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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원 입소노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기
제를 살피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다양한 관계요인이 돌봄의 질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는가를 살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요양원 입소노인
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기제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요양원이 제공하
는 돌봄의 질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서울 소재
요양원 한 곳(‘A 요양원’)을 대상으로 단일내재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에는 A 요양원 입소자 및 종사자 인터뷰 자료, 참여관
찰 자료, 통계 및 법령과 같은 이차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소노인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 그리고 노년기 적응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A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외부인과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양
상과 기제를 다룬다. 입소자들은 대부분 입소 후 가족제한형 관계망을
형성하며 가족 외의 관계, 즉 동료 혹은 친구 관계 등의 축소와 단절을
경험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강 상실을 계기로 관계유지를 위한 대처능
력을 결여하고, 그리고 질병 특히 치매에 대한 부정적 상징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입소노인의 외부 관계망은 가족의 매개역할을 필요로 하는데
입소자와 그 가족에 부여되는 낙인으로 인해 가족들이 입소자의 입소 사
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되면서 단절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 입소노
인이 취하는 외부와의 거의 모든 연락과 접촉의 실질적 주도권은 요양원
외부인이 가지며 양자의 연락구조는 강한 일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3장에서는 입소자가 내부인과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기제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입각하여 요양원 내부의 상호작
용 특성에 주목한다. 입소자들은 내부에서 관계를 형성하기에 많은 제약
을 경험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계형성의 욕구와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돌봄제공자, 특히 자녀와의 관계만이 주된 상호작용의 형
태였던 입소 이전의 환경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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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라는 공간 속에 배치되면서 요양원 내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
한 후 입소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건강수준이나 생애력이 다른
타인과의 소통 방식과 질서,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부에서도 종사자와의 관계는 서비스 중심적인, 즉 케어 서비스 제공
자-이용자의 관계에 그쳤으며 활발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입소자들은 각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기준으로 종사자에 대한 선호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요양보호사 역
시 입소자의 건강수준에 따라 노인 각자를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와
상환자와 중증 치매노인은 관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컸다.
4장에서는 위에서 포착된 현상 가운데 A 요양원 내 돌봄의 질을 저하
시키는 요인을 탐색하고 그 기제에 대해 다룬다. 가족 중심적 문화 속에
서 가족의 입소는 보호자에 죄책감을 안겨주었고, 이에 따라 보호자들은
체념적 태도를 보이며 입소자의 욕구 사정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 요양보호사 1명이 하루 7명가량의 입소자를 담
당하는 근무환경은 밀접한 돌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요양보호
사가 치매입소자를 두고 ‘포기’라는 대응방식을 취하면서 입소자를 개별
적 존재가 아닌 일괄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대상화할 위험이 있었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가 지니는 함의와 제언, 그리
고 한계에 대해 다룬다. A 요양원 내에서 발견된 돌봄문화와 소통방식,
그리고 삶의 질 모두 입소자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타자, 문화, 제
도가 상호작용한 결과였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돌봄 수요의 확대로 인
해 다양한 돌봄 방식과 의미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는 오늘 날, 요양원은
노인 돌봄과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문제공간
이자 동시에 대안의 공간이었다.
주요어 : 요양원 입소노인,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돌봄 서비스, 자아
정체성
학 번 : 2016-20179

- ii -

목

제 1 장

차

서 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 1
제 2 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자원 ··················································· 5
1. 요양원 입소노인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논의 ··································· 5
2. 요양원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지니는 특수성 ························· 10
3. 요양원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돌봄의 질 ································· 13

제 3 절 연구방법 ·············································································· 16
1. 요양원 선정과정 및 기관 현황 ·························································· 18
2. 방법론 및 분석자료 ············································································· 21
3. 분석틀 및 분석전략 ············································································· 27
4. 논문의 구성 ·························································································· 30

제 2 장

요양원 내부와 외부의 관계 ································· 32

제 1 절 입소 이전 관계 단절의 다양성 ········································ 33
1. 생애적 사건에 의한 관계 단절 ·························································· 34
2. 신체적 건강 악화에 의한 관계 단절 ················································ 36
3. 정신적 건강 악화에 의한 관계 단절 ················································ 38

제 2 절 가족갈등의 촉발과 타협 ··················································· 41
1. 가족갈등의 촉발 ··················································································· 41

- iii -

2. 가족갈등 이후의 타협 ········································································· 46

제 3 절 외부와의 일방적 관계구조 형성 ······································ 51
1. 친구 및 동료관계의 일방향성: 가족의 매개 실패 ························· 53
2. 가족관계의 일방향성 ··········································································· 57

제 3 장

다른 입소자,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 62

제 1 절 입소자간 관계의 제약과 새로운 소통방식의 형성 ······· 62
1. 관계 형성을 제약하는 요인 ······························································· 64
2. 입소자로서의 정체성: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의 형성 ···················· 75

제 2 절 요양보호사와의 서비스 중심적 관계 ······························ 80
1.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의한 관계의 질 ····································· 81
2. 입소자의 서비스 요구정도에 의한 관계의 밀도 ····························· 87

제 4 장

좋은 돌봄을 저해하는 관계요인 ························· 99

제 1 절 가족중심적 문화와 개별적 서비스 제공의 실패 ········· 100
제 2 절 관계형성을 제약하는 근무환경 ······································ 102
제 3 절 요양보호사의 치매인식과 입소자의 수동성 ················· 105
1. 개별적 입소자가 아닌 치매환자 집단으로의 규정 ······················· 105
2. 돌봄의 질 저하와 입소자 욕구 축소의 순환 ································ 109

제 5 장

결론 ······································································· 112

제 1 절 연구요약 및 제언 ····························································· 112
- iv -

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117

참고문헌 ················································································· 120

Abstract ·················································································· 130

- v -

표

목

차

<표 1> 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 17
<표 2> 노인의료복지시설 증가추이 ··················································· 18
<표 3> A 요양원 현황 및 특징 요약 ··············································· 20
<표 4> 자료의 종류 및 분석단위 요약 ············································· 23
<표 5> 인터뷰 참여자 특성 ································································ 25
<표 6> 인터뷰 기본 문항 ···································································· 27
<표 7> A 요양원 급여비용 예시 ······················································· 93

<도표 1> 분석틀 및 분석전략 ·························································· 31
<도표 2> A 요양원 입소자-외부자 접촉의 경로 ···························· 52

- vi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오늘날 빠른 고령화와 함께 노인돌봄 수요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8년, 노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보장, 그리
고 부양가족 부담 완화를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사회 전체가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을 공유하는 사회보험의 방식으
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역시 급여
의 한 형태이자 사회적인 돌봄의 한 경로임이 명시되어 있어,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여 간병인의 돌봄과 집이 아닌 공
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이용자격을 인정받기만 하면 누구든 이
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은 효 규범 아래 가족에게 우선적으
로 부여되었고(장경섭, 2001b) 동시에 복지제도 역시 선가정후입소(先家
庭後入所)라는 소극적 방향성을 띤 채, 요양시설 입소는 예방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요양시설 입소가 공식적 돌봄의 형태로 제
도권 내에 포함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시설 내 돌봄의 질과 오랜 시
간에 걸쳐 사회에 공유되어왔던 시설 인식의 변화 혹은 그 존재의 당위
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김진경·이상목·이은영, 2015). 요양시설이 양질
의 돌봄을 제공함에 있어 제도적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입소노
인이 시설을 두고 진정으로 새로운 집 그리고 누군가에 의존하고 돌봄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기에 마땅한 공간으로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
엇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요양원 입소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요
구되는 하나의 차원으로서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려 한다. 그 이유는
우선 노년기 일반의 특징과 관련된다. 생애주기 특성상 노인들은 퇴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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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 상실, 그리고 노년기 자녀에의 의존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
직면하며 기존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운 역할 적응이라는 과제를 수행해
야한다. 때문에 노년기에 겪는 사회적 역할 변화는 개인의 자존감이나
통제감 상실, 그리고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은 자아, 정체감의 위기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 때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지지감은 개인이 맞는 정체성의 위기를 완충
해주거나 행복감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노년기 이전에 형성된 관계망
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에게 있어 ‘나’의 정체성을 연속적으로 비추어주
고 자신의 생애적 성취와 경험을 함께 목격해주었던 사람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뜻한다. 또 노년기 진입 이후 다른 노인과 형성하는 새로운 관계
및 상호작용은 개인의 노년층에 대한 집단적 소속감을 촉발하여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Rose, 1962; Hooyman and
Kiyak, 2008).
하지만 요양원 입소노인은 다른 노인 집단에 비해 정체성의 위기를 겪
을 가능성이 가중된다. 요양원 입소를 결정한 노인은 오랜 시간 살아온
지역사회로부터의 이주를 겪으며 관계의 단절과 역할 상실을 극단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양원 입소 이후 정체성의
혼란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혹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
할 수 있는 자아의 거울로서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소자
가 입소 이전 형성했던 사회적 관계의 지속은 예전의 ‘나’와 현재의 ‘나’
의 일치감을 제공해줄 수 있고, 요양원 외부의 사회와 내부의 사회를 연
결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에서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가족, 요양보호사, 다른
거주자와 형성하는 편협한 관계망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강정희,
2013; 강은나·이민홍, 2014) 입소자의 관계망 확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
하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논의가 그쳤다. 요양원 입소노인이 포괄적
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입소자 관계에 대한 체계
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에서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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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실제로 축소되었는지, 축소되었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지, 혹은 가족 외의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변화
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고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요양원 입소가 초래하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우리
사회에서 요양원이 지니는 취약한 접근성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기 때문
일 수 있다.
요양원 입소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의미, 그리고 관계 형성 기
제는 노년기 일반의 상호작용의 특성과 구별된다. 한 요양원 내에도 입
소자들 각각은 서로 다른 건강수준을 지님에도 같은 공간을 사용하며 비
슷한 일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놓여있는 상호작용의 상황은
매우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입소자 각각은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
지고 있지만, 그들은 입소 이전 형성해왔던 자아의식의 연속과 본질을
표현하는 사회적, 개인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즉
입소자는 다른 입소자와 상호작용 중에 그 근저에 있는 개인의 전기적
(傳記的) 정체성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상호작용 공간으로서의 요양
원은 시설 내 공동의 관점과 기준이 확립되고 공유되는, 새로운 공동체
(community)로

기능하기에는

제약이

있음을

뜻한다(휴이트,

2001:

197-203). 따라서 입소자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상호
작용의 기제, 그리고 입소자의 정체성에 대한 보다 치밀한 고찰이 필요
하다.
뿐만 아니라 입소자 개개인은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욕구를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입소자의 개별적 사회적 관계 욕
구를 적절히 파악한 후 이를 지원해야 한다. 때문에 입소자의 사회적 관
계망은 요양원이 제공하고 있는 돌봄의 질을 비추어주고 특히 종사자와
의 관계와 다른 입소자와의 관계는 입소 생활의 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 입소자의 사회
적 관계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양자를 연결 지어 해석하고 돌봄 서비스를 검토하는 연구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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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요양원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기
제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요양원이 제공하는 돌봄의 질과 어떻게 관련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입소노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 그리고 노년기 적응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
다. 이를 위해 요양원 한 곳을 선정하여 요양원 입소자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또 본고에서는 요양
원 입소자의 관계망을 설명함에 있어 요양원의 외부와 내부에 있는 사람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여기서 내부와 외부라 함은 쉽게 물리적 공간
으로서 요양원을 기준으로 설정된 개념으로, 본고에서는 요양원 내에 거
주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을 내부에 있는 사람(다른 입소자, 종사자), 그리
고 요양원 밖의 입소 이전에 형성했던 관계의 대상인 가족이나 친구, 동
료 등은 외부에 있는 사람(가족, 가족 외의 관계)으로 구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부인과의 관계
1-1. 입소 이전의 관계는 실제로 축소되었는가?
1-2. 축소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3. 입소 이후 입소자와 외부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내부인과의 관계
2-1. 다른 입소자와의 관계는 어떠한 기제에 의해 결정되는가?
2-2. 종사자(요양보호사)와의 관계는 어떠한 기제에 의해 결정되는가?
3. 입소자의 관계망과 서비스의 질
3-1. 입소자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은 그가 제공받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어떠한 관련을 지니는가?
위의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본고는 요양원 입소자가 형성하고 있는 다
양한 외부와의 관계를 탐색하여 입소자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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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또 요양원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관계와 그 사이의 상호
작용의 기제를 탐색하고 해석하여 일반 노년과 구별되는 요양원 입소노
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의 의미에 대해 추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입
소자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 형성의 기제에 대해 고찰한 후, 그 가운데
입소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는 관계 요인에 대해
살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양원이 입소노인의 노년기 적응과 사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기능
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과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소노인
이 입소 이전 형성하고 있던 관계 가운데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
했던 가족 외의 사람과 형성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 탐색한다. 둘째, 기
존 연구가 지닌 입소 이후 관계와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한계에
서 벗어나 입소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입소노인의 관계망의
변화 혹은 유지의 기제에 주목한다. 셋째, 요양원 입소노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결정 기제를 요양원 한 곳의 사례와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해석한다. 넷째, 입소노인의 개별성
을 고려한 사회적 관계 욕구의 충족을 위해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
원 문화 형성을 위해 제기되는 문화적, 제도적 차원의 요인을 검토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자원

1. 요양원 입소노인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논의
1) 노년기 정체성 위기에 대한 논의
요양원 입소노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루기 이전에 일반 노년의 정체성
에 대한 논의를 다룰 필요가 있다. “정체성은 어떤 상황, 공동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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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타인과 관련된 개인의 위치이다(휴이트, 2001: 203).” 노년기의
자아정체감 유지의 문제는 생애 어느 시기보다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를 두고 노년기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급격한 생활환경과 조건
의 변화가 수반되는 노년기 특성상 개인이 지속적인 자아감을 느끼거나
혹은 새로운 자아감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확대된다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
사회심리적 발달이론에서는 죽음에 대비하여 생을 마무리하는 것 그리
고 노년기에 맞게 되는 변화와 상실감에 적응하는 것을 노년기의 주요과
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을 거치면서 자아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윤선아, 2011). 에
릭슨(Erikson, 1982)은 생애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발달과제로 삶의
순리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삶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제시하였다(나항진, 2004). 또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기보다 죽
음을 가까운 것이라 인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잘 수행
하였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 성격기제는 자아통합감(ego integrity)
이고, 반대로 위기 극복에 실패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무
상감이라는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Erikson, 1963; Hooyman
and Kiyak, 2008).
사회노년학에서도 노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Miller(1990)는 개인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사회적
으로 지지 받도록 하는 근원적 요인이 직업 역할인데, 퇴직 이후 노인은
직업 역할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형성했던 여러 부수적 역할을 모두 상실
하게 되면서 정체성의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유지의 위기를 맞는다고 보
았다. 이와 달리 Atchley(1989)는 개인의 정체성은 직업 정체성뿐만 아
니라 각자가 형성하고 있는 다른 사회적 역할과 연계되어 형성된다고 보
았다. 노년기 직업유지와 무관하게 퇴직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역할들이 노인의 정체성 유지를 지지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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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노년기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은 노년기 적응을 두고
상이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년기의 개인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정적 상황에 노출된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인은 자아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통의 전제를 지닌다. 또 성인기 후반으로서
노년기는 부정적 상황에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정체성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보다 잘 노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면하는 변화를
자신의 정체성에 통합하고 건전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되어왔다
(Holahan, 2003).

2) 요양원 입소로 인한 정체성 위기의 가중
노년기 정체성의 통합은 생애주기 상의 주요과제이지만, 요양원 입소
노인은 다른 노인집단에 비해 정체성의 위기가 가중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 요양원 입소라는 사건은 곧 물리적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이자 동
시에 인생 역사에서 오랜 시간 이루어왔던 관계와 활동의 역사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한다(민주홍∙한경혜, 2007). 거주지 이전이라는 사건은 다른
연령층보다 노년기에 더 큰 의미를 지니는데 노인은 은퇴 이후 노동으로
보냈던 시간을 대체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일상을 채워가며 지역 및 거주
지에서의 활동의 확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한경혜, 2006). 따라서
오늘날 노년기 적응과 복지에 있어 자신에게 익숙하고 오랜 시간 머물렀
던 공간에서 노년을 보내는 ‘거주지에서의 노후생활(aging in place)’이라
는 가치가 강조되는 것이다(강정희, 2013).
이에 Callahan(1993)은 자산 가치로서의 집보다 상호작용 공간으로서
의 집을 더욱 강조하며, 노인이 집에 머무를 때 얻을 수 있는 심리사회
적 이점 가운데 하나로 친구나 이웃과 형성한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한
특정 이웃 공동체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들었다. 또 공병혜(2009)
는 하이데거 존재론에 비추어 “인간은 주위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돌보는 존재”이며 노인의 ‘거주함’이라는 행위는 곧 자신을 둘러
싸고 있는 관계를 아우르는 ‘터(Ort)’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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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인돌봄은 노인이 생활세계에 잘 거주하도록 하여
그의 몸과 환경을 돌보고 주변 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자 죽음에 대한 준비를 돕는 것을 뜻한다.
이는 노년의 자아가 새롭고 갑작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생애경험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노년기까지 지
속되는 자아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박
경숙, 2004). 노년기 자아는 자신이 살아온 생애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
면서 역할정체성, 보편적 가치, 체화된 정체성에서 그 의미의 원천을 찾
게 된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노인들은 생활환경과 집으로부터 격리되면
서 생애를 거쳐 형성된 서사적 정체성의 단절을 경험하고, 체화한 정체
성을 온전히 표현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 이주는 노인의 건강수준에 따른 가족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데, 요양시설에 이주하는 노인은 중증만성질환에 의해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 살거나 동거하더라도 전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에 입소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Litwak and Logino, 1987). 보다 구
체적으로 건강수준에 대해 고려해 본다면 건강한 몸의 상실은 노인이 가
족에 의존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몸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상징체계이자 일련의 사회적 실천이기 때문에(터너, 2002) 아픈
몸은 입소 이전부터 노인에게 사회적 무용감과 무력함을 불러일으키는
압력이 되며 정체성 유지의 위기요인이 된다.
또 가족 요인의 경우, 요양원 입소는 한국의 강한 가족규범에 의해 매
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선택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는 한국에서 노인돌봄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의 과제로 여겨져 왔고, 사
회적 돌봄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이 도입
되었다는 맥락과 같이한다. 노인돌봄이 주로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적 돌
봄 제공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현
상은 아니다(선우덕 외, 2015).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요양원 입소노인은 입소를 계기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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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갈등을 겪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은 위협을 받게 된다. 또
입소노인은 정상인(the normals)으로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가족이
있음에도 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실패한 노년이라는 낙인을 얻으며
우울과 좌절 혹은 자아의 혼란을 겪기 쉽다(고프만, 2009).
그렇다고 해서 가족규범의 압력이 노인에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입소자의 가족 구성원 역시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요양원 입소에 동의했
다는 이유로 낙인과 오명을 얻게 되며,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을 직접 돌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죄의식을 느끼기 쉽다(박경숙, 2002; 이윤정∙김정
희∙김귀분, 2010; 신경아, 2011; 이진숙, 2014). 요양원 입소는 결국 유
사한 방식으로 입소자와 가족을 구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입소를
하게 되는 사람은 노인이며 그들은 입소를 계기로 가족, 그리고 오랜 시
간 축적해온 가족관계의 질과 의미의 변화를 경험하고 동시에 자아의 핵
심이었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위협을 받는다.
이로 인해 입소노인과 가족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입소노인은
요양원 입소를 가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적응도가 달랐고, 그 중 가족의 강권이
컸던 경우 입소 생활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면서 가족 관계가 악
화될 가능성이 높았다(이가언, 2002; 장애경∙박연환, 2012). 가족, 특히
주돌봄자인 자녀로부터 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과 가족이 있
음에도 요양원에 입소해야 한다는 서운함 사이에서 입소노인들은 양가감
정을 지니게 된다(이미현, 2007). 그럼에도 기존 연구에서 입소자들은
거의 대부분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했는데, 이는 역할과 정
체성의 위기에 직면한 입소노인들이 입소 이후에도 가족구성원으로서 자
신의 역할을 지속하길 원하는 욕구에 의한 것이었다(이미라, 2006; 백종
진, 2014).
이처럼 요양원 입소노인은 건강의 상실, 거주지의 이동, 사회적 낙인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입소노인이 입소 이전의 정체성을 유
지하거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다른 노인에 비해 가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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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대적으로

자아의 통합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뜻한

다.

2. 요양원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지니는 특수성
생애 후반기 개인은 퇴직,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처럼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역할, 지위 변화 그리고 상실을 경험하며 정체성의 위기를 맞기 쉽
다. 노인은 집단생활을 통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등의 방식으로
일관된 자아 이미지의 유지를 원하는데 이는 자신의 자아를 구성하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학습해온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를 느끼기 때
문이다(휴이트, 2001: 42). 즉 노년기에는 개인이 예전과 동일한 존재라
고

느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자아의

거울

(self-mirror)’의 필요성이 확대된다(정진웅, 2012). 여기서 자아의 거울
은 생활환경에서부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물건이나 사물까지 다양
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정진웅(2012)은 그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
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정체성의 준거집단, 즉 생애 ‘동행자(convoy)’
의 필요는 노년기에 더욱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지난 생애에 걸쳐 얻었던 다양한 성취와 경험을 자신과 관계를 유
지하던 타인의 눈을 통해 비추어 인식하기 때문에 노년기 정체성의 ‘목
격 효과(witness-function)’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노년기의 관계망은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가를 두고 노인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관계망의 유형화를 시도
한 여러 연구가 있다. 그 중 정경희(2016)의 연구에서는 크게 5개의 관
계망 유형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서도 배우자보다는 자녀나 친구, 이웃
과의 연결망의 크기나 접촉 빈도, 친밀도가 높은 제한적 다층친밀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소영, 강민아, 조성일(2013)의 연구에
서 대상 노인의 관계망 유형은 총 4개가 도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광
범위형, 배우자중심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년기의

