아상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

울러 노년기는 신체건강이 쇠퇴하고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시

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기는 신체적 노쇠함 뿐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감

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며 노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이 큰 영향을 받

고 있으며, 이 점에서 사회·경제적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계층을 나눈 치매

라는 질병인식과 대응전략을 비교·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 지점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과 질병인식 그리고 질병예방행동을 살펴보는 데 있

어서 양적인 방법이 아닌 질적인 방법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노인의 현재 건강

인식 및 질병인식을 살펴보는 데 노년기의 생애단계(life stage)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각 생애단계와 건강의 관계를 탐구하는 심리·사회학적 연구들은 주로 

각 단계의 특성과 관련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해 왔다(이민아, 

2013: 183). 특정한 생애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과의 연관성과 관계를 연

구한다는 것은 그 의미와 강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맥락, 경

험의 특수성, 이후에 경험하는 사건과 자원의 동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McLeod & Almazan, 2004; 이민아, 2013: 

198). 본 연구는 생애단계 중에서도 노년기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생활에서 

축적된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노년기 생애단계와 건

강의 관계를 조망해 보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인식은 단지 사회·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신을‘인식’하고‘행동’하는 자아를 탐구하는 시도 역시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했다. 건강함을 추구하고 질병예방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개인의 건강

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인식을 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바

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이 쇠락하는 시기이며, 그 어떤 

생애 단계보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극대화 되는 시기이다(이미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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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년기에 들어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인 건강문제에 대해서 개인들

은 자신만의 다른 적응전략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한 건강인식은 이에 기반을 

두어 어떠한 방식으로 스스로 체화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자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 계층 별 생애를 통해 축적된 자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

는 것이다. 

  노년기 자아정체성을 지나간 삶을 통해 형성된 삶의 방식과 연계시켜서 본 

애칠리(Atcheley, 1989)의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은 노년기에 접어들

어 사람들은 유년기,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를 관통해 가며 가족과의 애착형성

과정, 교육, 직업선택과 은퇴, 가족관계 변화 등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고 보았

다. 그리고 각자는 이러한 각 시기의 역할과 관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적응전략을 사용한다고 했다. 노인이 사용하는 적응전략은 노년기 이

전에 형성된 삶의 방식(life structure)과 연결되는 개념인데, 여기서 언급한 

‘삶의 방식’이란 과거의 삶을 통해 만들어져 왔으며,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

고 현재로부터 미래의 삶을 형성해가는 기초가 되는 삶의 주제라고 할 수 있

다(김은정, 2008). 이러한 각 생애의 단계마다 형성되는 삶의 큰 주제들을 개

개인이 어떻게 겪어오고 그것은 어떠한 인생의 전환점을 주는지의 정도에 따

라 그 사람은 고유의 ‘자아정체성’이 형성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변화에 대

처하는 적응전략은 이전의 삶을 통해 형성된 삶의 방식, 즉 자아정체성과 연결

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삶의 궤적을 지나온 노년기의 삶의 대응은 생애 전체와 

연속성(continuity)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Atcheley, 1989; 

Quandagno, 2002; 김은정, 2008). 

  이처럼 삶의 과정을 통해 자아는 축적되고 연속된다는 점(Atcheley, 1989)

에서 노년기 자아는 이전 시기 자아의 연속되면서도 새로운 양태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각 시기마다 자아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국면들이 존재함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 여전히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아는 분절성이 아닌 지속

성이란 측면에서 형성되지만 각 단계마다의 일련의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넘어서느냐에 의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Erikson(1991; 20084))에 따르면  인간은 각 생애단계별로 사회·심리적 

과제가 주어지며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고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발달

4) 에릭슨, 조앤(2008[1991]), 『감각의 매혹』, 박종성 역, 에코의 서재; 이민아, 2013:188에
서 재인용



- 13 -

과정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러한 생애단계, 즉 발달단계의 연속적 과정은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였다(박아청, 2010; 이민아, 2013: 

183). 이처럼 각 생애단계에 놓인 과업에서의 성취는 개인에게 행복감과 안정

적인 자아형성을 유도하고, 다음 단계의 과업에 대한 적응을 보다 쉽게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전 생애단계의 과업에서 축적되고 성공적으

로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다시금 성인후기의 과업을 성취를 꾀한다. 특히 노년

기의 주요 과업 중 하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자신의 삶을 수용함으로써 자

아통합을 꾀하는 것으로 그간 축적해오고 연속된 자아는 노년기에 와서 이 과

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데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  

  아울러 자아를 탐색하여 노인 생활의 일부분인 건강인식 및 질병인식을 연

결시키려는 것은 기존의 양적인 분석방법이나 객관적인 관찰 및 분석방법은 

노년의 경험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과학주의가 지향하는 개별

사례로부터의 거리와 추상성은 연구자가 행위자 내면의 경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박경숙, 2004). 건강은 개인의 자기인식이 매우 중

요한데, 이러한 자기 인식은 행위자 내면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박경숙(2004)의 연구에서는 노년의 의미에 대해 노인의 관점

에서 노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생애구

술방법을 통한 노년의 자아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노인의 자아는 노년기에 

고유하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노년의 자아는 이전 생애와 분

리되거나 단절되어 인식되지 않으며, 생애경험의 의식적인 선택, 재해석과정을 

통하여 지속된 자아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리고 그 생

애경험의 해석은 성별이나 사회계급 등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밝

혔다. 또한 생애구술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드러내는 작업(김은

정, 2008)이며, 자신의 삶의 해석이 개인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나타난다고도 

언급되었다.    

  결국 노년기에 건강문제를 인식하는 자아를 생애경험과 연관시켜야 하는 주

요 까닭은 현재 건강상태와 인식은 노인이 살아온 과거 생애경험과 연결되기 

때문이다(강유진, 2002). 이는 해당 연구에서도 언급되었고, 또한 강유진

(2004)의 다른 노인의 면접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건강은 노년기 삶을 이

야기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라는 점도 드러났다. 천희란 외(2010)

의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의 건강인식에 관한 질적연구를 진행하며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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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건강은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현재의 건강은 과거 삶의 

과정을 요약해주는 삶의 질 지표와도 같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여성 

노인의 건강인식에 관한 결정요인은 ‘생애사’의 사건에서 찾는 다는 결과도 

내었다. 

  그러나 노년기의 건강인식과 질병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인의 과거의 삶

을 통해 축적된 현재 노년기의 삶에 대한 인식과 자아에 대한 인식을 건강과 

관련하여 접목한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전술한 치매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는 계량화된 방법이 차용된 선행연구가 대다수였으며, 질적연구로는 특정 질병

인식과 대응방안이 연계되어 이루어진 적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년기의 자아와 건강인식이 치매라는 질병인식을 살펴볼 때 개인이 

축적한 경험에 따라 각기 건강 및 질병인식 그리고 질병대응전략과 관련한 노

화과정과 적응양상을 보여주고 또한 계층별로 그 차이가 드러나는 점을 밝혀

주는데 먼저 의의를 둔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기존의 질병인식연구와 건강행동

을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심층면접법을 차용하여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시도

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3) 치매인식과 치매예방행동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에 대한 인식도 점차 달라지고 있

다. 과거에는 치매를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치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

어 치매는 단지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의학적 관점에

서 예방과 치료를 촉구하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주지하였듯이, 치매는 증상이 

진행될 경우 치료가 쉽지 않고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이 필요하기에 우리 사회는 점차 치매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치매란 혼동, 섬망 등 의식장애가 없는 환자가 비교적 지속적인 지적 능력의 

저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나덕렬, 1993; 서윤정, 2008). WHO 국제 질병분류

(ICK-10, 2007)에 의하면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에서 생기는 증후군이

며 이로 인한 기억(memory)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judgement)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대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 15 -

장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최소한 6개월 이상 장애가 지속될 경우 치매로 판

정된다고 하였다(한설희, 2001; 박상섭, 2010; 이희정, 2011에서 재인용). 치

매를 유발시키는 원인에는 많은 종류의 질환들이 있음도 알려져 오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치매원인 질환들은 알츠하이머 형 치매(Alzheimer's 

Disease: AD), 혈관성 치매(Multi Infarct Dementia: MID), 전두엽형 치매, 

Diffuse Lewy Body 치매(DLB형 치매), Parkinson's Disease(PD), 알코올 

관련 치매, 우울과 동반된 치매, 갑상선기능장애와 관련된 치매, HIV로 인한 

치매, 뇌손상에 의한 치매, Huntinton's Disease, Cruetzfeldt-Jakob's 

Disease가 있다(김정순·이봉숙, 2002).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는 원인 불명에 치료조차 불가능

한 일명, 불치병일 것이라는 보편적인 의견과는 다르게 실제로 매우 다양한 원

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치매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중에는 일부 예방 

및 조기진단으로 치매의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늦추고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의 조기 진단과 예방 사업으로 치매 환자에 소요

되는 경제적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사회적 연구(조맹제, 2009; 안명옥 

외, 2005; Wehling & Groth, 2011; 이주연, 2014)가 보건교육적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듯, 치매는 다양한 원인 질환 별

로 예방책을 강구하거나 초기에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과정을 늦출 수 

있고, 환자의 정상적인 능력을 가능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치매에 대한 의학적 지식부족과 조기검진과 예방에 대한 

적절한 인식부족이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초기 치매

의 경우 전체 치매환자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나이가 

젊기 때문에 치매로 진단하기 보다는 다른 질환으로 간주되어 초기진단과 치

료가 늦어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기(문정희, 2014) 때문이다. 따라서 치매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인식하며, 그와 관련시켜 치매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을, 치매환자와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일부 원인에 의거한 치매에 대한 

예방이 가능한 치매에 있어 질병인식을 어떻게 가지는가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건강행동을 어떻게 연결시켜 실제 생활에서 치매예방의 실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그동안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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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선행되어 수행되어 왔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변수들에 있어 사회·경제적 요소는 빠질 수 없는 변수였다. 

  이신섭(2001)은 40대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병인학적 특성과 관련한 알츠하

이머 지식수준의 차이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영업과 사무직인 경우, 치매

에 대해 들어본 대상자가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치매에 대

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한정순(2005)의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직업, 월 평균 

소득, 종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영주(2005)의 경우 일

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지식정도를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치매를 정확

히 알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 계층적 변수에 

따라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

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치매를 인식하는 데 주요 결정요인

이기도 하다. 

  사회·경제적 변수는 치매에 대한 인식의 긍정 및 부정적인 수준과 의학적 

지신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치매에 대한 인식은 이론적 배경에 언급한 

건강신념모델과 같이 질병에 대한 위협과 인지를 상기시키며, 실제 질병예방행

동으로 이어진다.  

  치매에 대한 대응과 예방행동에 관해서도 역시 사회적 변수는 주요 변수였

던 걸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행위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한 이연희(2012)는 교육수준이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치매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치매 예방행위 정도

가 더 높았다.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치매 지식, 자기 효능감, 우울이 치매 예

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숙정(2012)의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

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치매 예방행위를 잘 하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노인을 조사 대상으로 한 유자연(2011)은 학력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

을수록 손 운동과 두뇌활동 수행을 더 잘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치매와 관련해서도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건강 및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역시 선행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이윤희(2011)는 

중·장년층의 치매에 대한 인식정도와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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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을 대상으로 치매인식정도와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연구 결과 치매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개의 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한국치매협회, 2002). 완치가 불가

능한 치매의 경우라도 예방법이 있고 예방이 가능하다(송영희, 2002; 

Daviglus, et al., 2010; Jorm et al., 2005; 이주연, 2014)는 것은 보건교육

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사회자본과 치매를 연구한 장서진(2014)의 연구결

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치매와 사회자본을 연결시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치매 예방 행동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송영희(2003)는 사·오십대를 중

심으로 중년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했는데, 치매 인식수준과 행동

적 태도와의 관계가 정서적 태도와의 관계보다 다소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

했다. 오미자(2001)는 한국 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를 20대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치매 증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치매관

련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에 대한 욕구도가 높았으며 아울러 치매에 대한 예방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일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와 서비스 시설 욕구도

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질병에 대한 인식과 예방행동으로 이어지

는 부분에서 사회·경제적 변수가 주요 매개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

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양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들이 주를 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노년기 건강수준과 인식은 이들이 살아온 삶

의 경험이나 현재 처한 사회·경제적 수준 등 포괄적 의미의 사회문화적 환경

과 맥락에 따라 구성된다(천희란 외, 2010). 이처럼 수치화된 변수들은 노인

들의 삶과 건강에 대한 이해가 단순화 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그간 건강관련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개개인의 살아있는 체험의 의

미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차용하는 것으로 보다 다양하게 노인들

을 이해할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계

층적 변수로 명명되는 변수들을 좀 더 풀어서 깊이 그리고 사례자 개인 개인

의 노년기 생애단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질병인식과 예방행위의 상호관계를 

조망해 보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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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상기했던 대로 지금까지 건강과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나 질병인식 및 치매

에 관한 인식을 둘러싼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양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활용된 설문조사 방법은 응답자들의 

피상적인 지식이나 인식만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은 응답

자들이 이미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로 하여금 미리 주어진 응답

범주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희

재·안성우, 2005; 김미선, 2012). 이처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를 표준화된 척도에 의하여 밝히는 것은 개별 노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평균에 

함몰시킬 우려가 있다(나장함, 2008). 

  본 연구는 노인들의 건강과 치매예방행동 대해 가진 인식과 계층별 그 인식

의 차이를 현재 노년기의 생애단계의 특징들과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하는 시

도로, 질적 연구 방법에서도 생애사적 접근을 한 축을 잡고 현상학적 방법을 

근거하기로 하였다. 현상학적 접근방법에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밝힌다(홍현미라 외, 2008: 137). 또한 어떤 경험에 대해서 탐구한다는 것

은 그것은 인간의 현상으로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조명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Crotty, 2001; 홍현미라 외, 2008: 137).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인식하는 치매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를 주축으로 각 계층 노인들의 노년기

의 특징과 이것이 이어지는 건강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건강불평등을 조망하

여 연구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들이 현재 노년기에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관련 활동을 하게 하는 기제를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현상학적 접근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심층면접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심

층면접방식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행위와 개념이 놓여있는 구체적인 맥락 속

에서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경험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

로 이해하는 연구방식이다(김미선, 2012). 따라서 개개인들이 자신들이 주어

진 조건에 따라 치매라는 질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를 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수집방법이라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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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 방법은 일상생활의 다양성과 그것이 당사자에게 갖는 의미를 그

들의 맥락 속에서 심도 있는 관찰과 이해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이지영, 2004).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조사대상자를 유의 표집전략(purposive sampling)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유의

표집은 일반적으로 연구자에게 자신의 이론적·실용적 관심을 고려할 수 있도

록 융통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유의표집이 갖는 장점 중의 하나는 연구자가 자

신의 연구능력과 사전지식을 활용하여 응답자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이다(홍두

승, 2012: 75). 또한 이 방법은 연구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

며,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표집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이지영, 2004). 

  먼저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선정의 전제는 첫째, 연구대상자가 본 연구주

제와 관련하여 관심이 있고 연구 설명을 들은 후에 연구의 목적에 공감하는가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둘째,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연구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에 있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 내용에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사회적·경제적 배경 요인들을 고려하기로 한 것도 주요 사항

이었다. 본 연구가 중산층 노인과 하층 노인의 치매 인식과 치매예방행동을 알

아보고 비교·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특히 성별, 연령, 학

력, 주관적 계층수준 등의 일반적인 배경들을 고려하였다. 

  이런 배경들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자는 위의 표집전략을 사용하여 2013

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직접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Brain Fusion 연구 프로젝트 “한국 노인의 인지적 비축 및 치매 위험 매개요

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를 접촉하기로 하였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실시된 서울대 Brain Fusion Project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의 연구방법을 축으로 한국 노인들의 치매 위험 매개요인을 규명하는 자료 수

집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였다. 이 연구에 모집된 연구 참여자들의 기준은 서울 

및 지방 중소도시 지역사회 노인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교육 배경이 다양하며,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고, 정상적인 인지 노화와 정서 상태를 유지함

으로써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 63세 이상 83세 이하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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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참고로 당시 Brain Fusion 연구에서 사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사용

된 표집은 층화표집이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재산세 및 해당 구의 평균 주

택 가격을 합한 평균수치가 높은 순위대로 1층위부터 4층위까지 지역구를 나

누어 그 지역구에 속한 복지관을 방문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당시에 1층위부터 

4층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복지관들5)에서 행해지는 조사에 참여를 하여 다양

한 층위의 노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전략인 점을 감안하고 사회·경제적인 일

반적인 배경을 고려해야 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일반적인 ‘계층’

을 나누는 기준으로 염두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산층과 하층을 구분하기

로 하였다. 계층은 물적 자본의 소유여부나 직업을 기준으로 하는 계급보다는 

좀 더 다차원적 불평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베버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

며 집단 간 다차원적인 위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이자 개념으

로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있다(이민아, 2013: 

140).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은퇴 전 직업, 현재 소득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하층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에 더해 소득분위로 나눈 지

역구의 구분도 참고하여 추가하기로 하였다. 먼저, 중산층에 해당하는 연구 참

여자의 모집은 소득분위 1층위와 2층위에 해당하는 서울의 지역구 복지관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응한 사례자들 위주로 검토를 하였고, 하층에 해당하는 사

례자들은 소득분위 3층위와 4층위에 해당하는 서울의 지역구 복지관에 한정하

여 설문조사에 응한 사례자들의 자료를 참고로 검토를 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은퇴 전 직업/생계 수입원/주관적 

계층의식 항목 부분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 개인적인 연락을 드

리기 시작하며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다. 다음으로 중산층과 하층을 나누는 기

준을 연구자가 임의대로 잡았다. 통상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학력, 수입, 

거주 지역, 생활수준 등을 덧붙인 복합지표를 사용하여 계층을 구분하기에(이

민아, 2013: 140), 본 연구에서도 이런 복합지표를 참고로 하여 임의대로 두 

집단을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당시 시대적 교육배경

5) 당시 층위구분은 총 1층위부터 4층위였으며, 1층위에 해당되는 지역구는 마포구, 용산
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였고 2층위에 해당되는 지역구는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였다. 3층위에 해당되는 지역구는 양천구, 구로구, 관악
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였으며 4층위에 해당되는 지역구는 은평구, 금천구, 강북
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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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분류 이름6) 성별 출생

연도
거주
지역 학력

은퇴 전 직업 거주
형태 비고

본인 배우자

중층

송종호 남 44년 경기도
산본 대졸 교사 피아노

학원운영
부부+
노모 -

이수태 남 35년 서울시
용산구 고졸 자영업 주부 부부 -

유현숙 여 47년 경기도
산본 대졸 피아노

학원운영 교사 부부+
노모 -

박인애 여 46년 서울시
용산구 고졸 주부 사업 부부 -

나현옥7) 여 34년 충청남도 
아산시 중졸 자영업 경찰 노인+

기혼자녀 -

하층

최정배 남 49년 경기도 
의정부시

초등 
중퇴 고물상 - 독거 수급자

임정식 남 45년 서울시
용산구

초등 
중퇴

단순
노무직 - 독거 수급자

정명자 여 40년 서울시
중랑구 초졸 단순

노무직 일용직 독거 수급자

강현순 여 48년 서울시
중랑구 초졸 단순

노무직 택시기사 독거 -

홍영희 여 40년 서울시 
중랑구

중등 
중퇴

자영업/
청소일 자영업 노인+

미혼자녀 수급자

<표 1> 인터뷰 참여 노인의 특성

을 감안하여 최소 중학교 졸업 이상을 기준으로 두면서, 은퇴 전 직업은 사무

직 및 일정정도 이상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업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부가 가능한 계층을 중산층으로 구분하

였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 은퇴 전 직업이 뚜렷하지 않았던 경우, 현재 소득 

수준이 없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하층으로 구분 하였다. 

  또한 위에 언급한 연구 참여자 모집 방법에 보완하여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도 일부 사례자들을 모집하였다. 이 경우 역시 유의표집인 점을 감안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은퇴 전 직업, 현재 소득 수준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뒤 

같은 방식으로 중산층과 하층으로 나누어 모집이 이어졌다. 이 경우에도 크게 

서울권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하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노

인 사례자들을 대상으로 소개를 받아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연령범주 기준은 Brain Fusion 프로

젝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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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참여자의 연령대는 60대가 4명, 70대가 4명, 80대가 2명으로 연령

대 별로 고루 모집되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6명, 경기권이 3명, 

충청권이 1명이었다. 최종적으로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위와 같다.

2) 자료수집 

  심층면접은 서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4월 초부터 약 2주에 

걸쳐 총 11명의 사례자들과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중 1명의 사례

자와는 인터뷰 도중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소

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자료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제외시

켰다. 따라서 총 10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수집되었다.  

  심층 면접이 시작되고 나서는 먼저 인터뷰를 응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본 연구자의 소개와 인터뷰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녹취에 대

한 허락과 인터뷰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얻는 순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와의 면접의 횟수는 1회로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사례자들이 노인이라는 점

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1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정해두었지만, 실제 면접 

분위기와 사례자들의 신체적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하였다. 면접 장소는 사례자들의 상황에 맞게 사례자들이 편한 곳으로 연

구자가 직접 찾아갔다. 주로 사례자들의 자택8)에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사례자의 집 근처에 위치한 조용한 카페9)나 복지관 내 이야기 공

간10)에서도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면담은 전부 일대일로 이루어졌으며, 필자는 

조사대상자와의 면담을 가능한 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였다. 질문문항은 반구조화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흐름이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게 하였는데, 먼저 직접적으로 치매의 인식과 관련한 의견을 묻기 

보다는 그들의 현재 거주 장소에 관한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생애사

와 관련한 성장배경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6) 심층면접 대상자의 이름은 전부 가명을 사용하였다.
7) 나현옥 사례자는 현재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 언급한 ‘서울·경기

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아니었지만 나이와 계층적 사항을 고려하여 참고 사례자
로 함께 포함시켰음을 밝힌다.  

8) 송종호, 유현숙, 나현옥, 임정식, 최정배, 정명자
9) 이수태, 박인애, 임정식
10) 강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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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기 시절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

와 경제배경, 중·노년기 사회·경제적 상황, 현재 라이프스타일, 사회관계 및 

활동, 건강관리에 관한 순으로 면담을 이어갔다. 그 후 건강과 관련한 질문에

서 나아가 치매에 대한 인식과 치매예방행동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연구 대상

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질문은 되도록 위의 순서를 따라 이야기의 

흐름이 가능하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면담 말미에는 면담 도중 보충

설명을 요하는 것을 재차 물어보며 연구대상자가 보충하거나 부연설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3) 자료 분석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전사된 면접 자료를 범주화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공통 경험 부분에 강조점을 두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범주화 작업은 

전사된 자료를 정독하면서 자료 속에 내재된 주제를 찾아가고, 수집된 자료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뜻한다. 본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 지점의 주제를 찾아내고, 

그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자 하였다. 분석절차는 기록된 모든 원 자료를 여

러 차례 읽은 후 현재 노년기의 생활과 이전의 생애단계, 치매의 인식, 치매 

예방행동과 관련한 구술에 밑줄을 긋고, 공통된 의미를 가진 자료를 분류·정

리하였다. 다음으로 정리된 자료를 범주화를 시킨 뒤 범주화된 자료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여 상위 주제로 개념화 시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와 ‘타당

도’라는 용어가 질적 자료를 양적인 세계로 수용하는 것을 조장한다고 비판

하며, 질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좀 더 자연주의적 언어를 제안한다

(Creswell, 2006; 천희란, 2010). 

  보통 질적 연구에서는 전통적 기준인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신뢰도, 객

관성과 상응하는 신빙성(credibility), 전사성(transferability), 신뢰성

(dependi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을 기준으로 연구의 확실성

(trustworthiness)을 확보해야 한다는 링컨과 구바(Lincoln & Guba; 홍현미

라 외, 2008: 184)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의 확실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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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자는 다음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성

의 확보를 고려하였다. 우선 연구 디자인 구성, 반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을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연구대상자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소개자(지인 및 

자녀 및 배우자와 같은 가족)들과의 전화면접을 통해 이들의 진술내용이 일

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증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5. 논문의 구성과 분석틀 

  본 연구는 다음 장부터 계층별 노년기의 생활을 살펴보며 연구 참여자들의 

계층별 노년기 생애단계의 특징을 조망해 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애

과정의 맥락에서 상호작용하고 축적되는 자아, 계층적 요소, 라이프스타일과 

사회관계를 포괄하는 다양한 맥락에서 구성되는 노인들의 건강인식 및 치매

의 주관적 인식과 건강관리행동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사례자

들의 생애단계인 노년기에 있어서 각자 처한 환경적 조건에 따라 축적된 자

원과 형성된 자아는 노년기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이는 노년기의 건강인

식과 질병의 문제 그리고 치매대응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들이 

처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지를 분석해보는 데 초

점을 맞출 것이다.

  2장에서는 계층별 노인들의 현재 생활과 자원을 살펴보고 노년기의 생활이 

노년기 이전의 삶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지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

다. 이를 통해 연속적으로 축적된 생애경험과 자원은 궁극적으로 노년기 이후

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삶에 축적된 연

속된 자아와 자원은 결국 노년기를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과 노년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를 연관시

켜 보면서 본 장의 당위성을 높이려고 한다. 

  3장에서는 노년기의 구술을 통해 본 노인들의 건강인식을 참고로 하여 노

년기에 놓여있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년기 질환인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계층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계층 별 노인들의 치매예방행동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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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을 바탕으로 축적된 자원과 자아인식, 건강인식, 치매인식은 치매예방행

동까지 영향을 어떻게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5장은 앞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가 가진 함의와 한계점을 언급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분석틀을 도식화 하면 다

음과 같다.

계층별 

노년기의 

생활

노년의 자아와 건강인식

축적한 자원 

- 경제적 자원

- 사회적 자원  치매에 대한 인식

- 치매에 대한 이미지

- 정보습득의 과정/ 

인지과정

건강행동과 

치매예방행동

: 자원의 활용과 

대처 수준 차이

<그림 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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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층별 노년기 생활과 건강인식 

1. 계층별 노년기의 생활과 자원 

 1) 중산층 노인 사례자들의 생활과 자원 

  (1) 적절한 경제적 지원수단 유지

  중산층 사례자들의 주 수입원은 다양하나 대부분 노년기에 안정적인 경제수

단을 영위하고 있었다. 크게는 퇴직 후 연금으로 지원수단을 유지하는 경우(송

종호, 유현숙 사례자)와 자신들 소유의 건물 임대료로 지원수단을 유지하는 경

우(이수태, 박인애 사례자)로 나뉘었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와 원조로 지원수

단을 유지하는 경우(나현옥 사례자)도 있었다. 이렇듯 노년기의 안정적인 경제

수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례자들의 노년기 이전 생애단계인 청년기-중년기

의 직업과 경제활동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중산층 사

례자들은 중년기에 남성의 경우 교직(송종호 사례자), 자영업 및 회사원(이수

태 사례자)의 삶으로 성인 초기와 중기를 보내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영위해 왔었다. 여성 사례자들의 경우에도 

일과 가정을 동시에 하는 일명 ‘워킹맘’으로서 꾸준한 경제활동을 하기도 

했다(유현숙, 나현옥 사례자). 노년기 이전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

았어도 남편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살림에만 집중했던 전업주부의 삶을 지낸 

사례자(박인애 사례자)도 있었다. 이들의 노년기 경제적 상황은 이처럼 자신들

의 성실했던 중년기의 덕택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수단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전 생애단계를 살펴보자면, 중산층 사례자들의 경우 대개 유년기 시절이 

다른 이들에 비해 풍요로웠던 것이 특징이었다. 송종호 사례자의 경우 어려운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회고한다. 송종호의 아버지

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에 있다가 여수·순천사건 으로 인해 귀향을 했지만, 

고향에 돌아와서 교직에 있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어머니는 친정의 경

제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으나, 유교문화가 강했던 탓에 여자라는 이유로 



- 27 -

서당밖에 다니지 못했으나, 교육 욕구의 불만으로 유독 어머니의 교육열이 높

았다. 그래서 집안의 높은 교육열과 경제상황이 뒷받침 해주었던 덕에 송종호

는 중학교 때 고향인 전라남도 영광에서 대도시인 광주로 유학을 갔고, 대학은 

서울로 올 수 있었다. 

  1965년 한국의 고교진학률은 69.1%였고, 대학진학률이 32.3%(교육정책네

트워크 정보센터, 2004)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으로 가는 

진학률은 54.3%로 당시에 기초 교육과정도 받지 못한 수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이수태 사례자가 1935년생인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의무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데까지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5명 중 2명의 사례자(송종호, 유현숙 사례자)가 대학교육까지, 

다른 2명의 사례자(이수태, 박인애 사례자)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집은 잘 살았어. 다른 집은 먹을 게 없었는데도 우리 집은 늘 먹을 게 

있었지. 6남매였는데도 다 잘 먹고 살았어요. 또 우리 집은 마름. 마름이라

는 건 지금 말하면 뭐 관리하는 사람들. 소작농 관리. 그러기 때문에 또 잘 

살았다고. 땅도 있었죠. 땅이 한 4-50 마지기 있었는데.”(이수태 사례자) 

  여성 사례자인 유현숙 사례자의 경우 부친은 당시 경성사범(현재 서울대 사

범대)를 졸업하셨고, 교직에 계셨다고 서술했다. 다음과 같이 자신의 유년 시

절을 회상했다.

