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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치매는 비교적 새롭게 조망되는 보건 정책 분야 중 하나로서 연

령이 가장 뚜렷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 

내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도 현재 치매는 가장 주목받는 보건 정책 분야 중 하나이

다. 2008년 정부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국가치매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치매의 조기 검진과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다

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를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으로 여기

던 사회 전반의 인식도 변화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약물치료를 통해 진행

을 늦출 수 있는 뇌의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치매를 뇌의 질병으로 해석하는 생의학적 모델은 치매에 

대한 수치나 비난을 감소시키는 한편으로 당사자를 정상적인 사회적 삶

에서 분리하고 사람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감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 한국 사회 전반의 치매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점차 확대

되었으나 치매 노인을 향한 태도는 여전히 회피와 배제와 같은 부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치매의 의료화가 초래한 부작용과 무관하

지 않다. 치매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치매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이를 통한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치매 환자의 조기 치료

와 효율적 관리를 넘어선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

다.

이 연구는 일반인들의 의료화된 치매 지식이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치매 지식을 

병인, 치매 증상 등에 관한 지식인 의료적 지식과 치매 노인의 특성과 

잔존 능력 등에 관한 지식인 비의료적 지식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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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지식과 치매 두려움, 치매 접촉 경험이 각기 치매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의료적 지식은 치

매역학조사(2016)의 치매 인지도 항목을, 비의료적 지식은 DAS(Dementia 

Attitude Scale)의 지식소척도(knowledge subscale)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치매 태도는 같은 척도의 안정소척도(comfort subscale) 항목을 활용하였

고 치매 두려움은 FODS 척도를 활용하였다. 

40대부터 60대 사이의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

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3.5세(±8.36)였으며 치매의 의

료적 지식은 15점 만점에 8.91점(±2.42), 비의료적 지식은 70점 만점에 

43.71점(±6.67), 두려움은 95점 만점에 69.49점(±11.02), 태도는 70점 만

점에 33.93점(±8.16)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치매 지식과 두려움, 태도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치매 지식은 의료적 지식(t=-5.165, p=.000)과 비의료적 

지식(t=-2.463, p=.014) 모두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치매 태도

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3.815, p=.000). 치매 지

식은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나타내 의료적 지식(F=4.651, p=.010)과 비의

료적 지식(F=3.456, p=.033) 모두 60대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 치매 두려

움은 스스로 신체 건강(F=4.454, p=.012)이나 인지 기능(F=6.430, p=.002)

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 접촉 경험과 양

의 상관관계(r=.155, p=.004)를 보였다. 

2) 의료적 지식, 비의료적 지식, 치매 접촉 경험과 치매 두려움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접촉 경험과 두려움(r=.154, p=.009), 의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r=.235, p=.000), 비의료적 지식과 치매 태도(r=.216, 

p=.000) 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두려움과 치매 태도(r=-.346, 

p=.000) 사이에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치매의 의료

적 지식과 치매 태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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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남성(β=.200, 

p=.000)에게서, 비의료적 지식(β=.264 p=.000)이 높을수록, 치매 접촉 강

도가 높을수록(β=.142, p=.005), 두려움이 적을수록(β=-.393, p=.000) 치

매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과 접촉 경험, 두려움 간 상호 

작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의료적 지식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치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수용적 태도를 확대하기 위

해서는 의료적 지식만이 아니라 치매 노인의 욕구나 잔존 능력과 같은 

새로운 치매 지식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정책적으로는 효과적인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의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의 균형 있는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한편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먼저 여기에서의 비

의료적 지식은 넓은 의미에서 치매 태도에 속하는 태도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하여 비의료적 지식과 태도 사이의 연관성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났

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중첩을 개선하여 

의학적 지식과 비교할 수 있는 ‘비의료적 지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이 연구는 경험-태도-행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중 태도를 결

정하는 요인을 단순화하여 살펴본 것으로 실제 한 개인의 태도나 더 나

아가 실질적 행위를 결정하는 복잡한 현상을 면밀하게 살피지는 못하였

다. 치매의 의료화가 차별과 배제와 같은 실질적인 행동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더 상세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치매, 의료화, 치매 지식, 치매 태도, 치매 두려움, 치매 인식