- 10 -

관계망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제한적이지만 다층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노인이 많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노년기 관계망의 유형은 노인의 삶의 질, 만족감, 자존감, 행복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하거나 가족
중심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노인보다는 자녀와 동거하거나 가까이
지내며 지역사회에 연계된 관계망을 형성한 노인의 삶이 대체로 만족도
가 높았으며(박경숙, 2000; Rawlins, 2004)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접촉
빈도, 친밀감, 그리고 지지감은 삶의 질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김형
민 외., 2013). 또 노인이 관계망에서 얻는 긍정적 기능, 즉 심리적, 정
서적 지지감이 크면 개인 간 접촉빈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역
시 컸는데(윤정원∙엄기욱, 2015) 이는 지지감이 노인의 자살 생각의 빈
도나 우울감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김미호, 2013;
장영은∙김신열, 2014; 장영은, 2015).
그러나 요양원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유형은 일반 노인 집단에 비
해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은나, 이민홍(2014)은 광역시 소재 요양시설
입소노인 230명의 관계망을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바 있다. 연
구 결과, 자녀수와 자녀 연락빈도가 평균 이상이며 종교활동 참여율이
낮고 친구가 거의 없는 혈연중심형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입소자가
68.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리고 친구, 자녀, 친척과의 연락이 빈
번하고 종교활동 등의 참여가 높은 다관여형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입
소자는 13.9%에 불과했다.
위의 강은나, 이민홍의 연구는 입소자들이 요양원 외부의 사람들과 접
촉이나 연결이 자유롭지 못함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연
구는 입소노인 중에서도 설문에 응답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수준을 지닌
사례만을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입소노인의 대부분은
건강수준의 제약으로 외출이 어려워지고 먼저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표본이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또 반대로
이는 입소자에게 있어 먼저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외부와의 관계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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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일상을 함께하는 요양원 내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요양원 적응에 더
중요함을 뜻할 수도 있다.
입소노인은 다른 입소자와 서로를 위로해줄 수 있는 원만한 관계를 형
성하면 그들과 동료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이 시설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체감하면서 입소 생활에 대한 희망을 느낀다(이미현, 2007). 송병남 외
(2012)의 연구에서 입소자들은 서로 겪는 불편을 공유하고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해 다른 입소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나의 죽음을 함께 슬
퍼해줄 친구를 사귀는 것 역시 의미 있는 현상으로 꼽았다. 이는 가족이
나 직장 동료 등과의 관계가 입소 이전 개인에게 제공하던 지지 기능이,
입소 경험을 공유하며 한 공간을 거주하는 다른 입소자들의 것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홍달아기∙하근영, 1999).
그러나 한 요양원 내에도 다양한 입소자가 살고 있다. 서로 다른 생애
적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체성을 지닌 입소자들은 일정 장기요양등
급기준에 의해 한 공간에 묶여있을 뿐이다. 때문에 입소자는 공동생활에
서 비롯되는 사생활 보장과 자율성의 제한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백종진, 2014) 입소 초기 다른 입소자와 빈번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또 요양원 내 입소자 사이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차이로 인해 의
사소통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입소자도 있다
(고진경∙황인옥∙오희영, 2008).
이와 같이 요양원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그
관계 욕구의 충족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며, 요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방식은 요양원 외부에서 학습하고 체화한 것과 다르기 때문
에 입소노인은 정체성 유지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요
양원이라는 공간과 입소노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요양원 내의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형성 기제는 일반 노인의 것과 구별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입소자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내러티브 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요양원과 이를 둘러싼
제도, 문화적 요인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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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원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돌봄의 질
요양원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는 시설 내에서 충족되어
야 할 기본적 욕구 중 하나로 다루어지며 그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
다(White, Newton-Curtis, and Lyons, 2008).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입소자들의 개별성이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던 전통적 요양원 문화에
서 벗어나 새로운 요양원 문화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주자중심케어 모
델(resident-centered care mode)’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이 모델은 한
시설의 입소자 모두를 단일한 집단으로 여기고 돌보는 전체성을 버리고,
노인의 종합적 욕구 충족을 통해 시설이 입소자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
는 것에 목적을 둔다(최재성, 2015).
거주자중심케어 모델의 근간이 된 Vourlekis 외(1992)의 연구에는 요
양시설 입소자의 심리사회적 욕구와 이를 위한 시설의 기능이 각 23가
지씩 제시되어 있다. 이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의 요양시설 평가지표로 활용되기도 했다. Vourlekis는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건의 하나로 입소자의 관계 욕구 충족
을 들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이나 자신에게 중요
한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반응에 적절한 감정적 지지를 해주고자 하는
욕구, 다른 입소자들과 원만한 사교적 기회에 대한 욕구, 구조적으로 요
양원 내부, 외부의 사람들과 사회적 그리고 집단적 상호작용을 하는 욕
구, 요양원 외부의 친구나 동료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위한 지속
적 접촉에 대한 욕구. 그는 실천가들이 이러한 관계 욕구 요인에 비추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 가운데 Kane 외(2003)는 미국 5개주 내 40개 요
양원 입소자 1,988명을 대상으로 욕구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사회적
관계를 입소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유형의 관계로 정의했을
때, 사회적 관계 관련 4가지 지표― 요양원은 친구를 사귀기 쉬운 환경
인지, 어떠한 입소자와도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또 친밀한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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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는 종사자가 있는지, 그리고 한 명 이상의 종사자가 입소자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모두 입소자의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Kane은 종사자들이 입소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존엄한 태도로 노인을 대할 것을 강조했다.
Koren(2010)은 요양원 문화의 전환을 통해 형성되는 ‘이상적’ 시설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는 거주자, 가족,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사이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특징의 하나로 들었는데, 그 예로 한 명의 요양보호
사가 특정 입소자를 정해 그 사람만을 지속적으로 케어하며 가까운 관계
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Edvardson과 Sandman(2008)은 입소자,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의 경우 거주자중심케어의 실현을 위한 사
회적 관계 지원이 필수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일이라고 주
장하였다. 이처럼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 욕구 충족은 시설에서 제공하
고 있는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입소자가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감은 오히려 가족보
다 다른 입소자 혹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에서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입소 이후 가족지지보다는 시설 내 친구나 직원을 포함한 중요한 타인이
입소자의 시설 생활 적응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입소자에게 있어 일상을 함께 하는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서비스로 분류된다.
입소자가 요양보호사와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더라도,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존재는 입소자에게 안정감, 안도감을 제공한다(정
재연∙김영경, 2007). 입소 이전 노인은 신체적 기능의 제약이 커지면서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자신으로 인해 가족
간 불화가 생기거나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울까 불안을 느
끼게 된다(공선희, 2013). 하지만 입소 후 노인들은 자신에게 돌봄을 제
공해주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에게 의존하면서 가족의 짐을 덜어주었다는
느낌을 갖기 쉽다.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던 입소자는 요양보호사의
존재에 더 큰 고마움을 느끼며 입소 후 적응 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 14 -

기 쉽다.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없던 만큼의 돌봄을 요양보호사에게 받
으면서, 종사자에 대한 의미화 과정이 다르게 발생하는 것이다. 또 요양
보호사가 자신의 말벗이 되고 노래를 해주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
는 것, 그리고 자신의 편의에 끊임없는 관심을 주는 것은 입소 후 새로
운 생활 가치를 형성함에 있어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었다(김인숙∙김미
숙∙강희영, 2010). 즉 입소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는 가족 관계를 대체할
수 있고 혹은 대안적이고 새로운 의미의 돌봄 관계의 형성을 의미할 수
있었다.
기존 논의에 비추어 본고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입소노인 관계망의 포괄적 검토에 있다. 노년기에는 주로 성인
자녀와 배우자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게 되고, 정보적 혹은 정서적 지
지는 자녀에서부터 종교와 같은 공식적 조직, 미망인 그룹이나 친구와
같은 특수 지지집단에 의해 얻을 수 있다(사회적지지연구회, 2002). 그
런데 기존 연구에서 요양원 입소자가 입소 이전 형성해 온 다양한 사회
적 관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물론 이는 실제 요양원 거
주자들의 내러티브가 가족과 요양원 내부인에 한한 축소된 관계만을 담
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자의 삶을 종단
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원에서 관계망이 축소되는 현상이 정
말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에는 소홀했다. 이는 요양원에 입소노인
의 관계망의 축소가 하나의 전제로 당연시 여겨지고 있음을 일부 보여준
다.
둘째, 요양원이라는 공간 그리고 입소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기제에 대한 고찰이다. 기존 연구는 연구대상을 주로 대
화가 가능한 입소자에 한정하여 그들이 형성하는 관계의 의미와 이것이
입소 적응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주로 살필 뿐 요양원의 물리적 환
경, 종사자의 태도 등 요양원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검토
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또 본 연구는 입소자의 사회적 관계 욕구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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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충족이 정체성 위기 완충과 노년기 적응으로 이어진다는 전제를 가
지고, 입소노인이 실천하는 상호작용이 지니는 일반 노년과 구별될 만한
특수성이 그들의 정체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셋째, 입소자의 관계망을 돌봄의 질과 연장선상에서 고려한다. 보다 개
별적, 포괄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강조하는 기존 실천 모델의 시
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돌봄의 질과 현재 입소자의 관계 요
인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천모델
이 입소자의 사회적 관계를 하나의 지표로서 그들을 역으로 구속하고 입
소자가 포괄적 관계의 형성 욕구를 지닌다는 전제를 획일화할 위험이 있
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입소노인이 받는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그들이 지니는 사회적 관계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하
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원 한 곳의 사례를 선정하여
요양원 입소자의 사회적 관계의 실태와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사례로 선정된 요양원의 입소자들은 입소 이전의 관계를 유지
하거나 다른 입소자와 가까워지는 데에 다양한 제약을 겪고 있었다. 그
럼에도 요양원 내 서로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해 만들고 있는 다
양한 기제가 발견되었다.

제 3 절

연구방법

연구대상의 표집에 대한 설명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원 입소 절
차와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 제 34조에서는 노인요양
시설을 “치매·ᆞ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
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ᆞ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
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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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고,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심사 받은 후 1~5등급 사
이의 등급 인정을 받게 된다.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장기요양보험 신
청자와 인정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 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노인인구
(65세 이상)
신청자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2011

2012

2013

2014

2015

5,644,758

5,921,977

6,192,762

6,462,740

6,719,244

617,081

643,409

685,852

736,879

789,024

478,446

495,445

535,328

585,386

630,757

324,412
(67.8%)

341,788
(69.0%)

378,493
(70.7%)

424,572
(72.5%)

467,752
(74.2%)

5.7%

5.8%

6.1%

6.6%

7.0%

w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co.kr) 2011~2015년 노인장
기 요양보험통계연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 노인은 시설급여 혹은 재
가급여를 선택,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시설급여가 바로 노인의료복지시
설에서 제공되는 노인요양서비스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
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되는데 이 둘 모두 일반적으로 요
양원으로 일컬어진다. 두 유형의 차이는 시설의 규모, 즉 입소자와 전문
인력 수에 있다.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서비스 인정자는 자신의 여건
과 상황에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여 입소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도
입과 더불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하나의 요양사업으로 자리 잡으며 <표
2>에서와 같이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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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의료복지시설 증가추이
노인요양시설
(정원10명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원5명이상
9명 이하)
소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14

1,132

1,642

2,429

2,489

2,610

2,497

2,707

2,933

3,136

-

422

1,009

1,346

1,590

1,742

2,088

2,134

2,130

2,027

1,186

1,832

2,712

3,852

4,079

4,352

4,585

4,841

5,036

5,163

w 주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1. 12. 8.)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
인전문병원은 삭제됨.
w 출처: 보건복지부, (2016). “2016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 연구의 사례로 ‘A 노인요양원’을 선정하여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
서 필요한 경우 법령, 통계와 같은 2차자료를 활용하였다.

1. 요양원 선정과정 및 기관 현황
1) 요양원 선정과정

본 연구에서 편의표집을 통해 한 곳의 요양원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한 이유는 요양원의 폐쇄적 속성에 있다. 연구자가 표집 과정에서 연락
을 취하거나 방문을 했던 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은 시
설 내에 외부인을 들이는 데에 많은 거부감을 표했다. 요양원 입소 사실
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시설 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를 꺼려하
는 입소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요양원의 종사자들은 성인 봉사자를 구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이는 요양원 내부의 모습이 바깥에 노
출된다는 것이 곧 해당 요양원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보여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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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 얼마나 외부에 개방적일 수 있는가는 기관장의 기관 운영 방
침이나 돌봄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연락이 닿았던 요양원 가운
데 A 요양원의 기관장은 요양원이 좋은 돌봄을 제공함에 있어 지역사회
와의 교류와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 그리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활
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덕분에 A 요양원에서 3개월 동안 입소
자들의 식사를 보조하거나 말벗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후 연구
윤리 심사를 거쳐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2) 기관 현황
A 요양원은 서울의 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로, 2008
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해에 설립되었다. 입소 정원은 총 26
명이며 현재 이용인원은 25명으로, 입소자 가운데 여성이 21명, 남성은
5명이다. 또 A 요양원의 설립 주체가 불교 재단 법인이지만 요양원 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종사자는 기관장, 사회복지사 각 1명, 그리고 항시적으로 입
소자와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총 11명이
었다. 요양보호사는 모두 여성이었고 3~4명씩 3개의 근무조를 이루어
한 조가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한다.
A 요양원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앞서 요양원 내부의 공간 구성과 입소
자의 생활 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A 요양원 병실은 총 9개인데,
여기서 병실은 입소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으로 침대와 화장실, 개인 사
물함과 TV 등이 비치되어 있다. 병실은 사용 인원에 따라 4인실, 2인실,
1인실로 구분된다.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병실료 소액을 추
가 지불해야 하지만 현재는 직원들이 판단하기에 4인실 이용에 차질이
있는 입소자들을 추가비용 없이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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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 요양원 현황 및 특징 요약
구분
위치

내용
서울, 주거밀집지역

설립주체

불교법인

이용 인원

정원 26명, 현원 25명

현원 성비

여성 20명, 남성 5명

종사자 현황
병실 (방)

기관장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요양보호사 11명 (3교대)
1인실: 2개 / 2인실: 2개 / 4인실: 5개

이 요양원에서 가장 특징적인 공간은 거실1)이다. 거실은 입소자들이
병실에서 나와 소파에 둘러 앉아 함께 TV를 보고 식후 간식을 모여 먹
거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큰 소파 2개와 책꽂이, 대형 텔
레비전과 원탁이 비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거실은 주 3회 실시되는
미술, 노래, 체조와 같은 여가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병
실에 비치되어 있는 침대에 간이 탁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사는 병실로 배급이 되지만,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거나 요양보호사
들의 주의가 필요한 몇 입소자들은 거실에 있는 원탁에 앉아 식사를 하
기도 있다.
요양원 입소자들의 대략적인 생활반경은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병실,
화장실, 목욕실, 그리고 거실이지만 개인의 건강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
이가 있다. 우선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내야 하는 와상환자들은 병실 밖
으로 나오기 어렵다. 또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의 제약이 있으나
신체 기능에는 큰 제약이 없는 입소자는 요양보호사들이 주의를 기울이
지 못하면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휠체어나 소파에 앉힌 채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거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반대로
1) 본문의 거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공동 거실”을
가리킨다. 공동거실은 요양원 전체면적의 25% 이상 차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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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기능에 제약이 없으나 신체 활동이 자유롭기 못한 입소자들은 본인
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거실에 나올 의사가 있다면 휠체어
에 앉거나 보행기에 의지해 병실을 벗어난다. A 요양원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요양보호사와 형성하고 있는 관계는 거실과 방이라는 공간의
구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방법론 및 분석자료
1) 단일내재사례연구

본 연구는 요양원 입소 노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양상과
맥락을 탐구하기 위한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에서의 사례란 “구체적이
고, 복잡하며, 현재진행형 (Stake, 1981)”인 현상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
례는 연구자의 흥미를 끌지만 동시에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제한적
인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Miles and Huberman, 1994: 인, 2005
에서 재인용)”이기도 하다.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경계를 지닌다(Punch, 2005). 또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Yin, 1994) 연구자가 발
견해낼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사례이다. 사례는 계량적
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을 수면으로 드러내줄 수 있어야 하며 오늘 날
일어나고 있는 현재성을 지녀야 한다(유기웅 외, 2012).
위에서 제시된 사례의 개념과 특징은 일반적인 질적연구 대상으로서의
사례의 것과 유사해보이지만 “사례연구란 단독의 혹은 작은 수의 사례들
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연구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법이 동원
되는 연구(Punch, 2005)”라는 이유로 양자는 구별된다. 사례연구는 발견
술적(heuristic)인 방법론으로서(Olsen, 1994)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어
떠한 배경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사례연
구는 복잡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깊이 있고 전체적인 설
명과 분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과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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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Merriam, 1998).
본 연구는 요양원 한 곳을 사례로 선정하여 입소자의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단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 중에서도 ‘복합분석단위를 가진 단일사례연구’ 혹
은 ‘단일(single case)―내재 사례연구(embedded design)’로 분류된다. 여
기서 다양한 분석단위의 사용은 하나의 요양원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
거나 입소자 개인이라는 미시적 단위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
라, 입소자의 사회적 관계의 구조와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맥락을
풍부히 이해하기 위해 다차원적 자료를 활용함을 의미한다.

2) 자료의 종류 및 분석단위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노인 요
양관련 이슈와 관련된 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노인복지법과 같
은 법령 자료, 그리고 요양보호사 고용과 장기요양보험 이용 현황과 관
련된 공식 통계자료이다. 둘째는 A 요양원 봉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
로 연구자가 작성한 관찰자료이다. 마지막 자료는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
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자료이다. 각 자료들은 A 요양원이라는 단일사례
에 포함되거나 입소자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시, 중간,
미시분석단위로 활용되고 있다. 또 자료를 통해 도출된 각 분석단위는
A 요양원의 사례를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 다른 목적과 방식이 적용되
었다. 자료의 종류, 분석단위, 그리고 해당 분석단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표 4>는 복합분석단위를 가진 단일사례연구
중 대표사례인 Lipset, Trow and Coleman(1996)의 연구에서 제시되었
던 도표의 형태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적용한 것이다(인,
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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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료의 종류 및 분석단위 요약
자료의 종류
거시분석단위
분석단위

노인돌봄 이슈,
정책 및
통계자료

국내

구조적, 환경적

요양시설 전반

특징

중간분석단위

미시분석단위

참여관찰

종사자

입소자

(봉사일지)

인터뷰

인터뷰

시설의
A 요양원 운영

조직 운영

특성

관련 규정

물리적 환경,

운영 목적과

실시중인

가치, 직원

프로그램

근무 현황

정보 파악
A 요양원 내
문화적 요인

프로그램 실시

입소자

과정, 입소자

관계망의

간 관계 관찰

실제 추론

A 요양원

원만한 관계를

입소자에게

위한 근무

영향을 미치는

조건, 요양원에

사회적 환경

대한 인식 파악
입소자의 특성,
요양원 내부의

사람

상호작용
기제와 의미
추론

요양원 인식,
관계망에 대한
정보 파악

입소자에 있어
관계가 지니는

행동, 배경,

가치와 의미

가치, 태도

추론

본 연구가 복합분석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입소자의 사회
적 관계의 욕구와 실태가 입소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생애 그리고
건강 수준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 A 요양원 입소
자들은 서로 다른 생애적 배경을 지니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에 따
른 연구 참여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요양원 입소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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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경향이 있어 연구자에게 살아온 경험과 입소 생활에 대해 이야기
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즉 입소자들로부터 그들의 사회적 관계
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기 어려웠다는 점이 또 다른 이유이다.
이후 A 요양원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인터뷰를 실시하던 중, 입소자
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은 연구 참여에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또 이러한 현상은 입소자가 받는 돌봄
의 질,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정책적 차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표상
되는 요양원의 문화적 차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따라서 요양원 입
소자의 사회적 관계의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소자가 살아온 이야
기뿐 아니라 입소자의 일상을 함께 하는 요양보호사, 입소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줄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요
양원 전반의 운영을 결정짓고 제도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기관
장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3) 자료수집방법
(1) 참여관찰
본 연구의 자료원 중 하나인 봉사일지는 연구자가 2017년 5월에서 8
월까지 A 요양원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관찰한 바를 기록한 것이다.
연구자는 약 4개월 동안 주 2~3회씩 입소노인의 말벗, 식사보조, 여가프
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활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입소노인이 형성하
고 있는 관계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요양원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요양원
입소가 사건으로서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하여 관찰을 시도하였
다. A 요양원에서 관찰한 경험은 이중도입방식(double-entry journal)을
적용하여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과 그 사실을 두고
연구자가 느낀 감정과 해석을 다루는 부분으로 나뉘어 기록되었다
(Frank, 1999: 강정희, 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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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자료
A 요양원 입소자의 관계, 문화,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도, 정책 그리고 통계자료가 활용되었
다. 구체적인 자료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급여기준, 장기요양급여 관
련 보건복지부 고시자료 등을 들 수 있다.
(3) 인터뷰
본 연구는 입소자의 사회적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시각을 확보
하고 입소자의 관계망 관련 요인 탐색을 위한 노인 요양의 구조적 맥락
을 이해하고자 입소자와 종사자(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의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의 연구윤리 승인을 받은 후 8월에서 9월까지 총 6명의 연구참여자
(입소자 1명, 직원 6명)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 5> 인터뷰 참여자 특성
이름
(가명)
김순혜

직군

나이
만 83세
(1933년생)
이름
(가명)

성별

학력

입소 기간

가족관계

여

대졸

12개월

아들 (42세, 일용직)

나이

성별

A 요양원
근무기간

기관장

김원일

50대

남

8년차

사회복지사

이영진

50대

여

4년차

안지영

50대

여

3년차

서미숙

40대

여

2년차

최지선

40대

여

2년차

정미란

50대

여

3년차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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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경력 6년차
중국교포,
경력 6년차
경력 8년차

① 입소자 선정기준과 연구 윤리 관련 사항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입소노인은 입소한지 1년이 넘은 입소자 가운데
의도적으로 표집되었다. 입소기간을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으로 둔 이유
는

요양원 입소 이전과 이후의 삶과 관계망을 대비하고 입소 생활 적

응 과정에 대한 정보는 입소자의 입소 후 생활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요양원 입소자 가운데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람은 매우 적었고 참여 의사를 밝힌 입소자 중에서도 경
도 이상의 치매를 보유하여 연구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A 요양원 입소자 중 1명의 입소자만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인터뷰는 A 요양원 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
는 빈 사무실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② 종사자 선정기준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는 종사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A 요양원에 근무
하고 있는 14명의 종사자 가운데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동시에 1년 이
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여기서 종사자는 기관장, 사회복
지사,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며 이는 세 가지 직군의 다양한 시각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터뷰에는 기관장, 사회복지사, 그리
고 요양보호사 6명이 참여하였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면담에서는 다른 질문이 활
용되었다. 우선 입소자 면담에서는 생애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관계망에 대한 욕구와 실태, 그리고 스스로가 가지는 요양원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종사자와의 면담에서는 A 요양원의 현황과 특성 관
련 질문, 근무 경험에 비춘 입소자가 지니는 요양원의 의미 추론, 입소
자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 일반과 실태, 그리고 입소자 관계망과 관련한
제도적, 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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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항은 <표 6>의 것과 같으며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즉각적인
추가 질문이 있었다.

<표 6> 인터뷰 기본 문항
대상

문항
1. 그 동안 살아온 과정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2. 이 곳(요양원)은 어떠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까?
3. 가족이 얼마나 자주 요양원에 방문합니까? 가족과 얼마나 자주 연락

입소자

하십니까?
4. 친하다고 느껴지는 다른 입소자가 있습니까?
5.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6. 가족 외에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1. 입소자들은 요양원을 어떠한 곳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까?
2. 입소자들은 가족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3. 가족 외에 입소자가 입소 이전 형성했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
합니까?
4. 입소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종사자 5. 입소자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6. 입소자들은 다양한 관계 형성과 유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7. 만약 그렇다면, 이를 위해 A 요양원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8. 이 외에도 관계망 형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습니까?

3. 분석틀 및 분석전략
1) 분석틀
본고는 요양원 입소노인이 지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별적 욕구가

- 27 -

적절히 충족되면 이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년기 정체성 위기의 극복
과 노년기 적응으로 이어진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전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입소노인이 정체성 위기를 어떻게 극
복하는지 그 과정을 규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동기가 관계 욕
구의 충족이 노년기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본고는 입소자가 형성하고 있는 입소 이전과 이후의 관계
를 살피고, 이것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 욕구가 충족되는 만큼의 돌봄 가
치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탐색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둔다.

2) 분석전략
(1) 사례 기술 방법
본 연구에서 반구조화된 면접과 참여관찰 자료를 통해 취합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사례 기술(description)법이다. 사례 기술 방법은 “사례
를 기술하기 위한 구성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분석을 전개하는 것(인,
2005: 188)”이다. 이는 사례연구 중에서도 현상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연
구에 유용하며, 여러 분석단위의 증거들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연
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글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연구 질문
에 따라 글의 구성을 요양원의 내부와 외부라는 기준을 두어 관계의 유
형을 구분하고, 돌봄의 질과 관련한 주제를 추가하여 장을 구성하고 있
다. 또 다양한 자료원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미시, 중간, 거시분석 단위
가 적절히 교차하는 방식으로 A 요양원의 현상을 배치하고 설명하였다.
(2) 설명적 사례연구(explanatory case study) 방법 활용
사례연구의 유형은 연구문제의 유형과 관련되는데 ‘어떻게’, ‘왜’와 관
련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 설명적 성격의 사례연구가 적합하다. “왜냐하
면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현상의 발생 자체나 빈도보다는 시간에 걸친
추적을 필요로 하는 조작적(operational)인 관계에 대해 다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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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05: 25).” A 요양원 입소자들의 관계망 변화를 설명하는 이유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인과적 연결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입소노인
이 입소 이전부터 형성하고 있던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거나 단
절되는지, 요양원 내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의 의미와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제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다양
한 관계요인 가운데 입소자가 처한 돌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
엇인지 고찰한다.
(3)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입소자 정체성의 추론
본 연구에서는 요양원 입소노인이 입소를 계기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
적 관계 및 상호작용 기제의 변화를 살피는데,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
료 분석의 전략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의미 있는 기호와 상징을 통해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소통과 자아와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개인의 자아는
발전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발전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미드,
2010). 이 분석 전략은 요양원 내부에서 공유되는 사회적 관계의 기제를
접할 때 특히 유용했다.
입소자들은 요양원 내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입소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에서 다양한 소통의 제약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생산주의와
가족중심적 가치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입소노인 일반에 부여하는 낙인
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낙인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거울로써
그들의 사회적 자아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의 목적과 의미의 해석과정에서
입소를 계기로 새롭게 해석한 자아와 이미지를 상호작용에 투사하고 있
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입소노인의 자아상 변화를 추론할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정체성이 환경에 의해 반응하며 변화
해 가는 변증법적 과정(김동선, 2016, 401)”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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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하위 분석단위인 인터
뷰 전사 자료를 읽으며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을 할 때에는
전체 자료를 읽으며 입소자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고 해당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핵심 단
어를 추출하여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분류된 자료 가운데 유사
하거나 대립되는 단위를 묶어 범주화하고, 각각의 범주가 A 요양원의
사례를 풀어내기에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중간
분석단위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관찰일지를 검토하며 각 범주를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을 선택한 후 범주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
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의 분석단위인 법령이나 통계, 보고서 자료
를 참고하여 A 요양원의 현상과 맞닿아 있는 구조적 설명을 추가하였
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려지는 본 연구의 분석틀과 전략을 요약하면
<도표 1>과 같다.