   “너무도 감사하게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음악을 했으니까. 우리 때 대학 네 반 

밖에 없었는데, 당시 대학가는 건 손 꼽혔어요. 피아노는 또 더했지. 그 때 

피아노 치는 애들은 하이클래스 아니면 칠 수가 없지.” (유현숙 사례자)

  박인애 사례자의 경우 당시 아버지께서 납북 당하신 후 어머니께서 아버지

가 하시던 두부 공장을 이어 운영하였고 공장이 꽤 컸다고 진술하며, “밥 굶

지 않고 괜찮았다”고 유년기를 회상한다. 아울러 나현옥 사례자의 경우 상대

적으로 중퇴로 최종학력이 다른 사례자들보다 낮았는데, 이는 가정형편의 문제

가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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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혼자 서울로 유학을 가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집안의 형편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 어려웠지만 남긴 재산이 있어 

넉넉했다고 회상한 것을 바탕으로 유년기 가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윤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던 가정환경은 종합해보면 이들의 학력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환경은 추후 

이들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쳤음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가령 송종호 사례자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임시로 연구직을 하다가 유학시절 

안정적인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교직을 택했고, 은퇴할 때 까지 교직

에 머물렀다. 송종호의 배우자인 유현숙의 경우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

고, 이후 피아노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하였다. 이수태 사례자의 경우 교직을 

희망하다가 사업으로 전환하여,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에 종사하기도 했고, 

보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였다. 

  종합적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특징을 보면 우선 교육 수준이 높

고, 학업을 마친 후 얻은 직업에도 안정성이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에 기반을 마련한 자신들 유년기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조망한다는 공통점

이 있다. 이는 앞서 유현숙 사례자의 “부모님을 잘 만나서”와 같은 발언을 

통해, 또 다른 사례자들의 자신의 유년기 회상을 상당히 자랑스러워 한다는 점

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건강불평등 문제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

치는 세 요인인 교육수준, 수입, 직업 중에서 사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이다(Ross and Wu, 1996; 이민아, 2013: 140). 교

육수준의 영향력은 건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과정의 전반에 

나타나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교육이 끝난 후 개인이 경험하는 생애과정 동안

의 기회구조, 시장위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통 교육과정이 끝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은 직업과 소득에 선행하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소득과 직업지위를 결정한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 교육수준은 소

득과 직업에 비해 이미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조사시점에

서 소득에 비해 응답자의 삶의 궤적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Ross and Wu, 

1996; 이민아, 2013: 140). 이들이 현재 자신들을 중산층으로 여기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역시 은퇴 이전 가졌던 직업에서 오는 안정적인 소득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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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 없으며,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수준 역시 어느 정도 비례해야 한

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들이 현재의 자기 자신들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바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수단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이 청년기와 중년기에 경제

적 자원을 많이 축적해 두지 못했다면 노년기의 소득수준은 높지 못했을 것이

다. 이들은 현재 노년기의 자신들을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가를 소유

하고, 노후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중산층으로 여기고 있다.  

   “연금 받죠. 보통 교직 출신들이 연금이 330-40(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0(만원) 떼서 부인 생활비 하라고 주고 나머지 모든 관리비, 세금 그런 

것들은 나머지 돈으로 충당해요. 다 제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죠. 충분

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만족해요. 또 그것(생활비)보다 못하게 노년에 지내

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요.” 

(송종호 사례자)

   “우리도 벌고. 집세로. 그리고 애들이 명절 때 주고. 우리야 뭐 내 집이니

까. 해방촌. 서울에 내 집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뭐. 지금은 걱정할 것 

없어.” (이수태 사례자)

  
  실제로 면접을 진행한 중산층 사례자들은 모두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

금 및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11). 일부 사례자(이수

태 사례자)는 소일거리로 예식장 하객알바를 하기도 하며 생활비에 보태 쓰기

도 하면서 노년기 경제적 지원수단을 공고히 하기도 하였다.   

11) 국민연금연구원이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5천110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
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2013년도 제5차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5차년도 조사결과,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은 평균 67.9세였다. 노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응답자의 56.8%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꼽았다. 노후에 필요
한 월 생활비 수준을 조사해보니,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159만9천100원, 
개인기준 98만8천700원으로 나타났다. 필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224만9천
600원, 개인기준 142만1천900원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2015. 7.10. “노후 필요 
월 최소생활비 부부 160만원, 개인 99만원”) 실제로 심층면접을 한 중산층 사례자들
의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나현옥 사례자를 제외하고 모두 부부가 동거하는 
형태이며, 현재 경제소득과 관련한 구술을 통해 사례자들 부부들은 노후생활비의 부부
기준에 일정 수준 부합한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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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중산층 사례자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 수단은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 역시 제공한다. 노인의 경제적 상태는 일상생활에서 현실적 선택을 내리

고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측면이 되기 때문이다(강유진, 2003). 

이러한 경제적 상태는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주관적인 풍요

로움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객관적 풍요로움이란 객관적인 경제적 상

태로서 현재 사례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 즉 사례자의 월 소득, 용돈 등 한 달

에 쓸 수 있는 가용 생활비를 말한다. 중산층 사례자들의 경우 자녀의 지원을 

받는 나현옥 사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들이 축적한 재산에 의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년기 경제적 지원수단의 존재와 꾸준하게 지원

수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것

이었다. 

  노인들의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은 노년기의 시간을 활용할 때 후술할 사회

적 활동을 하는가, 즉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가의 여부와도 연결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산층 사례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축적해 놓은 자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일종의 ‘능력’이 된다. 또한 노년기에 상대적으로 시간활용을 할 기

회가 많은데 이 때, 여가비용으로도 상당 비용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자원도 

마련한 셈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수단의 유지는 각 생애단계를 거쳐 마지

막 생애단계에 있는 중산층 사례자들에게는 각 생애단계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들을 위한 심리적 안정감의 제공과 일종의 보상과도 같은 것이었다. 

 (2) 노년기 가족 내 새로운 역할정체성으로의 이환 

  중산층 사례자들의 생활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은퇴를 하고, 자녀

들을 출가시키면서 오는 가족 내 지위의 변화이다. 

  중산층 사례자들의 경우 남편과 사별을 한 나현옥을 제외하고 모두 현재 자

신의 배우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성년 초기 결혼 연령기 당시에 

중매(나현옥 사례자)나 지인 소개(유현숙, 송종호, 박인애 사례자), 그리고 고

향에서 만남(이수태 사례자)으로 배우자를 만났다. 중매나 지인소개의 경우 집

안에서 배우자를 정해주거나(나현옥 사례자), 학교에서 만난 선배의 소개(유현

숙, 송종호 사례자)로 만나는 등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는 상태였다.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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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성년 초기 결혼 이후 가정을 이루면서 가족 내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지

고 서로 다른 역할행동을 구사한다. 이는 특히 성별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드

러나는 점을 구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우선 남성 응답자들은 성년초기의 생

애사를 구술할 때, ‘결혼’ 자체를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혼생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느라고 바쁘니까(송종호 사례자)”의 

구술처럼 일정체성과 함께 자녀부양을 위한 경제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부성 

정체성이 드러난다. 이는 이수태의 구술에도 드러난다.

  “원래 우리 집은 잘 살고 그랬어. 그게 금은방이 당시엔 잘 됐었거든. 지금

은 많이 없지만. 근데 잘 하다가 쫄딱 망한 거야. 도둑놈이 와가지고 다 쓸

어가서. 지금이야 이렇게 세콤 장치가 잘 되어 있지, 옛날엔 그런 게 없었

잖아. (면접자: 그러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후로는 계속 다른 

거 뭐야, 비즈니스를 계속 했지. 보험회사에 입사도 하고. 별 거 다 했어. 

애들 커나가니까.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했어요. 부업으로 식당 일도 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열심히. 자기들이 안하면 안 시키는데, 공부를 잘하는

데 또 어떻게 안 시켜. 우리 형수나 집안사람들은 공장 보내지 뭣 하러 애

들 대학 보내느냐고. 조카들은 다 2년제 나왔거든. 우리 애들은 다 4년제 

나왔어요. 큰 아들은 서울대 나와서 박사 했고, 딸은 한양대학교 나왔어. 

걔들이 잘 컸으니까..힘이 났지.” (이수태 사례자) 

  그러나 남성 응답자들에게 성년 초기의 구술이 ‘일’과 ‘직업’이 주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여성응답자들은 ‘결혼’이 노년기 이전 생애의 주요 전

환점이었는데, ‘나’의 삶보다 ‘주부’ 그리고 ‘모성’의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응답자 유현숙과 박인애의 경우 각각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의 생활을 이야기 할 때 중점적인 전환점은 결혼이었고, 결혼 이후의 

생애를 구술할 때에는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 한다기 보다 “애들 내보낼 때 

까지 키우고 그렇게 살았죠(박인애 사례자)”의 구술처럼 중년기의 상당 시간

이 주로 ‘자녀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어머니’ 혹은 ‘주부’로서의 정

체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유현숙의 경우는 피아노 학원을 30년 운영하는 일명 

‘워킹맘’ 이었는데, 그런 그녀에게도 ‘자녀 양육’은 빠질 수 없는 중년기

의 기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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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학원을 한 30년 했나? 오래했어요. 일하느라 정신도 없고. 그땐 잠

실 5단지 앞에 살았는데, 설거지 하면서 내가 졸면서 했어. 졸면서 설거지. 

설거지를 해야 내일 일어나서 (애들)밥 해먹이고, 학원 나가는 거야. 요새 

자식들이 내 앞에서 직장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직장, 직장 하지

마“ 그러지. 누군 안 해봤냐? 이러면서. 지금이야 김밥집도 있잖아. 우리 

때는 김밥집이 뭐야. 애들 소풍 간다 그러면 우리가 다 김밥 싸고 그랬어

요. 새벽 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또 싸야지. 애들 도시락 3개랑 남편 도시

락도 싸고.” (유현숙 사례자)

  박인애 사례자의 경우 전업주부로서 중년기를 보냈는데, 살림을 하며 자식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신 기억이 중년을 지배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는 

시부모를 봉양하고 살았으며, 호된 시집살이를 겪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녀

의 중년기 시절 회상의 대부분은 자녀양육과 시집살이와 관련한 주부로서의 

기억이 지배적이다. 

  “하도 옛날 노인네들은 또 그렇잖아. 며느리가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하고. 빨

빨대고 나가는 거 싫어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살림만 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또 워낙 일이 늦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수돗가를 떠나지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너 뭘 하냐고. 아주..호되게 했어요. 

시 할머니부터. 시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우리 시어머니가 87에 가시고. 시

할머니는 89에 가시고. 시아버지가 97에 가시고. 혼자 또..시어머니 돌아가

시고 7년 더 살았지. 시집살이로 정신없이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산거나 

마찬가지에요.”(박인애 사례자)

  이렇듯 중년기에는 이미 존재했던 성별분업구조에 근거하여 역할을 각기 다

르게 스스로 내면화 한 것이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내면화

된 ‘성별분업’은 남성에겐 ‘부양’ 그리고 여성에게는 ‘모성’과 결합하

며 중년기 자아정체성 변화에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런 성별분업이 가능하기 

까지는 안정적인 가정상황도 한 몫 한다. 응답자들은 30대 중반에 남편과 사

별한 나현옥을 제외하고 모두 현재까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의지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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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외적으로 나현옥은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모성’의 정체성과 함께 

‘부양’의 정체성을 함께 지녔지만, 사실상 ‘모성’의 정체성보다 ‘부양’

의 책임감이 더 컸다.  

   “내가. 나는 하숙도 치고 식당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숙 치르고. 

그때는 그래도 생활이 괜찮지, 그 때 당시에는. 남편 월급도 있었고. 근데 

남편 돌아가고 나서는 식당 했어. 식당은 잘됐어요. 그땐 충주에서 했어. 

여기는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때는 좀 먼 곳으로 간 거야. 아는 사람 있

는 게 싫어가지고...자식 뒷바라지해야하니까.”(나현옥 사례자)

  이처럼 중산층의 노인들의 성년 초기 생애단계의 과정인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는 남성 사례자의 경우 부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직업 활동에 몰두한 모습

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부양의 의무를 더 이행했던 반면, 여성 사례자의 경우 

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의 의무를 더 이행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맞벌이를 한다던가(유현숙 사례자)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자신 역시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양육을 했던 경우(나현옥 사례자)는 두 정체성이 혼재되

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아버지

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섯 명의 사례자 모두 생애 전반적

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도 큰 갈등이 없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다. 남편이 사업

을 하느라 바빴던 사례자(박인애 사례자)는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으나 큰 갈등은 없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두 

부부의 사이가 원만했으며, 노년기인 현재까지도 부부관계가 원만한 점도 공통

점이다. 

  그러나 성인후기인 노년기에는 가족 내에서 역할이 변한다. 자녀들이 독립하

기 때문이다. 자녀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성별 역할 행동이 어느 정도 정해 졌

던 성인초기에 남성의 경우 직업세계에 몰두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도

맡아 한다면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에 몰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

족 내 성역할이 달랐던 성인 초기와 중기와 달리 성인 후기인 노년기에는 가

족 내에서의 성별 분업의 역할이 사라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는(장휘숙, 

2013) 연구 결과와 달리 인터뷰에 참여했던 여성 사례자들은 어느 정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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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로운 역할을 맞이한다. 바로 손 자녀 양육이다. 

  본 인터뷰에 참여했던 여성 사례자들(박인애, 유현숙 사례자)은 이전의 생애

주기에서 ‘모성’의 정체성이 강해 자녀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이 노

년기에도 어느 정도 이어진 것으로 보였다. 전업주부로서 살았던 삶이 긴 만큼 

완전히 가족 중심적 정체성을 버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맞벌이로 인한 자녀들의 자녀 즉, 손자녀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가족 

내 여성 사례자들의 역할은 독립한 자녀들의 손자녀 돌봄으로 아직 ‘양육

자’의 역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첫째 때는 내가 다 키웠지. 그랬는데 다른 애(둘째 손녀)는 이제 기운이 없

어서 애 떨어뜨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지금은 그 도우미 할

머니가 데리고 키우니까 애가 성격이 (첫째 손녀에 비해) 좀 안 좋은 것 같

애. 내가 키우는 것 보다. 근데 뭐 어쩌겠어.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에. 아

침에 데려가기 전에 내가 봐주다가 저녁에 데려오면 잠깐 봐주고.”(박인애 

사례자) 

   “바빠요. 애기 보랴. 나는 그래도 애를 봐줄 수 있다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장사라도 내가 하면 못 해줄 거 아냐. 그래도 내가 시간이 있고 애 

봐줄 능력이 있는 게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둘이 있

으면 내가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근데 애기들 오면 내가 애기들 앞에서 갖

은 애교를 다 떠는 거야. (애들이) 너무너무 예뻐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막 자랑하잖아.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애기들이 예쁜 짓 하면. 아무튼 너

무 행복해.” (유현숙 사례자) 

  하지만 성인 중기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는 다른 역할임을 분명히 인

지하고 있다. 사례자들이 자신의 노년기의 손자녀 양육이 성인 중기에 행해진 

자녀 양육과 다른 점은 ‘책임감’의 감정 보다는 ‘호혜의 마음’으로 양육

자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 이다. 노년기의 양육은 어느 정도 시간의 구

속에서 벗어나고, 또한 선택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신의 자녀를 양육했던 

것은 ‘직접적인’ 자신들의 역할이었으나 이제는 자녀의 자녀들을 돌보는 정

도로 ‘간접적인’ 양육자의 역할로 지위가 변화한다. 박인애와 유현숙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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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신들의 집 근처에 사는 손자, 손녀들을 오전에 봐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단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할애하고 있는 것

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 노년기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면서 손자녀에게 

애정을 보이는 시간으로도 보내는 것이었다. 이는 “70이 다 되어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우나 싶었는데..예쁘긴 예쁘더라고. 애들이 맞벌이에요.”(박인애 사

례자)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봐준다”(유현숙 사례자)의 구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육자의 역할이 이전과 달라진 점은 노년기에서 이어지는 

손자녀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 할 때 자신의 신체적·경제적 한계를 인지하며 

어느 정도 부분적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근데 그것(손자녀 양육)도 힘들더라고. 110만원을 애들이 주기는 하는데. 

적어. 지네 집 청소도 해줘야 하고...근데 자식이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기운이 너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겠더라고.” (박인

애 사례자)  

   “내가 애들 봐주면서 돈 한 푼을 안 받아요. 친구들은 자식한테 바라는 게 

더 많아요. ‘너 애기 봐줄 때 돈 받니?’하면 내가 무슨 돈을 받아 하지. 

근데 보통들 보면 다 돈 받는다고. 근데 난 돈 받기는커녕 내 돈이 들어가

지. 애들 아프면 내가 병원 데려가니까. 머리 깎이는 것도 다 내 돈이지. 

그리고 뭐. 반찬도. 애들 반찬 따로지. (면접자: 돈 안 받으세요?) 안 받아

요. 나 같은 사람 없어요.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지. 그래도 난 애들 와서 

피아노 가르쳐주고 놀고 하는 정도니까 하지.”(유현숙 사례자)  

 
  이에 반해 남성 사례자들의 경우 대개 가족 내에서 경제활동을 통한 부양의 

역할에서 물러나 가족부양의 책임감에서도 부담감이 많이 덜어진 시기가 바로 

노년기였다. 특히 자녀가 멀리 떨어져 독립을 한 경우에는 그 부담감이 더욱 

줄어든다. 심지어 가족 이야기를 물을 때 여성 사례자들이 손자녀에 관한 언급

을 자주 하는 것에 비해 남성 사례자들은 가족이야기에 관한 빈도수가 현저히 

적어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 또한 위에 언급한 경제

적 지원수단을 어느 정도 일군 것 역시 남성 사례자들이므로 현재 자신들이 

자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음도 피력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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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족 내에서도 노년기에서 부양의 역할은 없어졌지만, 경제적으로도 자신 

역시 자녀들에게 지원받는 반대의 역할행동은 적을 것이라는 것을 구술을 통

해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는 자녀들한테 기대지 않아. 애들이 명절 때 (용

돈) 주고 그러긴 하지만.” (이수태 사례자) “연금 받죠. [...]다 제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요.”(송종호 사례자)의 구술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족 

관계 내에서는 여성 사례자들이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 돌봄을 이어가며 가족 

내 여전한 역할행동이 이어지는 반면에 남성사례자들은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

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일상에 집중한다. 이는 후술할 절에서 

이어진다.  

  (3) 다양한 여가활동과 사회적 자원

  중산층 사례자들은 중년기에 대해 물었을 때 남성 사례자들의 경우 경제활

동으로 지나치게 바쁜 삶을 살았다던가, 여성의 경우에는 양육과 집안일로 바

쁜 삶을 사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삶”에 대해 회고를 하고 회의를 느끼

기도 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사례자들은 중년기에 자신들이 수행해야 했던 

역할이 노년기에는 종결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남성의 경우 부양이

었고,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이었다. 또한 노년기에는 중년기 자아정체성과 역

할에서 벗어나 새로이 자신이 성취해야할 요소들이 현저히 적어지면서 외부의 

요소에 집중하기보다 내부의 요소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 

내에서나 직장(혹은 직업적 측면에서)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수용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사례자들 중에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외부활동을 통해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고 적응해 가는 경우가 있었다. 특

히 노년기에 중산층 노인들이 집중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관계 유지와 여가활

동이다.

  경제활동을 하느라 정신없는 중년기를 보냈던 남성사례자의 경우나 집안 살

림을 했던 여성 사례자의 경우 모두 가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한 평생을 살

아왔는데, 노년기에는 여가생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

감은 생활에 활력이 되어 주고 있었다.



- 37 -

  “노년에 직장에서 물러나서는 자칫 잘못해서 집에만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 

질 수 있으니까 그 방편으로 계속 운동, 취미활동을 하려고 해요.”(송종호 

사례자) 

   “내가 피아노 학원 하다가 그땐 바빠서 애들 학원 갔다 오면 저거 하고. 맨

날 저거. 이제. 아휴. 정신도 없고. 그땐 또 살려니까 그런갑다 했어요. 그

때 잠실서 있다가 이리로 신도시로 온 다음부터 내가 취미 생활 했어요. 45

세 때 여기로 왔어요. 와서 취미생활 했어요. 여기(우리 집에) 원래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고 원래. 그랜드 피아노가 여기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로 집

에서 몇 명 레슨 했었지. 하다가 좀 그만두고. 우리 딸 대학교 들어가면서 

내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 한국무용. 적성에 맞더라고. 너무 좋아. 이사 오

면서 여유로워지고 취미도 즐기고. 애들도 다 키우고 나니. 그래서 운동도 

했어. 한국무용으로. 춤이 제일 좋아. 너무 좋아요.” (유현숙 사례자)   

  “(아내랑) 살지. 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들은 다 키웠고 저들 알아서 

하고. 난 서울에 내 집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뭐. 지금은 걱정할 것 없

어. 나는 나대로 돌아다니고. 컴퓨터도 배우러 다니고.” (이수태 사례자) 

  송종호 사례자의 경우 은퇴 전 교직생활을 오래도록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이 사례자는 다른 사례자들에 비해 특히나 은퇴 후 시간활용에 대한 고

민을 많이 한 사례자였다. 그는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

며, ‘무엇이든’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동안 하

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즐기며 ‘나의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송종호 사

례자는 노년기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

는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것이 바로 건강관리를 위한 “여가활동”이었

다. 유현숙 사례자와 이수태 사례자 역시 여가활동을 즐기는 활동적인 사례자

들 이었다. 유현숙 사례자는 특히 우쿨렐레, 팬플룻 연주와 같이 자신의 음악

적 재능을 살린 취미생활부터 한국무용까지 그 어떤 사례자들 보다 다양한 여

가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자였다.  

  그런가 하면 꾸준한 친목모임과 같은 사회관계를 맺는 데에도 꾸준히 참여

하는 것도 사례자들의 특징이었다. 사례자들의 경우 바쁘게 살아온 지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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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상과 또 노년기의 시간적 여유시간을 꾸준한 모임을 통해 해소 하

려고 했다. “나이 먹을수록 자주 만나자”(이수태 사례자), “생활이 무료하

니까..일종의 그 것도 활동”(송종호 사례자)의 구술처럼 사회관계를 다시금 

쌓아가는 것이 노년기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었다. 

   “동창들.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는 뭐 1년에 한 두 어번 만

나고. 또 대학교 동창들. 대학교 동창들을 제일 자주 만나요. 중학교는 두 

달에 한 번, 고등학교도 두 달에 한 번, 대학교 친구들은 매달 한 번. 또 

우리 교직 은퇴자들 매달에 한 번. 서로 늙어가면서 얼굴들이나 보고 지내

야 되니까. 또 생활이 무료하니까...일종의 그것도 활동이자 커뮤니케이션

이죠.” (송종호 사례자) 

   “나하고 자주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부인은 뭐야 요양 

병원에 있는데, 동창회에 안 나왔더라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러니까 전

화를 해보니까, 다른 친구가 전화해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나는 

그 부인이 입원한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가지

고...한 일주일도 못 살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야. 그래서 친

구들이 나이 먹을수록 자주 만나자.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는 거야. 집에서 

있으면 또 뭘 해. 나가면 또 얘기라도 하고. 돈 많은 거 그 까짓 거 있으나 

마나하지”(이수태 사례자) 

  일반적으로 성인후기 노인들은 성인초기 젊은이들이나 중년 성인들보다 더 

적은 수의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한다. 그

러나 오래된 친구의 존재는 노인들의 삶의 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높

은 생활만족을 경험하게 한다(Cartensen, 1997; Charles & Piazza, 2007; 

장휘숙, 2013: 416). 특히 동창모임과 같이 새로운 친구관계 형성보다 이전의 

사회관계망을 다시금 공고히 하고, 오래된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은 사례

자들에게 노년기 생활의 일환이 되고 있었으며, 높은 생활만족을 하는 데 도움

을 준다.  

 친목모임 외에도 사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도 사회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

었다. 크게 봉사활동(이수태, 유현숙, 박인애 사례자)을 하거나 교회와 같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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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동에 매진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사례자(박인애, 나현옥 사례

자)도 있었다. 

   “집에서 있으면 또 뭘 해. 나가서 또 얘기라도 하고. 또 복지관 나와서 도

시락 배달도 해주고. 또 컴퓨터 가서 배우고. (면접자: 도시락 배달은 왜 

하시는 건가요?) 봉사지. 그리고 컴퓨터도 배우고. 처음엔 뭣도 몰랐지. 원

래는 한남동 노인 복지관에 다녔었어. 집에서 놀면 뭘 해. 가만히 생각해보

니까 안 되겠어.” (이수태 사례자) 

   

   “꾸준히, 그리고 또 교회에서 노인대학. 거기서 (봉사)지도하고 있어요. 그

리고 또 장애인 복지관 가서 꾸준히 10년 간 (음악)지도했어요.”(유현숙 

사례자) 

  봉사활동을 하는 사례자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하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 

보다 무료한 여가시간을 보다 보람 있고 “기분이 좋은(유현숙 사례자)” 사

회 활동으로 노년기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종교 활동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자들은 순수한 종교적 목적도 있겠지만, 

노년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박인애 사례자는 인생의 대부분을 주부의 삶으로 보내면서 시부모와 같이 

살았다. 그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 탓에 어디 나돌지도 않고 온전히 전업

주부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회고한다.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그녀는 중년기 때

에 시부모 눈치를 보여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났을 정도로 엄격한 규율의 시

부모님을 수발했어야 했다. 그녀는 시집살이가 고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무

심했던 남편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으며, 심리적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다

고 구술한다. 그런 그녀가 자유로워 진 것은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시부모 모

두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이다. 자녀들을 출가시키기 전 중년의 마지막에 접어들

면서 그녀가 새롭게 시작한 사회활동도 종교 활동인데, 수녀와 신부를 후원하

는 후원회장 역할을 10년간 하면서 집에만 있던 그녀가 사회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후원회장직에 물러났지만 그로 인해 시작된 뒤늦은 사

회생활은 노년기 친목모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후원회장직에서 물러

난 지금은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없으나, 주된 일상은 손자녀 돌봄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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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친목모임을 가지는 것이다. 나현옥 사례자의 경우도 여성으로서 가정 내 주

된 ‘부양’의 의무를 맡게 되면서 오랜 시간 식당을 하였으나, 자신이 늙게 

되면서 식당을 접게 된 후에는 집안에서의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고 구술했

다. 현재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을 다소 아쉽게 여기는 측면이 있으

나, 경제 활동 단절로부터 오는 공허함을 종교 활동을 통해 의지하며 해소하고 

있었다. 

   “그 전엔 일단 일하느라고 바빴고 친한 사람도 없고. 일만 했지. 그러다

가...불교에는 친하고 말고도 없어. 근데 교회 나가고부터..교회 나가 고부

턴 다 가족이 되지. 서로가 도와가면서.”(나현옥 사례자)

  교회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나현옥 사례자의 경우 또래 집단을 형성하

게 되었고, 또래 집단과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점차 가족을 부양하던 자신에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단계로 바뀌어 갔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각기 남성과 여성으로 달리 살아왔음에도 지난 날 바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노년기를 여기고 있다는 지점이 중산층 사례자들

의 공통 특성이다. 또한 노년기의 상당시간을 여가와 친목관계 모임을 통한 사

회활동으로 보내게 된다. 노인들의 여가생활은 젊은이들의 여가생활과는 그 성

격이나 유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젊은이들은 여가를 재생산의 수단이나 심신

의 피로회복 등에 목적을 두는 반면 노인은 여유시간을 ‘어떻게 여생을 유용

하고 의미 있게 보내느냐’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인은 직업

을 통해 찾고 누리던 삶의 의미나 사회적 역할과 관계의 상당부분을 상실한데

다, 신체적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들에게 여가의 질은 삶의 만족도를 결

정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다. 노인들이 인생의 여유와 행복을 느끼고 사회 공동

체 일원으로서 활기차게 참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노인여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여기서 강조되는 이유이다. 중산층 노인들은 안정된 경제적 기반으로 

이와 같은 여가 및 대가성이 없는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노년기 삶

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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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층 노인 사례자들의 생활과 자원 

  (1) 어려운 살림과 부족한 경제적 자원 

  하층 노인 인터뷰 대상자 5명 중 4명(임정식, 최정배, 정명자, 홍영희 사례

자)은 생활보호수급대상자였고 1명(강현순 사례자)은 수급자는 아니었으나 임

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자녀의 원조는 전혀 받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중년기 남

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홍영희 사례자를 제외하고는 4명

의 응답자 모두 성장기 시절부터 줄곧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면접 참여자들에게 있어 살아온 여정은 생활고와 떨어진 적이 없

었다는 것이다. 

  하층의 응답자들은 그들의 유년기-청년기 생애사 구술을 통해 모두 교육수

준이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 역시 교육수준이 높지 않

았다. 부모세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시대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 되었고 당

시 산업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농업이 주된 사례자들부모

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점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부모님들이야 뭐 서당인가 뭔가 거기 다녔겠지, 뭐. 학당인가 뭐 그런데.

(면접자: 그럼 어렸을 때 집안 환경은 어떠셨나요?) 어렵지. 형제들은 많

고. 우리 부모님 시골에서 그냥 농사지었었는데, 어려웠지.”(임정식 사례자)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학교 안 나왔고. 그 당시에 뭐 시골서 농사지었지.”

(강현순 사례자) 

  “아버지는 옛날 보통학교. 엄마도 옛날 보통학교 나오셨고.”(정명자 사례

자)

  그러나 하층 노인 응답자들의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지 않았다

는 것이 주요 공통점이었다. 

  남성응답자들의 경우 형제 수가 많아 부모가 다소 교육열에 소홀했다는 경

우(임정식 사례자)와, 부모의 불화로 자신의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던 경우(최

정배 사례자)가 있었다. 여성 사례자들의 경우 가난과 더불어 성차별에 의한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었던 양상이 특히 공통적으로 보였다. 이는 “남동생만 



- 42 -

가르치려고 아버지가 딸들을 공부를 안 시켰어요(강현순 사례자)”, “중학교 

갈려니까 작은아버지가 남동생이 가야한대. 그래서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도 못 

갔어(정명자 사례자)”의 구술에서도 드러난다. 여성 사례자들의 경우 자신들

의 교육적 열망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성차별에 의한 기회의 좌절을 

겪은 셈이었다. 이렇게 사례자들은 부모의 낮은 교육열과 가난, 성차별 등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지녔다. 이와 같은 유년기 가정환경과 교육수준에 관한 구술

은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

육 성취에 강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방하남 외, 2001; 정영애·

김정미, 2002; 이정환, 2002; 신원영·강현아, 2008; 이중섭·이용교, 2009)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낮은 교육수준은 자연스럽게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유년

기- 청년기 시절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

업군은 소속이 일정치 않는 일용직이나 단순노동이 대부분이었다. 여성응답자

의 경우 공장 일마저 결혼을 한 이후 중단해야 했으나, 배우자의 수입이 좋지 

않았다는 데에 다시 중년기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나갔어야 했다. 