4. 논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A 요양원 입소자들이 입소 이
전에 형성했던 관계가 어떠한 맥락에서 유지 혹은 단절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입소자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의 핵심인 가족관계는 입소를 계기
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루고, 기존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입소 이
전 가족 외의 관계는 어떠한 경로로 축소, 단절되는지 살핀다. 또 입소
자들이 이들과 실제로 연락하고 대면하기 위해 형성하고 있는 기제는 어
떠한지 그 실제에 대해 다룬다.
3장에서는 A 요양원 입소노인이 요양원 내부, 즉 다른 입소자나 종사
자들과 형성하고 있는 관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노인 부양관과
요양원 입소의 의미, 그리고 요양원 내 문화와 관련해 설명한다. 특히
요양원 입소자 사이의 건강격차, 생애력의 차이 등 관계 형성을 가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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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소통 방식과 관계의
기제와 의미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둔다.
또 위의 2장과 3장에서 제시되었던 관계 요인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돌봄의 질을 비추어주는데, 그 중에서도 입소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요인이 포착됐다. 4장에서는 입소노인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지점 가운데 돌봄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것이 관계
망의 긴장요인으로 자리 잡는 악순환의 기제를 다룰 것이다.
5장은 위의 내용을 요약하고, 요양원 입소노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년기를 적절히 적응해나가기 위한 제언과
연구의 한계에 대해 다룬다.

<도표 1> 분석틀 및 분석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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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요양원 내부와 외부의 관계
2장에서는 A 요양원 입소자가 외부인, 즉 가족과 가족 외 친구 및 동
료 등과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실제와 결정 기제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본장은 다음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w 제 1 절

입소 이전 관계 단절의 다양성: A 요양원 입소자의 가족을

포함한 입소 이전 관계의 축소와 단절이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지에 대해 살핀다. A 요양원 입소자 가운데 입소 이전의 친구나 동
료와 지속적 교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관계 단절은 다양한
맥락에 의해 이루어졌다.
w 제 2 절

가족갈등의 촉발과 타협: A 요양원 입소자와 가족은 요양

원 입소를 계기로 다양한 갈등 가능성에 노출된다. 그런데 가족갈등
이 직접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입소자와 가족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에게, 입소를 하지 않았을
때 가족과 본인에게 발생하는 현실적 부담과 갈등이 입소를 계기로
경감될 수 있는 타협지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w 제 3 절

외부와의 일방적 관계구조 형성: A 요양원 내-외부의 일

방향적 관계구조, 특히 가족이 양자 관계의 주도를 잡고 있는 그 기
제에 대해 살핀다. A 요양원 입소자들이 입소 이전 관계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매개 역할을 필요로 했다. 또 입소자들
은 가족과 연락, 대면을 위해서도 시설 종사자라는 또 다른 매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A 요양원 입소자의 관계 내에서 항상
입소자의 의도대로 그 매개들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포착되었다.

본론에서는 A 요양원 입소노인을 가리킬 때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A 요양원 종사자들은 입소노인을 부를 때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연구자 본인도 연구과정 중에서 입소노인들을 어르신이
라고 불러왔다. 이에 따라 입소노인 일반을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 A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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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 내의 사례를 전달하는 경우 입소자를 가리킬 때 어르신이라는 호칭
을 사용하기로 했다. 여성노인의 경우 연구자와 대화를 할 때 본인을
“할머니”로 칭했기 때문에 특정 사례를 인용할 때 “할머니”나 “할아버
지”라는 호칭 역시 본문에 쓰이고 있다.

제 1 절

입소 이전 관계 단절의 다양성

A 요양원에는 면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호자들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기관에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르신들의 손자녀, 아들, 딸이 이따금씩 찾아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
다. 예를 들면 어르신을 모시고 외출 하려는 손녀, 요양원 내 복도에서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딸, 그리고 아내에
게 필요한 개인용품을 손에 안고 오는 남편이 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가
족이 찾아오는 일이 어르신들에게 항상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들과 소리 지르며 싸우는 어르신도 있었고, 손녀가
찾아온 다른 입소자를 보며 부러움을 표하거나 씁쓸한 미소를 짓는 어르
신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A 요양원 어르신들은 요양원 외부의 사람들
중에는 가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연구 과정에서
요양원에 방문한 동안 가족 외의 사람이 어르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통해 한 어르신의 과거 직장동료가 찾아왔던 사
례를 접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어
르신의 동료들이 어르신을 만나기 위해 A 요양원까지 찾아왔었고 어르
신도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듯했으며 “너무 보기 흐뭇한 일”이
었다고 말한다. 이 사례는 A 요양원이 누군가에게 있어 수십 년 전 함
께 일을 하면서 우정을 쌓아왔던 동료들이 입소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A 요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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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우리 할아버지들 중에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 찾
아오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미군부대에서 근무하셨대요.
그러니까 수준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미군부대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이
라고 할아버지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우리 어르신
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어,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근데 다 한결같이 우리 어르신처럼 잘생기시고 키도 크신 거예요. 그 분
중에 한 분이 당신 할머니가 치매로 등급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상담 왔어
요. 그래서 입소를 한 번 해볼까 하고 왔다고.

어르신 가운데 입소 이전의 생활 반경이 A 요양원 인근이었던 분은
상대적으로 관계망 유지의 가능성이 높았다. 동네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어르신을 방문해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가 요양원 근
처에 살고 있는 입소자들은 A 요양원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요양원 입소자들은 입소 이전부터 가족 외 친구나
동료 등의 관계 축소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계의 축소와 단절의
과정은 생애 사건과 맞물리며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했다.

1. 생애적 사건에 의한 관계 단절
A 요양원에서 가족 외 사람의 방문이 이례적인 것은 우선 노년기의
특징과 관련되며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개인의 관계망이 가족제한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연
결망의 크기가 작아지며 특히 직장동료, 막연한 친구 관계의 감소가 가
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Fischer, 1982: 사회적지지연구회,
2002: 142에서 재인용) 이는 노년기 진입과 동시에 경험하는 은퇴, 사
별 등 생애적 사건에 의해 노년기의 친구나 동료관계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논의에서 노년기 관계망이 다양하게 유형화
되었던 것과 같이(강은나·김혜진·정병오, 2015) 개인의 생애력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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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다양하기 때문에 애초에 친구, 동료 관계망의 크기가 작고 가족
제한적 관계망에 기반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어르신을 만나기 위해 친구가 찾아온 사건은 비단 A 요양원
에서만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요양원 입소라는 사건이 입
소노인의 관계망을 축소시키는 절대적 요인이라는 관점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김순혜 할머니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할머니는
경상도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에도 어린 나이였던 일곱 살부터 여
학교를 다녔고 이후 서울의 한 여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오늘 날에 비해 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었던 사회적 분위
기 아래, 여성임에도 꾸준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던 김순혜 할머니의
사례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특이한 사례였다. 그럼에도 김 할
머니 역시 권위적이고 엄한 부모님의 통제 아래에서 자랐으며 대학에 진
학한 후에도 친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다. 졸업 후 대학 동기들은
번듯한 직장을 찾아 취직을 했지만 본인은 그것을 부러워만 했을 뿐,
‘여자는 안 된다’는 부모님의 강한 반대로 어느 곳에 이력서 한 번 내볼
수 없었다. 김 할머니는 친척의 권유로 들었던 계모임에서 큰형님의 중
매를 통해 만난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이후 김 할머니는 어머니
그리고 아내로서의 삶을 살았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남편 하나뿐이었다고 할머니는 말한다. 하지만
남편이 만성질환으로 8년 전 사망하면서 할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을 맞
게 되었고 이후 잦은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김순혜 (입소 12개월차): 친구들은 몇 명 있지. 그룹도 있고 하니깐 몇 명
있는데, 걔들 다 지금은 얼마 동안 소식도 몰라. 이렇게 이제 나이도 먹고.
서로 막 집이 이사도 댕기고. 내가 주로 집이 변해서 이사 댕기다 보니까
안정이 안 돼서 연락을 안 써. 나 때문에 중단하고 있어, 모임도. 못하고
있지. 이제 내가 연락을 하고 하면 되는데, 전화번호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
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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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혜 할머니가 친구와 형성하고 있던 관계가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축소 혹은 단절되기 시작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인터뷰를 토대
로 김 할머니는 주부로서 항상 가족이 전부이자 우선인 삶을 살아왔으
며, 생애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 가족 중심적 관계망을 형성해왔다고 추
측할 수는 있었다. 특히 8년 전 경험한 남편과의 사별은 그나마 형성하
고 있던 관계,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동네 사람들
과의 교류마저도 단절되도록 하는, 즉 기존 관계망의 축소를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2. 신체적 건강 악화에 의한 관계 단절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는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대처능력과 관계가 있으
며 개인이 기존의 연결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대처능
력이 요구된다(Hirsch, 1981: 사회적지지연구회, 2002에서 재인용). 따
라서 노년기 사회적 관계의 축소나 단절은 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수행
능력의 저하로 인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계 대처능력의 저하는
노년기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이나, 이는 노인이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의
의존을 불가피하게 하며 동시에 개인의 주체적 관계 형성과 유지를 가로
막는 요인이 된다. A 요양원에는 입소, 즉 익숙한 생활환경으로부터의
이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건강 상실에 의해 관계망의 축소를 경험하는
어르신이 많았다.
A 요양원의 한 할머니는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고 요양보호사
의 도움 없이 휠체어에 몸을 싣는 것도 힘겹지만 요양원 내에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대부분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할머니들과 달리 어깨 아래까지 백발을 기르고 있는
할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간호장교였으며 이후 일본과 중국 유학을 다녀
왔다. 할머니는 연구원으로서의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 내
다른 할머니들이 주로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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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더 폭넓은 관계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유독 곱고 흰 얼
굴과 손을 가진 할머니는 입소하기 전 사교활동을 즐겨 했는데, 친구들
과 댄스클럽에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춤을 추는 것이 할머니의 취미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스스로
거동 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자녀와 동거하며 그들에 의존하게 되었다.
가족들에게 돌봄을 받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할머니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소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즉 할머니는
교통사고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에 의해 관계의 축소를 경험하여 이
를 계기로 요양원 입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노년기 건강의 상실은 관계망의 변화를 촉발하는 직접적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신체적 건강을 상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친
구, 동료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입소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가족 외의 사람이 A 요양원에 방문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며 외부인이 어르신을 찾아오는 것도 입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나
주로 발생하는 일이다. 이는 요양원의 기능적 속성과 관련지을 수도 있
다. 요양원은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의료적 개입을 하는 곳이 아니
라 급성기 이후의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과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
문이다.
요양원 입소노인은 노인성 질환 혹은 장애 진단을 받고 건강수준이 급
속도로 나빠지기 보다는 건강 수준을 정기적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환자들이다. 때문에 그들은
의료적 진단을 받은 후 즉각적으로 입소를 한 것이 아니라, 진단 이후
질병의 보유를 주변 사람에게 알릴만한 시간 혹은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
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는 가족 외의 사람이 어르신을 만나러 오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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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 (요양보호사):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보다
는. 많지 않아요. 그냥 병원하고 틀려서. 요양원이잖아요. 당장 어디가 아
파서 오신 게 아니잖아. 병원은 당장 누가 아파서 오는 거잖아. 그래서 너
도 나도 가요. 그래서 요양원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처럼 입소자는 요양원 입소 이전부터 건강상실로 인한 관계망의 축
소와 단절을 경험할 수 있지만, 반대로 건강요인보다 입소라는 사건을
계기로 친구나 동료 등의 관계가 변화하는 입소자도 있다. 후자의 경우
는 입소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 요양원이 개선과 치료의 공간으로 인
식되지 못한다는 이유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요양원에 대한 인식은 그들
의 관계망 지속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3. 정신적 건강 악화에 의한 관계 단절
A 요양원 입소자의 대부분이 치매환자라는 사실은 개인의 건강수준과
관계망의 상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지능력 역시 관계망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대처능력 중 하나인데, 치매가 관계망 축소의 결정적 계
기가 될 수 있는 사례는 요양원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정확히 말하자면 보호대로 휠체어에 몸이 묶인 채 거실
TV 앞에서 깨어있는 중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낸다. 점심시간, 밥 한 숟
가락에 반찬 조금을 얹어 입에 넣어드릴 때에도 할머니는 자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 궁금할 만큼 말 한 마디 없이
허공만 바라보셨다. 휠체어에 앉아 무엇인가를 떠올리며 엷은 미소를 보
이실 때도, 걷기 운동을 위해 손을 잡고 함께 복도를 거닐 때에도 할머
니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스스로의 힘으
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만큼의 신체적 건강을 가지고 있더라도 할머니
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한다. 요
양원에 있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할머니께서 입소 전 주점을 운영하셨다
는 것이다. 하지만 치매 발병 후 할머니는 주점운영은 물론이거니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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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도움 없이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만큼 중증
치매를 앓는 어르신에게, 곧 관계망 단절의 주원인임이 명확하다.
하지만 치매환자라고 해서 모두 할머니만큼의 인지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행 정도에 따른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천차만별이다. A 요양원에는 경도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 중에는 간단히 대화를 나누어보았을 때 치매환
자라는 사실을 한 눈에 알아채기가 어려울 정도로 꽤 원만한 대화가 가
능한 분들도 있다. 또 가끔씩 대화의 흐름과 무관한 발언을 할 때가 있
으나 비교적 의도가 명확하고 간략한 질문 위주의 대화에는 자연스러운
응답을 곧잘 할 수 있는 어르신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치매 발병이 유
발하는 인지기능의 퇴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며, 동시에 치매노인이 관
계유지에 요구되는 대체능력을 절대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또 노인이 치매 발병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스스로 체감하더라도 치
매 진단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후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기까지의 시간,
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대상자 자격을 인정받기까지 소요되는 시
간을 고려하면 이미 그 사이 치매 진행과 관계망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리라 추측하기 쉽다. 정리하자면 개인은 자신의 기억력이 감퇴하
고 사물의 기능을 떠올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등 치매의 발병
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관계의 즉각적
단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 역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사자들은 개인의 관계 단절의 주원인이 치매 그 자체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치매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이 더욱 결정적 원인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는 단절이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치매 약간, 치매 진단 받잖아요 이제. 그러면 치매 진단
받으러 가면 2~3년 전부터 진행이 됐대요, 거의. 그러고 나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치매인지는 모르고 정신없다가 식구들한테 구박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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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죠. 그래도 이제 치매라는 게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게 돼서 한 번 검
사하러 갔는데 치매로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때서 인제 받아들이
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치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치
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질환인데 그것에 대해 감추고 싶어 하
는 게 굉장히 커요.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치매에 대해서 그래요. 보호자들
도 어르신들도 그래요.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사회자본과 지지는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등의 건강한 행동 결과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Burish,
2000). 네트워크 안에서도 치매노인 부양에 있어 가족에 의한 지지가 절
대적인데 가족의 지지는 물리적, 도구적 차원의 것뿐 아니라 정서적 측
면의 지지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치매는 환자 본인도, 그리고 가족도 받
아들이기 힘든 병이고 동시에 진단 사실을 자신의 관계망 내부인들과 공
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입소자들은 사회적 고립을 경
험하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치매에 대해서는 몹쓸 병, 걸려서는 안 되는
병. 어르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보호자들도 그래요. 쉬쉬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니까 이미 ‘아, 우리 엄마 치매야.’ 이웃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대할 땐 이래이래 해주세요.’ 이야기 할만한 보호자가 얼마
나 될까 싶어요.”라며 입소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했다.
A 요양원에서도 치매는 물리쳐야 할 적이다. 오늘날 치매는 신체, 정
신적 건강상태가 아닌 하나의 질환으로서 의료화 된 듯 보이지만, 어르
신들은 치매를 극복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노년기 운명적 개념으로서 표상되었던 ‘노망(老妄)’이라는 치매의 이미지
를 지우지 못하는 듯했다(천선영, 2001).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입소자들 앞에서 치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인지증’,
‘디맨치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 실제로 다양한 여
가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에도 종사자들은 어르신들 앞에서 치매라는 표
현이 아닌 머리와 기억력이 좋아지는 체조, 그림 그리기, 노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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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하고는 한다.

제 2 절

가족갈등의 촉발과 타협

A 요양원의 거의 모든 입소자는 치매환자이다. 그런데 치매나 요양원
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부정적 인식으로 가족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
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밝히지 못한다면, 입소자들이 시설 외부의 사
람과 형성할 수 있는 연결망은 가족관계 만이 유일해진다. 하지만 입소
자 각각이 형성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질과 밀도는 모두 다르다. 특히 부
모와 자녀 관계는 입소 결정까지의 과정에서 갈등에 노출되기 쉬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입소자들이 가족갈등과 직면하거나 이를 적극적으
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절히 타협하며 변화된 삶과 조건에 적응해나가고 있었다.

1. 가족갈등의 촉발
1) 부양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갈등의 촉발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필요가 생길 만큼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누
군가에 의존이 불가피해질 때부터 가족관계의 양상은 조금씩 변화를 맞
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를 통해 들었던 A 요양원 어르신들의 입소과
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1930~1940년대 생
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출생으로, 당
시 합계출산율이 6명을 넘어섰던 만큼(박경숙, 2003: 30) 어르신들 역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자녀
에 점점 의존하게 되면 자녀, 그 중 주로 장남이 부모님을 집에 모시거
나 어르신으로부터 가장 많은 유산을 받게 될 자녀 혹은 살면서 부모님
으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자녀가 주 돌봄자가 된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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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와 같이 어르신을 책임지고 돌보기 어려운 상
황에 처하거나 부모님의 치매 진행이 빨라지면서, 자녀는 부모님을 돌보
는 일이 점점 힘에 부침을 느낀다. 결국 어르신은 돌봄 부담을 나누려는
다른 자녀들의 집에 맡겨진다. 사회복지사는 입소자들이 자녀들의 집을
“돌고 돌다가 형제간의 의가 다 상하고, 어느 자식 한 명도, 형제들 연
락, 관계 다 끊기고 이제 이도저도 안 돼서” 최후의 선택지로 마지못해
시설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히려 기관장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게 되면서 입소자와
가족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보다는, 요양원 밖의 가족 구성원 사이 불
화가 더 많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남매, 오남매 자녀의 경우, 장남
이 많은 재산을 받았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요
양원 입소를 결정했을 때 다른 자녀들이 이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물으면
서 그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심지어 설립 초기, 기관장은
다른 형제들 모르게 부모님의 입소를 결정한 자녀가 찾아와 부모님이 이
곳에 계신 사실을 바깥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도 수차례
라고 말했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여기 (요양원) 오시기까지 히스토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형제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막 여서 일곱 막 이래 돼. 그
러면 처음에는 우리나라 정서상 요양원 모시는 거는, 선뜻 ‘요양원에 모시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식들 중 누군가는 요양원에 대해 그래도 긍정적
으로 생각해서 “요양원으로 모셔도 괜찮다더라. 우리 이렇게 힘들게 모시
지 말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요양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랬잖아요. 그것보다 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식들 중에서. 특히나 부모님 속 썩인 분들이, 특히나 더. 왜 요양원에 모시
냐고.
김원일 (기관장): 여기 뭐 돌아가실 때에도 우린 병원으로 안 보내, 옆방
(임종실)으로 모셔가지고 임종을 보게 해드리고 그러지. 마지막에 뭐 응급
실에서 링거 몇 개씩 꽂는 거 돈도 몇 백 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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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면 바로 여기서 모셔서 돌아가시게 해드리고. 여기서 돌아가신 분
만 해도 한 30명, 40명 가까이 돼. 대부분 여기서 돌아가시게 해줘요. 근
데 이제 안 그러신 분들은 “위독합니다” 그러면 꼭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
어. 틀려요, 이게. 아들, 딸, 며느리 입장이 다 틀리다니까? 누가 다 병원
에 모시고 가려고 그러겠어, 아들, 딸 며느리 중에? 딸들이 다 모시고 간
다고 그래. 조금 더 여기서 모시겠다 하면 딸들이 그러는 거야. 그것도 자
주 오지도 않는 딸들이 더 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어려움을 다룬 이은희(1998)의 연구는 노인의 치
매 발생을 기점으로 점점 질병이 악화되면서 주 부양자와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갈등이 심해지는 양상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이은희는 주부
양자가 자신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다른 가
족들로부터 이해나 독려와 같은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어 함에도, 가족
들이 주 부양자에게만 돌봄의 책임을 강하게 전가하거나 조력에 대한 의
사를 보이지 않을 때 주 부양자가 분노와 좌절을 느끼면서 가족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A 요양원 입소자의 가족들도 어르신들과 직
접적 대립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내부, 특히 자녀가 다수일 때
에는 서로 부양책임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2) 비자발적 입소과정에 의한 갈등의 촉발
A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는 입소를 위해 찾아오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재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입소 초기 사정을
실시한다. 입소자의 가계도를 작성하고 각종 자원을 상세히 조사해야 하
는 사회복지사는 거의 모든 어르신들의 입소 여부가 보호자인 가족에 의
해 결정된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가족, 특히 주부양자에 의한 입소결
정은 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각해지거나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쯤 이루어
진다(김완희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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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어느 정도의 지각된 통제(perceived control)를 가지고 입소결
정과정에 참여하였는지는 노인의 입소 후 시설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복지와 밀접히 관련된다(고진경∙황인옥∙오희영, 2008). 물론 입소
자의 시설 적응은 개인이 어떤 유형의 요양원에 머무르고 있는지, 또 해
당 요양원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각 요양
원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입소자가 시설에 적응하
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에게 입소 사실이 타당한 것이자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임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요양원 입소가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입소자들이 입
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A 요
양원 어르신들 역시 대부분 자발적으로 입소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었
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노인돌봄에 대한 강한 규범과 압력과 관련
된다. 이는 요양원 입소과정에서 노인과 부양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
통을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돌봄이라는 행위는 돌봄
수혜자를 향한 애정이나 관심 보다는 돌봄 제공자에게 책임감이나 의무
감을 부여하는 내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에 의한 동력이 강하게 작용하며,
돌봄 제공자의 자발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조차 노부모에 대한 책임이
돌봄의 핵심 요소를 차지한다(최희경, 2009: 49). 때문에 입소과정에서
자녀는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모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책
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부담감 혹은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여지가
있었다.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다는 사실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공개
하지 쉽지 않은 만큼, 자녀 역시 부모님과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요양원
입소를 제안하는 것은 선뜻 꺼내기 어렵다.
실제로 A 요양원에는 자신이 입소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입소하게 된
어르신도 있다. “입소 상담은, 그러잖아요. 편찮으시면 당신의 의사결정
은 없는 거죠. 보호자들이, 환자는 병원 가면, 다 제껴 놓고 보호자가 다
하잖아요. 다 사인하고, 동의하고 다 하잖아요. 뭘 어떻게 할 건지,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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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건지 말 건지, 그러듯이 입소결정도 보호자들이 하는 [사회복지사]”
것과 같이 입소자의 여생이 전적으로 가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었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가족에게) “어르신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한테? 요양원에 간다고?” (하면) “얘기하면 뭐, 온다고 그러겠어?” 얘기
안 했다고, 거의 그래요. “그래도 얘기 하셔야 되죠. 아시고 오셔도 사실
적응하기 어려운데요.”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 간다고 모시고 오고.
그냥 요양원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눈치가, 환하잖아. 이렇게
보니, ‘병원은 아닌 것 같고, 요양원이구만.’ 양로원. 옛날 어르신들은 양로
원이라 많이 하죠.

요양보호사 역시 어르신들이 A 요양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
은지 물었을 때 어르신들 중에는 자녀가 자신을 위해 구입한 새로운 집
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고, 병원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대답한다. 혹
어르신들끼리 소란스럽게 싸울 때에는 “우리도 그렇게 말씀 드리지. 저
어르신도 보호자 분들이 집을 샀다, 그 어르신들 집이다. 오고 가고 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 안지영]”고 말하면서 요양원이라는 것보다는 새로
운 집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황을 정리한다. 어르신들 역시 가족
이 있음에도, 혹은 가족이 없어 요양원에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거나 주
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듯하다. 차라리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 일정 비
용을 지불하고 살 곳을 마련해주었다든지, 내지는 나를 돌봐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인 병원에 있다고 여기는 어르신도 여럿이었다.
이처럼 요양원 입소과정이 노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기 보다 더
이상의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가족의 강권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본인 스스로 요양원 입소를 결정한 어르신도 있
었으나 이러한 경우는 열에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기관장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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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갈등 이후의 타협
1)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현실의 타협
A 요양원 입소자의 자녀들은 부모님과 갈등을 겪거나 자신이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며 부모님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편의에 의해 입소가
결정되는 것에 강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부모님의 입소 초기, 사회
복지사나 기관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요양원에 방문한 자녀들은 주로 부
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강하게 표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녀들의 태
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변화를 보이게 된다.
요양원에서 만난 한 며느리는 요양시설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며 밝
게 웃었다. 며느리는 입소 이전 치매 증상을 보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
며 겪은 가족 간 갈등, 그리고 경제적, 신체적 돌봄 부담이 큰 스트레스
였다고 말했다. 또 가족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
니었지만 가족갈등이 줄어들고 자신의 생활이 나아진데다가, 걱정과 달
리 시어머니께서도 요양원에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다며 입소에 대한
강한 만족을 표현했다.
그런데 가족도 결국 요양원 외부에 있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
다.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은, 어르신들은 절대로 여기(요양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보호자들은 어쨌든 간에, 그 분
들은 본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외관상 보기에, 어쨌든 본인
들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한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가장 많은 수
혜를 받는 사람은 그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입소
이전 부모님을 간병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던 자녀들은 부모에 대
한 마음의 짐은 차마 덜지 못하더라도, 부모님 입소 후 물리적 차원의
돌봄 부담이라도 덜게 되면서 “죽을상”이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씩 펴지[사회복지사]”고 그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고 종
사자들은 말한다.
요양원 입소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이윤정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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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도 자녀들은 입소결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루어진 것이며 양질의 보살핌, 그리고 가족의 생계와 갈등해소를 위한
최선이었다며 자기 위로 혹은 합리화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A
요양원 입소자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죄책감, 그리고 입소과정 중 부모와의 갈등은 입소결정이 불가피했
다는 판단과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감소되고 있다는 현실과의 타협을 거치
며 기억에서 지워져 간다.
하지만 모든 자녀들이 입소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입소를 정
당화, 합리화 하는 대응 방식을 취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이 인식하는 의무와 책임의 강도는 서로 다르며 반드시 부모-자녀라는
혈연적 관계가 강한 부양의무와 책임의 이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A 요양원 입소 후 입소자(부모)-가족(자녀) 관계의 질
은 생애과정에서 축적된 양자 간의 호혜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김원일 (기관장): 그 관계지. 잘 되어 있는 관계는 여기 와서도 잘 해. 그
분들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잘하고. 그러면은 가족관계가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좋아요. 그리고 어르신이 딱, 이제 환경이. 환경이 참. 어
디 가서나 다 그게 영향을 미쳐요.

안지영(요양보호사): 가족 간의 차이지. 가족애, 가족애. 가족애지 뭐. 그것
밖에 없어요. 오래되시다 보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서로가 지쳐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참, 우리도 어찌될지 모르지만 처자식이 버리는 거
야. 어떤 분들은 난 안 모시겠다, 그렇게 해요. 만약에 안 모신다면 병원
가야 되잖아.

즉 입소 이후 부모-자녀의 관계는 돌보기,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사회
적 지원(social support)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Marks, 1996)를 띠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들은 입소 이전까지 살
아온 경험에 비추어 부모가 자신의 지원을 받을 만큼 부모 역할에 충실
하였는지,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자신 역시 부모로부터 그러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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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지지를 받았는지 평가한 후 부모님과의 관계의 밀도에 대해 결정
짓는다. 이처럼 입소 이전 관계의 질은 입소 이후의 것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입소 이후 연장, 지속되는 형태를 띠고 있음이 발
견됐다.
기관장은 젊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잘 돌보지 않거나 폭력을 휘
두르기도 했던 남성 입소자들은 입소 후 가족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고
말한다. 어떤 입소자들은 “아파도 병원 안 데려 간다고 그러고, 가족들
이. 어떤 분은 부인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저 분이 우리한테 해준 거
없습니다’ [기관장]”라고 직접적으로 돌볼 의사가 없음을 표하기도 한다.
여성 입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꼭 입소과정에 한한 것이 아니라 평
소 가족갈등이 잦았던 여성 입소자는 슬하에 사남매, 오남매를 두어도
정작 어르신을 신경 쓰는 자녀는 한두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교환론
적 관점에서 입소 이전의 가족관계가 지속성과 안정성을 지니기 위해서
는 부모-자녀 사이 정서적 자원의 호혜성이 충족될 필요가 있었고, 그렇
지 못할 경우 입소노인은 가족 구조 내에서 소외와 이탈을 피하기 어려
웠다(Dowd, 1975).

2) 입소자의 희생적 타협
기존논의에서 요양시설 입소 초기의 노인들은 분노와 부당함과 같은
부정적 정서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입소과정이 자발적이지
못한 노인의 경우 그 반응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Jackson et al., 2000:
고진경 외, 2009 에서 재인용). 이는 “우리 문화권의 노인부양은 가정에
서 가족들과 같이 기거하는 것을 최선의 효로 보기 때문(이윤정·김정희·
김귀분, 2010: 1015)”이기도 하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이제 우선은,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들 세대는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식들하고 살아야 되고 자식 봉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게 당신의 성공적인 삶이에요. 요양원 오면 그 자체가 나는 실패한

- 48 -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딱 들어오시면 벌써, 기가 딱 죽어요. 보면 눈빛이,
어, 초점이 없어지고, 딱 그래요.
김원일 (기관장): 여전히, 여전히 반 이상은 여전히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서운한 맘을 갖고 있어, 아직도. 이 분들은 다, 옛날에 집에서 다 모시고,
본인들은 인제 부모를 다 모셨는데 지금 우리 자식들은, 우리 밑에, 우리
세대들은 더 하겠지. 우리는 알아서 예약해서 알아서 찾아가야 된다고. 그
런 거는 인제 많이 희석 됐는데 보호자들은 더 많이, 그 다음에 인제 어른
들도 옛날 초창기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고. 또 사회적으로도 본인들
의 서비스적인 만족도도 제일 높아요.

종사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르신들 대부분이 여전히 가족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대에 따른 부양에 대한 가치관 차
이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어르신들은 자녀가 부모를 집에서 모
시는 것이 당연한, 동시에 아픈 부모를 돌봄에 있어 가족 돌봄 외의 별
다른 선택지가 부재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 돌봄가치를 체화했다. 또 그
러한 부양규범을 따르고 실천했던 어르신들은 오늘 날 전통적 부양규범
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입소자로서 현실이 버겁게 느껴
지기도 한다. A 요양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입소자의 평균 입소기간은
4~5년에 이르고, 연소노인이거나 물리적인 신체 기능과 관련한 질병보
다는 치매 등 인지기능의 퇴화가 주 상병인 어르신은 어쩌면 10년 이상
요양원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퇴소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
황에서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비자발적 입소과정이 어르신과 가족 간의 관계를
해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살고 싶지
않다며 가족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하는 것도 입소초기에나 있는 일이며,
입소를 계기로 가족과 입소자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
했다. A 요양원 입소자, 특히 여성 입소자의 경우 본인이 요양원에 있다
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적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에도
이를 가족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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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기관장): 하시는 말씀도 딱, 보면은 아주 아들(이 자신에 대해) 걱
정 하나도 안 하게. …(중략)…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해줘 갖고 내가 아주
편하다, 우리 집보다 편해” 이렇게 말씀하셔. 아들 오건 며느리 오건.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딱 아시는 거야. 이해를 하는 거야. 내가 집이 있
어도 여기 있는 게 맘이 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누구 오
면 “편하다, 좋다.”(라고 해) 자식들한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밥
안 준다, 뭐 불평, 불만을 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어
도 말을 안 해. 어떤 할머니 때문에 (그 할머니가) 밤새 소리 지르고 이래
서 잠을 못 자도 아들한테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뭐, 그런 분들이 위대한
거야.

인터뷰에 참여했던 김순혜 할머니 역시 가족들에게 요양원의 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어르신께 있어 요양원은 “임시로 있는” 곳이었고,
요양원에 있는 자신은 “나그네”로 정해진 거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다.
할머니는 요양원 내의 다른 어르신과 갈등을 겪기도 했고 요양보호사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적도 있으나 이를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김순혜 (입소 12개월차): (입소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참 신경
질 나고 속이 쓰려, 짜증나고 그래. 그러나 내가 아들한테 있을 거라고 그
래놔서, 틀리면 화가 나니까. 아들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나는 나이도 있
고 한데 그러면 (아들한테 화가 난 상황을 보이면) “그 사람들(다른 입소
자들)이 그러지 못하게 자알 말을 해야지, 분위기도 좋게 할 수 있을 건
데,” (아들이) 이래 생각할 거 아냐. 책잡힐까 봐 말도하기 싫고, 그래서
아암 말도 안하고 “어, 좋아.” 그러고 있는 거지. 우리 아들은 좋은 줄 알
아. 나는 뭐 가만히 죽은 듯이 있으면 괜찮으니까.

또 입소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아들이 아픈 자신 때문에 겪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입소를 결정했음을 밝히면서 자신이 없는
집에서 홀로 지내며 밥을 챙겨먹지 못할 아들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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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혜 (입소 12개월차): (입소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아들은 그래도
즈이 사귀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도 되고, 나때메 규제 받
고 이르는 거 싫잖아. 내 눈치 보고. 그르니까 탈선해서 뭐 나쁜 짓하고 이
를 애가 아니니까. …(중략)… 지가 나가서 사도 먹고, 그르는 것도 보기
싫고 안 됐드라고. 내가 집에 딱 오면 내가 주로 차려줘서 먹는 게 좋
지…. 이제 있다가 나가 그렇게 먹고 그르는 것보다….

종사자들에게 어르신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
은지 물었을 때 그들은 “모성애” 혹은 “가족애”에 의한 것이라 답한다.
물론 모든 입소자가 가족들에게 입소생활에서의 불만을 숨기는 것은 아
니다. 치매환자가 절반이 넘는 A 요양원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지가 좋
은, 예를 들면 치매 초기이거나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A 요
양원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적응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자유롭
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또 남성 노인, 특히 가정에서 남성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누려왔던 입소자는 자신을 찾아오는 가족들이나 여
성인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입소생활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
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 3 절

외부와의 일방적 관계구조 형성

A 요양원 입소자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아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의
방향성은 쌍방향이 아닌 시설 밖의 가족이나 지인이 시설 거주 노인에게
연락해야만 유지되는 일방향적인 구조(강은나∙이민홍, 2014: 135)”를 형
성하고 있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어르신들
조차도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으며 요양원 바깥으로 나
갈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못해 스스로
요양원 밖의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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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과 접촉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바깥으로부터의
연락과 면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외에 외부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누
군지 기억하고 알아볼 수도 혹은 반갑다는 표현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만큼의 건강수준을 가진 어르신들도 다수였다. 휴대전화를 소지하
고 있어 전화로 원하는 때에 하고 싶은 말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어르신
도 있지만 말 그대로 예외적이었다.
3절에서 다루는 입소자와 외부자 사이의 연락구조를 정리하면 <도표
2>와 같다. <도표 2>는 A 요양원 입소자 1인이 외부인과 접촉하기 위한
경로를 보여주는데, 굵은 선으로 그려진 원이 본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관계망의 핵심단위였다. 도표상의 화살표는 각 개인이 연락 혹은 대면하
고자 하는 대상으로 향하고 있다. 가족-친구-입소자 사이 원문자 ①, ②
는 친구 혹은 동료가 입소자 A와 만나기 위해 가족을 거쳐야 하는 기제
의 순서를 의미한다. 또 사회복지사, 기관장과 가족(자녀) 사이의 점선은
때로 사회복지사, 기관장이 입소자와 가족의 연락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3절에서는 A 요양원 입소자가 외
부인과 형성하는 일방적 연락구조의 실제에 대해 다룬다.

<도표 2> A 요양원 입소자-외부자 접촉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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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 및 동료관계의 일방향성: 가족의 매개 실패
A 요양원에 직장 동료나 친구가 찾아오는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
신의 차이는 일방향적 연락구조 내에서 요양원 바깥과 입소자를 이어주
는 보호자, 즉 가족의 매개 역할 기능에 있다. 입소자 가운데 본인이 직
접 입소 사실을 주변인에게 밝히지 못하고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대
다수이며, 입소 이후에도 스스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홀로 외출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때문에 가족 보호자는 입소자의 이웃이나 중요한
지인에게 입소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정리하면 A 요양
원 입소자가 외부의 지인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요양원 외부에 있는 보호
자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요양원 그
자체, 혹은 부모님 입소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꺼려하는 등 매개자로서
의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 발생한다.

1) 부모님의 입소가 보호자들의 치부일 때
A 요양원 입소자 가족이 관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보호자가 지니고 있는 요양원에 대한 인식이다.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요양원 입소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노인돌봄의 가치를 비추어주는 핵심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노인돌봄은
오랜 시간 가족에 의해 해소되어야 하는 과업으로 여겨져 왔다. 건강하
지 못한 부모님을 자녀가 돌보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자 효(孝)라고 생각
하지만 동시에 “가족 내에서 부양을 완수하지 못하고 다른 도움을 받는
상황은 가족으로서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특히 요양원과 같은 시설로의 입소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
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때 느끼게 되는 오명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정∙김정희∙김귀분, 2010).”
한국사회가 압축적인 근대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가족규범이 우발적
으로 공존하게 되었으나, 이를 조율하거나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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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우리나라 가족규범이 지니고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장경섭,
2001a). 돌봄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는 마찬가지로 발견되는데, 다양한
돌봄 가치관의 우발적 생성과 충돌은 요양원이 가족돌봄의 부담을 해소
하거나 의존이 불가피한 노인에게 발생한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공간으
로서 인식되는 것을 저지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 이데올로기는 돌봄에 있어 가족애라는 감정과 부양능력이라는 책임
을 결합하는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박광준, 2004: 150-151) A 요양
원 보호자 가족들도 부모님의 입소가 자녀로서의 부양능력 결핍이자 동
시에 부모에 대한 애정이 없는 자녀로 주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다. A 요양원 주보호자, 특히 자녀들은 주변에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는 사실을 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
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그, 보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호자들의
인식이 요양원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요양원에 모신 것에 대해서 본인들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 말씀을 못하시죠. 가족
들이나 이웃이나 떳떳하게 그냥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행동도, 그런
영향도 크죠. 본인들의 치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자들이.
김원일 (기관장): 사실 많지 않은데, 예전에 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친구도 많이 찾아 왔었고, 저기 △△분은 가끔 교회에서 가끔 와. 그런 게
친구지 뭐. 그리고 가끔 저 뭐 여기 남자 분들도 친구 가끔 오는 분들도
있었고, 돌아가셨지만. …(중략)… 그리고 친구들이 안 오는 거는 가족들이
안 알려 잘.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다, 잘 말을 못한다고.

노인의 요양원 입소 결정은 오롯이 아픈 노인과 부양자만의 이슈는 아
니다. 한 노인의 입소는 본인과 그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압력을 받는다. 특히 자녀가 주 부양자인 경우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우려하고 부모의 지인들에게
도 입소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는데, 이는 입소노인을 더욱 고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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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을 초래한다.

2) 요양원 입소가 병원 입원의 차선책으로 여겨질 때
기존 논의에서도 입소노인의 가족들은 대학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시
설을 요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기에 더욱 적합한 곳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해 부모님을 요
양시설에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안타까워하거나 자책감을 느끼기
도 했다. A 요양원의 사회복지사 역시 보호자들이 가족의 “체면” 때문에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또 뭐, 웬만하면 요양원은 안 모시고 조금 그래도 뭐
한 분들은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경우가, 체면 때문에 요양병원 모시는 경
우가 많아요. 또 우리 부모님 요양병원에 계셔, 이거는 다 얘기해요. 떳떳
하게. 퇴원하셨다면서 어디 계시나(하고 부모님의 안부를 누군가 물으면)
요양병원에 계셔요. “병원.” 근데 요양원에 계시다고는 가족이나 이웃한테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그래요. 저도 뭐,
“여기 요양원에 다녀” 그러면 “요양원?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원?” 요양원
에 있다 (그러면) “음…” (하는 거죠) 요양원이 그 정도로 지금 인식이 안
좋아요.

A 요양원에는 자신을 병원에 보내달라며 하루에도 몇 차례 소리를 지
르는, 또 자신이 병원에 있다고 믿는 어르신들이 있었다. 요양원에 부모
님을 모시는 일은 떳떳하지 못한 일인 반면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입원시
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녀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의료기관 사망구성비는 약 77%로(통계
청, 2016) 노인 대다수가 의료적 돌봄을 받다가 사망한다. 하지만 보건
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병원 입원 노인 중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요양시
설로 전원이 가능한 노인이 약 30%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제시되었다(선
우덕, 외., 2015). 이처럼 병원에서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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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시설대신 입원을 선택하는 현상은 ‘사회적
입원’이라 일컬어지며(김선희, 2014),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자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병원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재가
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병원이 노인 돌봄에 있어 최
선의 경로로 지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양자의 기능적 차이를 고
려해볼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의료전문인력의 ‘치료’를 제
공하여 건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요
양원은 입소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들의 완치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A 요양원의 경우 시설에 상주하는 간
호사 한 명이 입소자가 외부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도록 돕고 하루 두 차례 시설을 돌며 어르신들의 혈압과 당을 체
크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주에 한 번 인근 병원의 촉탁의가 시설을
방문하고 있으나 그가 시설을 회진하며 어르신들과 마주하는 시간은 10
분이 채 되지 않는다.
자녀들이 주변 사람에게 부모님의 병원 입원 사실을 상대적으로 알리
기 쉬운 이유는, 입원이 자식 된 도리로 부모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최선
을 다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병원에 입원하는
부모님은 환자가 되지만, 비슷한 상황의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한다면
그들은 그저 부모일 뿐이다. 또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사망을 하지 않
는 한 퇴원을 하게 되고, 환자의 퇴원은 곧 입원 전 자신이 머물던 곳
혹은 자신을 간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감을 뜻한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는 기약 없는 이주를 의미한다.
A 요양원 어르신들의 대화에서 이 기약에 대한 각자의 기대가 드러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거실에 모여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중 치매가 상
대적으로 많이 진행된 어르신이 다른 할머니들께 “아들이 있으면, 아들
하고 둘이 살고 있는 거야?”하고 물을 때가 있다. 이는 어르신이 평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고정적으로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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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은 어르신 중 한 분은 답답하다는 듯 요양원이 집인데 무슨 소리
를 하는 것이냐 타박을 하는가 하면, 어떤 어르신은 비록 자신이 지금
요양원에 있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생기면 퇴소할 것이라며 구
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나 주 보호자가 어르신의 퇴
소를 결정하지 않는 한 입소자들은 요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종사자
들 역시 어르신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요양원
에서 돌아가시는 것 외에 퇴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부모님께서 요양원에 계심에도 주변인에게는 요양병원이라고 전하거나
그리고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보다 병원이 더 나은 선택이라 여길 만큼,
부모님의 입소 사실을 알리는 것은 자녀에게 버거운 일이다.

2. 가족관계의 일방향성
1) 연락구조의 일방향성
A 요양원 입소자가 입소 이전의 지인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가족이
매개자가 되어야 했던 것과 같이, 가족-입소자 사이의 관계에도 매개의
역할이 필요하다. 가족-입소자를 이어주는 매개자는 바로 시설 종사자들
이다. 물론 가족의 매개 역할과 종사자의 것은 서로 다르다. A 요양원
어르신의 욕구와 현재 상황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가족과 어르신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것은 종사자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 중 하나
라는 맥락에서 그러하다. 가족구성원의 매개역할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나
기존의 관계망, 또 요양원 혹은 치매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 등에
의한 것과 관련이 있으나 종사자들은 보다 공식적인 형태로 양자를 이어
준다. 따라서 입소자와 가족 사이의 연락, 그 중에서도 전화 연결은 “가
족↔종사자↔입소노인”의 형태로 행해진다.
우선 어르신이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면 어르신은 종사자에게 그
의사를 전해야 한다. 이후 종사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혹시 어르신과
통화가 가능한지 묻고 이에 보호자도 통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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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는 가족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가족이 어르신께 연락을
취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가족-입소자 사이의 전화가 연결되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락의 일시와 빈도 역시 가족구성원의 주도 아
래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보다는 가족들이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원일 (기관장): 거의 이제는 여기서 전화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인제 오
고, 면회 오고. 근데 또 (어르신들 중에) 통화가 가능한 분이 몇 분 안 계
세요. 그리고 여기서 전화 연결 해드리면 보호자들이 전화하지 말아 달라,
목소리 들으면 (어르신이) 집에 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때쯤 (오래 연
락이 되지 않았을 때쯤) 되면 우리가 “면회를 오십시오” 연락을 하지. 정
안되면 우리가 미리 연락 해가지고, 통화 해주실 수 있냐고 연락을 해야지.
또 다짜고짜 전화해서 연결을 해드리면 또 싫어해요. 미리 (가족에게), 몇
시쯤 전화연결 할 테니까 전화 받으세요, 오늘 통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
꿔드리고.

자신과 통화하면 입소자가 집을 그리워할까 선뜻 연락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자녀들은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께 죄송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집에서는 직접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부모님과의
전화연결을 버겁게 느끼고 심지어 피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자녀가
연락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어르신이 가족과 취하고
있는 연락의 빈도는 다양하다.
김원일 (기관장): 그니까 다양해요, 다양한데. 너무 인제 그 여기 계신데
너무 과잉하게 많이 (면회를) 와도, 너무 안 찾아와도…. 그리고 인제 뭐4,
5년 정도 되면은 가족들이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을 스스로 자기 입으
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어르신) 듣는 데서 하지
말아라, 우리 직원 듣는 데도 하지 말고, 나 듣는 데서 하지 말아라. 그래
서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시면 후회합니다, 내가 항상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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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사자들은 어르신이 요양원 생활을 함에 있어 가족들이 너무
빈번히 전화를 하는 것도, 그리고 지나치게 어르신을 찾아오지 않는 것
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 전한다. 또 어르신의 입소 기간이 길어
질수록 가족들과의 연락 빈도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들이 어르신이나 종사자 앞에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주 보호자의 결정과 동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종사자들에게 “보
호자들도 맘을 떼고 제껴 놓고 (시설에서) 알아서 해주시오 [사회복지
사]” 하는 가족들도 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어르신의 건강
이 위독하여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화 못 받으니 (필요한 사항은) 문자
로 남겨주세요 [사회복지사]”하는 가족의 체념적 태도는 종사자 입장에
서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2) 대면구조의 일방향성
방문을 통한 가족과의 대면은 가족-입소자 관계구조의 일방향성이 더
욱 강하다. 전화연락의 경우 어르신들 측에서도 시설 직원에게 통화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나, 방문의 경우 입소자
들이 먼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르신
이 주 보호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외출을 할 때에도 종사자들
은 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외출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독특한 점은 정작 가족들도 본인이 원할 때마다 어르신을 만나고 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전화연락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A 요양원에
면회를 오면 어르신이 가족을 보고 “자꾸 이제 쫓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기관장]”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입소자를 직접 보기 힘들어 가족들은 방
문 빈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기관장은 이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들려주
었다.
김원일 (기관장): 어떤 분들은 CCTV로 (부모님) 얼굴만 보고 가시는 분도
있어. 왜냐하면 자꾸 이제 쫓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복지사한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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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CCTV 확대해서 얼굴만 보고 가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올 때마다 안
보고 오늘 오고 왔다가 한… 세 번 오면 한 번 보고 가고 이런 분도 계시
고.