  면접 참여자들 중에는 생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종류의 일을 해온 사

람들이 많았다. 남성 사례자들의 경우 고물상, 공장, 공사장 잡역부(최정배 사

례자)로 일을 하거나 극장 청소, 산사 관리인, 목수, 공사장 잡역부(임정식 사

례자)와 같이 일용직 위주의 노동이 경제활동의 주를 이루었다. 여성사례자들

의 경우 결혼과 육아로 잠시 경제활동을 멈추었다가 다시 남편의 실직이나 무

능력으로 생활전선에 다시 뛰어들어야 했던 경우가 있었다. 강현순과 정명자는 

각각 결혼 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다가 다시 공장일, 

청소일 등으로 결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했다. 홍영희의 경우도 결혼 전 미

용학원에 다니며 미용관련 일을 하다 결혼 후 남편과 사업(부동산)을 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례자들은 청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생활수급을 받기 전 까지 지속

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이나 단순노동과 같은 직업군

에 속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노

후의 안정적 기반을 닦아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런 고로 이제 육체마저 쇠

약해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년기에 있어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중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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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더 이상 자신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생애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자괴감으로 이어졌다. 

Havighurst(1972)에 의한 전 생애 발달과업 중 성인 중기에 해당하는 발달과

업은 직업세계에 만족을 얻고 성공하기, 자녀를 책임감 있고 행복한 성인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결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성역할을 재조정하기(장

휘숙, 2013: 321) 등인데, 하층에 해당하는 사례자들은 이와 같은 성인 중기

의 발달과업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채 노년기로 접어들었다. 또한 노년기의 

과업 역시 성취수준이 낮았으며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유독 자주 하는 사례자들은 이제 축적된 

자산이 없고 차라리 “돈 몇 푼이라도 버는(임정식 사례자)” 일을 하고 싶어

도 일을 하지 못하는 노년기의 자신을 평가 절하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자

신들이 수급받는 비용에 대한 부족함을 빈번하게 언급하기도 하였다. 

   

   “(걱정되는 게) 돈이지 뭐 돈. 지금 사는 게 돈이라니까. 먹을 거 지금 못 

먹고 있잖아. 라면이라도 사먹어야 하는데. 라면 살라면 박스로 사다 놓고 

사먹으면 되는데. 그건 반찬이 없어도 되잖아. 라면을 먹는다고 쳐. 근데 

김치라도 한 포기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노령연금이랑 국민연금 

다 합치면 45만원이라 이 말이지. 더 이상 주지를 않아. 중복되는 건 안 준

다니까? 그거가지고 월세 20만원 내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아니 사는 것도 힘들다니까. 저 어디 정부에서 예전에 쌀 주면 그거 

2만 얼마주고 팔아먹잖아, 내가. [...] 예전에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하

는 거 그거라도 해서 돈 몇 푼 벌었는데 이젠 그거도 없어졌어. 돈 나올 구

멍도 없다고. 이제 늙어서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해, 써주지도 않아. 돈이 중

요한데, 돈이.”(임정식 사례자)

  “(임대)아파트 돈 들어가는 거, 관리비 이런 거는 그냥 없을 때는 가끔 애들

이 좀 보태주고...안 그러면 내가 계속 일을 했어요. 아파트 청소. 혼자 사

시는 분들 청소하는 거, 한 달에 60만원 버는 거. 근데 자꾸 몸이 아프니

까..올해는 못하고. 노령연금만 기다려요.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살아.”

(강현순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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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하층 노인 사례자들의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

은 노년기 심리적·경제적 불안정함을 야기한다. 그러나 자신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학력획득과의 연관성은 크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례

자들이 학력의 획득과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데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산층 사례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열이 높은 가정환경

과 높은 학력수준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에 대한 필연

성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중년기 동안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노년기로 이

어져 어느 정도 해방되어야 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생애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상을 관통하고 있는 스트레스로 존재하며, 심리적 불안정함과 경제

적 안정의 갈망을 야기하며 노년기의 관심사가 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2) 가족 내 갈등과 관계의 소원함 

  일반적으로 성인 초기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이 성인후기에도 행복

한 생활을 한다(장휘숙, 2013: 413). 그러나 하층 노인 사례자들의 경우 미혼

인 임정식 사례자를 제외하고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 평탄치 않았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남성응답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이혼을 하거나(최정배 사례자), 애초에 ‘떠돌이 인생’을 사느

라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해 결혼을 못하는 경우(임정식 사례자)도 있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남편과의 불화가 두드러졌는데,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을 하거

나(강현순 사례자),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나 큰 위기를 겪어 

“결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구술하는 경우(홍영희 사례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이혼한 사례(강현순, 최정배 사례자)도 있었

고, 사별을 했더라도 그 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탄치 않았다는 사례(홍영

희, 정명자 사례자)도 있었다.   

  특히 여성노인 사례자의 경우 결혼생활의 힘들었던 점을 구술하며 자신의 

인생전이에 가장 큰 변환점이 되었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의 인

생이 ‘박복하다’는 이유의 근원이 결혼생활에 기인한다고 구술을 하는 등 

이는 “결혼을 해서 내가 못 살았어(홍영희 사례자)”, “결혼 생활이 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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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지(강현순 사례자)”와 같은 구술에서 알 수 있었다. 

  여성 사례자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구술하는 이유(홍영희, 강

현순 사례자)는 대개 남편과의 불화였는데, 남편의 잘못을 전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친구가 저녁에 와서 잠깐 할 얘기가 있대서 시내 나가자고 해서 택시를 잡

아탔는데, 그 길로 내가 못 돌아 온 거야. 친구가 날라버려서. 그 택시가 

그 사람(전 남편)이었던 거지. 그래서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지고..결혼생활

이 말이 아니지 그게. 남편하고는 우리 애들 중고등학교 때 다 이혼해 버렸

어. 하도 두드려 패가지고. 또 바람을 그렇게..(택시)기사라서. 바람을 많

이 피고 다니고, 그리고 (바람을)피고 오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또 

핑계를 대고. 의처증도 있고. 동네 할아버지들한테 인사를 해도 저놈하고 

뭐 있냐고 집에 와서 막 두드려 패고. 애들은 다 알잖아. 애들이 엄마가 어

떻게 살았다는 걸 다 알잖아.”(강현순 사례자)

  강현순은 결혼의 시작부터가 정상적이지 못했음에 자신의 인생이 엇나갔다

고 회고했다. 그녀는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청각장애를 얻었고, 결혼생활 내내 

잦은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함은 자신이 ‘엄마’로도 그리고 ‘아내’로도 정

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탄한다. 

  결혼이 인생전이의 극적인 사건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으로 인해 계층

이동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여성 사례자에게 드러난 데에 있다. 홍영희의 

경우 어릴 적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덕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으나, 남편과 결혼 후 자신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었다고 회상한다. 

   “결혼을 해서는 내가 못살았어. 우리 아저씨가 노름하고, 바람피우고 그랬

어. 근데 직장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영등포 병원에 일할 때 크게 다치고 

나서 갈비 다 부러지고 그러는 바람에 입원했지. 살기가 곤란해지더라고. 

그래서 살다가 우리 아저씨가 괜찮아지니까 사우디를 한 번 갔어. 우리 고

모부가 사우디에 가라, 놀지 말고 했거든. 근데 가서 또 화투를 했어. 그래

서 또 오래 못 갔어. 놀았어. 살기가 힘들었지. 그러다가 내가 안 되겠어서 

가게를 얻은 거야. 식당을 해볼까 하고. 근데 식당도 우리 아저씨는 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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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갈 것 같고. 나 혼자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부동산으로 차렸어.” 

(홍영희 사례자)

  홍영희 사례자의 경우 어릴 적 아버지는 구청공무원, 어머니는 과자점을 운

영하는 등 “곱게 자랐다”고 회고하였는데, 결혼 이후 남편의 잦은 외도와 도

박, 안정적이지 않은 경제활동은 자신을 살림만 하는 주부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활동에 뛰어들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그녀는 심지어 후에 남편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했는데, 남편의 병수발을 들면서 자신도 너무 지쳐있었다고 

회고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제야 조금씩 그녀 자신도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현재 간경화,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장애 등급 4급

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남편과의 불화와 안정적이지 못한 심리적·신

체적 조건은 그녀에게 자녀양육에도 힘쓰지 못한 죄책감으로 남아있다. 그녀의 

딸 두 명중 한 명은 현재 실종상태라 하고, 아들은 20대 초반의 사고로 하반

신 마비로 현재 자신과 함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자녀들만 생

각하면 속이 상하고, 그녀가 말한 “박복한 인생”은 결혼에 기인했다고 여기

고 있다. 

  이처럼 하층 노인 사례자들에게 있어서도 청년기-중년기에 행해지는 ‘결

혼’은 주요 개인의 발달경험이자 생애사건이었다. 여성사례자의 경우 결혼 이

후에도 생애 전반에 걸친 생계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이 공통점이며, 이 때문에 

자녀양육에도 소홀했다고 회고했다. 그렇다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덜한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지원)해주질 못해서 딸이 대학을 못가고 직장을 구했다

(강현순 사례자)”의 구술을 통해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금전적지원은 못해주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예이기도 하다. 하층 사례자들의 

결혼생활은 전반적으로 평탄치 못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이혼

한 사례자가 2명(강현순, 최정배 사례자),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결혼생활 내

내 ‘못 살았다’라고 회고하는 홍영희 사례자를 포함하여 사별한 사례자의 

수가 2명(홍영희, 정명자 사례자)이었다. 그리고 임정식 사례자는 미혼으로,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했다고 구술했다. 즉, 결

혼을 한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성을 얻지 못했고, 생계활동에만 

매진하게 된 사례자들은 결혼생활을 회상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었다기 

보다는 결혼생활 이후의 불안정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구술이 잦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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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는 자신의 중년기가 평탄치 못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생애전환 사건

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성인 중기 가정의 불화를 이룬 사례자들은 노년기에도 가족 간의 유대 역시 

적은 편이었다.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족관계 내 

친밀감의 정도가 적으며, 의지할 존재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애들이랑 (연락은) 가끔 한 번 씩 하죠. 자주는 안하고. 지네도 살기 힘들

고 하니까. 또 나부터도 아파도 애들한테 해준게 없으니까 연락도 안하고. 

지네도 어쩌다가 가끔 엄마 좀 어때 하고 그런거나 물어보고 하는거지 

뭐.”(강현순 사례자) 

  “(자녀들과) 연락은 하는데..애들이 크다 보니까. 큰 애들은 목동살고 딸 구

로동 살고. 뭐. 그냥 걔네가 있다는 건 알지. 살갑게 전화하진 않아요.” 

(정명자 사례자)

  “딸 둘 있어. 아들 하나랑. 아니야, 딸이 셋이야. 근데 딸 하나가 행방불명

됐어. 소식이 없어. 둘째가. 원래 딸 셋에 아들 하난데. 쟤가 아들 하난데 

오도바이 사고로 저렇게 병신 됐어. 오도바이. 뼈가 다쳐가지고. (면접자: 

다른 따님들이랑은 연락 하세요?) 연락은 하는데 하나는 이혼하고 혼자 살

아.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다들 나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 (면접자: 또 

다른 따님은요?) 걔는 또 간신히 살고. 결혼은 했고. 아들은 나랑. 그 돈

(수급비)으로 내가 간신히 사니까 속에서 열 불나.” (홍영희 사례자)

   
   “어려운 둘이(전 부인과 본인) 끼리끼리 만났는데도 싸움이 잦았어. 아들 

하나 뒀고.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 38살 즈음에 이혼했던 것 같아. 그 뒤론 

계속 혼자 살았어. 아들하고도 연락 안 해. 그 외에 가족 등이 랑도 연락은 

전혀 없어.” (최정배 사례자)

  사례자들의 청년기-중년기의 결혼생활이 평탄치 않았음에는 배우자와의 불

화가 주된 이유였지만, 중년기를 넘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례자들 중 4명의 

사례자(최정배, 임정식, 강현순, 정명자 사례자)가 동거가족이 없이 1인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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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독거노인’ 이었으며 홍영희 사례자는 하반신이 마비 된 아들과 둘이 

거주하나 다른 자녀와의 왕래가 뜸한 편이다12). 가족에게 얻는 물질적, 정서적 

지지가 적은 하층 사례자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들에 대한 기대가 

없고, 자신들 역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가

족 내의 약한 연대의 유대감은 정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하층 사례

자들에게 고독감을 안겨준다. 

 

  (3) 협소한 사회적 자원 

  중산층 노인 사례자들이 꾸준한 친목모임과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는 것에 

반해 하층 노인 사례자들은 다소 협소한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을 보여준다. 인

터뷰 대상자 5명 중 3명(홍영희, 정명자, 강현순 사례자)이 임대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주거환경 및 이웃과의 관계를 물어볼 때 임대아파트에 대

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시선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그저 ‘(이웃과) 나쁘지

는 않은’ 관계를 유지하며 소속감은 굳이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신 

그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양태를 보이는데, 노인들이 자주 모여 

‘사람구경’을 하는 집 앞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중산층 사례자들이 보다 다양한 취미활동 및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중산층 사례자들의 정기적이고 다소 계획성이 있는 친

목모임을 유지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반면, 하층 사례자들은 복지관 외 사람들 

혹은 지인 몇 명을 만나는 정도 외에는 공식적이거나 정기적인 친목모임이 거

의 없었으며, 사회관계 유대가 얕고, 기타 사회활동의 채널 역시 협소했다. 

   “사람 만나는 건 다 노인정. 다 노인정 친구들이지 뭐, 노인정.” (정명자 

사례자)

   “(면접자: 사람들은 자주 만나세요?) 노인정에서 자주 만나요. 여기, 복지

관. 여기 매일 내가 여기서 살다시피 해요.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내

12)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독거노인 74만
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6%인 11만 8천명은 가족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웃과 소통이 단절된 정도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웃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만난다고 답한 독거노인은 전체의 
13%였다(연합뉴스. 2015.04.21. “독거노인 6명중 1명, 가족과 왕래 끊겨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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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 사무장이다 보니까 여기 매일 오고 하니까”(강현순 사례자)

  이는 본 연구자가 하층 사례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 복지관에서 사례자를 모

집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남성 사례자의 경우 복지관을 통해 사례

자(임정식 사례자)를 모집했더라도 여성 사례자만큼 잦은 복지관 출입은 하지 

않았으며, 남성 사례자들(임정식, 최정배 사례자) 역시 정기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비정기적이고 휘발적인 사회관계와 비사회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었다.13)

   “동네 아는 사람 몇 있는데...그 사람들 만나면 술이나 한 잔 먹고. 헤어지

고. 그 전에 알던 놈들은 많이 죽고. 아는 사람 많음 모르는데 이 나이에 

일하는 놈들도 있고. 가정사 복잡한 사람들은 일을 하지. 나는 외톨이가 되

가지고. 이 동네로 이사 오다 보니까 뭐 만나면 그냥 알게 된 사람들이랑 

같이..술 한 잔 씩 하고.” (임정식 사례자)  

   

  일부 사례자들은 부족한 경제적 자원이 사회관계와 여가활동까지 위축된 모

습을 양산하는데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도 보인다. 결혼 후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진 홍영희 사례자의 경우는 이전에 풍족했던 시절 어울렸던 기존의 사회

관계를 현재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수준이 낮은 사례자들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실현하고 활동하는 양상이 부족한데, 그로 인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노년기에 여가 및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위축되고 능동적이지 못한 모습

을 보이는 사례자들은 또한 적절한 주거와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궁핍

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제조건을 지속해서 언급한다. 

  사례자 5명 중 4명이 기초생활수급비용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비용은 49만 

9288원(2015년 기준)이 전부다. 이는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1만

만 7281원이 채 되지 않는다.14) 임대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

13)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독거노인 74만명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 경로당
이나 복지관,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독거노인은 전체의 63%로 나머지 
37%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활동이 없었다(연합뉴스.2015.04.21).

14) 헤럴드경제. 2015년. 7. 23. “<무더위 속 영등포 쪽방촌 노인들 찾아가보니>“60만
원으로 근근이 생활…아플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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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만 원가량의 월세를 내는 사례자(임정식, 최정배 사례자)들의 경우 기

초생활수급비용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이 현저히 적다. 

  오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50세 이상 성인 남녀가 생각하

는 노후최저생활비가 월 99만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15) 임대아파트와 

쪽방촌 등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99만원은 꿈같은 얘기다. 이들

처럼 최저생활기준이 안 되는 수급비용으로 각종 공과금 및 월세 등으로 지출

하고 나면 여가를 꿈꾸는 것이 사치로 느껴진다. 사례자들은 다소 적게 느껴지

는 수급비용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국가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

다16). 그러나 수급비용으로는 자신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느낀다는 점을 지속해서 피력했다. 복지시

설에 빈번한 출입을 해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자기

만족감을 취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채널은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니 

활동의 제약도 존재한다. 노인들에게 있어 노년기에 행해지는 사회관계 유지와 

적절한 사회활동은 노년기 심리적 안정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비단 심리적 자원이 될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

러나 하층 사례자들에게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나 옛날에 (돈) 벌었을 때. 송파에 사는데. 송파 거기 상가주택 가지고 있

는데. 이제는 전화와도 만날 수가 없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만

나면 같이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돈이 없

으니까 안 만나. 옛날 수준하고 지금하고 180도 변했으니까...내 생활수준

이.” (홍영희 사례자)

   “아파서..(복지관)노인네들이 또 어디 놀러가자 그러면 가고 싶은데도 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 어디를 가고 싶은데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지. 밖

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아우 꽃폈는데 꽃바람이나 쐬었으면 좋겠다, 하고 

15) 같은 기사
16) “그래도 어떻게 수급자로 (구청직원이)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어보는 대

로 서류 (작성을 도와) 말 하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지원받았어. 무릎 수
술도 했는데 지원도 다 받고. 공짜로. 그래서 그거(기초생활수급비용)랑 노령연금 20
만원 있지 해서 둘이 합하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다 공제하다. 그래서 딱 40만 나와. 
그거 가지고 모자라. 여기(임대아파트) 관리비도 내야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
금 이런 건 또 따로 내야하지[...].” (정명자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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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돈 모아서 갈래? 하면 노인네들은 못 가는 거야. 못 걸어 다니니까. 

자가용 있음 몰라도 못가지 뭐...”(강현순 사례자) 

  자신이 축적한 경제적 능력을 기반으로 보다 능동적인 여가활동과 정기적인 

친목모임을 유지하는 중산층 사례자들과는 달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휘발성 위주의 사회관계를 주로 맺게 되는 하층 사례자들은 더 깊

고 넓은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신체와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하는 노년기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의욕이 저하된 것은 신체적 

노쇠함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감이 의식주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

문에 자신의 생계유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이 되는 것이다.  

2. 계층별 노년기의 자아인식과 건강인식 

  본 연구는 질병인식과 질병예방행동 그리고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건강신념모델을 참고하여 개인이 건강에 대해 어

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의 건강 신념적 차원을 보기로 하였다. 건강신념

은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삶의 

질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그리고 그들의 보호제공자를 어떻게 선택 하는가 

등이 포함된 건강에 대한 하나의 믿음 체계로 정의된다(Wong-Kim and Sun 

2003; 임정원 외, 2011). 특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건강에 관련

된 믿음 체계나 경험 등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건강행위 방식을 유지하고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임정원 외, 2011). 건강신념모델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주 결정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계층별 

노인들의 건강신념과 치매예방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학적 요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연령, 직

업, 교육수준, 소득수준(Idler & Benyamini, 1997; Lantz et al., 1998; 

Luoh & Herzog, 2002; Youn Jung, 2007; 이지선, 2013)과 같은 사회·경

제적 요인이나, 객관적인 의학진단인 당뇨와 뇌졸중 같은 장애(Otiniano, Du, 

Ottenbacher, & Markides, 2003; 이지선, 2013), 흡연, 음주, 운동과 같은 

건강행태(SB, 2001; 김민경, et al., 2010; 이지선, 2013)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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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ailis 등(2003)은 주관적 건강인식이 개인의 개별적 건강 상태의 총체

적 합과 그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의해 결정되며, 객관적인 건강

과 주관적인 건강인식의 차이는 개인의 건강관념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김종

성·조비룡, 2010). 

  이처럼 건강행위 방식을 채택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다양한 요인 중, 개인

이 가진 건강인식과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건강신념(Health belief)은 개인뿐

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믿음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 변수이다. 

즉, 건강신념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개인, 사회, 그리고 문화적 믿음 체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을 이해하게 해주는 주요 척도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임정원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건강인식이 건강신념 내에 포괄된 개념이며, 같은 지점에 놓

인 개념이라 여기고 보다 포괄적으로 개념을 잡도록 하였다. 이는 건강인식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김종성·조비룡, 2010; 김은엽 외, 2009; 오

영희 외, 2006; 서문진희 외, 2011; 이지선, 2013)에서 건강인식에 대한 측

정 방식이 대개 양적 방법을 차용하여 답변의 형식이 ‘긍정적’, ‘부정적’

인 정도로만 건강인식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다소 단순화된 인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사례자들의 건강인식에 보충하여 건강신념 내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이 건강인식이 개인과 사회·계층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건강신념을 구축하기 이전에 그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

고 또한 자신의 생활에 따라 현재 노년기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역시 노인의 건강신념을 살펴보기 이전에 선행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여겼다. 

건강신념모델에서 건강행동을 촉구하기 까지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주로 보는데 이에 앞서 노년기라는 생애단계에서 자아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노인이 현재 자신의 생활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

보는 심리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기 위함이다. 자신에 대한 인지 자체가 노년기

의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개인적 신념을 가지는지 행위자로서의 역

할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계층별 노인 사례자들의 건강신념을 살펴봄과 동시에 

현재 생애단계인 자신의 노년기를 대하고 있는 ‘나’ 즉, 자아인식을 함께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층별 노년기 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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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것이다. 

1) 계층별 노년기의 자아인식 

  노인들은 각각 유년기와 청년기 공통되는 경험 그리고 차이가 나는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각기 다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전 계층이 아

울러서 경험하는 사회변동의 경험보다는 개인발달상황의 차이점이 생애사적으

로 중추적인 자아정체성의 확립의 역할을 하게 되며, 노년기의 자아를 바라보

는 인식, 그리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맞이하는데 각각 형성된 자아는 상이한 모

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들이 지내온 생애경험의 의식적인 선택, 

재해석과정을 통하여 지속된 자아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된 자아 의

미의 원천이 상당부분 자신이 수행해왔던 역할정체성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사

료된다. 노인의 자아를 살펴본 박경숙(2004)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구술을 

통해 노인들은 자아를 사회적 성공, 신뢰, 능력 등 보편적 가치에서 자신의 의

미를 찾는가 하면, 가족, 일, 젠더, 계급관계에서 체화된 정체성에서 의미를 찾

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 노인의 자

아는 생애경험에 의해 축적되고 이어지는 면이 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경험에 따라 노년의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상이할 수 있다. 

  이처럼 노년기의 자아인식을 이루는 요소는 사실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총체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노인의 현재 

건강인식을 살펴보기 이전에 ‘자아’를 언급하고 연구하려는 까닭은 노년의 

자아가 현재 노년기의 생활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인

식하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그들의 자아인식에서 촉발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

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계층 별 건강인식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기 이

전에 두 계층의 사례에서 차이가 드러난 지점 역시 각 계층의 노년의 생활과 

맞물려 자신의 생활을 평가하고 행동하는 자아 인식이었다. 결국 이는 자기 자

신을 노년기에 어떻게 정의하고, 대하는 지에 따라 심리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의 이론에서는 형성된 

자아에 대한 불일치가 적어지면 노년기에 좀 더 긍정적이고 응집력 있는 자아

감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발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았다(Heidr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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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ff, 1995; 홍현방 외, 2003). 각 생애단계를 지나면서 축적되어 온 자아는 

노년기에도 연속되며(Atcheley, 1989), 생애단계별로 축적되어 온 자원들은 

또한 자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노년의 자아를 건강인식과 건강신념에 선

행하여 분석한 까닭도 노년기 발달에 있어 자아가 노년기의 주요 관심사인 

‘건강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지 그 주체자의 역할을 하는 노인들의 자아인

식이 중요하다고 여긴 연유였다. 

  (1) 중산층 노인들의 사례: 자아 중심으로의 이행

  

  인간이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그날그날 생물로서의 목숨을 유지하고 연

장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자아를 실현해 나가고 각자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실현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성격을 스스로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이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소질과 역량을 계발하며 자기가 목적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원종철, 2003). 중산층 노인들의 응답자들에게서 노년기는 

숨 가쁘게 살아온 중년기를 지나 다시금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자아의 발현

시기였다.

  우선 자아를 다시금 인식하기 위해서는 중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든 자

신들의 삶을 회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경제활동으로 지

나치게 바쁜 삶을 살았다던가, 여성의 경우에는 양육과 집안일로 바쁜 삶을 사

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삶”에 대해 회고를 하고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사례자들은 중년기에 자신들이 수행해야 했던 역할이 이제 

종결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남성의 경우 주로 경제적 자원을 축적

하는 것이었고,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이었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사례자들

은 중년기 자아정체성과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이 자신이 성취해야할 요소들이 

현저히 적어지면서 외부의 요소에 집중하기보다 내부의 요소에 집중하기 시작

한다.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기 보다는 자

신의 삶을 수용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고

민을 한다. 성인후기에 해당하는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단계인 자신의 삶을 수

용하고 자아통합을 성취하려는 단계(Erikson, 1968)는 사례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이는 “우리 자신의 삶에 집중하자(박인애)”, “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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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해(유현숙 사례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송종호 사례

자)”, “애들은 이제 저들 알아서 하고, 나는 나대로 돌아다니고(이수태 사례

자)”와 같은 구술로도 드러났다. 그들의 인터뷰에서는 “나”가 다시금 구심

점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구술이 자주 도출 되었다. 

  박인애는 인생의 대부분을 주부의 삶으로 보냈다. 시부모와 같이 살면서 자

녀를 양육했던 그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 탓에 어디 나돌지도 않고 온전

히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회고한다.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그녀는 중

년기 때에 시부모 눈치를 보여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났을 정도로 엄격한 규

율의 시부모님을 수발했어야 했다. 그녀는 시집살이가 고생스러웠음에도 불구

하고 무심했던 남편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으며, 심리적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다고 구술한다. 그런 그녀가 자유로워 진 것은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시부

모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이다. 비록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난 이후에도 자

신의 집 아래층에 사는 손자녀를 돌봐줄 때도 잦지만, 그래도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시절보다는 집안일의 강도가 현저히 적다. 자녀

들을 출가시키기 전 중년의 마지막에 접어들면서 그녀가 새롭게 시작한 사회

활동은 종교 활동인데, 수녀와 신부를 후원하는 후원회장 역할을 10년간 하면

서 집에만 있던 그녀가 사회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후원회장직

에 물러났지만 그로 인해 시작된 뒤늦은 사회생활은 노년기 친목모임으로 이

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후원회장직에서 물러난 지금은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없으나, 주된 일상은 손자녀 돌봄과 함께 친목모임을 가지는 것이다. 많

은 친목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자녀양육이야기나 집안일이 주를 이

루었던 이전의 대화소재는 점차 변하고 있었다. 요즈음의 대화소재의 화두는 

“자신의 삶에 집중”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제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어요. 정말 호되게..어딜 못 나가게 하셨어요. 

예전에 살아계실 적에 (고등학교)동창 모임을 갔다 왔는데 그 날 아주 호되

게 혼났어요. 늦게 들어왔다고. 그러고 나선 자연스럽게 동창 모임에 못 나

가게 되었어요. 늘 때 되면 밥하고. 아프지도 못 했어요. 내가 앓아누우면 

시부모들이랑 자식들 밥은 누가 챙겨줘요. 내가 챙겨줘야 하는데. 남편은 

돈 버느라 바쁘고, 시부모는 무서운데 무심하고. 그래서 우리 사이 별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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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웃음). 각방 써요.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웃에 00엄마 소개로 등산모임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 등산모임은 우리 동네 

성당에서 주최하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내가 성당 다니면서 성소후원회 회장

직을 15년이나 맡게 된 거에요. [...] 그렇게 그 모임 사람들이랑 등산도 

가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고 살았어요.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야 이웃 엄마들이랑 자주 만나서 수다 떨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만나면 

자식얘기 안 해요. 화두가 다 건강이에요. 이제는 뭐 애들도 다 저 갈 때로 

가고 했으니까 애들에 대해 별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집중하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무슨 운동을 하고, 엄마들 취미생

활 하는 거 나도 따라 가보고. 미술도 배우고. 못 하지만(웃음). 그래도 이

제야 좀 마음이 좀 편해요.” (박인애 사례자)

  유현숙의 경우 중년기 시절 피아노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하며 일명 ‘워킹

맘’으로서의 바쁜 삶을 보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해야 했던 그녀의 중년

기 자아정체성은 모성과 양육의 정체성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 자녀들을 대학

에 보내고, 다들 직업을 갖고,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삶에서 독립을 

하고 난 후에는 다시금 모성과 양육의 정체성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한

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자신과 친구들의 인생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나” 라고 구술하며, 누군가를 돌보는 삶 보다는 ‘자신’을 돌보는 삶으로 

정체성이 옮겨온 것이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려고 해도 관절이 아파서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놀러간다고. 내 생각엔 그래요.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돈

이라고. 근데 이 나이 때는 어떡해, 돈을 벌수가 없잖아.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좀 있어야 돼. 근데 첫째는 무조건 건강. 이제는 뭐. 젊었을 때는 뭐 

애들 받아쓰기 몇 점 받았니 올백이야 그런 얘기하지. 물론 손주도 귀하지

만 우선 나야 나.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가 자식이지. 몰라, 자식이 먼

저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우선 내가 아파봐. 우리 자식들이 와서 

며칠이나 ”엄마 어떡해?”라고나 하겠어.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할 거야? 

저도 살려니까 뭐 계속 봐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해. 건강

이 최고야 건강이. ‘나’라는 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단거야. “ (유현숙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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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사례자들은 이전의 생애주기에서 ‘모성’의 정체성이 강해 자녀양육

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과는 다르게 노년기에 접어든 응답자들의 인생 구심

점은 “자식”에서 “나”로 옮겨왔다. 나현옥 사례자의 경우 가정 내 주된 

‘부양’의 의무를 맡게 되면서 오랜 시간 식당을 하였으나, 자신이 늙게 되면

서 식당을 접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을 다소 

아쉽게 여기는 측면이 있으나, 경제 활동 단절로부터 오는 공허함을 종교 활동

을 통해 의지한다고 했다. 

   “그 전엔 일단 일하느라고 바빴고..친한 사람도 없고. 일만 했지. 그러다

가...불교에는 친하고 말고도 없어. 근데 교회 나가고부터..교회 나가 고부

턴 다 가족이 되지. 서로가 도와가면서.”(나현옥 사례자)

  교회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나현옥 사례자의 경우 또래 집단을 형성하

게 되었고, 또래 집단과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점차 가족을 부양하던 자신에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단계로 바뀌어 갔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나현옥 사례자는 다른 여성 사례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다음

에 나올 남성 사례자들과 유사한 지점이 보이는 점이었다. 

  남성 사례자들(이수태, 송종호 사례자)의 경우 역시 직장과 생계전선에서 은

퇴한 뒤 자신의 시간에 집중한다는 걸 구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예전엔 바빴고. 지금은 뭐 애들도 다 키워놨겠다, 시간 여유 있고.”(이수태 

사례자)

 “살면 얼마나 사냐고. 즐겁게 살자는 얘기를 하지.(이수태 사례자)”

 “은퇴하고 나서는 머리가 그쪽으로 계속 가요. 어떻게 건강하게. 이 세상 가

는 날까지.” (송종호 사례자)“ 

  특히 남성 사례자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보다 실제 생활의 변

화를 통해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종 취미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리가 주된 일상이라는 남성 사례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취미생활, 친

목모임 및 사회활동 참여, 건강관리 등으로 보내며 다시금 자신에게 집중하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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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중산층 사례자들이 노년기에 자신의 의미를 찾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년기의 

부양과 양육의 역할정체성을 벗어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사

회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찾는 것으로 자신의 생활을 즐기려고 한다. 그러나 이

들의 노년기 생활에서의 계획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

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을 보이며, 만족도도 올라간다. 누군

가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나’만을 신경 쓰는‘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 노인들의 노년기 자아실현의 주요 활동은 모두 후술할 ‘건강

관리’가 우선적으로 초점에 맞춰져 행해지고 있었다. 또한 이 점은 중년기에 

성별 차로 각기 다른 자아정체성을 가졌던 반면 성별과 무관하여 ‘건강’으

로 관심이 맞춰져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하층 노인들의 사례: 경제적 결핍과 위축된 자아

  하층 노인들의 노년기를 관통하고 있는 공통점은 축적되지 못한 자산, 즉 경

제적 어려움17)이었다. 사례자들은 노년기 마무리에 있어서도 ‘돈’은 자아실

현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노년기의 주요 

과업인 건강관리 이전에 생계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고민인 부분이었다. 자

아실현의 부분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성격을 스스로 발견하고, 다른 사

람이 자신이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소질과 역량을 계발하며 자기가 목적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인데(원종철, 

2003), 하층 사례자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커서 노년기를 보내는 데 

부정적인 구술을 자주 하였다. 사례자들은 노령연금과 생활보호수급비용이 주

된 생활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에도 급급한 모습을 보

17)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 수준을 조사해보니,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159
만9천100원, 개인기준 98만8천700원으로 나타났다. 필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기
준 224만9천600원, 개인기준 142만1천900원으로 파악됐다. 조사시점 현재 전체 응
답자의 50.7%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
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노후대책 마련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로는 
전반적으로 '본인'(63.9%)을 꼽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배우자, 정부 등의 순이었다
(중략) 자신이 노후시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느냐, 않느냐에 관계없이 노후대책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적 문제'였고,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
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건강/의료'로 나타났다(연합뉴스.2015.7.10. “노후 필요 월 최
소생활비 부부 160만원, 개인 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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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었다. “지금 걱정 되는 건 건강이 아니라 돈(임정식 

사례자)”, “수급비가 너무 조금 나와. 살기 힘들어.”(홍영희 사례자), “한

달에 40만원? 그거가지고 부족해.”(정명자 사례자)와 같은 구술은 하층 노인 

사례자들이 노년기의 일상을 보내는데 금전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스트레스에 짓눌려 일상에서는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갈망하는데 소극

적이고 좁은 선택지를 보여준다.18)   

 

  “(걱정되는 게) 돈이지 뭐 돈. 지금 사는 게 돈이라니까. 먹을 거 지금 못 

먹고 있잖아. 라면이라도 사먹어야 하는데. 라면 살라면 박스로 사다 놓고 

사먹으면 되는데. 그건 반찬이 없어도 되잖아. 라면을 먹는다고 쳐. 근데 

김치라도 한 포기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노령연금이랑 국민연금 

다 합치면 45만원이라 이 말이지. 더 이상 주지를 않아. 중복되는 건 안 준

다니까? 그거가지고 월세 20만원 내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아니 사는 것도 힘들다니까. 저 어디 정부에서 예전에 쌀 주면 그거 

2만 얼마주고 팔아먹잖아, 내가. [...] 예전에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하

는 거 그거라도 해서 돈 몇 푼 벌었는데 이젠 그거도 없어졌어. 돈 나올 구

멍도 없다고. 이제 늙어서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해, 써주지도 않아. 돈이 중

요한데, 돈이.”(임정식 사례자)

  “(임대)아파트 돈 들어가는 거, 관리비 이런 거는 그냥 없을 때는 가끔 애들

이 좀 보태주고...안 그러면 내가 계속 일을 했어요. 아파트 청소. 혼자 사

시는 분들 청소하는 거, 한 달에 60만원 버는 거. 근데 자꾸 몸이 아프니

까..올해는 못하고. 노령연금만 기다려요.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살아.”

(강현순 사례자)

또한 일상생활도 단조롭고, 신세한탄인 격인 구술이 많이 보인다. 

18) 2015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비는 주거급여 110,003원과 생계급여 389,285원으
로 총 499,288원이다(헤럴드경제. 2015.7.23.). 여기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받으
면 이 노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총 699,288원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
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중복급여’라며 ‘소득역
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바로 수급비에서 삭감했다. 때문에 이 노인
이 손에 쥔 것은 49만 9290원으로 종전의 기초생활수급비만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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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고 살아. 눈 뜨면 눈 떴구나 하

고. 그냥 TV에서 뭐 해주면 그거나 보고.”(임정식 사례자) 

  “지금은 뭐 운동도 할 게 없고. 운동도 할 시간이 없어요(가끔 청소 일을 나

가느라). 그리고 혼자 막 어디를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라서 혼자 어디 못

가요. 음식도 뭐 딱히 챙겨먹는 것도 없고.”(강현순 사례자)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보았을 때, 노년기는 ‘통합감 

대 절망감’의 위기를 겪는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때, 노인은 만족감이나 

실패감을 느끼게 된다. 본래 자아를 해석하는 의미의 원천은 세대경험, 교육, 

성장기의 계층적 지위, 가족관계에서 다양하게 찾아지는데(박경숙, 2004), 하

층노인들은 어려운 경제적 생활에 지쳐서 노년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주

로 자신의 처지를‘토로’하는 데에 머문다. 중산층 사례자들이 지속해서 

‘나’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것과는 

달리 하층 사례자들에게는“나”라는 구심점이 일상에 녹여져 나오기 보다는 

수동적으로“살아가는”모습이 보인다.   

  이처럼 모든 것이 축적되어 온 생애 사에서 심층면접 참여자들에 있어 노년

기는 그들의 구술에 의하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시기(임정식, 홍영희, 강현

순 사례자)”였으며 스스로를 평가하길 “가족들에게 혹은 국가에 피해를 주

는 사람(최정배 사례자)”, “어서 죽어야 하는 사람(정명자 사례자)”, “쓸

모없는 사람(임정식 사례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너무 오래살아...내가 바라는 거는 물론 생명에는 애착이 가겠

지만, 너무 오래 살지 말고 적당히 살다 갔음 좋겠어”(정명자 사례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아니 사는 것도 힘들다니까.”(임정식 사례자)

   “난 국가관이 뚜렷해.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 산송장으로 살면 뭐하냐고. 

나중에 중병 걸리고 그러면 그냥 다 죽은 놈 보살 필 돈으로 나라에서 다른

데 써야지.”(최정배 사례자)

  기억되고 이야기된 생애경험은 노년기의 자신을 평가하는 준거가 된다(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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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2004). 하층 사례자들의 현재 생활을 바탕으로 한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다소 부정적이다.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궁핍한 생활과 부족한 경제적 수단은 

노년의 생애단계를 보내는데 부족하다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기본 생활

의 힘듦을 토로하는 사례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미지 즉 자아인식은 생활의 

활력을 행하는 행위자의 이미지 보다는 절망감을 더 느끼게 된다. 신체적 허

약, 빈곤, 관계의 단절과 같은 경험은 자아의 의미 원천을 고갈시킨다. 타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독립된 자아의 의미가 위협받고, 관계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의식적인 지향이 사라지기 쉽다(박경숙, 2004)는 연구결과

와 같이 하층 사례자들에게도 노년기 자기 자신의 의식적인 지향이 다소 사라

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중산층 노인들의 구술에서 현재 자신의 상태에 관한 구술은 대개 어려운 생

활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며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취미생활이나 사회관계의 확장을 도모하면서 다시금 자신에게 집중하

는 중산층 노인 사례자들과 달리, 자신의 부족한 경제적 자원에 관한 언급을 

하며 노년기에도 타인에 의존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기곤 한다. 노년기 자

신의 삶을 다소 허무하게 바라보는 데에는 사례자들 간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이전의 생애단계에서의 부족한 성취가 가져온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 사례자들이 노

년기의 생활의 중심이 다시‘나’에 돌아오고 나서 나의 ‘신체’ 즉,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달리 하층 사례자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는‘나’에 집중

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가적인 데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만들고 나 자신에 대

한 위축된 모습을 양산한다. 따라서 나와 신체에 대한 관심, 건강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 계층별 노인의 건강인식 

   

  일반적으로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평가하는 건강 인식은 연령, 직업, 교

육수준, 소득수준(Idler & Benyamini, 1997; Lantz et al., 1998; Luoh & 

Herzog, 2002; Youn Jung, 2007; 이지선, 2013)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

인이나 당뇨와 뇌졸중 같은 장애(Otiniano, Du, Ottenbacher, & Markides, 

2003; 이지선, 2013), 흡연, 음주, 운동과 같은 건강행태(SB, 2001;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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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이지선, 2013)에 따라 결정된다. 건강신념모델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강에 관한 신념을 소개한다. 기대가치이론

(expected-value theory)을 기반으로 한 건강신념모델에서는 인간의 건강 

및 질병인식과 건강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두 가지 신념 혹

은 지각을 제시하고 있다(Janz & Becker, 1984; Rosenstock, 1974; 이병관 

외, 2014). 첫 번째 신념은 질병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지각된 위협

(perceived threat)이고, 두 번째 신념은 건강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대, 즉 행동적 평가(behavioral evaluation)이다. 

건강신념모델은 지각된 위협과 함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바람직한 건강행동

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행동적 평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설명한

다. 행동적 평가는 다시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와 지각된 이익

(perceived benefits)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지각된 장애는 건강

관리 행동을 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이를테면 건강행동에 따

른 고통과 불편, 비용 상의 부담을 의미하며, 지각된 이익은 건강 관련 행동을 

통해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개연성 등 지각된 위협을 크게 경감할 수 있다

고 지각하는 개인의 신념을 지칭한다(이병관 외, 2014). 본 절에서는 건강인

식에 관한 분석 결과 ‘건강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

상하는 기대’를 말하는 행동적 평가에 따른 건강신념의 구술들이 자주 도출

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1) 중산층 노인들의 사례: ‘나’중심의 삶을 위한 선결과제인 건강

  중산층 사례자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며‘나’로 돌아온 자아인식을 앞 절에

서 밝혔다. 이에 사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 역시 건강이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성취해야 할 것이 적어진 노년기에 있어 즐거운 노

후를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중산층 사례자들은 청년

기와 중년기에 축적한 경제적 자원과 노년기에도 이어지는 사회적 자원이 존

재한다. 이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지속해서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축적한 자원을 노년기에 활용할 때에 ‘건강한 노년기’는 필히 살펴보고, 관

리해야 할 시기였다. 

  여성 사례자들에 비해 중년기 시절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남성 사례자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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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노년기의 관심이‘건강’이었다. 특히 남성 사례자들의 경우 노년기에 접어

들면서 청년기와 중년기에 경제활동을 도맡아 하며 소홀했던 건강과 자신의 

신체에 집중한다. 이제 노년기에는 더 이상 성취해야 할 요소들이 적어지면서 

생애 전반적으로 축적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의 

마무리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남성 사례자들 역시 다시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

게 되면서 중산층사례자들에게 노년기의 지각된‘건강’그 자체의 인식은 자

신들이 주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대상 뿐 아니라‘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노년기 삶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66세 부턴 내가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박인애 사례자)

  “아프지 말고 자주 자주 만나자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이수태 

사례자)

  “우리 친구들은 어디 가려고 해도 관절,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놀러 간다고. 

첫째 건강이고, 둘째가 돈. 이 나이 때 어떡해. 돈을 벌수가 없고,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첫째는 건강.”(유현숙 사례자)

  이들의 구술처럼 건강관리에 대한 능동적인 인식은 사례자들로 하여금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남성 사례자들에게 노년기는 직장에서의 은퇴 뿐 아니라 삶의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축적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자아를 실현하

는 방안 중 하나는 건강관리와 접목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 노년기 생활을 

보내는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송종호의 경우 은퇴 전 교직생활을 오래도록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송

종호는 다른 사례자들에 비해 특히나 은퇴 후 시간활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사례자였다. 그는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무엇이

든’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

미생활을 노년기에 와서 노년기 생활을 즐기며 ‘나의 생활’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송종호는 노년기 자아실현에 있어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그 자아실

현은 “건강관리”와 “취미활동”이 어우러진 다고 보았다. 실제로 중년기에 

허리수술과 경제활동으로 잠시 멈춰야 했던 과격한 운동인 테니스 대신 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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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 나가기 시작했고, 다시 자신이 즐겨하던 운동을 하는 것은 지루한 일상

을 달래주는 활력소였다. 

   “노년에 직장에서 물러나서는 자칫 잘못해서 집에만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 

질 수 있으니까 그 방편으로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엔 테니

스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좀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

서 등산도 하고 그랬는데 등산도 어떨 때는 꼭 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

데 후배가 노년에는 탁구가 좋다고 추천을 해줬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도 있고. 또 탁구라는 운동이 노년에 과격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도 되고. 꾸준히 할 수 있고요. 이제 시간도 많고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시간 보내야죠. 할 게 없잖아요(웃음).”(송종호 사례자)

  그는 20대 때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을 하며 특히나 “건강

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했다고 구술했다. 그러나 청년기

-중년기 경제활동으로 바빴던 그는 점차 건강관리에 소홀해 졌다. 그러나 40

대에 허리건강이 악화되고, 은퇴를 하고부터는 자신의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며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했다. 송종호는 현재 삶에서 건강이야기를 하면서 지

속해서 ‘노년’이란 단어를 자주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노년기의 건강은 중년

기의 건강 그 이상으로 지켜 나가야 할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간접경험으로 노년기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사례도 있다. 

박인애의 남편 역시 사업가로서 20년을 넘게 벌어 많은 돈을 축적하였지만, 

중년기에 친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 삶을 다시금 정비하고 있었다. 그는 

60살이 되자마자 사업을 접었고, 오로지 취미생활과 “건강”을 신경 쓰며 

“인생을 즐긴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여성보다는 특히 중산층 남성과 같이 경

제활동의 시기가 뚜렷한 경우, 은퇴 전 자신들이 느꼈던 회의적인 모습들이 노

년기에 자극으로 작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구심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중년기에 경험했거나 목도한 사건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협을 감지

하고 노년기에 들어서자마자 다시금 인생의 주체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보

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19)

19) Bauman(1992)에 따르면, 자기관리(self-care)전략은 몸의 궁극적인 죽음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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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각기 남성과 여성으로 달리 살아왔음에도 지난 날 바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는 지점이 중산층 사

례자들의 공통 특성이다. 또한 즐거운 노년에 대한 관심은 결국 어떻게 건강하

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되며, 이들이 다음에 기술할 건강 행위와 밀접

한 관련이 있게 된다. 

 
  “화두가 다 건강이에요. 이제는 뭐 애들도 다 저 갈 때로 가고 했으니까 애

들에 대해 별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집중하자 하는 거죠. 그러

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무슨 운동을 하고, 엄마들 취미생활 하는 거 나도 

따라 가보고. 미술도 배우고. 못 하지만(웃음). 그래도 이제야 좀 마음이 

좀 편해요.” (박인애 사례자)

  중산층 사례자들이 능동적인 건강관리의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안병철 등

(2006; 이지선, 2013)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대로 높은 교육수준, 고소득, 좋

은 생활환경을 가질수록 주관적으로 건강인식이 긍정적임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산층 사례자들은 대체로 높은 교육수준과 안정된 경제적 자원 그

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생활환경 내에 속해 있다. 그리고 축적한 자

원의 보유는 안정적인 노년기의 생활을 제공하며‘나’에 집중할 기회를 만들

게 한다. 중산층 사례자들이‘나’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조

망하고 인식하는 것은‘건강’자체를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끊임없이 각인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건강 자체를 관리대상으로 인식하게 되

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질병에 대한 인지와 건강관리의 필요성 

역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건강신념모델(Rosenstock, 1966)에서 밝혔

듯이 건강과 질병에 대해 인지된 정도에 따라 건강관리행동으로 이어지는 양

상과도 맥을 함께 한다. 이렇듯 건강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난 뒤 지

각된 이익은 건강 관련 행동을 통해 지각된 건강한 삶에 대한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개인의 지각하는 건강에 대한 신념(이병관 외, 2014)을 강화시키며 중

산층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자체를 고조시켰다. 

맞추지 않고, 몸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몸의 각 부분들이 갖는 특정한 한계들을 극
복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준다. 이 생존전략의 주된 특징은 건강과 몸에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이지영(2004), “죽음에 대한 노인
의 인식 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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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층 노인들의 사례: 건강에 대한 무심  

  앞 절에서 살펴본 또한 하층 노인들에게 노년기의 삶은 생애 전반적으로 사

회·경제적 자원의 상대적 결핍이 기저에 깔려 있어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을 

하는 데조차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들은 앞으로도 여생을 살아가는 데 

큰 기대가 없다. 아울러 과거의 족적으로부터 축적되지 못한 보상도 바라지 않

는다. 이들의 자아 인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보다 주체적

인 삶을 사는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보다 수동적

이다. 이는 결혼, 가족관계, 사회활동, 직업, 교육수준 등 각 생애 단계에서 성

공적으로 성취해내지 못할 발달과업들이 쌓여지고 통합되면서 절망감을 안기

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서 노년기에 와서도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성취

해내야 할 과업을 이루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또한 여전히 자신들에게 부족한 

세속적인 가치의 결핍으로 인해‘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노년기 주요 과업인‘건강’에 대한 인식과 ‘건강관

리’에도 이런 수동적인 태도가 은연중에 드러난다.

  하층 사례자들은 건강을 관리하면서 얻을 이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

들은 ‘건강관리’를 일차적으로는 노년기의 생활에서 부족한 경제적 자원으

로 인해서 다음으로는 다소 협소한 사회관계에서의 부족한 자극으로 인해 건

강을 관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다. 도리어 ‘건강관리’ 하는 것을 주

요 관심사로 여기지 않고, 귀찮게 여기는 것으로 수동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다. 

  “(건강에 대해서)말들 해.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 나이 때 까지 누가 

보약 한 번 안 먹어 봤고, 나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뭐 비타민 뭐 뭣들 먹

는다 그러지. 나는 한 번도 안 먹어 봤어. (면접자: 먹기 싫어서?) 주위에

서 좋다고 해도 내가 신경 안 쓰니깐. 듣고 잊어먹어 나는. 나한테 해당사

항이 없으니까. 그런 거 꼬치꼬치 물어보면 무슨 소용 있어. 모르기도 하

고. 알아도 내가 그걸(건강식품) 사먹고 해 먹질 못하니까. 관심이 없지. 

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홍영희 사례자) 

   “(면접자: 병원에 그럼 거의 안가시나요?) 거의 안가요. 그래서 나는 노령

연금 그거만 나와도 그거가지고 관리비 내고 전화요금이나 뭐 이런 세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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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은 먹고 사는거는 뭐 내가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노인정에서 뭐 가지고 

오면 그런 것 좀 나눠먹고 그러면 살지 않을까 싶어요.”(강현순 사례자)

  하층 사례자들의 노년기 생활의 특징은 경제적 스트레스로 오는 압박,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고독감, 부족한 사회자원이었다. 또한 다소 수동적

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하층 사례자들에게 노년기의 자신을 바라보는 인

식은 다소 위축되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중산층 

사례자들에 비해 다소 약한 것을 보이는 것은 건강행동을 촉구하는 건강관리 

인식을 하는 데에 얻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하층 사례자들

에게는 건강 관련 행동을 통해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개연성 등 지각된 위

협을 크게 경감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개인의 신념의 부분이 중산층 사례자들

에 비해 약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의

식주의 해결이 급급한 하층 사례자들에게는 건강관리의 차원이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난다. 

 

  “지금은 건강관리 할 게 뭐있어요. 아파도 병원에 안가고. 내가 눈이 녹내장

이라서 혈압 약하고 고지혈약하고 눈하고만 병원 다녀요. 아파도 그냥 뭐 

파스나 얻어서 붙이고. 어제도 아프다고 했더니 아까 파스를 저 언니(복지

관 친구)가 갖다 주더라고. 운동도 할 게 없고.[...] 음식도 뭐 딱히 챙겨

먹는건 없고요.” (강현순 사례자)

   “건강은 뭔 건강관리를 해.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병은 알지도 못하

고 그랬지. 병원 뭐 갈 필요가 있어? 어디 부러진 데도 없고. 그냥 뭐 몸으

로 땜빵하고 그냥. (면접자: 운동도 안하세요?) 귀찮아.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고. (면접자: 먹는 건요?) 집에서 그냥 아침에 전기밥솥에다가 밥 먹

고. 반찬 있으면 그거에다가 먹고. 없으면 간장에다가 먹고.” (임정식 사

례자) 

  “담배도 계속 폈어. 운동이란 건 내가 모르고 살았어. 그냥 일만 하니까. 비

타민은 요새나 먹으라고 하지. 먹지도 않았어. 몸에 대해선 관리를 전혀 안

했어. 60이 넘어서는 텔레비전보고 되려 건강하려고 해. 텔레비전에서 운동

을 하라네. (면접자: 그럼 먹는 것도 잘 챙겨 드시겠네요?) 밥은 그냥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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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거 먹어. 과일도 안 먹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뭘 굳이 챙겨먹어.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최정배 사례자)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독거노인 74만 명에 대해 실태조사에 의

하면20) 대다수의 독거노인은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5%만 질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4.7%는 우울감을 느낀다

고 답했다. 또한 하루 2회 이하로 식사하는 독거노인은 전체의 25%였다. 식사 

횟수가 적은 것에 대해 대부분은 식습관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이들 중 2.3%

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하층 노인 사례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며 건강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

다.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자원의 부족함’을 이유로 외면하는 양상도 보인

다. 자신의 노년기에 축적한 자산이 없는 것은 실제로 많은 것을 가로막게 한

다. 식생활 문제부터 여가생활, 사회활동 등을 위축시킨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

레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능동적인 모습보다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

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현재’의 삶만 조망해서 나온 모습이 아니

다. 생애 전반적으로 반복된 성취의 부족함, 축적된 자원의 미흡함이 합쳐져서 

자아 통합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건강신념은 삶에 대한 태도를 반

영하기도 한다. 하층 사례자들에게 나타난 건강인식은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

해야 할 필수적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상관없는 것’과 같이 노년기 삶에 

있어서 부차적인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들이 건강한 삶으로 얻는 이득은 삶을 

오래, 잘 연명하는 것이지만 위축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례자들에게 결

국 노년기 삶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이득에 대한 자각은 다소 약하게 나타난

다. 특히 건강행동에 대한 비용과 불편 그리고 부담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하

층 사례자들에게는 자원의 부족함이 건강을 인식하는 데에도 자연스러운 일상

에서 스스로 행해야 하는 관리의 대상 아니라고 여기면서 건강의 미관리로 인

한 위협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가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지만, 그렇다고 능동적으로 건강을 인식하고 관리하려는 태도도 중산층 

사례자들에 비해 약하게 보인다.   

 

20) 연합뉴스.2015.04.21. “독거노인 6명중 1명, 가족과 왕래 끊겨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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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계층별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치매’는 노년이 기이하게, 즉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멈추는

지점이다. 사회로부터의 유리를 정상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보든, 그 반

대로 사회활동의 유지를 통한 긍정적 자아 이미지의 유지를 강조하든,

혹은 동년배 노년들 간의 상호관계가 만들어내는 하위문화의 의미에 주

목하든,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애는 단절이 아니라 지속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든,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사회적 자본의 교환과 관련한 협상의

결과로 보든(정진웅21), 2004; 미디어 일다, 2014)22) 노년은 ‘치매’에서 멈

춘다. 치매에 잠식되면 자아의 자리에 비-자아, 즉 ‘그것’만이 남는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미디어 일다, 2014).”

  앞선 장에서 사례자들의 노년기 생활의 구술을 통해 생애 전반적으로 경험

한 생애사건을 통해 축적되어 온 자원이 어떻게 노년기에 발현되고 있는지, 그

리고 노년기의 자아인식과 건강인식은 어떠한 지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

격적으로 노년기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치매에 대한 인식과 질병을 예방하는 행동에 있어 개인이 겪은 경험과 담지하

고 있는 질병인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질병인식은 자신들의 건강인식과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지 그 차이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드러나는지 본

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건강신념모델에서 질병예방행동을 하기 까지 두 가

지 신념을 주장한다. 첫 번째 신념은 질병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이고, 두 번째 신념은 건강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

과를 초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대, 행동적 평가(behavioral evaluation)이

다(이병관 외, 2014). 치매가 비록 전 계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

고 위협적인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치매 자체에 대한 

질병인식이 계층별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분석 결

과 치매 자체에 대한 지각된 이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치매예방행

동을 촉구하는 예방인식에 대한 분석을 덧붙이면서 두 계층의 질병인식에 대

한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치매 역시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행동에 힘써야 할 

21) 정진웅(2004).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
22) 미디어 일다. 2014. 3. 26. “치매에 걸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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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라는 인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계층별 질병 인식이 궁극적으로 질병

예방행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예상한 바대로 각 계층의 사례자들은 대체로 치매에 대해 부정적

인 지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정적인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질병인식은 이전

의 ‘노망’에서 ‘치매’라는 질환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고 질병으로 규

정되어 가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또

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자신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스스로를 잠재적 치

매환자로 여기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증대된다. Spiedberger

의 자극과 불안에 대한 도식은 인식이 상태불안으로 연결됨을 보여준다(김태

현·김상숙, 1999). 이는 무엇이 질병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일상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청주서부지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05명을 대상으

로 치매에 대한 인식도 설문 결과를 발표했는데, 설문 결과 노인이 가장 두려

워하는 질환이 치매(78%)로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

음으로는 뇌졸중(10%), 고혈압(6%), 암(5%), 당뇨(1%) 순이었는데23) 치매

에 비해서는 현저히 차이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노인들에게 치매는 

다른 노인질환에 비해 월등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있어서는 

자신이 실제 목도하며 경험한 것 이외에도 미디어에서의 치매환자 노출이 부

정적으로 그려진 것 등도 한 몫 한 것으로 응답했다. 생의 마무리에서 ‘추악

하게’ 늙어간다는 표현을 쓴 노인들의 말처럼 치매는 불행한 생의 마무리 그 

자체인 질병인 것이다. 노년의 자아는 치매에서 멈춘다는 위의 글처럼(미디어

일다, 2014) 치매는 노년기 자아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질병이었다. 노년에 있

어 자신의 삶을 수용함으로써 자아통합을 성취하는 과업(장휘숙, 2013: 27)은 

‘치매’라는 질병 앞에 무력해 지기 때문이었다. 

  사실 치매라는 질병이 흔히들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만큼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사실 얼핏 보면 계층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언급하

였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두렵지 않

게 느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대하는 감정적인 차

원의 위협된 질병인식이 전 계층의 사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난 데 반하

23) 중부매일. 2014.10.16. “노인 78% 치매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인식”



- 71 -

여 실제 질병 정보에 따른 인지적 차원의 인식은 계층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점이 도출되었다. 

1. 지각된 치매의 이미지 

  본 절에서는 전 계층에서 치매에 대해 지각된 이미지가 어떤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전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인식되는 치매의 이미지는 “위협

적인 질병” 이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의 치매의 이미지라 

하더라도 계층에 따라 다른 의미로 부정적인 인식이 보였다. 중산층 사례의 경

우 ‘자아의 상실’의 측면이 두드러져 부정적 인식을 보였고, 하층 사례의 경

우 ‘신체적 노쇠함’과 ‘힘든 노년기의 가중’으로서의 부정적인 인식이 보

였던 것이다. 중산층 사례에서는 특히 치매에 걸리면, 운명론적 시각을 보이는 

한편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자원을 활용한 대처방안을 희미하게나마 구상하며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에게 투영시켰다. 그러나 하층 사례자들은 

이미 힘든 삶을 가중화된 질병이라고 치매를 여기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

던 반면, 사회적 돌봄에 대한 자원의 부족함에 부담감을 표현하면서 치매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다.   