면회 시간대를 기관 차원에서 정해두고 있는 요양원들과는 달리, A 요
양원에는 면회 시간의 제약이 없어 보호자들은 원하면 언제든 기관에 방
문할 수 있다. 가족들의 전화연락과 방문의 빈도가 가족-입소자 사이 관
계의 질이나 밀도를 설명해주는 절대적 척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자 사이의 교류 과정에는 종사자라는 매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입소자가 지니는 관계유지 욕구 충족에는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양원에는 자동잠금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이 두 개가 있다. 요양원 밖
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개폐 버튼을 가볍게 누르기만 하면 되고 문
이 열렸다가 닫히면 6초 내 문이 자동으로 잠긴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
는 경우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 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종사자들과 가족뿐이다. 입소자와 외부의 관계구조가 출입문과
닮은 점은 꼭 종사자나 보호자의 매개를 거쳐야만 한다는 점이다.
물론 잠금장치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함으로, 관찰기간 누군가의 실수로 잠금장치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어르
신이 밖으로 나갔던 것도 두 번이었고, 다행히 몇 분 만에 상황은 정리
되었다. 이는 A 요양원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일은 아니다. 치매환자의
실종사고는 매우 빈번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불가능한 어르신이
많음에도 외출시 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각종 사건과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입소자의 자율성 보장에 있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한 답
은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제약이 요양원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서만 발생
하는 것은 아니다. 요양원 내 관계의 기제를 살피면서 입소자 사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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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제약하는 다양한 요인, 그리고 입소자들은 종사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입소
자에게 있어 요양원에 입소한 사실은 떳떳하지 못한 그리고 주변인에게
알리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이러한 욕구가 전달되지 못
하는 메커니즘에 있다. 다음 장에서는 A 요양원 입소자가 시설 내부의
사람들, 즉 다른 입소자나 요양보호사와 형성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 다
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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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다른 입소자,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3장에서는 A 요양원의 내부의 관계, 즉 입소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입소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에 대해 다룬다. 요양원 내부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의 실제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본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w

제 1 절

입소자간 관계의 제약과 새로운 소통방식의 형성: 입소자

들은 건강의 제약, 생활공간의 공유, 요양원에 대한 낙인 등을 이유
로 다른 입소자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감춘다. 일반적 관계를 형
성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다른 입소자와 친밀
한 관계형성에 대한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입소자 서로는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에 적합한 소통방식을 갖추
게 된다.
w

제 2 절

요양보호사와의 서비스 중심적 관계: 입소자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돌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 실천하는 요양보
호사와의 관계에 대해 다룬다. 그들은 서로를 친밀한 관계형성의 대
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케어 제공자와 이용자라는 서비스 중심적 관
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입소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갈등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서로 가까이 지내거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야 한다는 욕구를 갖지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늦추지
도 못했다.

제 1 절

입소자간 관계의 제약과 새로운 소통방식의 형성

입소노인이 다른 입소자와 긍정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시설 내 다른 입소자의 존재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감은 입소자의 시설 적응을 돕고 무력감이나 외로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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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는 데에 효과적이다(이가언, 2002). 하지만 A
요양원 내에는 입소자들 서로가 친밀하다고 느낄만한 관계를 형성하기에
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물론 기관장은 입소자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요양원 내부의 개인이 가깝게 지내고 싶거나 거리를 두고 싶은 누군가를
선택하는 선호와 취향은 요양원 밖의 “사회”의 것과 같으며, 그들이 고
령이라는 사실은 관계에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김원일 (기관장): 그거는 인제, 똑같애. 사회랑 똑같다구. 친한 사람 한 둘
있고 나머지 사람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옛날에 심지어는 이불도 우리가
사다주면, 내가 다양하게 분홍색, 노랑색, 그것도 상대방께 더 예뻐 보인다
고 바꿔달라고 그러고 막 여자분들 똑같애. 근데 어떤 분은 저거, 모자 안
쓰면 안 나오고 모자 꼭 쓰고 나오고 그래. 남녀관계 그런 것도 똑같애. 남
자 의식하고 여자 의식하고. 여자들도 친한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똑같애.
여기 왔다고, 내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연세가 많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연세가 적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 사회랑 똑같애. 근데 이제 어떤 분
들은 공자나 맹자 정도의 그 정도의 그런…. 학식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
은 (친교에 대한) 기대를 안 하지만 그게 나이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
아. 그런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똑같애. 대부분은 똑같아요. 사회랑.

기관장의 말대로 A 요양원 입소자들은 입소 사실과 상관없는 다양한
주제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자신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몇몇과 특
별히 가까이 지내는 방식으로 어울리고 싶은 사람을 선택한다.
인터뷰 참여자인 김순혜 할머니 역시 요양원에 대해 “사회”라는 표현
을 사용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사회는 기관장의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할머니에게 A 요양원이라는 사회는 바깥의 세상과 “완전히 틀
린” 곳이었다. 할머니가 입소 후 처음 자신의 방에 들어갔을 때 만난 다
른 입소자들은 “친구가 아니라서” 자신에게 무서움을 주고 긴장을 풀어
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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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혜 (입소자): 여기 오니까, 참. 이게 벌써 사회구나 싶고, 집하고는 완
전히 틀려. 완전히 틀리다는 거. 분위기도 그렇고. 완전히 내가 처음 와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말하는 거, 이런 것이. 그렇게 딱 느껴졌어. 그리고
이, 친구가 아니라서, 무섭구나. 그것부터 느끼고 마음을 탁 놨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이 생각을 탁 가졌그든? 그래서 쫌, 긴장이 되드라고.

이처럼 어르신에게 있어 A 요양원은 입소 이전의 관계기제가 형성, 유
지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기는 하나, 기존 논의에서 제시하는 입
소자 간 친밀한 관계형성이라는 과제의 달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노인이 형성하는 관계의 의미와 기제는
일반 노인의 것과 구별되는 특수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형성이라는 과제를 입소자에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노년 일반에 적용될 법한 제한적이고 편견에 입각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요양원이라는 공간과
입소자의 생애 그리고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그들 사이의 관계에 작
용하는 장애요인을 폭넓게 다룬 후, 그러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
해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1. 관계 형성을 제약하는 요인
1) 입소자 간의 건강 격차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김순혜 할머니는 평소 거실에 자주 나와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입소자 중 한 명이다. 김 할머니는 요양원 입소 이전과 이후의 삶
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다양한 사람들과 한 공간에 머물
러야 하는 요양시설에서 이전보다 더욱 “생활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김 할머니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러한 긴장감은 김 할머니께 큰 고민거리가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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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내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
이다.
김순혜 (입소자): 생활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나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
사니까, 저 사람들한테 맞춰서 그 분위기에 맞게 그 이야기가 나오면 하고,
그치. 내 이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하지 말아야겠다. 안 하는 성질인
데- 안 하지. 해봤자 소용없그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르니까 아-무리 하
라 그래도 난 안 할라 그래.

김 할머니가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도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기존 요양원 관련 연구에서도 입소자들이 겪는 어려움
으로 빈번히 지목되어 왔다. 개인의 사회적 혹은 신체적 특징에 따라 요
양원 입소자들은 시설 내에서 친구 관계 형성의 기회를 차별적으로 획득
한다. 그 동안 입소자의 관계형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낮은 인지기
능, 약화된 시력, 구술 능력의 퇴화 등이 제시된 바 있다(Retsinas and
Garrity, 1985).
실제로 A 요양원에서도 입소자 건강수준, 특히 인지기능에 따른 대화
의 제약은 쉽게 발견된다. 기관장은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또 서로 다
른 이야기를 하세요. 서로 다른 얘길 해. 나는 여기, 내가 저 군대생활
얘기하면 또 한 분은 여행 갔던 이야기 하시고”라며 치매로 인해 입소자
간 상호작용 방식이 일관적이지 못함을 설명했다. 때문에 인지능력의 상
실이 비교적으로 덜한 입소자들은 요양원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원만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만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A 요양원 내
입소자의 대부분은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준이 모두
비슷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여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대화
의 흐름과 무관한 주제를 갑작스럽게 꺼내는 사람, 한창 대화에 참여하
다가도 마침 옆을 지나가는 요양보호사에게 아까 간식을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대화의 흐름을 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절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참여 기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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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각각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보행을
할 수 없어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거실로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청력 혹은 언어능력을 상실한 입소자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대화 참여의
제한을 경험했다. 또 방에서 나오기 어려운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들과
한 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말이 통할만큼의 인지수준을 가진 사람
과 함께 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더 큰 고립감을 느낄 수 있었다.

2) 입소자 간의 욕구 충돌
외부인과 형성하고 있던 관계망이 축소함에 따라 입소자에게 있어 내
부인과의 관계가 지니는 중요성과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욱 확대된다. 때
문에 입소생활 적응에 있어 다른 입소자와의 관계의 질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A 요양원 내에서도 입소자간 관계는 개인이
시설 내 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함에 있어 긍정적 효
과를 제공한다. 독특한 점은 A 요양원 입소자들이 다른 입소자와 형성
하고 있는 관계는 우정 혹은 친밀함으로 표현할 만한 유형의 것이 아니
라는 점이다. A 요양원 입소자간 관계는 개개인에 어떠한 정서적 지지
감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이를 실천모델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정서
적 친밀함’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Gutheil, 1991).
김순혜 할머니 역시 다른 입소자와 형성해야 하는 바람직한 관계는 정
서적으로 친밀하고 가까운 것이 아닌 원만한 것인 듯했는데, 여기서 원
만함이란 여러 사람과 함께 머무르는 요양원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거
나 신경에 거슬리지 않고 적정한 경계를 두며 무난하게 입소생활을 하
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말벗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이다. 서로 다른 입
소자가 한 데 모여 있어 각자가 지니는 다양한 욕구 간의 충돌은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데 김 할머니 역시 A 요양원 입소자들의 다양성, 즉 입
소자들 각각은 성격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
었다. 오히려 그들이 가깝게 지내는 것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동료애를 느끼면서 지내[요양보호사, 정미란]”는, 즉 나와 A 요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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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머물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라는 동질감에서 촉발되는 듯했
다.
김순혜 (입소자): 성격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환경이 틀린 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성격도 맞춰나가면 되잖아. 내가 볼 때 저 사람 빽-하고
이런 성질, 뭐 가만있음 되는 거야, 그게 이길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뭐 말
하는 거 들어보고 대답해주고 모르는 거 모른다 하고, 그러면 만사가 좋그
든? …(중략)… 학벌 같은 거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이런 데 와서 누가
그런 거 묻는 거 다 잘못이야. 말 가만히 두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주고받
거니 뭐 할 이야기 하고, 밥 나오면 먹고, 치우고 세수하고, 또 낮이면 이
야기 나누고 주고받고 하고 지나고. 그러면 뭐- 괜찮은 거야. 그른데, 그르
케 좀. 빼족한 사람이 있어서...

그 중에서도 A 요양원 입소자에게 있어 같은 병실(방)을 사용하는 사
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요양원 생활에 더 큰 영
향을 미친다. 김순혜 할머니에게 요양원 입소 후 쉽게 긴장을 내려놓을
수 없던 이유이자 입소생활에 있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던 요인 역시
같은 병실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할머니와의 관계였다.
김순혜 (입소자): 내가, 불미스럽고 자리를 잘못 봤구나, 싶은 게. 저 방이
아니고 다른 데 어제- 같은 할머니들이라도, 같은 할머니라도 보통 말하면
다 통하잖어, 그치? 그럼 다른 사람, 사나운 사람 없어- 저 사람(같은 방
을 쓰는 할머니)이 제일 그런 것 같애. 내가 (거실로) 나갔을 때도 할머니
들하고 만나면서 대화해보그든? 다- 순하고 좋아. 그른데, 사나운 데가 있
어서 참… 이게 좀, 이르케 우리 맘에 있는 말도 못해요.

김 할머니는 평소 다른 할머니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할머니
는 괜찮을까? [김순혜]”하고 요양원 생활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
지만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에게서는 그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같은 방의 할머니는 평소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내뱉어 자신이 긴장을 놓을 수도, 방에서 편히 있을 수도 없어 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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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미숙 (요양보호사): 인지가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같은 걸
하는 것도 냄새가 더러우면 그런 것도 싫고 또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치
매 어르신들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인제 그런 것들도 다 걸
리적거리니깐 싫은 거고. 인지가 있으니깐.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방을, 그
러신 분은 그러신 데로 아닌 분은 아닌 데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통합으로 같이 모시고 있는데- 그런 거가 좀 힘들고. 그러면 우리
를 괴롭혀, 저 분 내보내라고, 나가라고. 그러면 그 분은 못 들어가고 어쩔
때는 거실에 같이 있어요, 우리랑. 그런 게 참 힘들어요, 어렵고.

같은 방을 사용하는 입소자와 가까워지는 것은 개인의 요양원 만족도,
삶의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Bitzan and Kruzich, 1990). 때문에 A 요양원 입소자들 역시 같은 방
입소자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 입소생활의 의미를 달리 갖는 듯했다. 누
군가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한 방에서 식사, 수면을 함께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또 나의 개인용품을 한 곳에 둔다는 것을 뜻한
다. 때문에 하루 중 한 공간에서 나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입소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이 떨어질 것이라 추측하기
쉽다.
요양보호사는 휠체어에 앉아 하루의 대부분을 거실에서 보내는 어르신
을 가리키며, 그 어르신 역시 같은 방의 다른 입소자의 불만으로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휠체
어가 아닌 방의 침대에서 편히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며,
어르신의 보호자 역시 어머니가 더 편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길 바랄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입소자들은 이따금씩 어르
신이 치매로 인해 이상행동을 보일 때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을 방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고는 한다.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는 이 역시 대처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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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숙 (요양보호사): 그렇지, 근데 우리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서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침상에 뉘여 드려야 되잖아. 뉘여 드려야 되
는데 이 어르신 이렇게 휠체어에 앉혀 드리면 누가 좋다 그래요, 보호자들
은 싫다고 하지- 자기 엄마가 침대에, 침상에 있어야 하는데 왜 안 뉘여
드리냐, 뉘여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다른 입소자가) 본인
이 싫다고 하니깐 나가라고 막- 하면은 그 어르신에 대응하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 왜 어르신, 왜 그러냐. 이 어르신 자리지 않냐 (해도) 싫다 이거
야. 시끄럽고 자기- 잠을 못 잔다 이거야, 자기가. 그니까 나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여기 있다 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A 요양원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을 각 방에 배치할 때 1, 2인실을 상급
병실로 구분하던 기준을 없애고 상황에 따라 임의로 입소자를 배치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다. 다인실을 이용하던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들과 심
한 갈등을 겪어 종사자의 개입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 처
했을 때, 종사자들은 어르신에게 여쭤본 후 1, 2인실로 방을 바꿔 문제
상황을 차단하고 있었다. 다른 입소자와 갈등적 관계에 놓인 후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그 사람과 계속해서 한 방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
과, 그 사람을 방에서 나와 TV를 보고 간식을 먹기 위해 잠시 거실에
나갔을 때 마주치는 상황의 무게는 다른 것이다.

3) 요양원 인식: 관계형성이 불필요한 장소
A 요양원 입소자 사이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거실
이다. 왜냐하면 어르신 중 다수가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다른 방으로 자
유롭게 이동하는 것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때때로 방을
나서길 원하는 어르신들을 휠체어에 앉혀 거실에 데려다 준다. 또 거실
은 요양보호사들이 바쁜 와중에도 가장 많이 지나치는 곳이기 때문에 치
매환자처럼 많은 주의를 요하는 어르신이 항상 자신의 시야에 있기를 바
라는 이유도 있다. 따라서 입소자들이 자신의 방에서 벗어나 다른 방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거실이 되며 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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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거실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요양원 입소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주제가
대부분이다. 어르신들이 나누는 대화 전반의 특징은 ‘나’가 빠져있는, 즉
나의 삶과 경험을 공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대화라는 데에 있다. 특
히나 가족 이야기는 이러한 대화의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소재이
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기노출이
며 이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질을 결정함에 있어 매
우 중요하다(Broder, 1982; Kovach and Robinson, 1996에서 재인용).
물론 가끔씩 여러 입소자들이 대화를 하던 중 한 분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지만 나머지 어르신들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가족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식의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족관을 표현할 뿐 실제 ‘나’의 가족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김순혜 (입소 12개월차): 어, 하지. 이제 집에서 있었고 뭐, 저 동네에서
이런 이야기지, 이제 뭐…어디… 사회 생활한 이야기라든가 학교 이야기라
든가 저언혀 안하지. 학교 이야기 하면 재밌지. 듣고 거긴 어땠었는가, 알
고 그치? 전혀 안 하니깐 몰라! 그걸 일부러 내가 걸 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치. 나오는 이야기 듣고 이르케 이제 좋고, 재밌고. 뭐라도… 난 다- 분
위기에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김 할머니는 어르신들끼리 살아온 이야기가 공유되지 않는 상
황을 두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 말한다. 할머니에게는 A 요양원 어
르신들 각자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맞춰나가며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괜찮은” 것이었다. 오
히려 할머니는 “이런 데 와서” 다른 입소자에게 학벌 같은 것, 사회생활
경험 같은 것을 묻는 게 “잘못”된 일이라 이야기한다.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 계시면서 뭐 노인정을 간
다든가, 이런 데 가면 안 그러잖아요. 얘기하고 뭐라도 줄라 그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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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잖아. 싸울 때 싸울지언정 자식 얘기도 하고 딸 얘기도 하고, 그러잖
아요. 근데 ‘여긴’ 절-대로 안 해요.”라며 입소자가 자신에 대해 드러내
지 못하는 것은 요양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한 일이라 지적한다.
또 그는 다른 공간과 달리 요양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어르신들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
한다. 어르신들이 ‘나’의 이야기를 배제하며 나누는 대화는 그들이 지니
는 다른 입소자의 존재와 관계 형성의 의미와 기대를 일부 보여준다.
김순혜 (입소자): 그냥 다-같이 이르케 참 좋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그럴 수 있지. 다 성격이 틀리니까 그지? 그래도 웬만한 건 다 통
할 수가 있는데, 뭐 말을 못 해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있는 동안은 그냥 서
로 다- 좋게 지나고 말도 하면서 그르케 지나면 좋겠어. 뭘 계속… 하긴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장소가 아니잖아?
연구자: 그럴 장소가 아니에요?
김순혜 (입소자): 그니까 화목하게 이르케 지나면서 그래 말할 사람도 없고
그르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르니까 내 방에서 이제 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볼 책이 없고.

위의 대화는 입소 생활 중 다른 어르신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김 할머니와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할머니는 다른 입소자와
“다 좋게 지나고 말도 하면서” 지내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현하다가도
“그럴 장소가 아니”라며 이내 그 기대를 접는다. 그렇지만 어떠한 관계
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때 좋은 혹은 나쁜 관계로 양분하는 그 기
준은 매우 모호하며, 개인이 꼭 타인과 양질의 관계를 형성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실천이론과 모델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이 양질의 관계라
함이 곧 정서적 친밀한 관계이며 때문에 입소자 사이 가까운 거리를 유
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와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그럴 수 없다면, 혹은 애
초에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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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와 Sachs(1990)는 입소노인 사이의 관계를 두고 위와 같이 자신
에 대해 드러내지 못하는 입소자들을 두고 ‘친숙한 이방인(intimate
strangers)’으로 유형화 하고 있다. 입소자들은 서로 비슷한 연령대에 속
할 뿐 아니라 비슷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동일한 시설 환경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들이 친밀감, 감정적 동질감을 느끼며 가까워질 것이라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동질적이고 일률적인 개인, 환경 조건의
구비가 친밀한 관계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들 서로를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데에 그칠 수 있었다. 김 할머니에게 A 요양원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말을 나눌 사람이 없고 그럴 필요가 없
는 장소였다.
할머니께 A 요양원 내 친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에도 “없어, 지금
은. 지금은 그냥 아무도, 보통으로 이렇게 대하지. 친하고 할 것 없고.
있으면 모르지, 어쩔지 모르지만.”이라고 대답하셨다. 할머니가 다른 어
르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함에 있어 ‘이런 데’ 혹은 ‘그럴 장소’ 등의 표현
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결국 요양원이라는 장소, 즉 입소 이전 생활환경
과 구별되는 특징이 요양원 내 관계형성에 제약을 주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특히 A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있어 요양원이라는 장소
가 아래와 같이 인식될 때 관계의 제약이 발생하는 듯했다.
(1) 삶의 공간이 아닌 죽음의 공간
첫째로 입소자에게 있어 요양원이 삶의 공간이 아닌 죽음으로의 공간
으로 인식될 때 그러하다. 이는 사회 일반에서 공유되고 있는 요양원의
부정적 인식의 전형으로, 노년기의 새로운 삶의 공간이 아닌 죽음을 맞
이하고 기다리는 장소로서 표상되는 요양원의 부정적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외부에서 부여하는 요양원에 대한 상징은 요양원 내 입소자 개인
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입소노인들은 입소를 계기로 갑작
스러운 정체성 혼동을 겪으면서 촉발될 두려움 보다, 요양원 밖에서 그
낙인을 만들어내던 경험자로서 자신이 입소를 계기로 어떠한 존재가 될

- 72 -

지 알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도 있었다(고프만, 2009:
200). 실제로 주 보호자인 가족들도 부모님을 모시는 대안적 공간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는 요양병원을 더욱 선호했던 것과 같이 입소자
들 역시 요양원을 자신의 병세를 개선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
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양원의 의료적 기능 부재에 대한 인식을 두고
단순히 외부에서 부여하는 낙인에 불과한 것이라 여길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실제 A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
지 않으며, 입소자의 대부분은 입소 이후 사망하여 결과적으로 요양원이
입소자의 사망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거의 다 그럴걸요? 요양원 간다 그러면 죽으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
을 하세요. 그리고 암암리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고 당신이 말씀 안 하
셔도 주변에서 “아유, 저 할머니 요양원 간대. 거 죽으러 가는 거지 뭐여.
거기 가면 다 죽잖어, 죽어서 나오지.” (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사
실. 요양원에 들어오시면 거의 99.9%는 돌아가시죠. 그냥 쌩쌩하게 걸어서
나가시지는 못하죠. 왜냐, 우선은 그래도 거의 우리 (입소자) 연령대가 80
대 중반 넘을 걸요? 아마? 그러면, 이 분들 다 병원치료 하고 이제는 다
약물치료밖에 안 하는 거예요. 드시는 약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그거 드시고 회복해서 집에 가시기는 어렵죠. 그니
까 그 말이 맞아요. 요양원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 그러
니 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들어오시고 나면 기가 팍 꺾여요. 맨 먼저.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요양시설 입소자로서의 정체성보다 강
하며 그리고 더 많은 ‘지위’를 갖게 하고, 단순히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
운 사람’으로 타인에게 보이는 것보다는 죽어가고 있다고 명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케어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정당화하기 쉽다
(Chenitz, 1983, 94). 또 노인에게 있어 시설이 곧 ‘삶의 종착지(end of
the line)’로 여겨진다는 것은 그 동안 삶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의
상실과 ‘새롭게 시작’할 시간적 여유와 능력도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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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Nay, 1995). Nay는 입소자들이 시설을 종착지로 인식할 때 그들
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 소유물, 정체성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2) 실패한 노년의 집합소
둘째는 요양원이 성공적이지 못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집
합소로 인식이 될 때 그러하다. 가족주의적 문화에서 요양원 입소라는
사건에 부여되는 낙인이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같이,
입소자들은 삶의 무력감과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
온 집과 환경을 떠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게 된
어르신들은 자신의 노년기를 두고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 쉽
기 때문이다. 이는 어르신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나’ 없는 대화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양원 입소 후 실패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
들이 모여 있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이 지난 삶의 성취와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필요는 사라진다.
김원일 (기관장): 대부분의 공통화제는 별로 없어, 이 분들이. 자식들 얘기
하거나 텔레비전에 뭐 나오면 그 얘기하거나 그런 거지. 제일 좋은 것은
옛날처럼 가족하고 같이 살다가 집에,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지만, 지금 그게 안 되니깐 못하는 거지.

김순혜 할머니께 요양원 내에서의 주된 일과에 대해 물었을 때 “내가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요양원에서 본인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고 되물었을 때 자신에게 중요한 일은 요양원 바깥
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뿐이며 그 일에는 자신에게 중요한 지인을 만나
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순혜 (입소자): 중요한 것도, 나한테 일찌감치 중요한 거는 나가서 볼일
보는 건데. 아직 안 만나, 걔들 인제 암 것도, 내가 인제 나중에 안정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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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나가서 만나가지고…(중략)… 나이 먹고도 뭐 만난다고 나가서 이래 댕
기지도 못하고 아주 싫드라고. 젊을 때하고는 아주 그래.

김 할머니는 인터뷰 중 ‘안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입소자로
서 할머니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다른 사람과
만날 만한 “안정적” 상황에 놓여있지 못하다고 말한다. 즉 할머니의 삶
에 있어 A 요양원에 머무르는 기간은 불안정의 시기이다. 보고 싶은 사
람을 자유롭게 만나는 것,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 TV 드라마를 보
며 아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경험 모두 나의 삶이 안정됐
을 때에나 할 수 있던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2. 입소자로서의 정체성: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의 형성
1) 건강의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소통방식의 형성
위에서와 같이 A 요양원 내부의 상호작용에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한
다. 특히 입소자 개개인이 공유하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건강수준의 차
이가 클 때 그 제약은 더욱 증폭된다. 특히 건강수준 요인의 경우, 입소
자 각각 서로 다른 인지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상호작
용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간헐적인 의미의 공유만이 가능해진
다. 이는 치매환자간의 대화에서 빈번히 포착된다. 그들은 온전한 대화
를 하며 소통의 욕구를 충족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던지지만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때문에 기존의 몇 연구는 입소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를 건강수준,
특히

인지능력에

따른

위계구조로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Gubrium(1997)과 강정희(2013)는 입소자들은 치매 유무나 청결 유지
정도 혹은 기저귀 착용 유무 등의 기준을 들며 보이지 않는 위계를 설
정하고 갈등을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인지가 건강한 입소노인은
치매노인을 두고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시설 내에서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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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 우월한 지위의 입소
자는 무리(cliques)를 이루어 치매노인을 비하하거나 소외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A 요양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인지능
력이 좋은 편에 속하는 입소자들이 그렇지 않은 입소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A 요양원 내 입소자
간의 건강격차는 말 그대로 격차, 즉 차이일 뿐 이것이 입소자 내부의
위계적 관계구조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인지의 차이로 인해 요양
원 바깥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온전한 형태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제약을 포용한 채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
방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이는 요양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
는 공간이라는 공공적 특징(public nature)을 이해하고 있는 입소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보다 인지가 좋지 않은 입소자를 배려
하며 소통하는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할머니 두 분과 대화를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
지만 자신의 질문에 기대하던 대답을 듣지 못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
며 경청하는 몸짓을 취했다. 그러던 중 연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할
머니는 이러한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손을 살짝 위아래로 흔들며 한쪽
눈을 찡긋하고 미소를 보이셨다. 그 미소는 자신도 이 사람의 대답이 이
상함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인지능력과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말을 계속해서 들어줄 의사가 있다는 신호였다.
A 요양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대화는 빈번히 행해진다. 인지능력이 상
이한 입소자들이 거실에 모여 대화를 하다가도 치매 입소자의 이상행동
이나 엉뚱한 대답으로 대화의 맥락이 끊길 때가 있다. 하지만 몇 어르신
들이 이에 보이는 대응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되려 어르신들은 소란을 피우는 사람, 대화를 끊는 사람의 이야
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농담으로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
야기의 화제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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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숙 (요양보호사): 저 쪽 인지 있으신 분하고, 치매 왔다 갔다 하시는
분하고 같은 방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은 인지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 “아이고, 금방 아까 밥 먹었다고 했는데 금방 안 먹었다고.
밥 먹었잖아- 정신이 없어.” 하면 (치매 어르신도) “어, 내가 정신이 없
네.” 이렇게 하면서 받아 치고. 엄청 좋게 지내요. 그러면 그 어르신은 다
이해를 하는 거지. 저 어르신은 병이구나. “치매라는 게 병이에요. 흉이 아
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지. “음, 그렇구나.”
하고 받아 들여요. 인지가 있는 분들은.

또 어르신 가운데 자신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거동에 불편이
있다면 그를 만나기 위해 다른 방으로 찾아 가기도 한다.
김원일 (기관장): 또 어떤 분들은 또 옆방으로 가지. 마실도 오시고. 할머
니들도 이제 침대까지 와서 얘기 나누시는 경우도 있고 거실에서 이야기
나누는 분도 있고. △△ 어르신 같은 경우는 혼자 못 걸어 나오시니까 그
분한테 찾아가셔서 이야기하는 분도 많아. 그 분이 인제 또 휠체어를 타서
다른 방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2) 입소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 관계에의 투영
어르신들이 함께 거실에 모여 TV 드라마를 볼 때에는 TV에 나오고
있는 배우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 간식으로 찐 감자가 나온 날
엔 어떻게 하면 감자를 더 맛있게 쪄낼 수 있는지 각자가 알고 있는 요
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또 누군가 몸이 아프고 서러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할머니들은 위로와 공감을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A 요양원 입소자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털어놓고 그들과
우정, 정서적 친밀함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는 못한다.
하지만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실천모델에서 입소노인이 다른 입
소자와 정서적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
하는 경향은 쉽게 발견된다. 그렇다면 A 요양원 입소자들이 ‘나’를 드러
내지 못한 채 일상적인 대화만을 나누며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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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크게 갖지 못하는 것을 두고, 그들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며 실천
적 개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입소자 사이의 상호작
용은 완전한 의미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다른 입소자와 서로를 향해 보이는
몸짓과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입소자들이 입소 이전에 놓여 있던 상황이 어떠
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처해있던 생활조건을 두고 사회복지
사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집에서 어르신들 모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집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뭐.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집에서 어르신들 매여가지고 24시간
돌보려고 하는 그런 환경은, 여건은 아니[사회복지사]”라고 설명한다. 요
양원 입소를 계기로 입소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항상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는 점에 있던
것이다.
김원일 (기관장): 여기서 두 분이 퇴원했어. 걸어서 나갔어요. 전원이 아니
라, 퇴원한 분이 두 명 있다고.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운동을 시키고 그
런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할 때는 균형식단에서 그 식사를 잘하기 때문에
몸에 근육도 생기고 내가 볼 때는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적
으로는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고 들어주고 이거 뭐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이
제 안정이 되는 거지. 어떤 분들은 집에 있으면 더 불안한 사람이 있단 말
야. 사실 집에서 혼자 낮에 집에 있다가 식구들 들어와서 자고 그러면 24
시간 중에 대화할 시간이 얼마나 있겠냐고, 식구들하고. …(중략)… 근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 있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중략)…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의, 내가 볼 때 80프로 이상
은 여기 계신 게 나아, 집에 계신 것보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인지도 바르고, 어떤 신체 조건도 좋으신 분, 이런 분들은 나도 여기 왜 계
신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지. 근데 집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시골에 뭐, 지
금도 대부분 시골에 계신 분들이 혼자 남아 있는 거야. 또 여자들이 오래
사니까, 두 분이 계시다가 남자가 돌아가시면 여자 분 혼자 계신 거야. 그
래서 계속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자녀들이 모셔 가지고, 그러다가 각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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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안 될 때 들어오고.

입소를 결정하기까지 노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일상생활수행능
력의 충족을 도모하는 돌봄 행위의 공백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건강의
상실과 더불어 관계망의 축소를 극단적으로 경험하는데, 그들이 생활함
에 있어 취할 수 있는 일상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연결의 형태는 집에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자신에게 케어를 제공해주는 주 돌
봄자와의 교류 단 하나이다. 물론 입소 이후 그들은 요양원에 대한 부정
적 인식과 요양원 입소자로서의 낙인을 피하지 못하며 요양원 내에도 자
신의 말과 몸짓의 의도나 생애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만한 입소자는 많지
않다. 또 스스로의 건강 여건 역시 악화되면서 입소 이전의 자신의 모습
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만한 동기를 상실할 수 있다.
하지만 입소노인에게 입소 이전과 달리 자신의 비어있는 일상을 채워
주고 가족에게 조차도 공유하기 어려운 입소생활의 어려움울 나눌 수 있
는 다른 입소자와의 관계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간다. 그리고 집과 병원
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면 충족되지 못했을 감정적 반응을 기대하며 온
전하지 못한 대화와 제스처를 통한 상호작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게 된다.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다른 입소자에 비해 상대적으
로 좋은 편에 속하는 입소자들은 처음에 불만을 갖기 쉽지만, 요양원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다른 노인이 지니는 건강
의 제약을 포용하는 새로운 상호작용의 방식을 만들어낸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입소 후) 좀 있어보면 ‘어, 그래도 내가 죽지 않는
데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지, 애가 처음에 유치원 갈 때
엄마 손 떨어지면 막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면, 자기가 뭔가
딱 살라고 하는 것처럼 엄마가 볼 때하고 또 다르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그래요. “우리 엄마 굉장히 식사 잘 안하세요, 뭐 안 드세요.” (가족들이
말) 하는데 와서 보면 다 드세요. 다 드시고, 더 달라 그러고 그래요. “잘
드시는데,” (하면 가족들이) “허, 그래요? 우리 엄마 그런 거 안 먹는데?”
욕심이…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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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입소자들에게
서 언제부터인가 입소 생활에서 보이는 태도의 전환이 관찰된다는 점이
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욕심”이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와 형성하는 관계의 변화와 명확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그렇지만 입소자의 개인적 정체성은 그들에 부여되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도, 입소를 계기로 경험하는 내부인과
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소자는 가족과 공유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의 것을 다른 입소자와
나누게 되고, 가족돌봄 환경에서는 얻을 수 없던 새로운 자원의 획득을
기대하며 입소자간 관계의 의미는 생성된다. 물론 이러한 관계가 입소
이전의 정체성으로부터의 분리, 혼란의 극복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개인이 사람을 적절히 구별하고 그에 맞추어 상호작용해 나가
는 과정에 있어 정체성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때(김동선,
2016) 입소노인은 요양원 내에서 입소자로서의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제 2 절

요양보호사와의 서비스 중심적 관계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다(노인복지법 제39조 2항).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제시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육과정에는 요양보호사가 되
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 중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에 대한 교육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효율적 의사소
통, 의사소통 및 라포트(rapport) 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 시청, 음
악 듣기 등) 세 항목으로, 이는 시설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업무는 신체
적 요양보호뿐 아니라 정서적 영역의 요양보호도 포괄함을 의미한다.
황은희, 정덕유 외(2012)는 요양보호사 418명의 직무를 분석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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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요양보호사가 해야 하는 정서적 요양보호와 관련한 주요 업무로
여가활동 보조(대화 상대하기, 함께 놀이하기), 의사소통 보조(정서지원
하기)가 제시되었다. 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요양보
호사들은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에 비해 정서활동 지원보다 신체활동 지
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그들은 입소자와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정서적 요
양보호라는 하나의 서비스로 분류된다. 본절에서는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와의 관계 형성 기제에 대해 살필 것이다.

1.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의한 관계의 질
A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 11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은 3, 4명씩
조를 이루어 3교대 근무를 한다. 때문에 하루 출근하는 요양보호사는 4
명 정도로, 그들은 25명의 입소자를 돌보기 위해 한 명이 각 7~8명 정
도의 입소자를 맡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마다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세탁 후 건조된 빨래를 입소자 방으로 가져가 정리하
고 식사 수발, 배식, 일지 작성, 목욕 등의 업무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과 일상적 대화를 하는 시간은 길지 않다. 요양보호사가 잠시 거
실에 앉아있을 때에도 어르신의 호출 신호가 울리면 얼른 자리에서 일어
나 어느 병실에서의 호출인지를 확인해 어르신의 요구를 들어드려야 한
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와 하는 대화의 거의 대부분은 입소자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7~8명의 입소자를 만나기 위해 병실에 머물러 있는 시간 보다
는 거실과 복도, 사무실을 오가는 시간이 더 길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다른 입소자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요
양보호사에게 해야 한다는 욕구를 표하거나 요양보호사와 자신의 이야기
를 나누지 못하는 데에 불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 참여자인 김
할머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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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관계였으며 자신이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라고
말한다.
김순혜 (입소12개월차): 어, 이야기도 특별히 많이 할 것 없어. 또 내가 그
르케 이야기를 자꾸, 지금은 이래 말이 나왔으니까 끝도 없이 하지만…
(요양보호사와) 이야기를 그르케 안 해 또. 딱 할 말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면 이야기만 해주고, 입 딱 다무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물어볼 일도
없고, 또 누구 알아볼 것도 없고 그래. 알 필요도 없고. 물어보면 그 사람
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해주겠어? 어리석은 짓이지, 절대로 안 물어봐.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 각각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요양보호사의 존재가 입소자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요양보호사 각각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는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는 전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김원일 (기관장): 어르신들에 따라 틀려. 똑같은 사람(요양보호사) 두고 어
떤 사람은 잘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그래. 그러니까 (요양보호
사가) 열 명이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두세 명이 있어. 어떤 계기
가 되가지구, 어떤 사람은 아주 극과 극인 사람, 작년에 퇴직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가면 나도 집에 간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
리 내보내라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호불호가 분명해요. 요
양보호사에 따라.

1)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A 요양원 입소자들이 특정 요양보호사를 선호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
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나의 몸이 얼마나 편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
다. 즉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얼마나 능숙한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건강 관련 욕구를 적절히 파악한 후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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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인지 하는 요양보호사의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부족한 식사시간 때문에 국에 밥과 반찬 조금을 한
데 말아 한 숟갈 크게 떠서 급히 어르신께 식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그릇에 말아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밥
과 국을 꼭, 따로 한 숟갈 씩 나누어 드려야 한다는 요양보호사도 있다.
또 기저귀를 교체해야 하는 시간에도 어르신 침대 옆에 꼭 가림막을 세
워놓는 요양보호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있다. 화장실까지
혼자 걸어가기에 넘어질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변기에 앉혀 드린 후 어
르신이 스스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나오길 기다리는 요양보호사가 있
고,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모든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요양보호사도
있다. 이렇게 어르신이 비슷한 상황과 조건에 놓여 있어도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서로 다르다.
그런데 한 요양보호사는 “치매 어르신들도 다, 왜.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데 저 선생님은 저렇게 하네? [요양보호사, 서미숙]”하며 상황을 “읽
어”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지영 (요양보호사): 우리도 그렇듯이 어르신들도 나름 통하는 사람이 있
어요. 나름. 말이라도. 보는 눈은 다 똑같애. 나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요양
사를 보는 것도 똑같고. 막말로 따져서 요양사들도 ‘아 저 사람 띨띨해.’
그러면 어르신들도 그렇게 봐요. 어르신들이 똘똘하기 때문에 깜봐요. 예를
들면이에요.

한 예로 A 요양원의 여가 프로그램 참석자 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A 요양원에서는 주 3회에 걸쳐 체육교실, 노래교실, 미술교실이라는 여
가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는 거실이다.
거실의 큰 원탁을 잠시 한 쪽에 밀어두고 체조 영상을 따라 하기도 하
고 노래 강사의 지휘에 맞추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거나 종이접기,
색칠하기 등의 활동을 하며 한 두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모든 어르신이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어르신들 각자의 건강상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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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여인원의 변동 가능성이 있었고, 그 날의 기분에 따라 프로그램 참
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가 프로그램 참여율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또 다른 요인은 해당 요일에 어느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지에
있었다. 여가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어
울려 참여하는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까지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어르신의 하루 일과가 달
라지는 것이다.
정미란 (요양보호사): 그래도, 웬만한 인지가 계시는 분들은, 저렇게 와상
에서 휠체어 타고 계신 분도 당신을 내가 진심으로 대해드리니까 내가 휠
체어를 타시겠습니까 하면 타셔요. 근데 다른 분이 하면 안 타신다고. 그런
게 있어.
최지선 (요양보호사): 어르신들이 인지가 있는 어르신이 처음에 와서 딱 보
고 알아. ‘어디서 많이 해봤네.’ 그니까 내가 편안하다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요양보호사의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입소자의
경험은 점차 축적되고, 이는 해당 요양보호사를 평가하는 기준이자 동시
에 호의적 태도와 관계 형성의 근간이 된다. 특히 어르신의 선택이 요구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느 요양보호사에 의해 주어진 것인지, 만약
그것을 선택한다면 어떤 요양보호사가 나와 함께할 것인지는 입소자의
해당 요양보호사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다. 이는 단순히 여가 프로그램에
한한 것이 아니라 요양원 내에서의 일상생활 전반과 관련이 된다. 요양
보호사에 대한 입소자의 평가는 입소자가 어느 하루 휠체어를 타고 거실
에 나갈 것인지, 간식을 거실에서 먹을 것인지, 화장실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실내용 변기를 사용할 것인지와 같은 일상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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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실, 진심을 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A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인터뷰 중 빈번하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이 쉽지 않음을 호소했다. 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부여되는 취업 장
벽이 낮고 요구되는 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 반
박한다. 그들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는 사랑, 봉사, 희생정신과 같은 강력
한 내적동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한다.
서미숙 (요양보호사): 이게, 사람들(직원)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줄 아
세요? 이 달에 와서 우리 선생님 엄청 바뀌었어요. 적응을 못하니까 도로
가는 거야. 쉬우면은 다 하지, 누가 이거 안 하겠어요. 다 그만두고 힘드니
까, 적응 못하고 가는 거야. 일이 힘드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처럼 오
래되신 분들은 그냥 해. 근데 저도, 나부터도, 와서 내가 나도 이거 해본지
가 1년 몇 개월 됐거든요. 근데 고민 많이 했어요. 나도 실은. 여기서, 자
기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적응하기 힘든 일
이 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런 치매 환자들은 말을 안
듣지, 그런데다가 대소변은 다 똥 묻히고 오줌 치우지, 그게 보통 일인가
요? 솔직히. 생각해 봐요. 이거 비위 약한 사람들은 못 해. …(중략)… 그
니까 봉사와 사랑과 희생정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
어. 쓸개, 간 다 버리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힘들
어.
정미란 (요양보호사): 요양사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봉사정신이 없으면 못 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요양사가 되기 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일을
못해요. 이게 첫째, 그래도, 첫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서 일 못해
요.

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고된 일을 하면서도 월 150만 원 정도의 급
여를 받는 요양보호사는 금전적 보상보다 어르신들이 해주는 격려가 더
큰 보상이자 보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또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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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효능
감 역시 강력한 근로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최지선 (요양보호사): 그리고 오늘이 어르신이 뭘 하셨었는데, 대번에 와서
“아이고, 애썼다.” 이런 말 할 때는 우리가 뿌듯한 거예요. 인지가 왔다 갔
다 하면서도 그럴 때, “아이고, 애썼어.” 하면 정말 우리가, 가슴이 녹아내
리는 것 같애. 아 진짜 보람이 있구나. 눈물 날 때도 있어. …(중략)… 그
러면 우리도 아무리 돈 받아도, 돈 받아도 이제 정말로 내가 애착심이 없
으면 이 일을 못해요. 정말이에요. 돈은 솔직히,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아니
잖아. 적다고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여기, 어, 어떻게 얘기할까. 나도, 이런
일이 좋으니까 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도 어르신들은 필요로 하잖아. 우리
를.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이처럼 사랑과 봉사정신에 입각한 돌봄 서비스
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11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선호를
달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이 요
양보호사에게 마음을 여는 이유는 요양보호사로부터 ‘진심’을 느꼈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 요양보호사들이 말하는 ‘진실’된 태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타의에 의한, 말 그대로 서비스라는 재화로서 제공되는 돌봄
이 아닌 “내가 자진해서 [기관장]” 이 일을 하고 있음이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태도를 의미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이 자신에게 마
음을 열고 호의적이기 까지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반복해
서 강조했다.
서미숙 (요양보호사): 어,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진심인지 가식인지 다 읽
어요. 내가 하기 따라서 틀린 거야. 내가 어르신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주고
대처를 해주는가에 따라서 어르신도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게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우리 붙어도 (싫다는 듯) “응-” 하잖아요. 그
런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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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요양보호사): 당신한테 얼마만치 진실로 다가가냐에 따라서 어르신
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어르신을 진심으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대하면 어르신이 가까워 오지를 않고, 업무 외로, 진심
으로….

2. 입소자의 서비스 요구정도에 의한 관계의 밀도
A 요양원 어르신들이 특정 요양보호사에게 더 호의적이거나 마음을
열기 쉬운 것과 같이 요양보호사 역시 상대적으로 더욱 가까이 지내기
쉬운 어르신이 있다. 평소 요양보호사들의 대화를 들으면 입소자 각각에
대한 선호와 평가가 드러나는데, 이러한 선호는 인터뷰 과정에서도 표출
된다. 요양보호사들은 입소자를 두고 “예쁜” 혹은 “착한” 어르신과 “못
된” 혹은 “얄미운” 어르신으로 구별하고 있었다.

1)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입소자와의 밀접함
A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더 많은 주의를 끌고 상대적으로 보다 빈
번하게 접촉하는 입소자는 치매로 인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어르신이었
다. 또 인지능력의 상실이 더딘 입소자들의 경우 중증치매환자로 인한
불편과 불만을 표현하는데 이는 불만을 표한 입소자와 요양보호사의 갈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치매환자의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입소자들과의 갈등으로 요양보호사들은 감정적으로 더 큰 피로감을 느꼈
으며 바쁜 와중에도 치매환자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어르신과 그렇지 않
은 어르신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입소자
의 인지기능을 들었다. 한 요양보호사는 이를 “대화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분의 차이 [요양보호사, 안지영]”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어르신이 예
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와 대화를 통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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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와 관련된다.
최지선 (요양보호사): 근데 정말 얄미운 어르신들은 알잖아. 우리가 요렇
게, 침상에 이렇게, 앉지 마세요. (하고 말하면)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르신 떨어질까 봐 안쪽으로 앉으시라고 이러면 막, 그런 것까지
간섭하느냐 이러는 거야. 어르신이 한 번은 내가 딱 옆에 섰었어. 근데 어
르신이 일어서다가 확 넘어지는 거 내가 받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
에 어르신들을 계속 안쪽에 앉히는 거야. 근데 저 어르신은, 저 어르신은
특히 안 들어. 그니까 우리도 사람이잖아. 사람이라서 좋게 유도를 해도 안
들어요.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자신이 입소자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하는
말과 행동이 입소자와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문제 상황에 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은 인지기능 저하와 더불어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억력 감퇴,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도가 심
해지면 우울을 크게 느끼거나 종사자에게 폭력, 비명, 욕설과 같은 공격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김경숙∙최은숙∙박성애, 2007).
A 요양원 어르신들 중에서도 옷을 부적절하게 입고 있다든지, 계속해
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든지, 낮잠을 많이 자서 밤새 주무시지 못하든
지, 자신의 물건을 누군가가 훔쳤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보일법한 이상행동을 보이는 분이 있다. 그 때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의 이러한 행동을 제어하거나 바로잡고자 주의를 주거나 회유를
하는 등 다양한 대응을 하지만 입소자들은 이러한 제지를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
황에서 적어도 자신과 “말이 통해” 상황의 빠른 해결이 가능한 입소자에
게 더욱 호의적이기 쉬웠다.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두고 육체적으로 고된 것보다는 정
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큰 감정노동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어
르신과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감싸주고” 참아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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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 치매 어르신들이 “내 집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내 저거(취향,
욕구)대로 안 돼도 이해”해주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판단하기에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를 할 때, 그들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느껴진다고 호소한
다.
안지영 (요양보호사): 치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스트레스 보다 정
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요. 육체는 쉬면 그만이야. 근데 치매어르신들을 대하
다 보니까 어거지 쓰고.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특히 정신
적인 노동이야,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노동이 많다고 봐. …(중략)…
여기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듯이- 딸은 막 싸우
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다니까. 나도 내 부모는 못 모실 것 같아요. 내 부
모는 나도 못 모셔요.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을 수가 있고 인내
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이 적성에) 맞아. 식구하고 살고 하듯이
나도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을 좋아하고.
서미숙 (요양보호사): 그니까 이제 저런 어르신 같은 점잔하고 그런 분들은
말할 게 없어. 본인이 알아서 하시니까, 다. 우리가 이제 조심만 시켜 드리
면 되지. 그런 게 좀, 이게, 이게 육체적인 거는 그런대로 해요. 근데 정신
적인 거는 정말- 스트레스에요. 싸울 수가 없잖아. 그냥 여기서 참을래니까
싸울 수가 없고 같이 대응하면 안 되잖아, 어르신들은. 다 이해하고, 감싸
주고….
최지선(요양보호사): 저 어르신, 치매도 별로 없어. △△ 어르신 같으면은
솔직히 조금 아-무리 마음을 주려고 해도 언제든지, 밥, 밥도 계속 투정하
잖아. 많다, 많이 가져가면 또 “이거 먹고 뒈지라고?” 그러고, 또 쪼금 주
면 요거 준다고. 백 프로를 다 맞출 수는 없어도 쪼끔 짜면 짜다, 싱거우면
또 뭐, 많이 주면 “이거 빠져 죽으라고.” 저 어르신만 그래. 다른 어르신들
은 다- 내 집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내 저거대로 안 돼도 이해해주는 어
르신들이 더 많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어르신은 안 돼.