1) 중산층 노인 사례: ‘나’의 상실

  대체로 노년기에 ‘나’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중산층 사례자들은 치매를‘죽음과 가까운 병’과 동일시하여 사회적 돌봄에 

관한 생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치매를 자기 자신의 일로 수용할 만큼 깊게 

생각해본 경험은 없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치매를 삶의 소멸로 인식한다는 것은, 여러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면이 

사라져 버리고 이는 즉 삶에 대한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

히 노년에 들어서면서 자아인식이 다시금 강화되어‘나’의 삶에 집중되는 중

산층 노인들에게 치매는 이 모든 것을 무력화 시키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었

다. 모든 사례자들이 치매에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질병으로 인

식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산층 노인들에게 치매의 이미

지는 노년의 ‘자신’의 상실이었다. 이들은 치매에 대한 신체적 약화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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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각인시키기 보다는‘정신적’인 변화에 안타까워하며 자기 자신의 과거

로부터‘정서적’인 유리를 느끼는 데에 두려움을 표한다. 특히 자신이 어떻게 

열심히, 어떠한 삶을 삶아 왔던,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내었던 간에 사회적 

역할의 온전한 상실을 야기하는 치매가 자신의 일이 된다면 모든 것은 무용지

물이 되어버리는 질병이 바로 치매인 것이었다. 이들이 이렇게 치매를‘자아의 

상실’로 지각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인식이 궁극적으로는 치매가 발병 후 자

신들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의 저해를  불러일으키는 위협의 질병으로 여겨지

는 것이었다.   

  중산층 사례자들에게 치매가 가진 무기력한 상실의 이미지는 부정적이지만 

보다 감정적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치매에 걸리고 난 후 자기 자신을 잃

어버린 모습을‘외면’하거나 아니면 아예 치매로 인해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불치병과 같은 의미로‘대처’를 하는 양상으로 크게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어짜피 나의 정신을 잃은 뒤에는 나는 모르는 일(유현숙, 나현

옥 사례자)’로 아직은 치매가 자신의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부정

의 의견과 ‘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질병’(박인애, 송종호 사례

자)의 경우로 구술이 나누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수태 사례자는 특별

히 이 두 곳에 속한다기 보다는 유독 ‘자아상실’을 강조하거나 치매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치매의 예방차원에 관한 구술을 반복하였던 사례자로 어느 

정도 치매를‘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병’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치매를 대하고 외면하지 않았던 사례

자이기도 했기에 딱히 온전히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기도 했다.  

   (1) 나는 모르는 일

  일부 사례자들은 치매가 무서운 질병이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현재 어떠한 

확신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통제할 수 없는 질병으로 여기기도 했다. 치매에 

걸리고 난 후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여기면서 말이다. 따라서 치

매가 걸린 후의 일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은 치매가 걸린 ‘후’의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본인은 괜찮을 것 같아(박인애 사례자)”, “어쩔 

수가 없는 거지(유현숙 사례자)”, “무섭지도 않아(나현옥 사례자)”라는 구



- 73 -

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죠. 내 정신을 다 놓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본인은 괜찮을 것 같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저지르니까.” (박

인애 사례자)

   “벌써 나도 나이가 70이니까..모를 일이잖아.”(박인애 사례자) 

   “나는 그런 거(치매) 생각 안 해. 지금 정신 상태면 나는 안 걸리겠다 싶

어. 정신은 흐려. 아까 얘기했던 걸 금방 잊어먹을 때가 있어. 그럴 때면 

치맨가 싶어. 근데 그건 건망증이겠지. 치매는 아닌 것 같아. 머리가 이제 

자꾸 둔해지는 거지. 난 치매에 대한 생각이 아무튼 없어. 무섭지도 않아. 

안 걸릴 것 같아.” (나현옥 사례자)

  이 사례자들은 치매가 걸린 후인 미래의 일은 자신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불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

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치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언급한 후에 치매

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자신과 치매노인 사이의 차별을 용이하게 만들어 자

신을 치매노인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자

신은 아직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기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자신이 내일 당장 

치매노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치매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서 현재의 자신과 ‘거리두

기’를 하며 당장의 불안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현재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례자들은 치매는 그저 노화의 과정

이며, 치매에 걸리고 난 후는‘어쩔 수가 없는’ 섭리였던 것이다.

   “치매는 옛날에 노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치매지, 그죠? 근데 노망이란 

게 그렇잖아요, 늙어서 그런 거. 죽을 때는 다 뭐 조금씩 그렇잖아요. 다 

늙어서 8, 90대에 그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유현숙 사례자)

   “늙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질병에 여러 가지들이 빨리 겹쳐가지고 나오는 거

니까” (송종호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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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치매가 걸린 후인 ‘미래’의 일을 외면하는 전략을 세우는 사례자들

은 ‘현재’의 생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당장 먼 훗날

의 치매발병 후를 걱정하기 보다는 즐겁게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노년기를 보내기도 한다.

  “(산다는 것은) 즐거워야 해요. 즐거워야 해. 내가 즐길 수 있는 능력 있을 

때 까지. 아끼지 말고.” (유현숙 사례자) 

  노년기 여가와 활발한 사회활동을 향유하는 중산층 사례자들은 되레 치매 

발병 후에 관해서는 초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은 아

직 건강하고 치매에 걸릴 위험에 있기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있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60대의 사례자들(유현숙, 송종호, 박인애 사례자)이나 혹은 의료

자원을 활용한 평소 건강관리에 힘을 쓰는 80대의 사례자들(나현옥, 이수태 

사례자)에게 드러난 구술이기도 했다. 

  노년기에 큰 고생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두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특

히나 중산층 사례자들에게 치매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나온 구술의 공

통점이 ‘죽음’에 대한 초연한 인식이었다. ‘현재’에 집중하여 ‘건강하게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미래’를 삶의 마무리로 여기는 것이었다. 따라서 후에 

구술할 치매예방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혹은 현재의 여가활동을 충실히 즐

기는 것으로 나중의 일은 일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서 자신들이 현재 건강하다고 여기며, 현재의 신체적인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

추는 것이 또한 이들의 특징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어떻게 건강하게. 이 세상 가는 날까지. 9988이란 말도 있잖아요. 99세까지 

88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송종호 사례자)    

  한편 치매에 대한 이미지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치부하던 나현옥 사례자

는 사례자들 중 종교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사례자로, 치매에 걸리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닌 신의 뜻으로 여기기도 하며, 자신이 오로지‘건강하게 저 세

상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치매에 대한 인식에서 유리됨

을 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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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 당장 치매 발병 후의 일을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

처나 미리 질병예방에 온전히 신경을 쏟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었다. 중산층 사

례자들이 노년기에 들어서 가장 집중하는 것은 노년기 마무리이다. 이들이 지

각한 치매는 사실 특정 질병에 대한 외면이 아니었다. 다만,‘즐거운 노년기’

를 저해하는 질병으로 자각하지만 초연한 삶을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어

느 정도 치매를 운명론적 시각을 보이면서도‘현재’할 수 있는 관리는 함께 

병행하려고 하는 자각이 생긴다. 이는 다음 절과 장에서 후술하겠다. 

   

  (2)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질병 

  우선, 사례자들이 현재 치매에 걸리지 않은 정상노인인 만큼 치매에 대한 질

문(‘치매에 걸리시면 어떠실 것 같은지’)을 하였을 때, 사례자들의 답변들은 

사실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일 수밖에 없었다. 비록 중산층 노인 사례자들

이 치매의 걸리지 않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건강관리를 종용하는 대신, 치매

가 걸린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생의 ‘마지막’에 놓인 최후의 질병

이라고 생각하는 양상도 보였다. 생의 마지막에 놓인 치매는 사실 돌봄을 필요

로 하는 질병이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자각은 사례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사회적·경제적 자원의 활용을 어떻게 질병대처에 할 것인가 구상하게 만들기

도 한다. 인간은 두려움에 대해서 맞서거나 회피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사례자

들은 우선 치매에 걸린 나중의 일은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혹여 치매에 걸렸을 

경우 어느 정도 치매를 수긍하되 생의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질병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치매가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무력화시킴과 동시

에 자신의 인간관계 그리고 나아가 자기 자신마저 훼손당한다는 부정적인 이

미지는 사례자들에게 불편한 가정상황과 회피를 야기하는 한편, 그렇다면 ‘어

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곤 한다. 

  사례자들은 치매가 걸리고 난 후에는 대개 유료 요양시설에 가거나(송종호, 

박인애, 유현숙 사례자) 가족들의 보살핌을 기대하는(나현옥, 이수태 사례자) 

것으로 치매가 걸린 후의 대처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대처

는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이미 걸리고 난 후에는 치료로써 회복이 가능한 질

병이라는 인식보다는 생의 마무리로서 ‘준비하는 단계’의 질병의 인식이 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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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까지는 심각하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치매에)걸린다면 그냥 

요양원으로 갈 마음의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힘들면, 애들이 너무 힘든걸 보고 가족이 

힘든걸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죽음에 대한 미리 조

금씩 받아들이는 쪽으로 훈련을 한다고나 할까?” (송종호 사례자) 

   “치매 걸리면 요양원을 가야지. 치매는 건망증하고 틀리다고. 치매는 내가 

한 얘기도 절대 모르고, 기억을 못해. 건망증은 좀. 어제 한 얘기를 며칠 

있다가 막 기억은 나. 치매는..옛날에 노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치매지, 

그죠? 모든지 자기 의사대로 안 되고. 행동이고 뭐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게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쉽게 말하면 ‘바보스럽게’ 사는 거지. 내가 내가 

아닌 거고. 난 그런 게 싫어. 그렇다고 생명하곤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요양원 가야지. 난 요양원가서 공연하거든요. 그런 사

람 많아요.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니까 서로들 얘기도 하고 좋을 것 같

아.” (유현숙 사례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치매에 걸리면) 또 본인은 괜찮을 것 같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저지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옆에 가족들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 생각은 가끔가다가 해요. 내가 치매가 아닌가? 내가 만약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하나..이런 생

각. 아우 글쎄.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지금의 생각은 요양원에 보내다오라

고 미리 얘기를 해야겠다. 애들한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박인

애 사례자) 

  사례자들에게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이‘치료’와‘회생’의 의미보다

는 여생을 마무리하는 곳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 데는 치매에 걸림 삶을 수용

함과 동시에‘현실세계’와는 어느 정도 동 떨어져 치매를 바라보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 및 자아의 

상실은 자신의 온전한 정신으로 지탱해 오던 삶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인식은 다음과 같은 인용구에서 치매와 삶의 경계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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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라는 경계 이후의 삶에는 이름이 없다. 그냥 ‘치매에 걸린’ 사람일

뿐이다. 사회노년학에서 출발점으로 삼는 인식론적 중심은 ‘자아 이미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훼손되기 쉬운 노년의 자아이미지’다. 노년은 가장

상처받기 쉬운 주체다(미디어 일다, 2014).” 

  이처럼 전 사례자들에게도 치매라는 질병은 치매가 걸리기 전과 후로 나눠

지는 삶의 경계로 여겨지고는 했는데, 중산층 사례자들은 특히 치매에 걸린다

면 삶을‘마무리’하는 장소로 요양원을 택함으로써 이전 삶과의 경계를 인정

하고 구분 짓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를 보면 중산층 사례자들에게 치매는 사실 어느 정도 허무함을 보이는 질

병이기도 하다. 생애 전반적으로 쌓아온 모든 것의 상실 그리고 더불어 자기 

자신의 상실은 사실상 존재자체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였다. 궁극적으

로 이런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허무함은 사례자들에게 운명론적 시각을 가지

게 하는 한 편, 부정적 감정 상태로만 머물지 않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질병

에 대한 신념은 건강신념에서 칭하는 특정 질병을 앓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개인들이 지각하고 있는 정도(이병관 외, 2014)를 강화시

키며, 노년기 질병인 치매에 대한 대처를 자각하게 되기도 한다. 

2) 하층 노인 사례: 힘든 삶의 연장

  노년의 삶에서 행위자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면, ‘치매’는 

치명적인 영역이다. ‘행위자 자신’이라는 부분에 커다란 의문부호가 들어서

기 때문이다. 경계를 넘어가 버린 곳에서의 삶으로 치매 환자들의 삶은 정상노

인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암묵적인 공포와 금기 지대가 되어 가고 있

다. 즉 노화의 생의학화(Biomedicalization of aging)는 ‘치매’에서 절정을 

이른다고 볼 수 있다(미디어일다, 2014). 이것은 무엇보다도 특히 서구에서 

노년에 관한 논의가 근대적 개인 이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된다. 독립

적이고 생산적이며 고유한 자아로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가치체계 속에서 더 이상 독립적이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노

년은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힘들다.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의 

적극적 주체가 아닌 개인은 궁극적으로 그 고유성마저 박탈당하고 기생적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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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추락한다(미디어 일다, 2014). 여기에 육체마저 자신의 의사대로 행위 

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로 육체는 멀쩡하나 이를 넘어서는 ‘의식’을 잃어버

리는 것이므로 치매를 더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중산층 노인과 다르게 하층 노인 사례자들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대처’에 대한 인식이 약한데, 중산층 노인들은 치매에 대한 질문을 하

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후에 자신의 거처(요양원과 같은)를 

어느 정도 결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층 사례자들은 자신의 치매 걸린 후의 

거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 다기 보다는 일단은 부정적인 신체적 노쇠자의 

이미지에 집중을 한다. 이것은 노년기 자아인식과 노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

도 초월적이고 회의적인 것과도 이어진다. 노년기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

냈던 하층 노인들은 ‘치매’라는 질병이 노년기의 회의감에 절정을 닿게 하

는 질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했다. 이를 보면 하층 사례자들에게 지각된 

치매에 대한 이미지는 역시 위협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의 노년기 생활에 회의적인 하층 사례자들은 치매가 자신들의 노년기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질병으로서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1) 자기 통제력의 상실

  하층 사례자들은 ‘치매’라는 질문을 시작하자마자 공통적으로 “치매만은 

걸리지 말아야지.”라는 구술을 하였는데, 이들 삶의 마무리마저 ‘힘든 삶의 

연장’이라고 느껴지는 질병이 바로 치매의 이미지이기 때문이었다. 전술했듯

이, 하층 노인들은 생애 전반적으로 힘든 삶을 보냈다. 이들은 현재 독거로 거

주하거나(임정식, 최정배, 강현순, 정명자 사례자), 장애인 아들과 거주(홍영희 

사례자)하며 생활보호대상자로 수급비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경제적 수

준이 낮고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이들은 현재의 삶을 고통스러운 삶, 

구질구질한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치매에 대한 이미지는 이러한 힘든 삶의 

연장에 놓여 자신의 힘든 삶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다. 치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전 계층에게 보이는 공통점이지만 

특히 치매는 중년기부터 이어진 경제적 스트레스와 함께 하층 노인들에게 더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저소득층·저학력 층일수록 치

매를 더 두려워하고, 암과 비등하게 치매를 가장 두려운 병으로 꼽을 만큼, 하



- 79 -

층 노인들에게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의 이미지가 중산층 사례자들에 비해 더

욱 강했다24).

  하층 사례자들은 유독 중산층 사례자들에 비해 치매의 신체적 이미지에 주

목한다. 특히 신체적 무력감(가령 배변을 실수하거나 기억을 온전히 잃고 헤매

는 모습)을 목도하거나 경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치매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

다. 기억을 잃는 모습은 물론이고, 신체적으로 제어를 못하여 배변문제를 실수

하거나 하는 모습이 ‘치매환자’하면 자연히 나오는 이미지였다. 

  “치매라는 거는 누가 온 것도 모르고, 밥 먹은 것도 모르고. 깜빡 하는거지. 

자기 집을 자기가 못 찾는다 뭐 그런거. 어디 나갈 수가 없지. 개새끼마냥 

목걸이 달고 돌아다녀야지.” (임정식 사례자) 

  “차라리 치매 걸리는 거면 암에 걸리는 게 나아. 암은 죽기 5분 전까지 할 

말을 하고 가는데, 치매는 아무 것도 몰라요. 속상하지. 아무것도 모르잖

아. 옷도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고.” (정명자 사례자) 

  “치매는 인간이 살아온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치매라고 생각해. 산송장이잖

아. 우리 어머니가 날 몰라보는 거야. 그럼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뇌세포

가 죽어버렸으니까. 몸 아픈 건 정신이 멀쩡하니 밥 달라 뭐 달라 할 수 있

는데, 치매는 무서워. 똥을 지리는 지도 모르잖아. 수치스럽지. 근데 수치

스러운 것도 다 제 정신이 있을 때 얘기지. 자기는 똥 지리는 것도 모를 테

고. 생각도 못하고, 느낌도 없고. 그게 뭐냐고. 산송장이지.” (최정배 사

례자)

   “우리 친정 앞에 사는 할머니를 봤는데 그 할머니를 보니까 치매가 참 무섭

구나 싶었죠. 하루는 우리 올케하고 엄마랑 한 번 가봤대요. 가보니까 밥그

릇에 똥을 싸서 담아 놓고. 벽에다가 똥을 막 칠갑을 해놨더래. 근데 본인

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 엄마가 막 씻기고 방도 닦아줬

24) 조선일보와 설문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치매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
르면 특히 저소득층·저학력층일수록 치매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39.5%가 가장 두려운 병으로 치매를 꼽아 암(40.0%)과 거의 같았던 반
면,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은 28.8%만이 치매를 택해 암(49.8%)과는 20%의 이상의 격차
를 보였다(조선일보, 2013. 5. 2. “"치매 걸릴까 걱정"… 남성은 54%·여성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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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근데 그것도 한 두 번이지. 그 집에서 자꾸 오는 걸 오히려 싫어하더

라고. [...]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치매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아, 그걸 보고. 

우리 엄마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더라고.” (강

현순 사례자) 

  “개새끼마냥”(임정식 사례자), “산송장(최정배 사례자)”, “똥을 지리는

(최정배 사례자)”, “벽에 다가 똥을 칠갑(강현순 사례자)”의 구술처럼 하층 

노인 사례자들은 유독 치매로 인해 자제력을 상실한 후의 신체적 제어 불가 

기능에 집중하는 구술을 자주 했다. 하층 노인 사례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신

체가 자신의 제어로 가능해지지 않는 지경에 온다면 더 자괴감에 빠지는 양상

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생애 전반적으로 이전에는 끊임없는 육체노동으로 자

신들의 몸을 활용했다면 노년기엔 자신의 유일한 자산으로 여긴 그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체적 노쇠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을는지도 모른다. 이

처럼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궁극적으로 치매에 걸린 후 누군가가 자신을 볼 

때,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신체 제어 불가의 상황이 자신들의 모습이 유독 자

신들을 비참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2) 민폐가 되는 질병 

  또한 하층 사례자들에게 치매가 더더욱 부정적이고 힘든 삶의 연장이라고 

일컫는 부분은 자신들의 존재가 잘 연락이 닿지 않는 자식들에게 그리고 나아

가 자신들을 돌봐주는 국가에게도 ‘민폐’로 남겨지게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

다. 

   “제일 걱정되는 건 내가 치매 걸리면 내 자식이 힘들다는 것. 그거 밖에 더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다 힘들잖아 또. 나 돌봐야 하니까. 뭐 해준 

것도 없는데..그러고 아파서 정신 나가 누워 있으면 돈은 또 누가 다 마련

해요. 예전에 우리 친정 앞에 살던 할머니가 치매 걸렸는데 그때 보니 치매 

걸린 할머니도 할머니인데 며느리하고 사이 안 좋은 게 보이더라고. 다들 

지치니까. 기약이 없잖아요.” (강현순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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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뭐 동네 사람 괴롭히고. 형제간에도 뭐 어떻게 해. 줄을 때 까정 남

한테 피해주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형제들한테 찾아간다 해도 지금 사실 형

님이 오라는 거야. 방이 두 칸이니까. 근데 그 형도 자꾸 깜빡해. 내가 가

면 또 어떻게 해. 칠십이 넘은 형수한테 옷을 내가 벗어서 빨으라고 하겠어 

뭐하겠어. 다 피해 주는 거야 피해. 가족들한테 피해가 간단 말이야.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생활비 몇 푼 쥐어주겠지만, 돈도 없는데 누가 치매 걸린 

노인네를 반겨주겠냐 이 말이야. 사는 게 다 힘들다니까. 내가 가면 피해만 

준다 이 말이야.” (임정식 사례자)

  중산층 사례자들이 치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중 하나 역시 가족과

의 관계 악화였다. 그러나 하층사례자들은 가족과의 관계의 ‘악화’를 초점으

로 둔 것이 아니라, 이미 악화된 가족관계에서 나아가 ‘피해’를 주는 모습으

로 치매를 인식하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 하층 사례자들은 생애 전반적으로 축

적된 자산이 없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생계를 겨우 건사하고 있다.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사례자일 경우(강현순, 정명자, 

홍영희, 최정배 사례자)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으며, 

자신들 또한 자녀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원조를 해주지 못했던 상황이기에 

‘더 이상의 민폐’를 주는 치매는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인 것이다. 남성 사

례자들에 비해 여성 사례자들은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좋건 나쁘건 언제나 자

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대부분의 여자 사례자들의 삶에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즉 ‘나’보다는 가

족, 특히 자식에 대한 책임감으로 살아야 했던 ‘어머니’로서의 삶은 지난 세

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인하게 만드는 극복의 원천이 되고 있었다. 그러

나 노년기에 이르러서 ‘어머니’의 역할이 감소되고, 또한 신체적 노쇠로 인

해 경제적인 원조마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는 경우

는 자녀에게 늘 죄책감을 가지게 하며,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

는 양상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자녀와의 관계 및 가족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그리고 지난 생애에서 성취감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는 현재 삶의 가치를 찾

고 만족을 얻는데도 어려워하고 있었고, 이는 전술한 노년기의 인식에서도 드

러난 점이다25). 치매가 하층 사례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상실과 힘든 삶의 연

25) Levinson(2003)이 지적했듯이, 가족원들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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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여성 사례자들(강현순, 정명자, 홍

영희 사례자)의 경우 치매로 인한 자신의 상실이 자녀에게 부담감을 지워준다

는 죄책감, 그리고 남성 사례자의 경우 다른 가족에게 주는 민폐(임정식 사례

자) 뿐 아니라 가족이 돌보아 주지 못하는 경우 돌봄 역할이 국가에게 돌아감

을 인지하며 심지어 국가에게 주는 민폐(최정배 사례자)였다.

   “(내가 치매에 걸린다는)생각은 해봤지. 나는 초기에 치매가 왔다 싶으면 

그냥 자살을 하려고. 치료받음 뭐해. 헬렐레 하는데. 그건 산송장인데. 목

숨이 필요가 없어. 정신은 없는데 몸만 괴롭지. 여러 사람 피해 주고. 국가

적인 낭비요. 피해 주고 싶지 않아. 이만큼 받아먹음 됐지. 정신도 오락가

락하는 놈을 누가 봐준다는 게 싫어. 비참해.” (최정배 사례자)

   “정 똥 오줌 못 가리고 미친개처럼 그럴 바엔 그냥 차라리 스스로 술 한 잔 

먹고 끽 하고 가버리는 게 속 편해.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거 아

녀. 언제까지 고생만 해. 죽을 때 까정 남한테 피해주고.”(임정식 사례자)

  궁극적으로 하층 사례자들이 치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민폐’로 여기

는 까닭은 ‘기댈 곳이 없다’는 이유가 컸다. 중산층 사례자들은 치매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제어 상실에 대

한 두려움을 자신 스스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원이 있다는 사

실에 안도한다. 그러나 하층 사례자들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말고는 스스로 치매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위협이 단지 신체와 

제어능력의 상실 뿐 아니라 힘든 삶의 연장을 가중시키는, ‘민폐’가 되는 질

병이 되는 것이었다.     

   “(치매에 걸리면)자식들이 힘드니까. 그런걸 보고. 내가 병원비를 낼 여력

도 없고. 뭐 지원 받는 것도 없고. 내 자식이 제일 힘든 게 가장 걱정인거

야. (치매)걸린 사람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른 죽어버

가 충분히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하였을 경우, 이는 곧 자신의 상실로 여기고 있었다. 
(출처: Levinson, D. J.(2003).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김예순 역,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이지영(2004),”죽음에 대한 노인의 인식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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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싶고 내가 또 되게 아플 때는 얼른 죽어버려야지 이 생각을 막 해요. 

그래서 막 그 전에는 청산가리도 구해다가 놓은 적도 있었고. 청산가리.”

(강현순 사례자)

  치매가 정신적, 신체적 제어가 불가능해 지고, 그로 인해 치매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는 것은 모든 사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난 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층 사례자들이 유독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자신들로 인

해 남겨질 피해를 우려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강현

순 사례자의 경우 치매에 걸릴 경우 자신으로 인해 자녀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미리 장롱 속에 청산가리를 숨겨두었다고 했는데, 이는 실로 

충격적인 구술이 아닐 수 없다. 임정식 사례자와 최정배 사례자 역시 치매에 

걸린다면 자기 자신들이 피해가 되는 사람이 되어버릴 경우 자살을 한다고 구

술할 만큼 중산층 사례자들에 비해 치매에 대해 보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중산층 사례자들은 어느 정도 치매가 걸린 뒤 

자신을 돌봐주는 자녀들이나 혹은 자신이 축적해 놓은 자산으로 생의 마지막

을 보낼 여력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피해’의 정도를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

진다. 치매가 하층 사례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피해’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

은 치매에 걸린다면 더 이상 삶의 의지를 상실케 하는 ‘민망함’이었던 것이

다.   

  전 계층의 사례자들에게 치매에 대해 지각된 이미지는 다소 위협적인 질병, 

그 자체였다. 중산층 사례자들과 하층 사례자들의 노년기는 각각 자신이 축적

한 자원의 활용도에 따라 노년기의 생활과 자신의 인식이 상이한데, 치매라는 

질병은 자신들이 축적한 자원을 무력하게 만드는 질병으로 위협되고 있었다. 

축적한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생애단계의 힘듦을 더 가중시키는 질병으

로서 치매를 인식하며 부정적 인식을 더욱 양산하고 있었다.  

2. 치매예방의 관심과 예방행동의 인지 

  전 계층에게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치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인

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 이상으로 건강행동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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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은 사실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건강신념모델은 질병의 예

방적 건강행동을 예측하는 데 여러 변인의 수정과 확장을 통해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행동만이 아니라 의료시설 이용,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의학적 처방 이행, 사회관계 등 건강행동 전반을 예측하기 위

해 하나의 수정된 모형으로 구축되었다(Rosenstock, Stretcher, & Becker, 

1994; 김명혜 1997; 이병관 외, 2014).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는 치매가 전 

계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킨 점은 전 계층의 축적된 사회적·경제적 

자원과는 다른 매개 변인으로 치매예방 그 자체에 관해 지각된 질병의 지각된 

신념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치매는 지각된 위협의 측

면보다 치매예방을 실시하면서 지각된 이익이 궁극적으로는 건강행동을 촉구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건강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건강신념 모델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한 인간의 행위가 개개인의 ⓵ 질병에 대한 인지된 민감성과 심각성, ⓶ 예방

적 행동을 위한 인지된 이득과 장애, ⓷ 행위에 대한 단서, ⓸ 행위를 수행하

기 위한 인지된 능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고 하였다

(Rosenstock, 1974; 임정원 외, 2011)고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앞 절

에서 밝힌 전 계층에서 치매에 대해 지각된 위협은 상이하지만 어느 정도 공

통적인 맥락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치매를 인식하고 예방행동까지 촉구하는 데 있어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

은, 예방적 행동에 대한 인지적 차원이었다. 이는 치매가 막연하게 공포의 질

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예방적 가능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지적 차이로 즉, 예방가능의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가 계층별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사례자들은 제2장에서 주지했듯이, 계층 별 생애과정

에 따라 노년기에 자기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다르게 나타

났다. 노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자신이 어떻게 ‘잘’ 늙을 수 있는 지

에 대해서는 노년기의 생활과 관심이 건강에 초점이 맞춰졌었던 중산층과 노

년기의 생활과 관심이 건강에는 초점이 크게 맞춰지지 않았던 것이 차이였다. 

이처럼 생애단계별 생애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행해 나갔던 중산

층 사례에서 건강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의식을 기울인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

고, 실제로 이들은 노년기 건강관리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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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던 것이다. 이는 질병예방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이

려 하는 모습은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병의 정보를 습득하고 인지하는 데 차

이를 드러낸다.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던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차

이에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건강관리에 관심 있던 만큼 노년기 자원

의 영향이 배제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질병예방의 가능성을 인지하기 까지는 사

회적 자원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었다. 그 자원은 사회적 자원이었으며, 그로 

인한 정보의 자연스러운 습득으로 인한 결과가 치매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인

식의 차이를 가져왔다.  

1) 중산층 노인 사례: 치매정보 습득과 예방정보 활용의 인지  

  사례자들에게 치매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구술자들은 자신이 치매에 대

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하면서 특히 예방가능성과 그 방안에 대

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다. 치매예방에 대해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 

까지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사례자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치매예방에 관한 정보를 반복해서 들었거나, 그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치매

에 대한 예방에 관한 정보획득 과정이 매우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했듯이 중산층 노인들은 최종학력이 대학졸업(유현숙, 송종호 사례자), 

고등학교 졸업(박인애, 이수태 사례자)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나현옥 사례자를 제외하고 높은 편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의 배우자와 주위 사회관계도 비슷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일차적으로 중산층 

노인들 역시 치매를 인식할 때 ‘나를 잃어버리는 몹쓸 병’과 같이 자아상실

의 질병으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만연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치매에 대

한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정보 역시 파악하려는 경향역시 존재했다. 건강과 질

병을 인식하게 되는 매개 변인은 인구학적 요인 외에 사회 계층적 요인이 인

지된 질병에 대한 민감성과 인지된 심각성을 자극하여 개인의 질병인식을 환

기시키는데(Rosenstock et al., 1988; 코코란, 2009) 여기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매스미디어 및 정보와 동료의 압력과 같은 사회관계의 영향이

다. 매스미디어에 더하여 다양한 정보 채널을 활용하는 중산층 사례자들의 정

보채널이라 하면 대중매체 이외에도 서적이나 인터넷의 활용능력도 있으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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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사회관계에서 얻는 정보로 치매를 접하고 인식한다. 특히 다양한 정보

채널의 활용은 치매를 막연한 두려움의 병으로 인지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수

용의 태도를 가져오게 할지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 기제가 되기도 한다. 

  송종호 사례자는 교직 출신으로 평소 지식을 습득하는 데 익숙한 편이다. 그

는 중년기 허리 수술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 졌는데 노년기가 되면서 

자연스레 노년기 질병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치매가) 남들 얘기 들어보면 참 심각하더라고. 참 나이 먹어 가면서 치

매는 걸리지 말아야지...아니, 말았으면. 말아야지 해도 안 걸리는 게 아니

니까. 큰 바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91세이신데, 그래도 아직 그런 기미는 

없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더

라고요. 나부터도 냄비 태워먹은 적이 몇 번 있으니까. 인터넷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태워먹고. 뇌세포가 아무래도 죽어가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접자: 뇌세포가 죽어가고 그런 건 어떻

게 아세요?) 나 같은 경우는 그 정보들은 인터넷이랑 책으로 주로 찾아요. 

거기(치매)에 관한 책이 있으면 책을 구입해서 보기도 하고. 요새는 가령 

효소 열풍이 부는데, 효소라는 게 뭔가. 그래서 내가 한 번 만들어도 보자

하고 만들어도 보고. 병들어서 고치는 것 보다 병나기 전에 고치는 게 중요

하다. 지킬 수 있을 때. 그래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나가보고 알아보자는 

주의죠.” (송종호 사례자)

   “아프기 전에는 병원 가서 병 치료하기가 쉽지 않지. 아파야 찾아가지. (면

접자: 왜 미리 가야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지금은 미리 해서 예방

해야 하니까. (면접자: 어디서 들으신 거에요?) 시대가 발달 됐으니 자연스

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 엊그제에도 치매란 얘기가 나왔어. 옛날에는 치

매가 아니라 망령? 노망 이었지. 그게 치매가 된 거라고. 이걸 뉴스에서 봤

어. 지금 뉴스 같은데 보니까 주의 할 것도 뉴스에서 다 나오잖아. 지금 시

대가 좋은 시대니까.” (이수태 사례자) 

  
  송종호 사례자가 치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계기는 구술자가 평소

에 의학 관련한 지식을 텔레비전 외에도 관련 서적을 찾아 읽거나 인터넷활용

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수태 사례자 역시 평소 질병 및 건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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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많이 보이는 사례자로 “매일 뉴스를 시청”하는 것이 자신의 일과일 정

도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는 의지가 있다. 치매에 관한 정보나 질병에 관한 

정보 역시 뉴스를 통해 많이 얻는다고 구술했다. 

  물론 일부 사례자들은 치매가 어떤 질병인지 자신이 직접 알아본다거나 의

학적 지식을 통해 치매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치매가 걱정한다

고 될 일이에요? 더 진전 안 되게 하는 것뿐이지. 약 먹는다고 낫는 건 아니래

요.(유현숙 사례자)”의 구술을 보면 자신 역시 자연적으로 치매에 관한 지식

을 습득했기에 얕게나마 치매에 관한 의학적 지식을 인지한 채 치매를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치매에 관한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지 않아도 지인을 통

해 치매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얻는 사례자들도 존재했다. 중산층 사례자들 중 

상대적으로 젊은 사례자들(송종호, 박인애, 유현숙 사례자)은 또한 자신이 치

매에 대해 얻은 정보를 다른 지인들과 교류하면서 치매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

며 인지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치매 예방하려면) 손 쓰는 거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요. (면접자: 그런건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런 건 엄마들이 손을 많이 쓰고, 뭐를 해야 한

다, 밤도 자주 깎으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우 다른 병은 걸려도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하는데..그런 얘기 해주지.” (박인애 사례자) 

  이러한 방식으로 구술자들이 획득한 치매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치매의 

단, 면 즉, 감정적 차원의 질병으로 인식되는 치매 정보에 비해 양질의 것으로 

판단되며, 자극을 받으며 보다 강한 치매예방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또

한 양질의 정보와 자극으로 인한 인지는 치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하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구술자가 획득한 치매에 관한 정보는 치매에 대한 

여러 원인들을 파악하게 해주며 치매가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며 치매 예방에 대한 가치가 있는 정보임을 방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여러 경로로 획득한 양질의 치매 정보는 치매인지의 객관성을 확보

하게 되며 예방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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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치매의 예방방법을 듣고 경험해 보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경

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정보를 다른 동료들에게도 적극적으

로 공유하고 권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자신이 습득한 치매예방에 관한 

정보를 통해 질병의 예방 가능성을 읽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

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례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치매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하

게 되었으며, 보다 객관적인 정보는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건강인식과 치매인

식에 보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

신 뿐 아니라 동료의 경험이 단순히 자극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이를 습득하고 

자신의 학습동기로 무의식중에 체화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례자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습득하면서 치매에 대해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치매 예방행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중산층의 노인들은 보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긍정적인 건강인식을 가지고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만,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이것이 

단지 의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중

산층 노인들의 치매에 대한 정보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병인식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례자들이 획득한 정보에 따른 치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치매예

방을 실행하기 위한 생애사적으로 축적한 자본을 필요로 한다. 물론 생활 습관

에서 치매를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정보라 하

더라도, 여가활동을 통해 치매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본이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면 다각도의 치매예방 실천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중

산층 구술자의 사례에서는 질병인식을 할 때 생애사적으로 자신들이 축적해 

놓은 교육자본과 사회자본의 소유가 실제로 어떻게 치매인식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 예방의 전략을 자연스레 수립하고 또한 예방행동을 수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중산층 사례자들은 치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으며 또한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치매인식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둘

째, 중산층 사례자들의 인맥과 치매질병의 위협은 사회자본에 포함되어 치매인

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노년기에 충분한 친목활동을 하고 여가활동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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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활동을 통해 다른 노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치매에 관한 의학적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도 치매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준다. 그리고 반복하여 접한 치매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은 후

에 기술할 실제 치매예방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하층 노인 사례: 한정적인 정보자원과 제한된 치매예방태도 

  하층 사례자들 역시 치매에 대해 막연하고, 피하고 싶다는 질병이란 부정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중산층 사례자들과도 같은 양상이었다. 이런 양

상은 계층의 차이라기보다는 치매가 가진 증상과 자신들이 목격한 경험, 혹은 

미디어에 비추어 지는 모습에 기인한 공통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치매 인식에 

중산층 사례자들과 차이가 드러났던 점은 정보습득의 과정과 사회관계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치매의 ‘지식적 측면’이 부족하단 점이었다. 또한 하층 

노인 사례자들은 노년기 건강인식이 중산층 노인 사례자들에 비해 다소 약하

고 무관심한 편이다. 그리고 이는 치매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인식으로 이어지

고 있었다. 

  하층 사례자들이 치매에 관한 의학적 지식과 예방측면의 지식을 얻는 정보

의 출처는 사실 많지 않았다. 대개 대중매체를 통해 그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정도로 치매 예방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대중매체

는 혼자 사는 사례자들에게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수단이기도 하였으며, 

평소 건강관리, 질병정보 등 하루 중 TV시청을 많이 하는 노인들에게는 좋은 

정보 매체이기도 하였다.  

  “텔레비전 보고 되려 건강하려고 해. 텔레비전에서 운동을 하라네.” (최정

배 사례자)

   “텔레비전 그 OOO인가 거기서 보니까 많이 도움 되더라고. 치매 관련한거. 

그거 보면 도움은 돼요. 정보라고 뭐 티비에서 해주면 그거 보고 많이 얻

어. 거기 음식에 대해서 많이 하고. 뭐 병얘기 해주는거 보고. 보고 머릿 

속에 넣어 놓고. 보건소 보다 티비가 더 나아. 알짜배기 정보는 티비야,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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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명자 사례자) 

  “가장 걱정되는 건..치매가 제일 무섭죠. 치매가 제일 무서워. 치매가 오면

은 어쩌나..그런걸 많이 염두에 두죠. 텔레비전 같은데도 치매 나오는 거 

보고.” (강현순 사례자)

  이처럼 사례자들이 건강관리에 관한 측면 외에도 유일하게 치매에 대한 정

보를 얻고 신뢰하는 매체는 TV였다. 하층 노인 사례자들 5명 중 4명(강현순, 

정명자, 임정식, 최정배 사례자)이 ‘치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면접자의 질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 난 뒤 치매에 관한 정보에 관

해서는 모두 ‘TV에서 본 적 있다’는 답변을 했다. 실제로 4명의 사례자들

이 가족과 동거형태가 아닌 1인가구로 지내면서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상당

히 길다. 질병정보 역시 그랬다. 최근 TV 프로그램 중 질병정보를 다루는 프

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례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정보를 얻는

다고 한 것이다. 물론 미디어에서 얻는 의학정보가 부정확하단 것은 아니다. 

다만 하층 사례자들에게 있어 정보를 얻는 자원이 이 외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얻는 정보라기보다는 자리에 앉아 

‘시청하면서’ 얻는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습득한 정보는 순간의 

관심을 끌 수는 있으나, 그 이상 자신이 나서서 다른 질병 정보를 찾아보려는 

관심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

  하층 사례자들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느라 어쩔 수 없이 노년기 건강

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희미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관리의 필요를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자신들 역시 건강에 대해 어느 정

도 염려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복지관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례자들의 경우(정

명자, 강현순, 홍영희 사례자) 복지관에서의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한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치매의 지식적인 측면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개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치매의 검진이 

이루어지는 복지관 프로그램의 경우 하층 사례자들은 무료로 행해지는 검사를 

받기만 할 뿐, 그 외에 별다른 질병예방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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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건강) 정보 같은 건 뭐, 다 쓸데없는 거. 말들은 하는데, 나는 듣고 잊어

먹어서 몰라” (홍영희 사례자)  

   “(면접자: 치매 예방 같은 정보는 복지관에서 얻으세요?) 없죠. 그런 정보

를 어디서 얻어. 그 전에 뭐 어디야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한번 검사나 

하지. 뭐, 알츠..하이먼가 뭔가 그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런 건 좀 있었어

요. 근데 뭐 검사하는 것 외에는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그래요.” (강

현순 사례자)

  또한 복지관에 자주 드나들며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음에도 굳이 치매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는 중산층 노인의 사례에서 자

신들이 습득한 치매에 관한 의학적 지식을 서로 교류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례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치매환자를 목도한 경험 외에 치매에 대

한 객관적인 의학적 정보를 얻는 데는 한정된 정보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

적으로 치매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는 시도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복지관에 자주 방문하는 사례자들이라고 할지라도(강현순, 정명자, 홍

영희 사례자) 그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복지관에서는 주로 치매

에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사례자들은 이것이 ‘예방’

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관에서 치매 예방

과 관련하여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었다. 복지관 등에서 사례자

들이 만나는 사람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치매가 예방

이 가능할지 아닐 지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 정보에 대한 확신성

이 없기 때문이다. 3명의 여성 사례자(홍영희, 정명자, 강현순 사례자)들은 사

회활동의 대부분을 복지관에서 행하는데 TV를 제외하고 그 곳에서 행해지는 

건강정보와 치매 및 질병 정보가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러나 하층 노인의 사례자들의 구술을 통해 사례자들이 매우 제한적

인 치매 정보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치매는 ‘무서

운 병’이지만 예방관리행동을 한다고 해서 확실히 어느 부분에 이득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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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본인들 조차 자세히 알지 못한다.  

   “모르지. (치매에 대해서는) 나도 몰라. 보건소에선 검사만 하지 뭐 별 얘

기는 안 해. 앞으로 뭐 조심하라는 말 그런 건 안하대. 그냥 지금처럼 사시

래. 별말 안하고 아무튼 난 좋대.” (정명자 사례자)

   “그냥. 거기(복지관)서 하라 그러면 다 하긴 해. 그러니까 모래도 가지고 

모래도 연습하고. 나 치매 아직 안 걸렸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하면 좋아요 

하니까 해.” (홍영희 사례자)

  한계적인 치매정보만을 획득할 수 있었던 하층 사례자들은 단지 가끔 복지

관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 능동적인 치매 예방전략을 계획하지는 못했다. 사례

자가 다양한 치매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보다 객관적인 질병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치매예방에 관한 의학적 지식이 많고 그것을 교류하고 

서로 자극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다면 사례자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의 양상

은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이처럼 하층사례자들은 치매예방정보를 공유할 사회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구술에 따르면 치매에 관한 예방행동은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따금씩 참여할 뿐, 복지관 사람들과는 건강에 

관한 정보의 교류도 치매에 관한 정보의 교류도 없다. 따라서 치매예방이 전략

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사례자들의 경우 그나마 복지관 활동으로 ‘치매’에 대한 인지

는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 지는 모르지만 복지관 프로그램

에 참여하면서 치매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형편이 나은 편이다. 남성 사

례자들(임정식, 최정배 사례자)의 경우 잘못된 치매 지식을 가지고 치매에 대

해 인지하고 있다던가, 혹은 “내가 안 걸려 봤으니 모르지(임정식 사례자)”

의 구술처럼 다소 치매라는 질병의 인지는 깊게 하고 있지 않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치매 예방 하려면 고독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 만나

서 고스톱도 치고. 그게 예방이지 뭐 있겠어. 내 예방법이야. 난 그렇게 생

각해.”(최정배 사례자)

   “내가 (치매에) 안 걸려봤으니까 모르는데, 자기가 어디 간 것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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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지. 당해봐야 그러니까 저긴데. 안 당해 봤으니까 무슨 병인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임정식 사례자)

  건강신념모델(Rosenstock et al., 1988; 코코란, 2009)에서는 개인의 행동

변화를 평가하거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인구학적, 사회적 요인

을 매개변인으로 삼았다. 또한 건강행동을 하게 되는 계기들로 질병예방행동을 

하게 되는 매개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또래집단의 압력, 개인의 성격, 

문화요인, 매스미디어, 개입, 건강 두려움 또는 질병이 계기가 된다고 하였는데 

하층 사례자들은 매스미디어로 인해 치매에 대한 일차적 정보는 얻을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이차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까지의 관심과 능

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치매가 ‘예방행동’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중산층 사례자에 비해 적다

고 볼 수 있다. 만약 하층 사례자들이 보다 정확한 치매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

어도 노년기에 자신이 소유한 자본의 양이 많고 그것을 통해 건강 및 치매에 

관한 관리의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양상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층 

노인의 사례에서는 경제적 자본과 사회자본이 부재하다. 사례자들이 치매에 대

한 깊은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경제적인 지원수단보다는 첫째, 협소한 

채널에서의 정보습득이 그나마도 주의 깊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둘째, 국가

의 재정지원으로 복지관에서 행해지는 예방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치매가 예방 가능한 질병인지 확신성이 없다. 셋째로 자신 뿐 아니라 주위에서

도 서로 치매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질병에의 위협을 줄만한 사회자본의 부

재는 하층 노인들로 하여금 건강관리의 자극을 받으며 치매를 인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지식적 측면에 대한 부재는 치매예방의 가능성

을 타진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인지적 측면이 부족한 사례

자들이 능동적으로 치매예방을 실천하기 보다는 수동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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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층별 건강관리와 치매예방행동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 전 계층의 사례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관점의 차이가 치매에 대한 인식의 계층별 차이를 드러

낸다는 점을 앞 장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치매에 대한 인지적 차원에서 

예방 가능성이라는 초점에 맞추어 이에 어떠한 예방 전략을 취하는가에 따른 

지점에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의 계층별 상이성이 드러난 부분이었다. 이는 질

병예방을 행함으로써 얻는 이득의 단서와 사회관계 내에서의 정보교류를 통해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 사례자들이 치매예방행동을 하기 전의 양상을 보았을 

때 각자 다르게 축적해온 사회·경제적 자원은 노년기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모습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노년기에 행해야 할 ‘건강관리’의 과업에서 

자극을 주는 인지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

는 각 계층의 사례자들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 그리고 예방행동의 인지

로 오는 행동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치매예방행동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분석

해 보고자 한다. 치매라는 질병은 단순히 갑자기 찾아오는 무작위적 질병이 아

니라 평소 생활 습관과 관계가 있다고 서론에서 밝힌 바 있다. 본 장에서는 계

층에 따라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실제 예방 행동은 평소 생활 습관 내에서 어

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실천의 과정은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통하는지, 계층

별로 그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사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확실히 입증되어 있는 예방법은 아직 없다

(치매정보 365,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 201326)). 그러나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매예방관리 10대 수칙을 참

고해 보자면 어느 정도 생활습관 내에서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치매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자들을 미리 조절함으로써 다른 원인의 치매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본 논문에서는 치매예방 및 관리수칙을 

참고하기 위하여 장서진(2014)이 제시한 ‘치매365’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

에 국내 정신과 전문의들이 게재한 치매예방관리법과 한국치매예방협회가 소

개한 ‘치매예방관리 10대 수칙27)’을 참고한 치매예방수칙을 정리해 보았다. 

26) 국립중앙치매센터(2013). Available: http://www.nid.or.kr
27) 하이닥 뉴스. 2015. 05. 20. "뇌 자극하는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여라, 치매 예방 10

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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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수칙들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을 한다, 2) 술 마실 

때 한 자리에서 5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 2)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및 무산소 운동을 한다, 4) 그림 그리기, 요리, 퍼즐, 바둑 등 손

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활동을 한다, 5) 컴퓨터, 외국어, 문화예술 등 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한다, 6) 정기적인 친목 및 종교 모임에 꾸준히 참석해 사람을 

사귄다, 7) 매일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 8) 물을 하루 6~8컵

씩 마신다, 9) 비타민 B12, C, E, 엽산이 400mg이하 함유된 영양보조제를 

매일 1회 복용한다, 10) 치매조기검진 및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는다. 

  이러한 수칙을 참고로 실제 치매예방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계층별 차이의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앞 장에서 

언급한 치매정보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자본을 활용한 의료 자원 이용

이라는 측면, 사회관계 내에서의 정보공유를 통한 치매에 대한 위협과 치매예

방행동 자극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제 생활에서의 치매예방행동 실천이 그것이

다. 

 

1. 중산층 노인 사례: 다양한 자원과 적극적 예방행동

 1) 지불차원의 의료자원의 활용

  중산층 노인 사례자들은 노년이 되어서 다시금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다. 노년의 자아인식이 ‘나’로 돌아왔으며, 자신의 여가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여유로운 노년을 즐기는 기본 전제는 ‘신체적 건강’ 이었다. 

그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년기에 즐거운 여가생활 및 친목모임을 지속하

면서도 병행하는 것이 건강관리였다. 또한 노년기 질환인 치매에 관해서도 자

연스레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치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때로는 ‘아

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치매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염려는 지속해서 하고 있다. 이는 치매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축적

한 자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의료관리를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축적한 자원이 건강관리의 실질적 의료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다.

  건강행위가 계층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크게 경제적, 문화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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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심리적, 사회관계적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간, 돈, 교통 등과 같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설득력 있는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듯이(윤인진 등, 2000) 인터뷰에 응한 중산층의 노인들 역시 중년기부터 꾸

준한 의료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자들은 고소득층

은 아니었지만, 국가에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외에도 3차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받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신들이 습득한 

정보에 의거하여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점 전/후로 노년기 질환인 치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역시 ‘예방 차원의’ 의료자원을 활용하려 한다.  

  의료 자원의 이용이라 함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료서

비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는 ‘지불능력’요인으로, 

소득수준이 낮으면 양질의 의료이용 빈도가 어려워진다(Acton, 1976; 

Goldman and Grossman, 1978; 윤인진 등, 2000). 따라서 고소득층은 3차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약국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은 종합병

원(2차) 및 보건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소득 

및 교육수준과 함께 개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직

업’을 들 수 있다(윤인진 등, 2000).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

과에 따르면 전문직과 사무직 같은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종합병

원 및 의원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보건기관 및 

약국의 이용률은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윤인진, 2000). 

중산층 사례자들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점을 볼 수 있었다. 병원을 방문하는 빈

도와 중요성에 관해서는 사례자들 간 일부 차이를 보였지만, 그래도 공통점으

로 보인 지점이 3차 종합병원에서의 ‘정기검진’이었던 것이다. 중산층 사례

자 5명 모두 2년마다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무료검진 외에 3차 종합병원에서의 

정기검진 역시 받는다고 구술했다.  

   “시대가 또 좋은 시대 아니야. 거기서(보건소) 받으라는 건 일단 다 받고 

저기, 우리 동네 ◇◇대학교. 거기서도 내가 꾸준히 받아요. 내시경 검사도 

받고. ◇◇대학(병원)에서는 3년에 한 번. 보건소에서는 2 년에 한 번. 내

가 단골이에요. 예전에 2002년도에는 혈액종양내과라고 있는데 친구들이 내

가 숨이 자꾸 차다고 하니까 병원을 가보래. 그래서 갔더니 혈액종양내과 

거기 가서 진단을 받았지. 그 후로 계속 다니고 그래. 거기 의사하고 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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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고 내가 12년 간 알고 지냈다고. 그 양반이 정년퇴임 할 때도 다녔어

요. 나보고 정년퇴임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양반이 나 신경 많이 써줬어

요. 치매 검사도 받아보라고 해보고. [...] ◇◇대학교에서 미리 다 받았

지. 지금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 수는 없지만...(의료

시설이)잘 되어 있으니까 꾸준히 잘 이용해요. 돈 들어가는 것도 하지만 돈 

안 들어가는 것 미리미리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이수태 사례자) 

  이수태 사례자의 경우 주기적 검진이 질병의 예방 차원에서 주요하다는 인

식을 하고 있었다. 특히 전반적인 질병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정기검진을 옹호

하고 있었다. 이수태 사례자는 치매 뿐 아니라 노년기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는 자원을 활용해서 ‘미리 미리’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는 편이며, 사례자들 

중에서도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가장 충실히 받는 사례자이기도 했다. 또한 치

매와 관련해서도 CT촬영을 통해 미리 치매검사까지 받아보는 등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한편, 개별 사례자들 간에는 물론 의료서비스 활용에 대한 빈도수의 차이는 

존재했다. 우선 나현옥 사례자와 이수태 사례자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전반적으

로 전신의 정밀 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 두 사례자들은 각각 80대와 70대의 

나이로 전체 사례자들 중 고령에 속하는 사례자들이었으나 정밀검진을 통해 

심각한 이상이 느껴지지 않아도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빈도가 높았다. 

이수태 사례자의 경우는 자신의 자원을 직접 활용하는 사례자였으나, 나현옥 

사례자의 경우 자녀의 지원으로 병원 방문이 잦은 사례자였다. 나현옥 사례자 

경우 역시 ‘예방차원’으로 치매 검진까지 받은 사례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례자들인 60대의 유현숙, 박인애, 송종호 

사례자의 경우 병원을 방문하는 빈도는 적지만 역시 질병의 예방차원에서 최

소한의 건강검진은 받는다고 구술했다. 그러나 나현옥 사례자와 이수태 사례자

가 치매에 관한 정기검진까지 3차 종합병원에서 받은 것과는 달리 세 명의 사

례자들은 아직 치매에 관해서 까지는 정기검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사례

자들은 앞선 장의 치매인식과 노년기 인식에서 생활에서의 여가에 더 집중하

는 모습을 보였던 사례 자들이기도 했는데,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병원검진을 

통해서 미리 낙인하고 싶지는 않아보였다. 다만, 평소 생활습관에서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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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치매에 대한 인지와 예방을 실천하려는 사례자들이란 특징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세 명의 사례자들은 치매에 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검진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들이 정밀 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CT 촬영과 같은 고

가의 검진료가 부담스럽기도 하다는 의견과 함께 검진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

문에 받지 않았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사실 응답자

들의 건강 특성에 따른 것으로 정밀 검진을 받은 경우 머리가 어지러워 큰 병

원에 가서 진찰을 받거나(나현옥 사례자), 숨이 가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

진을 받아(이수태 사례자) 여러 검진을 하면서 받은 것에 기인한 차이이지 이

들 역시 이러한 증상을 보이기 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른 

사례자들과 마찬가지로 느끼지 못하였을 뿐더러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던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치매예방과 관련한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중산층 사례자들은 전문적인 의

료시설을 이용한 검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신빙성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 

양상도 보였다. 후술할 터이지만 하층 노인 응답자들의 경우 보건소 검사 결과

에 대해 만족하는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중산층 사례자들은 보건소에서 행해

지는 치매검진 의료서비스에 대해 조금은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송종호 사례자의 경우에서 “매 검진이 요새 보건소에서 해준다

고 하는데, 보니까 다 형식적이더라고. 뭐 서류로 그냥 하고.”와 같이 중상층 

노인 응답자들은 약식 검사의 신뢰성에 부정적 견해의 구술을 통해 알 수 있

었다. 

  이처럼 중산층 사례자들은 건강관리와 치매예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자원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례자들 간 빈도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건강관리 차원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정기검진은 공

통적인 사항이었으며 특히 무료로 받는 정기검진 외에도 3차 종합병원에서의 

정기검진을 함께 받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었다. 이들은 신체건강을 위해 의

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질병 예방’과 관련하

여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치매예방에 관련해서는 다소 다른 양상

을 보이기도 하였다. 건강관리와 예방에 더 민감한 고령의 사례자들(나현옥, 

이수태 사례자)은 치매와 관련하여 CT촬영 등 고가의 검진을 마다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젊은 60대의 사례자들(유현숙, 박인애, 송종호 

사례자)은 아직 치매와 관련하여 ‘예방’의 측면은 인지하고 있되, 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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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온전히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에서 행하는 치매검진서비스는 받기도 하였는데, 다만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치

매검진서비스의 의료서비스 질에 관련해서는 크게 신빙성을 보이지 않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2) 사회관계 내에서의 자극

  질병예방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이 의료 자원의 소유라는 측면과 더불어 의

료 정보의 습득이라는 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 고용, 교육, 주택, 환

경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의 불평등한 분배가 건강의 불평등을 만들

어 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Graham, 2009; 김길용, 2014). 사

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position)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그 

간의 축적된 연구 결과들은 건강 또는 건강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으며(Cohen, 2003; Marmot, 2005; 

2008, 김길용, 2014), 그 중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가장 주요한 요인으

로 언급하고 있다(Dahl and Malmberg-Heimonen, 2010; 김길용, 2014).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오래 살고, 덜 우울하고, 질병으로부터 회복

이 빠르고, 노화에 의한 인지감소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RWJF, 2006; 김길

용, 2014). 즉 개인적인 유대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정보를 더 

잘 공유하고, 위험한 행동 대신 건강한 습관을 만들려는 규범을 형성하기 더 

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환경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

다는 것이다(Kawachi, 1997; 1999; 김길용, 2014). 

  이와 같은 사회 자본은 평소 건강 관과 질병 관에 관한 인식과 질병에 관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 뿐 아니라 건강행위에 있어서도 크나

큰 영향을 끼친다. 이론적 논의에서 주지한 건강신념 모델은 개인의 행동변화

를 평가하거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개인이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인식하는 정도에 따

라 예측된다고 가정한다. 건강신념 모델에 따르면 행동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

요한 ‘수정요인(modifying factors)'을 고려해야 한다. 이 요인은 질병의 엄

중함과 위협, 질병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사회·심리적 변인과 구조적 변인을 포함한다. 나이, 성별, 또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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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병에 대한 사전 접촉도 건강 혹은 질병예방행동결정과정에 영향을 미

친다(코코란, 2009). 그렇기에 한 의료 정보의 습득이란 차원에서 예방 행동

은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중산층 노인 응답자들은 건강관리와 치매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노년기에 접

어들면서 스스로 깨닫기도 하지만 주위의 압력 즉, 노년기 사회 자본을 통해 

꾸준한 압력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며 서로 자극을 받고 있었다. 또한 중산층

의 노년기 사회 자본은 비단 심리적 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적 자원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 건강에의 위협을 실제 평소 건강관리와 치매예

방행동을 취하게 하였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은 우선 정기모임을 자주 가지고 있어 기존

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 자본을 노년기에 더 공고히 하는 걸 볼 수 있

었다. 중년기 때 서로 간 바빠 좀처럼 모이기 힘들었던 친목모임은 은퇴 후 활

발히 참여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은 친목모임 자체가 많았다. 