위의 요양보호사[서미숙]의 “점잔하고 그런 분들은 말할 게 없”다는
말은 그들이 어르신을 나누는 어떠한 기준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요양보호사들은 끊임없는 주의를 요하며 치매증상을 보이는 어르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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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축적되자 중증치매환자를 돌보기 힘들고 얄미운 사
람으로 분류한다. 그들은 치매어르신이 문제행동을 하는 동기는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돌봐주는 분은 (치매 입소자가) 그렇게 하면 일을 그르
치고, 잘못하면 사고 날 것 같고, 잘못하면 힘들거든요. 피곤하고. 그래
서 그런 분들이 제일 피곤하고 힘든 [사회복지사]” 입소자임을 반복하며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은 치매 어르신의 요구 전부를 들어줄 수 없고 들
어줘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형평성의 문제를 든다. 입소자
한 명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입소자 역시 “똑같
이 해야 하니까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일처리를 할 때 어르신의 요
구를 적절히 거절하지 못한다면 어르신들이 그러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를
“악용”하여 더 많은 요구를 하고 그를 받아주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과 입소자 사이에도
“경계가 있을 정도”의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지키고 따를 필요가 있다
고 말한다.
최지선 (요양보호사): 솔직히 얘기해서 어르신들을 너-무 백프로 받아주면
우리가 일을 못해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봐. 어르신들 애기잖아. 애기처
럼, 그냥 너무, 경계가 있을 정도로 조금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규칙이
있잖아요.…(중략)… 나는 솔직히 체격이 작잖아요. 근데 난 어떤 어르신이
든 다 하잖아, 힘든 게 그게 아니에요. 어르신도, △△ 어르신 같은 경우
는, 진짜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 정말 그런 분이 있어, 어딜 가나
그런 분이 한 두 분은 있어. 나도 두세 군데 일을 해봤는데 한 분은 다 있
어, 근데 이것만, 어떻게 사람 배경에…배경에 상관이 있어.
서미숙 (요양보호사): 다 이해하고 다 감싸주고 그냥, 무조건 또 그러면은
그걸 악용을 해. 머리가 좋아서. 인지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용을 한다니
까. 그리고 처음에 오신 선생님들은 자기를 다 받들어주고 해주잖아. 그러
면 딱 봐 갖고 처음에 오는 사람은 그 어르신에 대해서, 처음에 오는 사람
들은, 선생님들은 처음에 왔으니까 다 들어주잖아, 뭐든지. 그러면 “선생
님, 저 어르신은 저런 분이니까 해 달라 하면 마냥 마냥 다른 어르신도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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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야 하니까 힘들어서 못한다. 그걸 생각해서 일처리를 단절(거절)할
때는 해라.” 처음에 오면 그렇게 (말해요). 비상하다니까? 그런 걸로는 머
리가 아주 비상해. 왜냐면 인지가 있으면서도 약간은 치매가 있는데, 안 한
것도 막- 했다고 우기면은 그냥 손들어야 돼. “아, 예예예, 예, 그래요. 그
래요.”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싸워, 맨날. 그런 게 힘든 거고. 어르신들
이다 보니까, 치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략)… 어쨌든 간, 아예
치매 어르신들은 포기를하죠. 저 어르신 같은 경우는 눈도 안 보이지, 치매
가 오면 말을 안 하시나 부대? 머리가 딱, 말을 못하게 하나 봐요. 말도
잘 하시고, 노래도 잘 하시고 그랬다던데.

요양보호사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은 치매 어르신
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포기란,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이
상행동에 대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치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
제 상황과 직면하며 그들과 갈등을 겪기보다 “손을 드는” 회피적 태도를
뜻한다. 누군가 한 사람의 독특한 욕구 표현을 모두 수용하고 들어주기
에는 돌봄을 제공하는 환경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모두에게 비슷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게
된다.

2) 서비스 요구도가 낮은 와상환자: 관계의 사각지대
그런데 시각을 달리하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두고 “예쁜”, “착
한” 그리고 “얄미운”, “못된” 어르신으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르신과
갈등의 발생과 해소의 과정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서로를 마주하는 경험
의 축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거의 움직
이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상태이거나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이
상행동을 거의 매일 보이는 와상환자들은 “예쁘”거나 “못된” 사람도 될
수 없는 논외의 입소자이다. 와상환자는 최중증환자로 분류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다른 입소자에 비해 요양보호사와 마주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
A 요양원 와상환자들은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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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와 마주하는 시간은 기저귀를 교체하는 시간, 밥을 먹는 등
직접적 서비스를 받는 시간의 합과 근사하다. 와상환자는 다른 치매환자
처럼 배회를 하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무엇인가 해주기를 요구하지
도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그들에게 소요하는 시간은 다른 입소자에
비해 짧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여덟 명의 입소자를 담당하면서 복도와
사무실, 거실, 여러 병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중에 호출벨을 몇 번 누르
지도 않는 혹은 누를 수 없는 와상환자를 돌보기 위해 발길을 멈출 필
요가 없는 것이다.
와상환자의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으로, 다른 환자군에 비해 가장 건강
상수준이 낮은 최중증상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들의 서비스 이용수가
역시 다른 등급 인정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
로 수가가 낮은 2, 3등급 이용자에게 더 많은 손길이 닿는 모순적인 상
황이 발생하게 된다.
안지영 (요양보호사): 법이 잘못된 게 누워있는 분이 급수가 많잖아. 돈이
많은 건 사실이야. 근데 돌아다닌 분이 더 힘들어요. 그 분들을 더 싸게 치
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면 (그 분들을) 잘 케어를 해서 건강이 더 좋아져,
그러면 잘해서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법이
안 맞다니까? 일본하고 많이 틀려요. 그래서 펜대 굴리는 사람이랑 대화가
안 돼, 정말.
이영진 (사회복지사): 근데 그분들(와상환자)의 수가가 제일 낮아요. 그러
니 가급적이면 요양원에서는, 그 공동생활가정처럼 9인시설 같은 데는 거
의 그냥 누워계신 분만 받아요. 그냥 떠 먹여주고 기저귀만 갈아주면 되니
까. 그 분들은 왜냐면 욕구… 당신이 표현을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조금
인지가 있으시고, 그래도, 학력도 고학력자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은 욕구
수준이 높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피곤하다 그래요, 선생님들
이. 요구 수준이 높다, 피곤하다, 까다롭다, 끊임없이 뭔가 요구해. 그니까
그런 분들은 케어하는 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대상자. 사실은, 그런 분들이
우리 케어 계획이나 이런 데에 참여해야 하고, 원래 바람직한 방향은, 그
분들이 어떤 나아가는 방향은 그 분들의 수준의 삶을 여기서 누릴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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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야 하는데 여기선 전혀 안 돼요. 그건 아-주 이상적인 거죠. 말로 하
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는 굳이 누워계시는 분들, 휠체어 태워
서 참여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돈은 똑같이 나오는 거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인정점수,
즉 등급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움을 의미하며 1~3
등급 사이 인정자만이 요양원 입소와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표 7>은 A 요양원 급여비용 계산법에 대한 예시로, 실제 급여와 5,000
원 내외의 오차가 있다. A 요양원 1등급 입소자의 총급여비용은 약 180
만 원 정도이다. 여기서 실제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은 총급여의 20%인
36만원이며, 급여로 계산되지 않는 식대, 병원비,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개인부담금은 30만 원 정도로, 총 본인부담금은 66만원이 된다. 3등급자
의 경우 총 급여비용은 약 158만 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31만 6천원
이다. 비급여 개인부담금은 모든 등급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3등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총 61만 6천원이 된다.

<표 7> A 요양원 급여비용 예시 (단위: 원)
구분
(31일 기준/
4인실

급여부담금
총 급여비용

비급여(식대 등)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개인부담금

합계

일반비용)
1등급 (1일당)

1,800,000

1,440,000

360,000

300,000

660,000

2등급 (1일당)

1,700,000

1,360,000

340,000

300,000

640,000

3등급 (1일당)

1,580,000

1,264,000

316,000

300,000

616,000

월별로 입소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등급 간 차이가 크지는 않으
나, 기관 운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남기고 동시에 돌보
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동 강도만을 요하는 와상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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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업계에서 “가장 모시기 쉬운 분”이 된다. 반대로 “치매가 있으
시면서 거동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인지가 있으시고” 혹은 “고학력자
분들”은 욕구수준이 높고 다양한 “케어하는 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대상
자”가 되었다.
사회복지사는 현재 A 요양원이 요양보호사 인력 구인난에 빠지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누워계시는 분들”이 아닌 “피곤한 분들”까지 입소를 받
고 있는 A 요양원의 입소조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 모순적
인 현재의 수가체계와 부족한 인력은 요양보호사들이 와상환자를 적극적
으로 돌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작동할 수 없음을 지
적하였으며 이것이 와상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한다.
정리하자면 요양보호사들은 와상환자에게 밀접한 케어를 제공할 수 없
는 근무여건에 놓여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동기
역시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와상환자들은 “휠체어 태워서 참여
시킬 이유가 없는” 관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지금 수발자들, 요양보호사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
워요.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다 누워계시는 분들 받는데
왜 여기는 피곤한 분들 받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너-무, 저기 가면 다
누워계시는 분들만 계시면 그냥 밥만 드리고, 기저귀만 갈면 되는데, 여긴
너무 피곤하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다른 데처럼 그냥 쉬운 분들만 모시
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피곤한 분들만 모시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예
요. 자발적으로 나오실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
들은 참여하시는 거고, 말씀도 안 하시고 표현도 안 하시는, 그냥 누워계시
는 분들은 내- 누워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와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드셔도 그게 뭐, 흡
수가 안 되잖아요. 그니까 다 배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워계시는 분들
이 식사를 똑같이 해도 그 분들은 근력이 전혀 없잖아요. 다 소실이 되고
뼈만 남잖아요. 그러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슬프
죠.

앞서 요양보호사와 입소노인의 관계에 대한 1절에서도 입소자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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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른 관계 양상의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
리고 본 연구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에서도 와상환자에 대한 내용은 매
우 적었다. 이는 곧 건강수준이 상이한 입소자가 모여 있는 A 요양원
내에서, 침대에 누워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와상환자들
은 다른 입소자에 비해 관계형성과 유지에 있어 더 큰 제약을 받고 있
음을 역으로 보여준다. 입소자간의 교류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거실
역시 “자발적으로 나오실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참여하실 수 있
는 분들”만이 나오는 곳이 되면서, 와상환자의 고립은 더욱 커져간다.

3) 여성요양보호사와 남성노인
A 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5명이지만, 그 중 남성 입
소자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A 요양원의 남성 입
소자 비율은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며, 인근 요양시설의 경우
정원이 60명임에도 남성 입소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요양서비스 업계 내에서 시설 종사자, 특히 요양보호사가 여성노인에 비
해 남성노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생각이 일
반적이기 때문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요양보호사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데 A 요양원에 고
용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역시 모두 여성이었다. 사회복지사는 남성노인
을 시설에 모시기 어려운 이유로 첫째, 남성노인들의 가부장적 특성을
들었다. 요양보호사들이 남성노인을 직접 씻겨주거나 기저귀를 교체해줄
때, 남성노인들은 여성인 요양보호사를 하대하거나 모욕감을 주고 그들
을 “만만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둘째는 물리적인 요인으로, 치매가 있는
남성노인들이 강한 힘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저항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때 요양보호사들이 이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쫌 느꼈겠지만, 힘이 좀 있으시고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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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특히나 가부장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손길, 여자를 좀
더 만만하게 봐요,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조금 그래도 힘이 있으시고 거동
하는 분들은 치매가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힘을 쓸 때 마구 힘을 쓰거든
요. …(중략)… 우리가 세심하게 케어를 못하다 보니까 당신의 욕구충족이
안 됐을 때, 막 화가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한두 번은 그냥 어르신들이니까
좋게 좋게 했는데, 내가 이게 아닌데도 자꾸-하는 게, 내 뜻하고는 다르게
어떠한 자극이 오면 본인이 말로 설명하기 보다는 이게 (힘을 쓰는 것이)
빠르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어르신들 제어하기가 막 힘을 쓰시기 때
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요양보호사와 친밀한 관계형성과 같은 욕구충족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치매 등 뇌기능 손상질환을 가진 입소노인은
불만과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능력이 떨어져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
에 따라 종사자들은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Dollard and Miller,
1939: 황보람·유은경, 2015에서 재인용). 요양시설 중 일부는 여성의
입소만을 허용하여 남성이 입소 문의를 할 때에는 시설에 자리가 없다
며 입소를 거절하는 곳이 다수라는 것을 종사자 모두 알고 있었다. 사
회복지사는 A 요양원에 처음 입소상담을 오는 남성노인의 보호자들 역
시 왜 할아버지는 입소할 곳이 없는지, 언제쯤 자리가 나는지, 정 안
된다면 대기자 명단에라도 이름을 올려둘 수 없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요양보호사와의 인터뷰 중에도 남성노인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곤란을 겪었던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입소자의 성별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달라졌다.
서미숙 (요양보호사): 막 남자들은 폭력적으로 욕하고. 어르신들은 우리한
테, 선생님들한테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정말 입에 담지도 못 해.
우린 그런 욕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근데 그런 욕을, 치매인
데, “어떻게 그런 욕을 배우셨어요?”, “어르신, 어디서 배웠어요?” 하고 여
쭤봐. 입에 담지도 못 해. 근데 아들들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욕하냐 그러니
까 자식들한테는 안 한다는 거야. 오싹해. 입에 정말, 엑스도 그런 엑스가
없어.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 어르신 다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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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고 다 해줬는데, 왜 욕하는데…
최지선 (요양보호사): 예전에 나, 처-음에 처음에 이거 자격증 땄을 때 저
희 교포잖아요. 교포에요, 제가. 자격증 딸 때 제가 한글을 못해요, 잘. 찍
는 거니까 느낌으로 찍어서 했는데, 재밌는 거는, 첨에 자격증 따갖고 취직
했어요. 근데 가니까 어르신 한 분이 “이 씨발년아.” 하는 거야. 중국 사람
들은 이런 욕 안 해요. “이씨-“ 이런 말은 하는데, “이 씨발년아.” 하는 거
야. 아우 내가 이런 일하면서 왜 욕을 먹나. 근데 며칠 전에 어르신한테
“어르신, 왜 저한테 씨팔이라고 욕해요?” 하니까 이뻐서 그런대, 이뻐서.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직원이 입소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피해발생률이 더 높은 취약집단으로 보고된다(윤경아·
진기남, 2007). 특히 종사자들은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에 노출되
기 쉬웠는데, 남성 입소자들은 자신보다 어린 요양보호사에게 쉽게 반말
과 욕을 하거나, 자신이 겪는 불편을 표현할 때 소리를 지르는 등 공격
적인 모습을 띠기 쉬웠다(이은영 외, 2012). 물론 애초에 A 요양원 내
남성노인이 적기도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이 상대적으로 가까이 지내며
더 많은 교류를 하는 입소자는 대부분 여성노인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
이처럼 요양원 내부의 관계는 입소자-외부인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
로 요양원에 대한 인식, 부양관과 같은 사회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
다. 그럼에도 입소자가 외부와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특성과 구분되는
지점은 요양원 내의 관계에서는 입소자의 건강수준에 따라 관계 형성 기
회의 차별이 더욱 중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요양원 입소노인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는 정서적 요양보호라는
서비스 유형의 아래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입소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하나의 욕구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소자의 사
회적 관계는 서비스의 질과 관련하여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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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질과 입소자의 사회적 관계를 연관 지었던 논의는 입소자가 형성하
고 있는 관계의 포괄성이라는 기준에 한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A 요양
원의 경우 입소노인이 내부, 외부인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요인
중 일부는 서비스 질의 저하를 유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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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좋은 돌봄을 저해하는 관계요인
앞의 장에서 다양한 관계요인은 입소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서적 요양보호에
포함되는 A 요양원 내 요양보호사-입소자 관계는 거주자중심케어모델과
같은 실천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 돌봄이 어떠한 이유와 형태로
좌절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다양한 관계요인 가운데 입소
자의 밀접한 돌봄, 개별적 특성에 맞는 돌봄 제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
해 다루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
w 제 1 절

가족중심적 문화로 인한 개별적 서비스 제공의 실패: 입소

자들이 요양원 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종사자에게도 자신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
지 못했다. 입소자 거의 대부분은 치매로 인해 스스로 욕구를 표현하
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과정에서 입소자에 대한 정
보제공자로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중심적 돌봄문화
로 인해 그 가족들 역시 종사자에게 입소자의 욕구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 하지 못했다.
w 제 2 절

관계형성을 제약하는 근무환경: 요양보호사는 입소자를 대

상으로 정서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들은 입소자에게 신
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여건 속에서 근무한다. 이
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상의 인력배치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w 제 3 절

요양보호사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입소자의 수동성: 요양

보호사들은 입소자 대부분이 치매환자라는 사실에 매몰되어 입소자
를 각각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입소자
는 자신이 표출했던 욕구의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점차 줄이고, 수동적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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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가족중심적 문화와 개별적 서비스 제공의 실패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
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할 임무를 지닌다. 달리 말해 사회복지사는 입
소자의 욕구와 자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개별적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요양인력은 주로 입소자의 신체
적 돌봄 문제에 매몰되어 있기 쉽다. 하지만 입소자들은 개인의 생애과
정에서 축적된 가치, 영성, 역사, 강점과 취약함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개
인의 인격(personhood)이 존중 받고 있음을 느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Coker, 1998). 때문에 Coker는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종
사자들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이 개인의 생애 이야기를
담고 있을 정도로 입소자에 관한 전체적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소자들은 질병, 사고와 같이 개인의 인격적인 동질성이 지
속되지 못하는 요인과 마주쳤을 때 그에 따른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 때
문이다(Cassell, 1992).
그러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요양원을 “그럴만한 곳”이
아니라고 여기는 A 요양원의 분위기 속에서 입소자들은 개별적 서비스
를 제공받기 어려웠다. 입소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은 여건을 비추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입소 초기, 입소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에도 입소자들은 자
신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대해 털어놓지 못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입소자-종사자 사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달리 말해 사
회복지사는 그들의 개별적 욕구와 정보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결국 종사자들 역시 입소자 개인의 정확한 욕구 사정에 기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입소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획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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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보편적”인 서비스 계획의 수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편적인 서비스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묻자 사회복지사는 “가장
기본적인 케어, 3대 케어2)”라고 답했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초기사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그 분들이
오픈을 완전히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우선은 그래요. 충분히 오픈을
안 해요. 당사자든, 보호자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충분히 사정을
해서 그 분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다 그래도 그런 욕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서비스 제공을 할 수도 없어요, 환경적으로도.
우리 여건이. 그러니까 사정 자 제대로 다 잘 된다 한들, 그런 것들이 제대
로 이루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니까 그냥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만
하는 거예요.

입소 과정에서 치매로 인해 자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다는 사
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입소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노
인은 입소 초기의 사정과정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실제로 A
요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기 사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입소자가 많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전적으로 입소자가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입소자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가족 보호자라고 해서 초기 사정에 적극적 태도
로 임하거나 입소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다. 가족이 요양시설에 살고 있음을 본인의 치부로 인식하고 입소사실을
주변에 공개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보호자, 그 중에서도 자녀의 태도는
사회복지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은 부모님을 위해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일을 자신이 다해내지 못해 결국 시설에 입소까지
2) ‘3대 케어’는 요양서비스 중 식사 수발, 기저귀 교체, 목욕을 뜻하며 이 세 개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생리, 생존과 관련한 1차적 욕구 충족과 관련한 매우 기본적
서비스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공식적이거나 학술적인 개념이 아닌 요양 서비
스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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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는데 “뭘 또 할 말이 있느냐 [사회복지사]”하며 자조적이고 체
념적이게 되는 것이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우리가 그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초기상담 다 끝나
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죠. “특별히 이것 외에 또 우리한테, 아니면 다시 한
번 여쭤 보건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님한테 특별히 이렇게 해줬으
면 하는 것이 있느냐. 다른 것은 통상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면) “없어
요. 그냥 드시는 거나 잘 좀 드시게 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아
직은 내가 안 모시는데 뭘 또 할 말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는 물어보면서 ‘물어본들 다 해줄거니?’ (하고 스스로 묻게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뭘 물어봐.’ 저 혼자 자문자답 하는 거예요. 한편으
로는. 그니까 그렇게 다 알아도 못 해드리고, 몰라도 못하게 되고. 그니까
그냥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입소자들은 요양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며 보호자 역시 부모를 스스로 모시지 못한다는 자책감
을 가지게 되면서 A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욕구사정은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입소자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지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입소
자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사항을 알게 되더라도 A 요양원 측에서 그러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제 2 절

관계형성을 제약하는 근무환경

요양보호사들은 정서적 요양보호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입소자의 관계형
성을 지원하고 본인 역시 입소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여 원만한 관
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다한 업무량을 소화해내야 하는 A 요양
원의 요양보호사들은 입소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만한 시간과 기회
를 갖기에는 제약이 있었으며 입소자의 개별적 욕구를 모두 들어주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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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A 요양원 입소자들은 일주일에 세 번 목욕을 한다. 아침 일찍부터 목
욕이 있는 날은 일손이 부족해 근무조가 아닌 요양보호사들이 추가적으
로 몇 명 더 출근하여 목욕을 돕기도 하는데,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일정
조절이 어려운 날은 그 날 근무조인 요양보호사들만이 입소자 전원의 목
욕에 투입된다. 요양보호사들과 인터뷰를 했던 날 오전에도 입소자 목욕
일정이 있었는데 이 날만 해도 요양보호사 세 명이 스물다섯 명의 어르
신의 목욕을 도와야 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각각 여덟 명 정도의 어
르신을 맡아 목욕을 도와야 했으며 요양보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버거움을 표했다.
목욕시간이 지난 후에도 요양보호사들은 점심식사 수발을 들어야 했고
식사시간이 끝나자마자 옥상에서 건조된 빨래를 걷어 내려와 정리했다.
오후 2시 반이 되면, 요양보호사는 간식 시간이 오기 전까지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업무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그들은 서로 돌아
가며 잠깐씩 휴식을 취한다. 누군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
는 치매 어르신 운동을 위해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야 했고, 누군가는
와상환자를 휠체어에 앉혀 거실로 나와야 했다. 누군가는 침대 등받이의
높낮이를 조절해 달라는 다른 와상환자의 호출에 달려가야 하고, 누군가
는 오늘도 병원으로 보내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를 상대해야 했다.
서미숙 (요양보호사): 오늘은 목욕에다가 선생님들 세 분이 스물다섯 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벅찬 거야. 직원은 열 한 명인데 계속 쉬는 날이 껴
가지고, 계속 세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니까 오늘 같으면 셋이서 목욕을
하려니까 여덟 명을 목욕을 시키거든요. 여덟 명 시키려고 하니까 정말 힘
들어요. 오늘 정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할) 시간도 없었다니까요. 바로
목욕하자마자 점심밥 들어가야 되고. 진짜 오늘같이 힘들면 졸업해야지, 못
해 먹겠다 그랬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빨래 걷어 갖고 내려온 거야 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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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요양보호사): 대여섯명이 해야 할 일을 오늘은 세 명이서 하고 있
어요. 어르신 여러 사람한테 손이 많이 가야 되니까 그렇지 (힘들지) 않다
면 그건 거짓말이지. 아니 여서 일곱 사람이 나눠서 할 일을 세 사람이 하
는데. 그만치 우리가 더 뛰어야 되고 어르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야.

A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인력 수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에 맞추어 설정되어 있다.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입소자가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서는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의 인력 배치기준은 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요양보
호사와 입소 정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을 뿐, 시설 운영시간별로
투입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수준을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 직원 배
치기준에 따라 정원이 26명인 A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10명이 고용되어
야 함에도 요양보호사의 수는 총 11명으로 기준보다 1명을 초과고용하
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이에 대해 장기요양보험공단으로부터 근무인원
수 초과고용에 대한 급여비용을 가산받기 위함임을 밝혔다3).
25명의 입소자를 3~4명의 요양보호사가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자
의 관계는 보다 서비스 중심적 관계로 치우칠 가능성이 커졌다. 요양보
호사 1명이 입소자 8명을 담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입소자들을 하
나의 일괄적 집단으로 여기지 않고 개개인의 특수성에 맞는 돌봄을 제공
할 수 있는 밀접한 케어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Harrington 외
(2000)는 미국의 요양시설 종사자 수와 입소자의 시설 만족도에 대한 연
구를 실시했는데,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
3) 인력추가배치에 대한 급여 가산의 내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7-83호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 5. 24.)》에 제
시되어 있다. 시설급여기관에 적용되는 가산의 유형에는 인력 추가 배치[제53조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1인당 케어
하는 입소자 수가 2.4명 미만인 경우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급여 가산의
대상이 된다. A 요양원 역시 이를 충족하여, 이에 가산금액은 수급자별 급여비
용 합의 80%에, 가산점수의 합을 입소자 수로 나눈 값을 곱한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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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수가 적을수록 입소자의 시설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삶의 질은
저하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시 담당하는 입소노인의 수가 많으
면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높아지며 그들의 직무 만족도는 떨어
지고, 이는 결국 입소노인에게 충분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
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유성호∙전
태범, 2013).
이영진 (사회복지사): 한 명이 두 명 정도를 케어해야 맞는 거예요. 밀접한
케어가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역량이죠, 종사자의 역량.
왜냐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시간이 있어도 앉아서 그냥 가, 앉아서 쉬면 쉬
었지, 어르신들 옆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제 3 절

요양보호사의 치매인식과 입소자의 수동성

1. 개별적 입소자가 아닌 치매환자 집단으로의 규정
A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입소자와의 갈등으로 겪는 정신적 스트레
스를 두고 입소자 대부분이 치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일이라
여기며 “포기”라는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입
소자가 요양원 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 대부분의 가장 큰
원인을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요양
보호사의 이러한 태도가 입소자 개인의 존엄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의 “포기”
라는 전략은 입소자들을 개별적 존재로 대하기보다는 치매환자라는 단일
한 집단으로 처우할 만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치
매를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치매’에 걸린 사람. ‘사람’이

- 105 -

아니라 포커스를 ‘치매’에 두는 거예요. 사람에 두는 게 아니라.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그 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원하는지, 뭐가 맞는지, 뭘 어떻게 하면 더 완화가 되는지 그 분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지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치매라면 다 똑같애.
치매 걸린 사람, 노인네 다 똑같애.” 이렇게 하다 보니 개인의 어떠한 존엄
성이나 이런 건 다 무시가 되는 거야. 말로 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인지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큰 거예요. 나중에는 뭐 분노를
할 정도가 되는 거지, 말로 하자면.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무슨 우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이처럼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것보다 과한 요
구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 그 행동을 두고 치매환자이기 때문
에 보일법한 이상증세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즉 입소자가 보
이는 행위의 동기를 두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욕구에 의한 것이라 인지하
지 못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입소자와 대립할 때, 요양보호사
는 입소자의 말과 행동의 의도가 무엇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며 그것을 치매환자 집단 일반에서 공
유될만한 행동이라 치부하기 쉽다. 사회복지사는 위와 같은 요양보호사
의 태도가 그들이 입소자를 대상화하는 것과 하나의 맥락이며, 이로 인
해 입소자들이 개인의 욕구와 불만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체념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우리 선생님들은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대상자. 뭔가
해줘야 하는 대상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는 그
냥 앞에서는 그래요. “아이고 뭐 수고하지 뭘, 얼마나 힘들것어.” 하면서
나중에는 적응하는 것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보면. 첨에는 이제 모르니
까, 굉장히 순응적이요. 굉장히 순응적이고, 그런데 (입소자들이) 딱 보면
‘아, 여기서 이렇게 고분고분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심
을 드러내요. 이제 그 다음 단계에는 어르신들하고나 선생님들하고는 어쨌
든 감정적이든 뭐든 대립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아, 이래봤자 나만 손해구
나. 그래, (종사자들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
(중략) …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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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해봤자, 날 세워봤자 뭐 좋은 게 있나. 그래 뭐 주면 주는 대로 그렇
게 지내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요양보호사에게 반감을 가지고 불만을 표할 수 있는 입
소자는 “인지가 좀 있으신 분들 [사회복지사]”이며 입소자들을 단일한
치매환자 집단으로 대우하는 종사자의 태도에 대해 인지능력이 상대적으
로 좋은 입소자들은 불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치매노인의 경우, 그들은
불만의 표출방식과 그 체념에 대한 기제가 위와 다르다. 중증치매 이상
의 입소자는 자녀의 결정에 의해 입소를 하게 되고,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 또 그보다 더 치매가 진행된 입소자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인지를 가지게 되지만, 그
들에게 자녀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익숙함과 반가움을 표하는 본능적 태
도만은 남는다고 사회복지사는 말한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낯선 사람인
종사자들로부터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치매노인의
반응 역시 체념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와서 보니, 웬 낯선 데 왔어.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르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그런단 말이죠. ‘어 모르는 것들이 나한테 명령을 하네? 내가 이
렇게 하려 하니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네? 어 이건 아닌데’ 그럼 이제 불
편해,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심기가 불편하다가 나중에 계속 그러면 나중
에 신경질이 나, 화가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싸나워 지는
거죠. 말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막 배회하고 하시는 분들
이- 보면 ‘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왜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배회를 하든, 마음이 언제든 심란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니까 관계가 좋게 유지 할 수, 좋은 관계도 될 수 없고. 나중엔 그냥 그
사람이 좋게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감각도 둔해지
고, 감동도 없어지고 무감동해지고 무감각 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리 오세요 하면 그냥 오는 거고, 그냥 가
는 거고. 밥 먹으라니까 그냥 먹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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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와 입소자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아주 적
대적”인 관계라고 답했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관계도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돌봄 제공자는 이러한 치매노인의 감각기능 퇴
화를 막기 위한 자극, 운동 등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
시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조용히 계시면 더 좋아. 성가시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 가만히 계시니까 더 좋아. 늘어놓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양한 요구도 안 해. 얼마나 좋아. 그니까 점점 모든 감각기능이 다 떨
어지는[사회복지사]”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육체노동이자 동시에 감정노동으로,
“어르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다 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는 게” 종사자의 책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의 관계는 분명 가족돌봄의 비공식적 성격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들이 치
매를 이유로 입소자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라는 공식적 관계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김원일 (기관장): 이게 정신노동, 감정노동자, 육체노동자, 우리 같은 경우
는 둘 다 하는 거예요, 요양사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 부모처럼 해야 하는
거지, 뭐. 그니까 어르신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야. 어르신이 원하는 거,
어르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다 들어주는 게 우리예요. …(중략)… 오히려
자기네 부모보다 더 잘해야지. 사실 사람이 친하다 보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친한 사이에서 거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뭐 상사 이런 데서
거부하면 관계가 깨져. 친구끼리는 “싫어.” “안 해.” 그러면 친구는 이해를
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처럼 요양보호사와 입소자의 관계가 서비스 중심인 관계로 치우치게
되면서, 종사자들은 입소자를 바라볼 때 돌봄 욕구 수준이 상이한 개별
적 존재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과 태도를 지닐
위험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입소자들은 욕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
었고 오히려 서로를 “적당히” 맞추어주게 된다. 때문에 요양원 내부의
사람들의 일상을 표면적으로 살피면, 그들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적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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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느끼기 쉽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어르신에 대해 “포
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입소자 역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있었다.

2. 돌봄의 질 저하와 입소자 욕구 축소의 순환
입소자-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중심적 관계에서 입소자가 지속적으로
욕구의 좌절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충당해낼 수 있을 만큼
서비스 요구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현상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의
“시설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기존 논의에서 시설화의 의미는 곧 시설
입소자의 개별성과 선택권이 존중 받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이와 달리 사회복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화 개념은, 입소
자가 지니는 요구와 시설 종사자가 충당해낼 수 있는 입소자의 요구 정
도가 대응하지 않을 때 종사자나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한계에
맞추어 입소자가 자신의 욕구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을 의미했다.
이영진 (사회복지사): 그게 어르신이 “시설화”된다는 거예요, 시설’화’. 그
냥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주는 거고, 웬만하면 적당히 타협해주고. 그래, 좋
은 게 좋은 거니까 큰 소리 안 나게. 그래야 나도 신간이 편하니까.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절대로. 서로, 서로 무시하는 거죠. 그냥 무시
하고, 그냥, ‘그래. 니들은 뭐.’ 그렇게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 뭐, 피
해가자.’

그런데 시설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타협”해주는 것은, 입소자
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처럼 여겨지는 모호한 지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설에 ‘적응’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존연구에서 적응이라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시설에 ‘적응’한다는 표현을 두고 그것이 의미하
는 바에 대해 다양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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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은 다른 가치와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앞서 이
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거주자중심케어모델의 맥락에 비추어 요양원 적응
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는데, 이에 요양원과 요양원 적응의 의미는 크
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는 요양시설의 역할이 입소자를 ‘수용’하여 그들을 일괄적인 일개
집단으로 여기며 일괄적이고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경
우이다. 이러한 돌봄문화를 실천하는 요양원은, 근대적 시설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보다 입소자의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돌봄
을 제공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각종 이론적 논의에서 이러한 유형
의 시설은 ‘전통적 요양시설’로 개념화되며 우리 사회에 오랜 시간에 거
쳐 존속하고 있을 법한, 일반적이고 익숙한 시설의 한 형태로 인식된다.
이처럼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수직적 의사 결정, 전체 거주 노인의 동
일한 생활 패턴,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만이 지나치게 강조
(최재성, 2015: 5)”함을 가리켜 입소자 ‘개인의 시설화’ 혹은 ‘시설의 비
인간화’라는 개념이 활용(Bowker, 1982)되기도 한다. 이 두 개념에 비추
어 본다면, 요양원에 잘 적응한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시설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시설 운영체제에 순응하는 사람, 다른 입소자들과 유사한 만큼의
욕구를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시설에서 각 입소자에게 조달할 수 있는
자원만큼의 돌봄을 받는 데 익숙한 사람.
둘째로 전통적 돌봄문화에서 벗어나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문
화 전환 이후 ‘이상적’ 형태의 요양시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양원들
은 거주자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며 입소자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
는 곳이다. 또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들의 선
택권을 보장하고,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편안함과 사랑, 그리고
노인의 총체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팀 접근 등의 특성을 지닌다
(Vourlekis et al., 2005: 임진섭, 2010, 21-2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맥락에서 거주자 중심의 케어를 제공하는 요양원의 경우 시설에 잘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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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소자의 특징은 전통적 시설과 다를 것이다―시설을 내 집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 시설에서도 나의 선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신체적 케어뿐 아니라 이외의 총체적 욕구가 충족되는 사람.
그러나 A 요양원 입소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온전히 표출하지 못한다
고 해서 이곳이 전통적 돌봄문화를 실천하는 곳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입소자 개인의 시설적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A 요양원에 있다
고 볼 수는 없다. 어르신들이 자신에 대해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는 가족 중심적 문화와 노인부양관 등 문화적 요인이 작
용한 결과이다. 또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을 대할 때 밀접한 케어를 제
공할 수 없는 것에는 인력 부족 등 제도적 요인과 맞물려 있으며, 한 시
설에 모두 다른 건강특성과 수준을 지닌 입소자가 모여 있다는 사실 자
체가 개별적 충족을 가로막을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은 사랑과 봉사, 헌신이라는 돌봄 가치의 필
요성과 그들의 역할과 의무를 알고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소자들은
실천 모델에서 이상적 관계로 제시하는 ‘친밀함’ 혹은 ‘우정’과 같은 감
정으로 다른 입소자를 대하지는 않지만 그들 나름의 상호작용과 관계 유
지의 방법을 형성하고 있다. 즉 A 요양원이라는 조직 내에는 내부인들
나름의 규칙과 제도를 형성하고 그를 준수하는 요양원 바깥의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질서와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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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요약 및 제언

오늘 날 노인복지와 요양에 있어, 노인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노화하
고 집에서 적절한 돌봄과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된 죽음
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재가서비스 우선의 가치가 강조되
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요양시설의 사회적 필요
에 대한 당위를 위협할 수 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은 집에서 적
절하고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나, 그러한 여건 속
에서도 그들은 가족에 강한 책임을 부과하는 돌봄문화와 가치가 작용하
는 사회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픈 노인이 집
이 아닌 시설이용과 같이 가족 외의 돌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이 집에 머무름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설에 입소한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이점과 한계
를 적절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이 전통적 돌봄문화에서 벗
어나 이상적인 시설로 변화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돌봄과 시설돌봄
의 대안적 관계를 허물거나, 서로에 대비한 한계를 쉽게 상쇄하지는 못
할 것이다. 때문에 누가 어디서 노인을 돌보는지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돌봄과 그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인정기준은 입소자가 스
스로 일상생활수행을 해낼 수 있는지, 즉 신체적 조건뿐이다. 노인부양
의 규범과 돌봄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가운데 건강, 즉 생존이 사회적
돌봄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박경숙, 2017). 하지만 시설이
의료복지시설로서 취약한 건강수준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의미
화 되기보다, 노인의 정체성 연속을 위한 새로운 거주공간으로서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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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요구되는 실
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 요양원의 사례를 통해 입소자의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두었으며, A 요양원이라는 단일 사례를 설정하여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기제와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내
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연구질문에 해당하는 A 요양원에서의 입소자가 외부인
과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축소 여부와 그 이유, 그리고 외부 관계망의
실제 양상과 기제는 다음과 같다. A 요양원 어르신들이 입소 이전 형성
하고 있던 관계는 실제로 축소, 단절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입소
이전의 관계 중에서도 가족 외 관계의 축소와 단절로, 어르신들은 가족
제한형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입소이전의 관계가 명확히 요양원 입소
라는 사건과 시점을 계기로 축소, 단절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관계망
의 축소는 오히려 입소 이전에 경험하는 건강의 상실과 관련이 있다. 여
기서 건강의 상실은 단순히 관계유지를 위한 개인의 대처능력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개인의 건강수준 저하는 개인에게 우리 사회에
서 공유되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몸, 질병 그 중에서도 치매와 관련한
부정적 상징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계망의 축소를 촉발하고 있었다. 특
히 요양원 입소라는 사건은 보호자, 즉 가족에게 낙인을 부여할 수 있었
다. 가족에게 부여되는 낙인은 부양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가족애가 부
족하다는 도덕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그들을 구속하는 압력요인이었다.
이로 인해 입소노인과 그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없게 되면서 관계는 단절되었다.
입소 이후 입소자가 외부인과 형성하고 있는 연락의 실제 구조는 기존
논의에서와 같이 일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입소자들은 자신을 대신해 외
부인과 스스로를 연결해줄 매개를 수행할 대리인을 필요로 하며 대체로
가족이 그 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입소자 가족에게 부여된 낙인의 영
향으로 매개가 온전히 기능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관계구조는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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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의 관계망은 개인의 관계욕구보다는 가족이나 종사자에 의해 결정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또 매개를 필수로 요하는 관계구조 내에서
입소자의 수동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질문인 A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내부인과 형성
하고 있는 관계의 기제를 결정하는 요인의 탐색, 특히 입소노인 내부에
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특성에 주목하였을 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입소자간의 관계는 개인의 자발적인 욕구에 의해 촉발된 관계가 아
닌, 비자발적인 입소를 계기로 타인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 속에
개인이 배치됨으로써 시작된 관계였다. 때문에 입소자들은 내부인에게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를 강하게 느끼
지도,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소자들은 건강격차와 생애경험의 다양성을 이유로 관계를 형
성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내에서 새
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정이나 친밀함과 같은
일반적 관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이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입소자가 입소 이전 가족, 특히 주 돌봄자와의 관계만이 주된 교
류의 형태였던 환경에 놓여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입소자
들은 그러한 상호작용이 제한된 상황과 공간에서 벗어나 입소를 계기로
요양원 내부, 즉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때문
에 입소이전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 유지는 도전을 받지만 동시에 외부의
규범이나 질서를 그대로 지닌 채 입소자로서의 정체성과 건강수준을 비
롯한 생애력이 다른 입소자와의 소통의 방식과 내부의 새로운 질서, 경
계를 만들어낸다.
또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는 입소자에게 있어 그 자체로도 요양보호 서
비스이기 때문에, 입소자의 시설 생활 적응과 욕구 충족을 위해 요양보
호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이는 입소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
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요양보호사들은 헌신과 희생,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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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신과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고 입소자에게 진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입소자들은 요양보호사에
게 정서적으로 가까워져야 한다는 욕구와 필요를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양자의 관계는 정서적 교류보다 서비스 중심적인, 케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했다.
또 요양보호사는 다수의 입소자 각각에 대해서도 선호를 달리하고 있
는데, 그들은 주로 입소자의 건강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평가기준을 공유
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적 선호 속에서 A 요양원 내 와상환자들은 요
양원 내 다양한 관계에서 소외되었고, 이는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그들을
차별하겠다는 내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와상환자에게까지 밀접
한 케어를 제공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부족한 인력수준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결국 그들은 과한 돌봄 노동을 하며 얻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소
자가 치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포기’의 대응방식을 취하게 되고,
이는 돌봄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있었다.
마지막 연구질문에 따라 돌봄의 질과 입소자의 관계망 특성을 연관 지
어 탐색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포착되었다. 우선 노인의 입소로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들의 체념적 태도로 인해 입소자
의 욕구 사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입소자들 스스로도
종사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못하지만, 가족들 역시 입소사
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했다. 또 A 요양원에서 종사자 1명이
하루에 7~8명의 입소자를 담당하여 케어를 제공하면서 밀접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인력배치기준과 맞닿아있는
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두고 포기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입소자들을 개별적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일괄
적인 하나의 집단, 특히 치매환자 집단으로 대상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
이었다. 이로 인해 입소자들은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수
준에 맞추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줄여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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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바라볼
때,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우선 종사자는 입소자들이 이주를 계기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에 적
절히 대처하며 건강관련 서비스에 매몰되지 않고 각 개인의 특성과 욕구
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 보통 요양시설이 질환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공
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사자들은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에 초점을 둘
뿐 입소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하기 쉽기 때문이
다(Buzzell and Gibbon, 1993). 특히 요양원으로의 이주를 경험한 노인
은 부정적 감정을 갖기 쉬워 종사자들은 이를 해소하고 각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입소자 각각을 개별적 인
간으로 대하며 입소자의 대상화를 막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A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요양원 입소노인은 요양원을 삶이 아닌 죽음
의 공간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기 쉬웠고 이로 인해 입소생활의 질은
떨어질 수 있었다.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원의 입소자들은 자신이
요양원을 두고 죽음을 준비하기에 마땅한 공간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 종사자들은 죽음을 일상적 영역으로 끌고 내려와 입소자
들이 실질적인 죽음을 준비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서이종,
2016).
Nay(1995)는 이에 대해 종사자가 취해야 하는 태도를 다섯 가지로 명
확히 정리하였다. 1) 입소자의 슬픔과 우울을 이해하고 인정함을 그들에
게 보여주고, 2) 입소자와 감정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잠재적 이동의 기
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3) 입소자를 모든 성인의 권리를 지니는 가치 있
는 인간으로 대하고, 4) 그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적 동질성을 계속
해서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5) 각 입소자가 슬픔을 표현하는 대응 방식
의 차이를 인식할 것. 결국 입소자 개별성의 존중은 입소자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욕구에도 차이가 있음을 종사자들이 인식할 때 가능하
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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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직접적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현재 제
도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은 요양대상자 2.5명당 1명의 요
양보호사를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고용비율의 근거만
이 될 뿐, A 요양원은 특정 시간대에 실제 돌봄 현장에 투입되는 요양
보호사와 입소자 비율은 1:7 이상이다. 실제로 이러한 배치기준을 준수
하지 못하는 요양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 대비 낮은 임금을 받
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직무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황보람∙유은경,
2015) 입소자에 대한 밀접한 케어 실패로 양자 간의 관계가 멀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입소노인과 그 가족에 부여되는 부
정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주자 중심 케어 모델에서 제
기되고 있는 입소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시설 문화의 필요성은
인간으로서 받아 마땅한 권리를 보장하자는 소극적 조치에 불과해 보이
지만 사실 이는 요양원 내부의 문화의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서 공유하는 시설, 노인돌봄, 부양, 노인복지 등의 가치와 같은 더
다양하고 거시적 요인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A 요양원 내에서 발견되
었던 돌봄문화와 소통방식,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 모두 입소자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던 타자, 문화, 제도가 상호작용한 결과였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낙인이란 낙인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상대적 관점의 차이이
며,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사회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프만, 2009: 204-208).

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요양원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
한 시도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다
양한 규모와 특징을 고려한다면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A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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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만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A
요양원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기제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방
법론이 동시에 사용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인터뷰에 참여한 입소자의 수
가 적어 입소자의 행위와 의도를 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입소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이 요양원 외부의 사람의 이
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 역시 문제일 수 있다. 현재 이용인원이 25명이
나 되는 A 요양원에서 입소자 모두를 관통할 수 있는 관계 요인과 현상
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고, 특히 A 요양원 입소자 가운데 치매환자
가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행위 속 의도나 의미를 적절히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질적연구이기 때문
에 한계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연
구자의 주관에 의해 해석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지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소노인의 사
회적 관계를 입소 이전과 이후의 관계로 나누어 양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는가를 고찰하였다는 점이다. 기존논의에서는 입소 이전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여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는 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원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각
관계가 어떠한 기제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다루며, 요양시설에 입소가 곧
관계망의 축소라는 기존의 전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또 이처럼 입소
이전과 이후의 관계망 모두를 연구의 범위로 포괄하였기 때문에 입소노
인이 받는 돌봄의 질과 관련한 관계요인의 포착이 가능했다.
둘째, 입소자가 다른 시설 거주자와 형성할 수 있는 관계가 지니는 의
미와 특성을 일반적인 상황과 구별하여 접근하였다는 데에 있다. 많은
실천모델에서는 바람직한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두고 단순히 정서적
친밀감과 다양성, 포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획일
적 기준을 넘어 입소노인이 익숙한 환경으로부터의 이주와 관계망의 축
소로 경험하는 감정과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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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의 정도 모두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왜 입소노
인이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요양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A
요양원 입소노인의 소통방식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추론하고 있
다.
셋째, 입소자의 관계망을 돌봄의 질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는 데에 있
다. 단순히 입소노인의 사회적 관계 욕구 충족이 곧 좋은 돌봄을 제공하
는 것이라는 시각에 그치지 않고, 입소자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 가운데 돌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새롭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요양원 대상의 연구 과정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요양원을 표집하는
과정 가운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요양원 내부와 입소자의 생활을 공개하
는 것에 어려움을 표했다. A 요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도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드러내지 못했다. 또 기존 연구에서
와 같이 A 요양원 역시 치매환자가 많아 윤리적인 고민이 필요했다. 하
지만 이런 제약 속에도 A 요양원 종사자들은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을
내비치며 적극적 태도로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자의 봉사활동과 관찰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전과 더불어 가족돌봄으로 충당해낼 수 없는 돌봄
수요로 인해 다양한 돌봄 방식과 돌봄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는
오늘 날, 기록물로서 요양원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의의를 지닐 수
있다(정진웅, 2012: 18-21). 요양원은 오늘 날 노인돌봄과 복지와 관련
한 다양한 현안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문제공간일 뿐 아니라 동시에 더
나은 돌봄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
다. 차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한계를 보완하여 입소자의 정
체성과 개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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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Nursing Home
Residents’ Social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Yeojin Im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mechanism that
determines nursing home residents’ social relationship and how the
factors in the mechanism affects the quality of care. By conducting the
single

case-embedded

study,

the

data

were

gathered

from

the

depth-interviews with the elderly resident and the workers, participant
observation in ‘Nursing Home A’ located in Seoul and secondary data.
Using the data, a particular focus was on the nursing home residents’
self-identity and adjusting to later life.
Chapter 2 is about the aspect and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outside of Nursing Home A― family, friends, or
colleagues. Most of the residents experience the relationship dissolution
with their friends or colleagues forming a family-centere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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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and this is mainly caused by the loss of health which means
the lack of ability to maintain one’s network and the stigmatization of
unhealthy body. The residents’ external network could be maintained
only if their family perform a role as a broker but the family cannot
let people near them know his or her entering nursing home because of
negative recognitions on them in familistic culture. In Nursing Home A,
contacting and visiting system between residents and their family is
one-sided as the frequency or opportunity of contacting and visiting is
determined by the latter’s convenience.
Chapter 3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relationship and
spotlight the feature of interaction among the people inside Nursing
Home A based on Symbolic Interactionism. The residents could not feel
the need of close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due to the various
constraints. Nevertheless, the elders constitute new social identity as a
resident, communication modes, order, and culture with other residents
who have different levels of health and life history as they are placed
on the condition with the constant interactions in Nursing Home A.
Also, residents did not have the strong need of emotional relatedness
with the workers. They prefer the workers who provide high quality
care to the others. Similarly the workers prefer the elder by one’s
health and in this process the residents who are bed-ridden or have
dementia were covered in a blind spot for relationship building.
Chapter
mechanism

4

covers

how

the

factors

found

in

the

relationship

lower the quality of care. Affected by familistic culture in

Korea, sons and daughters had a guilty conscience and resigned to be
good to their parents and it leads to a failure of residents’ needs
assessments. Furthermore, a comprehensive care was threatened by a
working environment that one care helper should provide service to at
least 7 people for a day. In this condition, the care helpers were 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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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ake care of

the residents with dementia as a whole group of

patients not individual.
On Chapter 5, I summarized an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It needs to be clarified that the way of
communication, culture of care service, and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in

Nursing

Home

A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surrounding people, culture, and institutions. The social relationship in
Nursing Home A reveals various social issues like long-term care and
welfare for the aged and shows capable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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