중, 고등학교 동창모임은 기본이었고 대졸자 응답자들은 대학동문모임과 은퇴 

전 직업생활에서 함께 한 동료들과의 친목모임을 영위하는 등 등 기본적으로 

자신들과 동년배 나이 또래들과의 생애발달과정을 겪으며 ‘건강관리’ 과업

을 치매예방행동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자극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치매에 대한 의료 정보의 습득이란 차원에서 중층의 경우 정보의 

공급처가 미디어와 의사 그리고 사회적 2차 관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추출할 수가 있다. 책과 잡지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얻고 또 주변인들과 사회적 소통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

서 치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한다. 가령 “머리에 좋은 덴 호두가 좋

다더라. 호두를 많이 먹어. 호두가 머릴 닮아 좋다더라. 밤 깎아라. 손써라. 또 

저것도 해 봤어요 그래서. 바느질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박인애 사례자), “친구들한텐 미리 얘기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좋으니까 보건

소 같은데서 연락 온다고. 노인분들. 검사받으라고”(이수태 사례자), “아무튼 

아픈 얘기 건강 얘기 하지. 그리고 무슨 식품 좋다. 무슨 약이 좋다. 어디 병원

이 좋다. 우리 나이에 약 안 먹는 사람 없잖아”(유현숙 사례자)와 같이 또래 

집단을 통해 정보를 얻고 치매를 포함한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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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모임이 있었는데, 어제는 고등학교모임. 누가 아프다 하면 이제 그

런 얘기를 해요. 검사를 해보라고. 서로 자꾸 말해줘. 너는 아닌 것 같지만 

제 3자가 봤을 때는 안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은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건 서로 하라고 걱정을 해줘요. 그리

고 또 ‘어디가 좋다, 어느 병원이 좋다‘ 이런 걸 서로 소개해줘요. 친구

들도 보건소 말고 큰데 가서도 다 받대, 뭐 찍어보고 미리미리. 다 미리미

리. 그 사람들 다 미리미리. 치매검사도 미리미리. 친구들끼리도 자꾸 치매

검사 해보라고 권유를 하지. 하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또” (이수

태 사례자)

  “치매 걸릴까봐 겁나지. 아직은 (친구들이)치매들은 안 걸렸으니까. 앞으로

가 치매 걸리지 말자, 하는 거지 뭐. 요새는 치매가 무섭잖아. 병원얘기도 

자주 해요. 가장 많이 한 게 교회 얘기고 그 다음엔 건강얘기를 하지. 그

럼.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도 주고받고.”(나현옥 사례자)

  이수태 사례자, 나현옥 사례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중층 응답자들은 또래 집

단을 통해 끊임없이 서로의 건강상태를 물어보고 자극하였으며,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 차원의 건강검진”을 수차례 언급하며 서로 간의 건강에 

대한 소위 ‘압력’까지 넣고 있었다. 집단을 통해 그들은 정보를 공유함으로

써 예방 차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별적 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충상층 노인들과 달리 송종호 사례자의 경우 

치매 관련 및 건강 관련 지식을 얻는 출처가 인터넷과 전문 서적 등을 포괄하

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사례자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을 습득한 이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잡지라던가 책을 보면 노년에 머리를 많이 되도록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하는데 거기서도 정보를 얻고.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도니까. 또 서

로 간에 ◎◎(휴대폰 메신저)을 하는데 거기서 그런(치매) 정보를 서로 또 

공유해요. 그런 게 떠오르면 서로 보내주고. 뭐가 좋은지. 그래서 ◎◎이라

고 하는 것이 노인들에게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통

해서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물론 인터넷 찾아서도 찾아 들을 수 있지

만. 서로 자기가 못 접했던 것을 ◎◎으로 서로 많이 주고받아요. 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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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를 찾고 아, 이건 친구들에게 보내주고 싶다 하면 또 ◎◎으로 보

내주고“(송종호 사례자)

  중산층 사례자들은 주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치매에 관한 지식을 우선적으로 

습득한다는 점에서 하층 노인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초중고 혹은 대학

교 동창과의 모임과 같은 또래 집단을 통해 정보를 향유하고 있으며, 나현옥 

사례자의 경우 교회 내 집단을 통해 이와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즉 출처는 다를 지라도 사회적 집단을 통해 의료적 정보를 습득하

고 공유한다는 지점이 중산층 노인 응답자들이 보인 특성이다.  위와 같은 사

례와 같이 정보 출처의 원천이 좀 더 폭 넓은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정보를 친구들 혹은 동년배 또래 집단과 교류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중산

층 노인 응답자들이 보인 특성에서는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면이었다. 

 3) 생활습관 내에서의 능동적 실천

  이처럼 중산층 노인들은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의 소유로 의료적 차원에서는 

보다 양질의 의료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려고 하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

보습득과 정보의 교류는 사회자본을 통해 이루어지며 서로 간 건강관리 및 질

병예방행동에 자극을 받는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자극은 실제 생활습관 내에

서 은연중에라도 치매에 대한 예방을 떠올리게 하며, 운동을 한다든가 식습관

을 개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생활습관 내에서의 능동적인 실천양상

을 일으킨다. 이는 노년기 생활의 인식과 구술을 한 것과도 이어진다. 중산층 

사례자들은 노년기에 ‘나’라는 인식이 강해지며,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관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중산층 사례자들은 특히 식생활을 어느 정도 개선하

려고도 하고28)29), “여가활동과 친목모임, 그리고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

으로도 건강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 

28) “젊을 때는 그런 거 뭐 몰랐지. 요새는 나이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나는 꼭 아
침에 사과, 과일을 한 쪽, 반쪽씩 준다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집 사
람이 계속 챙겨줘. 물도 내가 별로 물 같은 거 안 좋아하는데 이제 집에 가면 우선 물 
한컵 씩 가져다주고. 일어나면 또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먹고.” (이수태 사례자)

29) “나는 운동 하고, 섭생 갓은 것. 영양섭취 하는 얘기. [...] 되도록 노년에 육식보다
는 채식이나 야채로 바다, 생선 쪽으로 먹자는 얘기도 하고[...]” (송종호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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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기에 행해지는 여가활동은 대개 ‘유희’로만 치부하기에는 많은 의미

가 있다. 특히 건강관리를 초점으로 하는 여가활동도 많이 행했는데, 이는 여

가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자금의 활용과 함께 사회활동이 어우러져 

일어난다. 

   “우리 이제 봄 같은 때. 여름에도. 저 과천. 저 대공원 저길 도는 거야. 걸

어서. (면접자: 거기에서 만나서요?) 그럼. 그게 지금 주로 그거라고, 운동

모임. 전에는 사람들이(모임) 술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술을 안 먹어. 건

강 관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술 

통 안 먹잖아.” (이수태 사례자) 

  “지금은 새벽기도 나가고 운동을 하는 거 같어. 매일같이. 딴 운동은 없어

요. 동네 한 바퀴 산보 걷고 오고. 차가 와요. 집 앞까지 차가. 하루에 한 

번씩.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으니까 하루 한 바퀴 돌지. 이건 일부러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아프면 밥해줄 사람도 없고. 애들 속도 썩고 

돈 들어가잖아. 내가 건강해야지. 갈 때는 아무 소리 없이 가야지.”(나현

옥 사례자)

  중산층 사례자들은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도 자연스

레 함께한다. 이수태 사례자의 경우 중년기 친목모임에 나가면 주로 술이 빠지

지 않는 모임을 가졌다고 했지만 노년기가 되면서 건강관리가 모임의 주요 화

두가 되었다. 이제 친목모임에서 술을 즐겨 마시기보다는 등산이나 산보 등 운

동을 즐겨하는 모임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나현옥 사례자의 경우 사례자들 

중 가장 고령의 사례자로, 이전에는 수영, 자전거타기 등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며 자신의 건강관리를 했었다. 그러나 몇 번의 수술과 입원, 그리고 노화로 

이전과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한다. 노년의 인식에서 이 

사례자는 자신이 고령의 나이이고 여러 수술도 거쳐 온전히 건강하다고 생각

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조금씩이라도 건강을 신경 

쓰려는 의지가 보인다. 나현옥 사례자 외에도 다른 4명의 사례자들 역시 공통

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등산친목모임(이수태 사례자)이나 여가활동과 함께 

병행하는 운동(송종호, 유현숙 사례자)을 하는 양상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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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건강관리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년기에 건강을 신경 쓰고 관리하는 이런 인식은 노년기 질환인 치매와 관

련해서도 그 노력을 연장시킨다. 특히 치매예방에 관련해서는 의학적 정보 습

득과 사회관계 내에서의 자극이 함께 작동하는 양상이었다. 중산층 사례자들은 

자신들이 습득한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행동 정보를 인지하면서도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우쿨렐레는 재미로 해요. 내가 뭐 그런 정도지. 즐기는 정도. 또 아, C코

드? 그 다음 F코드지? 하면서 생각한다는 게. 내가 머리가 회전이 되잖아. 

하면서 다음 코드 뭐지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면접자: 어디에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퇴보가 안 되는 거지. 확실히 그게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몰라도. 어느 책에서 보니까 (치매가) 손가락 움직이는 게 좋대. 지금은 피

아노를 안치지만, 손가락을 움직이니까.” (유현숙 사례자) 

  

  “(면접자: 치매 관련해서는?) 나는 그 성경 읽고 그래. 계속 (성경을) 읽고 

손으로도 써보고.”(나현옥 사례자)

  중년기부터 여가생활을 즐겨왔던 유현숙 사례자는 노년기 자아인식이 강한 

사례자다. 이 사례자는 음악전공자로 꾸준히 음악을 통해 여가활동을 즐겨왔지

만 노년기에 와서 이런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다. 평소의 취미활

동을 하더라도 치매예방에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고부터는 이를 인식하고 취미

활동을 더욱 신경 쓰면서도 즐기는 것이다. 나현옥 사례자의 경우도 종교 활동

을 꾸준히 지속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자이다. 이 사례자는 종교 활동이 자

신의 사회활동이자 여가활동인데,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자

신의 활동을 치매와 연관시켜서 실천해본다. 평소엔 읽어보기만 한 성경일지라

도, 이제는 필사를 해보기도 하는 등 손을 자주 움직이는 활동이 치매예방에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잇는 것이다. 

  한편, 치매에 대한 스스로의 정보 습득과 사회관계 내 정보공유로 인한 자극

은 역시 치매예방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데 평소 치매에 대

한 인지가 크지 않던 사례자라 할지라도 사회활동 및 친목모임에서 보고 듣는 

정보로 인해 질병예방에 대한 자극을 조금씩 받는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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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계에서 접하는 건강관리정보와 질병정보 특히 치매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그만큼 평소 치매관련 정보가 없던 사례자라 할지라도 관

심을 가지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 평소 건강관리와 치매예방관련 정보가 미흡

했던 박인애 사례자, 나현옥 사례자의 경우 이런 경우에 속했다. 나현옥 사례

자는 교회에 자주 나가면서 얻는 건강관리 정보와 치매관련 정보를 접하면서 

성경책을 필사한다고 하였으며, 평소 여가생활을 즐기지 않던 박인애 사례자 

역시 노년기 친목모임이 잦아지며 그들을 따라 손을 쓰는 것과 같이 치매예방

에 좋은 여가활동을 함께 한다고 구술했다.    

  “(치매예방에 관해서는) 또 저것도 해봤어요. 손쓰는 게 좋다고 해서, 바느

질 하는 거. (면접자: 수놓는 거요?) 수놓는 거 말고. 가방 만드는 거 있잖

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도 그걸(치매) 염두에 두고 했어요. (면

접자: 아, 그럼 또 다른 분들은 뭘 하시던가요?) 또 한 엄마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몸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해서 수

영 하거나. 나는 또 그거 쫓아서 그림 그리는 것도 해봤는데 나랑은 영 안 

맞더라고. 그림 그릴 때는 아무 생각이 안나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좋구나 싶었는데[...]” (박인애 사례자)

  두 사례자들은 성격이 활달한 편도 아니고, 중년기에 취미나 여가활동도 활

발히 하지 않았으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종교 활동 및 여가활동을 즐기게 되

었던 사례자들인데 자연스레 건강관련 정보와 치매예방정보를 습득하며 이를 

실생활에 이행하게 하는 변화를 낳았다.  

  그런가 하면 의도적으로 치매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아예 새로운 취미생활

로 치매예방행동을 실천하는 사례자도 있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치매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취미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이 나이에 사실 악기 배워서 뭐하겠어요? 

손 쓰는 게 좋다니까 손도 계속 쓰려고 하고. 해보니까 또 재미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안 될 때는 ‘아, 괜히 시작했나.’ 싶었어요. 손

가락도 아프고. 남들은 진도가 잘만 나가는데 난 안 나가니까. 처음엔 여성 

회관에서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초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사람 너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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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르쳐. 중급수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타학원에 등록했

어요. 우리 집사람이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나도 음악 듣는 건 좋아하니까. 

겸사겸사 즐겁게 하는 거죠. 시간도 잘 가고. 처음엔 손도 아프고 나중엔 

손가락 때문에 병원도 갔었어요. 관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두어 달간 또 

쉬고. 그런데 또 풀리더라고. [...]악기도 만지고 사람도 만나고 할 수 있

는 데 까지 해볼래요. 지금 (치매)예방 방법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병원

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받는 것은 이미 진전이 많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약도 받고 하는 거고, 예방 차원에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송종호 사

례자)

  송종호 사례자는 중년기에는 건강과 관련하여 테니스라던가 과격한 운동을 

취미로 삼다가 노년기에는 탁구와 같은 덜 과격한 운동을 취미로 삼던 사례자

였다. 운동을 좋아한다고 구술했던 그는 노년기가 되면서 다른 취미생활도 생

각해보기 시작했다. 스스로 노년기 질환인 암이나 치매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

으로 습득하던 그는 뇌에 좋은 음식, 운동, 활동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손

을 쓰는 것’이 치매예방에 좋다는 정보도 습득했다. 이를 인지하고부터 실생

활에서 식습관부터 신경을 쓰기도 하는가 하면 활동으로도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생각한 새로운 취미활동이 기타였다. 악기인 기타를 배우는 것은 그

에게 처음에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치매예방에 좋다는 활동을 실제로 체험하며 

익히는 것은 나름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면접자가 자택에 방문하

여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거실 한 켠 에는 기타연습을 할 수 있는 악기 보면

대가 놓여있었으며, 사례자는 집에서도 틈틈이 기타연습을 한다고 구술했다. 

  치매예방과 관련한 정보의 습득과 사회관계 내에서의 자극은 중산층 사례자

들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인 치매예방행동을 행하게 했다. 스쳐지나가는 정보일

지라도 어느 정도 치매에 대한 인지를 지속해서 하게 만들었으며, 건강한 노년

기를 위한 활동들을 실제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보다 주체적

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질병을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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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층 노인 사례: 자원 활용의 한계와 소극적 예방행동

 1) 미지불 형태의 의료서비스 이용

  전술하였듯이,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는 

‘지불능력’요인으로, 소득수준이 낮으면 양질의 의료이용 빈도가 어려워진다

(Acton, 1976; Goldman and Grossman, 1978; 윤인진 등, 2000). 따라서 

고소득층은 3차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약국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저

소득층은 종합병원(2차) 및 보건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

이다. 하층 사례자들은 중산층 사례자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

는 보건기관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5명 중 4명이 생활보호수

급자로 그 중에서도 의료비지원에 대한 혜택이 그들로 하여금 의료서비스 수

급에 대한 고민은 덜어주었다. 

  그중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정명자 사례자

의 경우 시설의 지원을 받아 뇌파 검사와 MRI 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며, 

건강 공단과 복지관 병원 등을 통해 건강 검진도 받았다. 또한 홍영희 사례자

도 공단과 병원 등을 통해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고 구술하는 등 일부 사례자

들은 미지불 형태의 의료혜택을 잘 이용하였다. 

  그러나 질적인 면과 다양성의 면에서 하층 사례자들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의 형태는 중산층 사례자들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

신이 지불하는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공 되는’ 서비스

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이었다. 하층 사례자들은 건강관리와 치매예방에 있어서 

중산층 사례자들이 3차 종합병원을 병행하여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과는 달

리 미지불차원의 의료자원에 의존한다. 여기서 ‘미지불’이라 하면 본 연구에

서 중산층 사례자들의 의료이용 형태와 대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의료

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 수단으로 지불을 하지 않는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의미

한다. 생활보호 수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의료보조를 받지 못하는 강현순 사례

자30)를 제외한 4명의 하층 노인 사례자들은 미지불 형태의 의료자원을 활용

30) 하층 사례자들 중 생활보호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던 강현순 사례자는 그러나 의료자원
의 부재로 난항을 겪기도 한다. 유료로도, 무료로도 지불할 의료자원이 없는 강현순 사
례자는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조차 없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다른 수급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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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가에서 병원 한 달에 한 번 고지혈증, 당뇨, 간 등 가서 약 찾아먹어. 

국가의료원에서. 건강검진도 거기서 때 되면 다 해줘. 아픈 거는 다 공짜

야. 의료비, 수술비 이런 것도 다 공짜야. 유공자니까.” (최정배 사례자)

 

  또한 하층 노인 사례자들은 아플 때 되도록 병원에 가려고 하지만, 예방차원

의 병원방문보다는 이미 발병 이후 약의 공급처로도 병원을 이용한다. 이는 하

층 노인 응답자들의 경우 대부분 병의원에 가기보단 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

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내가 (의료 지원 받는 것이)다 되니까. 신경과에서 내가 이만저만(치

매 증상)해서 내가 저기 깜빡하는 것 같다고. 냄비 같은 거 올리면 태우고 

그런다니까 해보자니까 해봤지. 괜찮다 그래. 그리고 내가 약을 먹잖아. 치

매 약, 골다공증 약, 다 먹어 나. 골다공증 약도 먹고. 아주 거기(병원)서 

다 줘. 다 있으니까. 알아차려서 다 줘. 그러니까 내가 걱정 안하고 있지. 

약을 먹으니까. [...](면접자: 뭐 어디서 들은 정보나 그런 건 있으신지?) 

정보? 그런 거 뭘 말해. 가서 약 타오고 그러는 거지.” (홍영희 사례자)  

  실제로 자택에 찾아가 인터뷰를 한 경우(홍영희, 정명자 사례자) 면접자에게 

직접 선반 위에 쌓인 약봉지를 보여주곤 하였다. 이는 같은 의료보험제도의 혜

택을 받더라도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는 약국이나 보건소 이용 빈도가 높고, 

의료보험 대상자는 의사나 의원들이 주된 의료이용의 공급원이 된다는 연구

(조성남, 1990; 김정선, 1988; 이수연, 1995; 윤인진 등, 2000)와 관계된 것

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은 “나라

의 약을 받아먹기도 한다는 구술을 통해 제한적이고도 열악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내가 눈이 녹내장이라서 혈압약하고 고지혈약하고 눈하고만 
병원 다녀요. 아파도 그냥 뭐 파스나 얻어서 붙이고. 어제도 아프다고 했더니 아까 파
스를 저 언니가 갖다 주더라고. 운동도 할 게 없고. 운동도 (일하느라) 할 시간이 없
고. 그리고 혼자 막 어디를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라서 혼자 어디 못 가요. 음식도 뭐 
딱히 입맛이 없으니까 챙겨 먹는건 없고. 여기서는(복지관) 수급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약 타오면 내가 어디 아파 나 어디 아픈데 하면 약 지어 온 건데 남았어 하
고 그런 거 그냥 나눠먹어요.” (강현순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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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원받는 곳(홍영희, 정명자, 최정배, 임정식 사례자)”에서의 의료서비스

였으며 외래방문 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얻으려

고 하지도 않았다. 이는 의료서비스 대상자들은 의료 기관에 빈번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계층 응답자들에 비해 외래 방문 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가장 적은 정보를 얻는다고 하는 연구들처럼 하층 노인 응

답자들이 경험하는 낮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artwrite and O'Brien, 1976; 윤인진, 2000).

  치매와 관련해서도 사례자들은 병원에서 치매와 관련한 의료서비스의 이용

은 딱히 병원시설의 검사는 받지 않았고,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무료 검사 위주

의 검사를 제공 받고 있었다. 

   “(치매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찾아와서 치매검진 해주더라고. 날 관리

해줘. 자식하고도 연락 안하고 하니까 나라에서 관리해줘. 근데 의료원에서 

CT나 MRI 같은 거 찍으라고 하는 건 안 해. 내 돈 더 내야하잖아. 얼마를 

나보고 더 부담하라는 건 안 해. 그냥 공짜 검사만 해.”(최정배 사례자)

  “(면접자: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지. 나도 몰라. 근

데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얘기해주잖아. 그런 것도 다 깜빡 잊어

먹는데, 그건 건망증이래. 치매가 또 집안 내력이 있다네. 우리 집은 아무

튼 없었어.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만 하지 뭐 별 얘기는 안 해. 치매검사는 

보건소에 가면 다 해주니까. 거기서 지금처럼만 사시래. 그럼 되는 거지. 

별말 안하니까.” (정명자 사례자)

  하층 노인 사례자 5 명 중 강현순 사례자를 제외한 4명이 생활보호법31)의 

31) 생활보호법은 헌법의 기본 이념에 의거하여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고, 1982년 
전문 개정되었고, 마지막으로 1997년 8월에 개정되었다. 9장 43조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목적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
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장함으로ᄊ 사회복지의 향상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이 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는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이유로 이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이다(제3조). 이 법률은 생존권의 보장, 보호 청구권의 평등, 최저생
활의 보장, 보호의 보충성증 네 개의 기본원리에 따라서 운영되며, 보호의 종류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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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매달 수급비 뿐 아니라 의료보조32)를 받는

다. 그렇기에 이들 역시 중상층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와 같은 국가의료

시설에서 실시하는 치매 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예방 차원에서의 건강관리 면목으로서의 의료 자원 이용 폭은 상대적으로 넓

지 않음을 위와 같은 담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이들의 의료 자원 이용은 

제한적이다. 

  아울러 중산층 사례자들이 치매와 관련한 인식을 하고 전반적인 관리차원에

서 보다 다양한 폭의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하층 

노인 사례자들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다. 하층 사례자들

은 정해진 의료 시설을 통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의료서비스

의 이용은 자신이 취사선택하여 지불하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아니다.  “돈 

드는 건 안 해(최정배 사례자)”의 구술처럼 하층 사례자들은 기본적으로 제

공된 의료서비스만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야 겠다는 

인식도 없었다. 다만 ‘나라가 제공해주는’ 의료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것만 

해도 만족스러움을 보이는 양상을 보인다. 치매검사와 관련해서도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검사 외에는 그 어떠한 의료서비스도 고려치 않고 있는 사례자들은 

사실 검사를 받고난 후에 자신들의 현재 상태나 치매검사를 받고 난 뒤 그에 

수반하는 치매예방에 관한 의학적 정보를 물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33). 

이는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홍영희 사례자)”, “그냥 검사 받고 끝이던데

(정명자 사례자)”의 구술처럼 일부 치매검진을 받는 사례자라 할지라도 하층 

노인 사례자들은 제도권을 활용하여 미지불 형태의 의료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검진 그 이상의 기능을 가져오지 못한다. 또한 치매예방활동에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의 6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제 7조). 보호는 피보호자의 주택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단 주택의 생활이 
곤란하고 생존권보장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때에 본인의 희망이 있을 때에는 시설
수용이나 이용에 의하여 주택 이외의 형태로 보호를 행할 수가 있다. 의료보조를 제외
하고, 보호는 금전급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생활보호법 시행 
1983.7.1.] [법률 제3623호, 1982.12.31., 전부개정]; 법제처). 

32)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진료,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급부, 의료시설에의 수용 등의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33) 치매 예방과 치료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소득층·저학력층일수록 높다
는 결과가 있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는 ‘병원의 치매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
다’고 말한 비율이 14.2%로 월 소득 600만 원 이상(5.5%)의 약 3배에 달했다(조선
일보. 20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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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극은 상대적으로 크게 받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2) 사회관계 내에서의 부족한 자극과 정보교류

  앞서 중산층 노인 응답자들의 경우 의료 정보 습득이 미디어와 사회적 관계

를 통해 이루어짐을 논한 바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층 노인 응답자들의 경

우 주로 미디어 특히 TV를 통해 정보를 습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복지관 

참여와 무관한 것으로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질적 차원이 중산층 노인 응답

자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하층 노인 응답자들은 중증 장애진단을 받은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홍영희를 제외하고 모두 독거노인이다. 즉, 어느 정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의 핵심은 “돈이 들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특히 여성 응답자(강현순, 정명자, 홍영희 사례자)들은 모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들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복지관에 가는 것이 하루 일

과 중 하나로 여길 만큼 지역 주민과의 대면접촉의 빈도는 상당히 높았다. 

“집에 있으면 뭘 해”라고 말하는 정명자의 구술처럼 독거노인들은 ‘고립’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TV를 보면서 우두커니 있는 것 

보다 “밥도 주고 말벗 상대도 있는” 복지관에 가서 다른 이웃을 만나는 것

은 심리적 자원의 축적에 도움을 준다. 

  하층 노인 여성 응답자들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복지관에 드나들어 

“사람구경”하는 것이 주요 일과였으며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건강프로그램은 

모두가 함께 즐겁게 운동하고 “건강히 살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하층 노인 응답자들 5명은 모두 고립되어 사회적 관계를 단

절하고 사는 독거노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혼자 사니까 나가서 더 말벗을 구

해야 머리가 돌아간다”는 최정배의 구술처럼 사회관계의 구축은 무료한 노년

기 일상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유희였다. 응답자들은 누군가를 

만나 말벗이 되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동질감을 느끼고 “치매에도 좋지”라고 

말할 정도로 사회관계가 치매와 같은 뇌질환에 영향을 끼친다고 여겼다. “돈

이 없어서 어디 맛있는 걸 먹으려 함께 먹으러 가지 못해도” 복지관에 앉아 

자신들의 일과를 공유하고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노년기 나름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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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였던 것이다. 

  하층 노인 응답자들은 중증 장애진단을 받은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홍

영희를 제외하고 전부 독거노인이다. 혼자 사는 네 분의 사례자들의 일상생활

은 한마디로 ‘고독’했다. 이들은 집에 있을 때에는 TV를 틀어놓는 식으로 

“다른 말소리라도 들려야” 덜 외롭다고 말하듯 집으로 들어온 후에는 철저

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층 노인 응답자들은 

집 밖을 나서서 사람을 만나는 등 나름의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하

고 있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경우 모두 복지관에 자발적으로 나가 사람들을 

“심심하니까 일부러”라도 만나러 가는 것을 일상의 습관처럼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개 그들이 만나는 장소는 집 앞 복지관이 주된 장소였고, 만나는 구

성원 역시 특정 모임의 일원이 아닌 복지관에 오는 불특정 다수였다. 따라서 

복지관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딱히 특정한 주제 없

이 일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몸이 안 좋은 날에는 그 마저도 할 수 

없어 집에 홀로 누워 다시 TV를 틀어야 했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을 

보자면 불특정 다수와의 사회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타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는 이 자발적인 사회관계에서 드

러나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되고 있었고, 이런 심리적 자원은 

서로 간 “아픈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나름의 자극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관에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응답자들은 ‘고립된 삶’

보다는 사회적 교류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냥 노인정, 복지관 노인정 가서 놀지. 그냥 노인정 앉아서 10원짜리 화

투치고 그래. [...] 옛날 친구들은 나 돈 벌었을 때 만났었는데 이젠 전화

와도 만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만나면 같이 백화점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안 만나. 그래서 여기 복지관에서만 놀지. 

돈 때문에..옛날 수준하고 지금하고 180도 변했으니까 내 생활수준이.[...] 

복지관 사람들하고는 다 아프다고 얘기해. 저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노인

네들이니까 다 아프지. 그냥 서로 아프냐? 하면 에구 어떡해 하고 한마디만 

해주지 뭐 또 뭔 얘기를 해주겠어. 그냥 나오면 말동무나 하고 그런 재미인

데.” (홍영희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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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런 것(치매)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기억력이 자꾸 없어

지니까 금방금방 까먹고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이 돼. 이것이 낸중에 치매 

오는 것 아닌가-이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돈 들어가니까 무

섭긴 하지만 검사하는 것도 못 받고. 아우 진짜 걸리지는 말아야지. [...] 

우리 노인정에서는 아직 치매에 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런 건 얘기 안하고 

그냥 뭐 씨잘데기 없는 잡담만 해. 누가 옷을 사 입고 오면 그 옷을 어디서 

샀녜 그런 것만 얘기하고 뭐 아프단 얘기만 하고. 건강 체조 하는 사람도 

여기 오거든요? 근데 체조만 하고 가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런거(치매예방

정보) 얻을 데가 없지...그냥 안 걸리고 살면 좋겠어.” (강현순 사례자)  

  인과관계의 순서를 알 수 없으나 사회적 관계의 질적 수준과 운동 여부 등

의 건강행위는 계층을 막론하고 질병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대해 건강신

념모델에서는 건강행동을 행하며 지각된 이익이 건강관련행동을 통해 지각된 

질병의 심각성과 지각된 위협을 경감할 수 있다는 개인의 건강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였는데(이병관 외, 2014), 이를 보면 사회관계와 건강행동이 질

병예방행동으로 이어지는 건강신념을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설명이 가능한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극을 받아 자신 역시 운동을 해야 한다거나 위기감을 느낀다. 단, 복

지관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오는 곳이고 중병에 걸리고 나면 방문을 하지 못

하기 때문이 그 위기는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지관의 건강프

로그램이나 교류하는 타인의 건강행위를 목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 심리적 

자원의 형성이 부족한 독거노인들에게 친구들과의 사회활동, 종교 활동에서의 

관계 형성 등 사회자본이 노년기에 주요 건강자원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하층의 사회자본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편향적이다. 

중산층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지지와 함께 정보적 지지가 복합적으

로 드러났던 반면, 하층 노인의 사회관계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지지는 정보적 

지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심리적 지지가 주된 자원이었다.  

   그 동안 사회자본과 건강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와 논의를 볼 때 사회 자

본은 건강과 관련하여 크게 두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김길용, 

2014). 첫 번 째는 사회 자본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속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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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써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집단 수준의 사회자본과 건강인데 이는 집

단 수준의 사회자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수준의 사회자본과 건강과는 

달리 맥락적인 기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사회구조나 정책과 영향을 주고받

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사회 자본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길용, 2014). 개인수준의 사회자본과 건강의 관계는 개인의 사

회적 연결망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 수준의 사회적 접촉과 자원들이 개인의 건

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리적 매커니즘으로 설명되어 왔다(Cohen et al., 

2000; 김길용, 2014). 이 관점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안정감, 안전, 긍정적 기대감의 형성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통해 자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면역체계가 강화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설명은 사회적 연결망이 주요한 정보원으로써 기능하여 유

용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험 요인에의 노출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자원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됨을 강조한다. 

그러나 하층 노인 응답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주요 정보제공의 역할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약한 연대의 사회적 관계가 일시적인 건강 자극

을 불러일으킬 지언즉 보다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공유의 채널은 현저히 부

족함을 나타내 준다. 

  “사람 만나는 건 노인정이에요. 만나면 그 양반들은 화투쳐. 화투치는 거 보

고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 집안 얘기들 하고. 깔깔 웃고. 뭐, 별 얘기 있

어요? 가면서 아픈 얘기 자손들한테 못한 얘기도 다 해요. [...] 갈 데가 

있으니 참 좋아요. 우두커니 안 있고. 겨울에 집에 있으면 보일러 틀어야 

하는데 40만원(수급비) 받아서 보일러를 어떻게 틀어? 그럼 그냥 복지관 

가. 가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그냥 그거지 뭐. 복지관에서 점심도 주고 사

람들이랑 그냥 깔깔대면서 놀고. 그 정도죠 뭐.” (정명자 사례자)

  복지관에 자주 방문하는 사례자들은 서로 만나면 일상적인 대화에 집중하고 

건강에 관해서는 크게 정보교류 없이 ‘어디가 아프다’ 수준의 이야기를 공

유하는 데 그쳤다. 

  “아플 때는 나 혼자 그냥 끙끙 거리는 거지. 그러다가 아파도 노인정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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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요, ‘어우 어우’ 그러고 누우면 난 수급자가 아니라서 약도 못 타먹

으니까, 수급자들이 약 같은 거..자기네들은 무료로 타오잖아. 그런 거 얻

어먹고. 남들한테 얘기해서 나 감기 걸려서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병원 가서 약을 지어둔 게 있으면 ”나 이거 약 지어온 건

데 먹어“ 이러고 주는 거죠. [...] 여기 앉아 있으면 노인네들은 저 사람 

하나 가고 나면 아우 저거는 뭐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자면 남 험담이나 하

고 깔깔대고. 그런 얘기 좀 하고. 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면 

같이 맞 대답이나 하고 그러는 거죠. 심심하진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누

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왔다, 아파서 난 병원 가니까 뭐래, 그 정도만 얘기해요. 

뭐 모이면 깔깔대고 수다나 떨거나 서로 아프다는 얘기만 하죠 뭐. 근데 노인네

들 다 아프잖아. 아파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런 얘기해요. 사는 얘기. 어디 

아프다. 어쩌느냐. 걱정해주고, 뭐 그 정도.” (강현순 사례자)

   “다 아프다고 그러지, 응. 다 아프다고 그래. 노인네들이니까 다 아프지. 

왜 다 아픈데 뭣 하러 아프단 소릴 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파 그래. 그

러면 신경질 나. 나도 아픈데 잠자코 있는데.”(홍영희 사례자)

  그러나 여성 응답자들이 복지관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를 

이어나가는 것과는 달리 남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 응답자에 비해 현저하게 사

회적 관계를 유지할 채널이 부족했다. 물론 복지관에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

나 복지관에 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간다는 것 보다 일주일에 두

어 번 “밥을 얻어먹으러”(임정식) 가는 것과 같은 생존을 위해 마련된 공간

이었고, 그마저도 자주 방문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했다. 남성 응답자가 사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는 더더욱 부족했고, 스스로가 고립되고 싶지 않아

했지만 그렇다고 주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곳도 없었다. 설혹 만남을 

가져도 단지 “술친구”의 존재일 뿐이었다.  

  “내가 떠돌아 다녔으니까 연락은 돼도 뭐...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것도 

술친구라도 있고 그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두 번 사면 나도 한 번 사야 하는데. 맨날 얻어먹을 수도 없잖아. 술 안 먹

으면 뭐 할 얘기가 있어?” (임정식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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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식 사례자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았다. 할 일이 없으면 

TV를 본다고 하지만 그 마저도 케이블이 너무 비싸 끊어 버려 한정된 채널을 

보고 있기에는 지루하다고 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종로에 있는 공원에 

자주 나간다고 했다. 거기서 사람 구경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그가 가진 

사회관계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 사회관계도 돈이 없으니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게 그의 구술이다. 복지관보다 더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원’이라는 장

소에서는 감정의 교류를 나누기는 하지만 지속성이 매우 약하다. 그에게 누군

가가 보이다가 안 보이는 것은 “저 세상 뜬” 정도의 생각이 들 뿐이지 그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더 신경 써야겠다는 자극을 받지는 않는다. 

  “친구야 있어. 일주일에 한번 씩 만나는 후배 놈 있어. 옛날에 여기서 공원

(탑골공원)에서 만나던.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바둑이나 두고 장기

나 두고 음식도 싸고. 거기 공원(탑골공원) 근처에 식당이 몇 군데 있어. 

술도 팔고. 거기서 싸게 먹고.[...] 만나면 뭐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

지. 그거뿐이지 뭐. 그런 낙이 없으면 뭐.. 뭐하고 살아. 근데 뭐 딴 거 있

어? 뭐 돈이나 많으면 돈 가지고 술이나 한 잔 받아주고. 요새는 돈이 있어

야 좋다 그러지. 돈 없으면 만날 라고 하지도 않아. 내가 한잔 사면 저도 

한잔 사야한다 그런 건데.[...] 그렇게 술이나 마시다가 후배 만나러 말고

도 심심하니까 공원에 슥 가본단 말이야. 매주 가니까 눈에 익는 사람도 있

어. 공원에 누가 나오다가 안 나오면 그냥 저 세상 갔나보다고 생각이 들더

라고. 그게 다야. 우리 나이가 눈뜨면 가버리는 노인네가 어디 한둘이냐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거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람 쐬러 가서 또 

술이나 한 잔 마시고.” (임정식 사례자)

  이처럼 하층 노인들에게 건강과 치매를 관련했을 때 “사람을 만나면 좋

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사회교류를 통한 사회자본이 심리적 자원

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중산층 노인과는 달리 휘

발성의 관계가 유지될 확률이 높고,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 이상의 객관적

이고 실질적인 건강과 치매 정보는 교류되지 않은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하층 노인들은 휘발성이 강한 사회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지속적인 건

강/질병 자극을 받는 것이 부족하였고, 치매를 비롯한 질병에 대해 민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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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치매예방행동을 취하기에도 그 자극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

다. 즉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의료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하기보다 그저 안

부를 묻는 지극히 피상적 형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3) 생활습관 내에서의 수동적 실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하층 노인 사례자들의 대다수 경우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료 자원 이용과 예방에 있어 의식면에서 소극적이고 사회관계 내

에서 치매예방에 대한 자극이 적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치매예방에 

대해 아무런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생활 내에서도 사례자들이 치매

예방실천을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료로 제공받는 복지관 프로그램이었다. 특

히 하층 노인 응답자 중 여성 응답자들은 복지시설의 참여도가 높았는데, 이는 

Krout(1988; 유성호, 2001)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일수록 노인 복지관을 자

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같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사례자들은(정명자, 홍영희 사례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지관과 같은 

시설 참여도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건강관리를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벼운 산보부터 월 3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아쿠아로빅과 같은 활동을 복지혜택을 받아 이용하

고 있다는 사실을 구술했다. 이들은 건강관리 차원으로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손 체조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치매에 예방이 되는 활동

들을 하고 있다. 이는 시설 참여율이 높은 홍영희 사례자와 정명자 사례자의 

경우 체조와 각종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있다는 구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아! 저기 저거. 여기서 해. 1주일이라도. 9시에 1시간씩 운동하는 게 있고, 

또 공단에서 나와. 국민건강공단에서 나와서 일주일 두 번 하는 거 있고. 

내가 저기가. 체육관에 가서. 아쿠아. 아쿠아(로빅). 물에서. 수영 대신 아

쿠아 해. 그거 하니까 낫더라고. 다리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

쿠아 가면 좋다고.”(정명자 사례자)

  “근데 여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월요일 3시 목요일 3시 와서 손 체조 시켜요.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난 이게 잘 안되더라고. 아무튼 체조를 시켜줘. 복

지관 다니니까.”(홍영희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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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로 돈을 지불하는 여가활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치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방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하층 사례자에게서

도 드러난 치매의 부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실제 예방에도 관심을 

귀 기울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쩌면 중산층 노인 응답

자들이 보이는 의료 자원 이용 행태나 생활습관 내에서의 치매예방행동과 크

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중산층 노

인 응답자의 경우 이러한 행동을 의식화 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한다면, 이

들의 경우 “모르지. 근데 하라 그러면 다 하고. 그러니까 모래도 가지고 모래

도 연습하고. 나 치매 아직 안 걸렸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하면 좋아요 하니

까”(정명자 사례자)의 발언과 홍영희 사례자의 경우 ‘아무튼’, ‘하라 그러

더라고’ 등의 발언을 통해 수동적인 행위였다는 점이 차이였다. 즉 자기 필요

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시설 등의 프로그램에 순응하는 형태로 의료 자원 

이용이라는 예방 행동에 참여를 하는 점이 중산층 노인 응답자들과 다른 것이

다. 

   “(면접자: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거기서(복지관)에

서 하라 그러면 다 해. 자세히는 모르지. 근데 하라 그러면 다 하고. 그러

니까 모래도 가지고 모래도 연습하고. 나 치매 아직 안 걸렸는데 그래도 이

런 거 하면 좋아요 하니까 그냥 해. 그래도 복지관 다니니까 내가 여기서 

가요도 배우지만 풍물도 하고. 장구도 치고. 연극도 하고 그래.” (홍영희 

사례자)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자들의 경우 비교적 복지관 활동이 활발하여 어느 정

도 치매와 관련된 예방활동의 혜택을 누리는 사례자들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

로 복지관과 같은 시설 이용에서 유리된 남성 하층 노인 사례자들(임정식, 최

정배 사례자)의 경우나 생활보호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례자의 경우(강현순 사

례자) 실제 생활에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해 정보를 얻거나 그 

혜택을 얻는 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아까 그 치매? 치매 검진도 내가 한 번을 안 받아 봤어요. 아직은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뭐 하라고도 안 하고. [...] (면접자: 그래도 복지관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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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시고 하는데 치매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뭐 알려주고 그러지는 않나

요?) 없어요. 그런(치매) 정보를 어디서 얻어.”(걍현순 사례자)

  그나마 보건소를 방문해서 해주는 검사를 받는 최정배 사례자의 경우는 치

매검사에 대한 인지를 하지만 실제로 식습관, 운동 등과 같은 건강관리 및 치

매예방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보건소에서 가져다주는 건(비타민제 같

은 것) 그냥 먹는데, 뭐 이것저것 챙겨먹고 하기는 귀찮아”의 구술처럼 독거

노인이면서 비활동적인 경우 더 이런 성향을 보였다. 특히 남성 사례자들 같은 

경우는 중년 시절 잘못된 식습관, 끊임없는 술과 담배를 통해 이미 중년기 건

강관리에는 충실하지 못한 면을 보였는데 이는 노년기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

다. 여러 치매예방방법 중 ‘사람만나는 활동’만 하고 있다는 임정식의 경우

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임정식 사례자는 특히나 건강관리와 치매예방활

동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례자다. 

  아울러 하층 사례자들은 앞서 살펴 본 중산층 노인 응답자들과 달리 식습관 

내지 지속적 운동을 통한 예방 활동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건강은 뭔 

건강관리를 해.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병은 알지도 못하고 그랬지. 병원 

뭐 갈 필요가 있어? 어디 부러진 데도 없고. 그냥 뭐 몸으로 땜빵하고 그냥. 

병원 몰라.”(임정식 사례자), “지금은 건강관리 안하지. 약만 먹지. 그냥 나 

혼자 밥먹으면 미역국 끓여서 한숟갈 김치하고 먹고. 그렇지 않으면 물에다가 

말아서 먹고 나가고 그러니까. 약 먹어야 하니까 밥은 먹어야해. 약 먹으려고 

밥 먹어“(정명자 사례자), ”몰라 나는 이때까지 뭐 먹으면 좋다 말들은 해. 

근데 나는 상관 없어. 주위에서 좋다고 해도 내가 신경 안쓰니깐. 내가 그걸

(몸에 좋은 음식들이나 비타민제) 사지도 못하니까“(홍영희 사례자) 와 같이 

이들에게는 복지관 활동 외에는 건강관리나 치매예방과 관련해서 현재 먹고 

사는 삶이 더 우선시됨을 알 수 있었다.

  “건강은 뭐 밥 잘 먹고 하면 건강한거지. 사는게 어렵고. 건강이 다 뭐야. 

그냥 그러려니 하는거지.[...] 건강도 배가 부르면 건강이 필요 없잖아. 못 

먹고서 밥맛 없다고 그러면 뱃속이 그럼 창자가 오글오글 거리면 또 갑작스

럽게 밥 많이 먹고 그럼 그게 병이지 딴게 병이야? 배부르면 병에 안걸

려.” (임정식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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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살이 넘어서는 텔레비전보고 되려 건강하려고 하긴 해. 텔레비전에서 운

동을 하라네. [...]밥은 그냥 먹고 싶은 것 먹어. 과일도 안 먹고. 뭐 문제

가 있는 것 같은데 뭘 굳이 챙겨먹어.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최정배 사례자)

 
  이처럼 하층 노인 사례자들은 어느 정도 제도권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내에

서 건강관리와 치매예방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례자는 일부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그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지 

인지를 하고 능동적인 실천의 양상이 아니었다. 또한 심리적인 면에서도 노년

기에 있어서 경제적 자원의 부재와 사회관계 내에서의 얕은 유대관계는 대부

분 사례자들에게 이렇다 할 치매예방행동을 촉구시킬만한 자극제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하층 노인 사례자들은 노년기 생애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인식

에 허무함을 느끼고 있으며 건강관리인식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전술한 장에서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치매예방행

동에도 다소 수동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어진다. 제도권을 활용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자원 활용에 있어서는 ‘예방’차원보다는 ‘후속대처’

의 의미로, 또한 생활습관 내에서도 식습관 및 운동 등에 대한 의지가 적은 것

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말이다. 언뜻 보면 중산층 사례자들과 치매예방활동에 

관한 양태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요 차이점은 ‘인

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태도’가 능동적인지 혹은 수동적인지에서 차

이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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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가 불치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그리고 치매의 위

험군인 노인집단에서 질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제 질병예방행동을 취하는 과

정에서 노년기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면서 

건강불평등 현상이 건강인식과 치매인식 그리고 치매예방행동에도 드러나는지

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도에 거주하는 10명의 노인들의 인

터뷰를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과 치매예방행동의 양상을 사례자들의 계층

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중산층과 하층이라는 계층을 구분한 주

요 조건들은 집단 간 다차원적인 위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이

자 개념인 사회 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를 참고로 하여 

교육수준, 직업, 소득 세 요소를 고려하여 사례자들의 계층적 지위를 나누기로 

하였다. 이를 밝히기 위해 먼저 사례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유의

표집을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했고, 각 조건에 해당하는 사례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노년기의 양상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가늠

해 보면서 실제 치매예방행동을 하기까지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

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각 계층의 사례자들이 가진 치매인식과 치매예방행동을 알아보기 전에 

구술자들의 체험된 생애사를 현재 노년기의 생애단계를 중점적으로 이전 생애

의 주요 특징들을 사회·경제적 조건과 연결해 보았다. 그 결과, 다른 계층에 

속해있는 중산층 사례자들과 하층 사례자들은 유년기 가족사적 배경과 학력부

터 청년기 직업과 결혼, 중년기 경제활동 유지부터 노년기 현재의 삶에 이르기

까지 체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개인발달경험에

서 처한 사회적·환경적 조건의 차이는 어느 정도 누적적인 모습을 보여 현재 

노년기의 계층을 구별하는 데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는 생애 과정적 접근

(life course theory)에서 건강문제는 특정 생애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애 전반을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민아, 2013: 

187)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이런 사례자들은 생애단계별로 보았을 때, 

유년기에는 교육, 청년기에는 직업과 결혼, 중년기에는 자녀양육이라는 공통적

인 경험을 하였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 생애단계에 놓인 과업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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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모습을 보인 중산층과 그렇지 못한 하층 노인들의 차이가 드러났다. 또

한 계층에 따라 생애단계를 다르게 거쳐 가면서 현재의 노년기의 생애와 노년

기를 바라보는 자아 역시 다르게 형성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조건에 따라 노인들은 노년기에서 매 생애 단계마다 축적되어 

연속된 정체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노년기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인식’은 노

년기에 건강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데에 있어 태도의 차이를 드러낸다. 

즉, 중산층 노인들은 이제 각 생애단계에서 놓인 발달과업들을 어느 정도 성공

적으로 성취하고 난 뒤의 노년기에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으며 어느 정도 

자아통합(Erikson, 1968)의 양상이 노년기에 건강을 어떻게 인지하냐에 따라

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생애과정을 지난 중산층 노인들은 

노년기를 “나에게 집중하는 시기”로 보았고 이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모습

은 대개 “자신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자아정체성을 드

러냈다. 그러나 그에 반해 하층의 노인들은 각 생애과정에서 성공적인 과업성

취를 하지 못했으며, 사회적·경제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였다. 또한 결핍된 자

원의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노년기도 “그저 살아가는 시기”로 여기고 있었

다. 이전 생애과정에서 겪은 안정적이지 못한 삶은 자아를 인식하는 데에도 있

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는 중산층 노인들이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자신의 과업을 건강관리라고 여긴 것과 는 다르게 무언가를 성취

하려는 의욕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노년기를 보내고 있기에 ‘건강관리’의 

개념 역시 희박한 모습을 보인다. 비단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축

적한 자원이 없고 한정된 자원이 있기에,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다소 소극적

인 모습을 보인다. 

  셋째, 치매에 대한 인식은 전 계층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을 담고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보았을 때 감정적 차원의 지

각된 치매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적 차원의 치매의 예방가능성에 대해 노인들

의 태도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매에 대해 지각된 

이미지는 피상적이지만 두 계층의 사례자들 모두 질병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

하고 있었다.  중산층 사례자들에게는 치매의 정신적 손상에 대한 두려움을 드

러내는 한편, 당장 치매가 ‘현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지 않은 

‘현재’에 집중하며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대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되려 현재를 즐기려는 모습을 낳기도 한다. 또한 치매에 걸린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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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질병이며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고 여

기며 궁극적으로 요양보호시설에 자진 입소하여 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구술

을 하기도 했다. 하층 노인 사례자들에게는 치매의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훼손

된 신체의 이미지에 집중하며, 지속해서 치매에 걸린 이후 노쇠 되고 제어가 

안 되는 신체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였다. 이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신체에 통

제력이 사라진 치매라는 질병의 이미지를 유독 언급을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하층 사례자들 역시 치매 발병이 ‘현재’의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언급

은 하고 싶지 않아하지만, 혹 걸린다면 지금껏 살아온 힘든 삶의 연장이 된다

고 여기고 있었으며 자원이 없는 자신들이 기댈 곳이 없다고 여겼다. 이는 그

나마도 자기 자신들이 연루된 모든 관계에 ‘피해’가 되는 존재가 됨에 두려

움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렇게 각자 비슷한 듯 미묘하게 다른 치매에 대한 

지각된 이미지는 치매에 대한 인지적인 면에서는 다소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

나게 된다. 특히 치매를 어떻게 인지하고 질병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

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매스미디어와 간단한 개입이라는 요소 외에도 치매정보를 활용하는 교육적 

수준이나 주위의 자극이 기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요인으로 치매정보를 받아

들이는 사례자들에 따라 치매가 예방 가능한 질병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고 예

측하게 되며 이는 치매예방행동을 실천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중산층 사례자

들은 보다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 객관적인 치매 정보를 자연스레 접하게 되

고 주위 사회관계에서도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치매가 어느 정도 ‘예방

이 가능한’ 질병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하층 사례자들은 

치매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한정되어 있으며, 치매가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는 생각을 능동적으로 하기 보다는, 수동적인 태도로 ‘예방행동’을 

인지한다. 건강신념모델(Rosenstock, 1966; Becker, 1974; 코코란, 2009)

에서 질병의 심각성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질병예방행동에 차이가 드러

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례자들은 이 지점에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선 정보공유, 자원 활용 그리고 사회자본에서 얻는 자극으로 실제 질병예방행

동을 취할 가능성에 차이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인지된 치매에 대한 민감성은 결국 계층별 치매예방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치매에 대한 예방을 넘어선 전체적인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치매예방행동을 이어나가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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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중산층 노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보였다. 우선 기본적으로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예방’차원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 스스로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들

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보다 활발하게 치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며, 

서로 자극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는 실제 생활에서 치매예방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한편, 하층 노인들은 제도권에 의지한 의료자원의 

활용의 모습을 보인다.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치매검사를 하거나, 무료로 진행

되는 건강관련 활동이 있다면 참여를 한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건

강관련 활동을 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인식된 치매예방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들이 지닌 사회자본의 질적 차원 역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사회적 관계가 

휘발성이 강한 관계에 머무르고 건강행동을 서로 자극하다기 보다는 심리적 

위안을 주고받는 관계의 형태가 더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

한 자극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가진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인식과 치매예방행동을 치매 고위험군 집

단에 해당하는 ‘노년기’에 집중하여 그들의 현재 삶과, 질병인식 그리고 질

병예방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요인의 관계를 일부분 확인해 보며 건강

불평등 문제 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차용한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계

층에 따라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건강을 비롯한 치매예방행동

은 사회적·경제적 요인인 자원의 활용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지 역시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가 있다. 셋째, 질병인식에 선행한 치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살펴본 노인이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아

의 부분을 함께 살펴본 것은 기존에 행해진 양적인 방법 위주의 건강불평등이

나 건강행동연구에서 없던 변수를 인터뷰형식의 연구방법을 통해 그들의 이야

기를 함께 더해 들을 수 있었던 다양한 연구방법의 시도이기도 했다. 이는 질

병예방행동을 취하는 사회적 변인의 모델인 건강신념모델과, 노년기 현재의 삶

의 생활양식을 건강과 연결시킨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인 연구로서 

그 결과가 설명이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들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다양하게 차용해 본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결국 본 연구는 노년기라는 

특정 생애단계를 살펴보지만 노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 건강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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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으로도 노인의 건강과 관련한 또 다른 이야기를 제

공해 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인식과 치매라는 질병인식을 정지된 시점에서 측정하는 대부분의 건강과

학 연구와는 달리 시간적으로 연장된 관점인 생애사적 연구방법으로 자료 수

집을 시도했으나, 연구대상자들의 대화특성만으로는 개개인의 구술과 의미에 

온전한 파악을 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특히 노년기 ‘현재’의 생활로 

특정 생애단계를 살펴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노년기 이전의 생애를 더 깊숙

이 조망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이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실

제 면담은 1회로 이루어져 보다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노년기라는 생애단계를 계층이라는 사회적 요소로 나누는 것에 

있어서 10명의 사례자로는 사실 표면적으로 큰 차이가 드러난다고 보기에는 

표본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으며, 질병을 대하는 태도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사례자들 간의 미묘한 차이에 집중한 점에서도 계층적 요소라는 표현에 조심

스러운 감이 있다. 그러나 유의표집으로 모집한 인터뷰에 참여한 사례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계층’이란 표현이 적절하다고 여

겨졌으며, 치매라는 질병인식과 예방행동에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 건강불평

등 문제에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자 한 탐색적 연구의 단초로서의 의미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넷째, 이 연구

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위주로 사례자들의 계층을 나누었지만, 이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다른 요인들을 연관시켜 노인들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가진 건강인식과 치매라는 질병인식을 보다 세분화 시켜 분석하지 못

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시도한 치매라는 질병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보기 위

해 노인의 건강불평등적이 드러나는 보건문제와 노년기 생애단계의 구술사를 

접목시켜 시도한 것은 노인들의 건강인식 및 질병인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치매 뿐 아니라 다

른 관점을 고려한 노인들의 건강인식과 질병인식에 대해 여러 요인들을 고려

해 보는 다른 관점의 건강불평등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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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Dementia Perception and the Preventive Behaviors 

of Middle Class and Lower Class Senior Citizens 

in Seoul and Kyeonggi area

Yun, Yeonjung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South Korean aging demographics accelerates, the 

number of senile disease patients also rapidly increases. Among the 

diseases, the incidence of dementia in particular, is rising, which 

requires considerable social and economic costs. Considering this, it is 

necessary to give more attention to this issu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senior citizens who are in a high risk group for dementia, 

which needs social attention and solutions.

Dementia, perceived as a incurable disease, adds fear to the 

public. This perception is  misleading. The causes of dementia may vary 

and some argue that certain forms of dementia may be prevented from 

middle age, by applying continuous efforts. Referring to the “Rule of 

Preventing Dementia” published b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t mentions overall lifestyle and diet, and asserts that 

dementia is preventable through constant attention and care. In addition, 

consistent attention to, and patient awareness of dementia, may delay 

the worsening of dementia if it is diagnosed at an early stage. H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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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consistent attention and care for dementia will lead to proper 

preventive behaviors towards dementia, and receiving early diagnosis 

will also lead to receiving appropriate treatment.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ose behaviors may reduce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for treating dementia. 

Before not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behavior towards 

dementia however, the polarization of health inequality in correlation to 

social polarization is a graver issue. To this day, many studies of health 

inequality have been researched by scholars with a broad and 

interdisciplinary view. Currently however, in contrast to the prior global 

view of  health inequality research, some arguments raise that a 

micro-level study such as cause-specific study of a disease is also 

needed as well as a macro-level study. 

Under the awareness of this problem, this study focuses on the 

health inequality phenomenon which appears in the perception and 

preventive behavior of dementia from senior citizens. In other words, 

seeing the difference of preventive behaviors for dementia, perception of 

both health and dementia, according to senior citizens’ social status 

with the fact that some forms of dementia have the possibility to be 

prevented, and preclude worsening of dementia by preventive ac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ealth inequality phenomenon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differences in current lifestyles from participants of 

different social/economical backgrounds, in order to see if these 

differences affect health and dementia perceptions, and finally see the 

difference in preventive behaviors. As a tool of analysis, the Health 

Belief Model is used in this study. The Health Belief Model is a variable 

that urges change in human health behavior and preventive behavior of 

illness.  The model explains that actual health behaviors or preventive 

behaviors occur in accordance to how health and illness are perceived 

by the recipient’s values and other sociological factors of the target 

population. Previous studies which applied the Health Belie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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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have been mostly quantitative studies. Qualitative research was 

applied by interviewing ten senior citizens with different social status 

living in Seoul and the Kyeonggi area in this study. The purpose was to 

achieve an expansive method for research, with an accurate narrative of 

the senior citizen’s lives, perception of illness and behaviors for 

preventing illnes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the 

investigating process was realized by connecting the participants’ 

previous social and economic factors with their lives as of today, as a 

foundation to analyze the perceptions and preventive behaviors for 

dementia. The result shows that the participants of different social 

classes, those from upper-middle classes and lower classes have 

different life histories from infancy up until they reached their elderly 

stages. Because of their accumulated differences in social and/or 

environmental conditions as well as resources during personal 

development experience, this had an effect in forming the lifestyles of, 

and distinguishing the current senior social classes. Secondly, the 

participants of each class have different self-perceptions and lifestyle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mentioned previously. This, after all, has 

affected their health perception or belief. Since they have different 

views toward their lives and themselves, this also has affected their 

attitudes on how to deal with health and illness. Thirdly, the perception 

of dementia is negative in all participants, regardless of their social 

class. The difference however, is the perceived attitude toward 

dementia, in whether or not it is preventable. Lastly, having different 

susceptibilities and risks of dementia in different social classes, leads to 

contrasting preventive behavior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the following. First, this 

research has the objective of scrutinizing the health inequality issue, 

focusing on senior citizens, who are a high risk group for dementia, a 

raising social problem in an aging society. By utilizing a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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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this study looks into the relationships of socioeconomic 

variables, lif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awareness of disease and 

disease preventive behaviors. Secondly, the study confirms how the 

socioeconomic resources interact with dementia preventive behaviors, 

along with perception of dementia as well as health perception according 

to social class. Thirdly, by applying an interview method which was 

rarely used in previous quantitative methods of health inequity or health 

behavior studies, this study is a novel attempt in examining the 

perception of dementia along with how senior citizens perceive oneself. 

Previous studies which connect health, senior citizens' current lifestyles, 

together with the Health Belief Model; which is a social factor of 

preventive behavior of illness, are mostly quantitative studies. This 

study is an innovative attempt that applies the theories above to a 

qualitative research.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hows the results of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 by social class through a specific life stage, older life, 

the accumulated socioeconomic resources, how senor citizens perceive 

themselves, health, dementia and the consequences of preventive 

behaviors. The results provide another account to another aspect of 

social inequity regarding senior citizens’ health.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3. 이론적 자원 및 선행연구 검토 
	1) 건강 불평등에 관한 논의 
	2) 건강인식과 질병예방행동에 관한 논의 
	3) 치매인식과 치매예방행동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4.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2) 자료수집 
	3) 자료분석

	5. 논문의 구성과 분석틀 

	제2장 계층별 노년기 생활과 건강인식 
	1. 계층별 노년기 생활과 자원 
	1) 중산층 사례자들의 생활과 자원 
	2) 하층 사례자들의 노년기 생활과 자원 

	2. 계층별 노년기의 자아인식과 건강인식 
	1) 계층별 노년기의 자아인식 
	2) 계층별 노년기의 건강인식 


	제3장 계층별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지각된 치매의 이미지 
	1) 중산층 노인 사례: 나의 상실
	2) 하층 노인 사례: 힘든 삶의 연장 

	2. 치매예방의 관심과 예방행동의 인지 
	1) 중산층 노인 사례: 치매정보습득과 예방정보 활용의 인지 
	2) 하층 노인 사례: 한정적인 정보자원과 제한된 치매예방태도 


	제4장 계층별 건강관리와 치매예방행동 
	1. 중산층 노인 사례: 다양한 자원과 적극적 행동실천 
	1) 지불형태의 의료자원 활용 
	2) 사회관계 내에서의 자극 
	3) 생활습관 내에서의 능동적 실천 

	2. 하층 노인의 사례: 자원 활용의 한계와 소극적 행동실천 
	1) 미지불 형태의 의료서비스 이용 
	2) 사회관계 내에서의 부족한 자극과 정보교류 
	3) 생활습관 내에서의 수동적 실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