학번 : 2014-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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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치매(Dementia)는 기억, 사고, 행동과 일상생활 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증후군으로서, 단일 질환이 아니라 여러 원인에 의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의 장애를 유발하는 일련의 증상을 지칭

한다(정현강 등, 2013). 치매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이 중에서도 알

츠하이머(AD, Alzheimer’s disease)가 전체의 60~70%를 차지하여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HO, 2017). 치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

나 연령이 가장 뚜렷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의 치매 유

병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5~69세에서 치매 인구는 약 2%에 불과하지

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점차 높아져 90세 이상의 약 41%가 치

매 증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OECD, 2018). 따라서 고령 인구

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치매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며, 인구 고령화가 진

행된 선진국에서는 치매를 가장 주요한 보건 정책의 의제 중 하나로 논

의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WHO&ADI, 2012). 

한국에서도 현재 치매는 가장 주목받는 보건 정책 분야 중 하나이

다. 치매 정책이 노인 보건·복지 정책 분야에서 우선순위에 오른 것은 

한국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 7%의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 사회로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프랑스가 

124년, 미국이 72년, 영국이 44년이었던 데 반해 한국은 19년에 불과하

여 대표적인 고령 사회로 알려진 일본(26년)에 비해서도 인구 구조의 변

화가 급격함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 그러나 가족은 이전처럼 

전적으로 노인 부양 문제를 책임질 수 없게 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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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길어져 부양 기간은 길어진 것에 반해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담당하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각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 정책의 목표는 가능한 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치료 등의 의학적 개입을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

고,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 의료 및 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하여야 할 정책으로는 조기 진단이 꼽힌다. G7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진단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1차 진료 수준에서의 

치매 대응역량 강화, 진단 후 지속적 관리 등을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빈나, 2017). 특히 미국의 경우 초기 치매의 진단에서 더 나아가 증상 

발현 이전의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연구개발을 주요 실행 전략(action)

에 포함하였다. 치매의 예방과 치료 약물 개발, IT 기술 등을 활용한 돌

봄 기술 개발 등 치매 연구 지원 또한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

부 정책 중 하나이다. 한편 치매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인식개선 교육과 운동이 국가나 치매 관련 단체의 주요한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치매에 대

한 두려움은 여전히 큰 편이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미국, 폴란드 5개

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암과 함께 치매가 가장 두려운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Alzheimer Europe & Ha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2011), 한국에서도 노년층에서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치매센터, 2014). 박미정 등(2018)은 한국 중장년

층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암,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에 비해 높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가족 및 국가의 지원에 대

한 기대감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후기 치매 증상을 많이 알거나 치매 정책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들

어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커지는 현상을 보였다(Rimme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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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두려움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과

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질병에 관한 낙인 감소의 주요

한 전략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치매의 발병 원인과 증상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여 치매를 광기가 아닌 뇌의 이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으

로 이해하고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일반적인 질병임을 알림으로써 두려

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화(medicalization) 

이론은 치매의 ‘질병화’가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치매를 

질병으로 해석하는 생의학적 모델은 치매 노인에 대한 수치심이나 비난

을 줄이지만, 동시에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배제, 두려움을 늘린다

(Kvaale et al., 2013). 또한 치매를 ‘정상’과는 대비되는 비정상적 타

자로 규정하고 사회적인 배제와 의학적 관리의 대상이 되는 환자 정체

성을 부여하며, 치매 노인의 일탈적인 행동을 모두 뇌의 문제로 환원하

여 행동 이면의 개인사나 사회문화적 요인이 무시되고 돌봄 제공자와 

치매 노인 간의 관계 또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Bond, 1992). 

최근의 선진국에서의 치매 정책은 생의학적 모델에 입각한 정책만

으로는 치매 친화적 사회의 조성과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

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노인들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

한 다양한 정책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동적인 

‘환자’와는 대비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인격, 시민권의 개

념에 대한 고찰과 함께 약물 오남용이나 신체 구속을 모니터링하는 등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거나, 시설 수용과 입원 치료에 치중되

었던 기존의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

티 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치매 노인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제

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

히 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중시하는 의료적 정책을 중심으로 치매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 4 -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한국 사회에서 치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연스러운 노화에서 뇌의 질병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치매의 

의료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이론을 

검토한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특히 의료적 지식이 긍정적인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치매 지식을 의료적 지식과 치매 노인

의 욕구 등에 관한 비의료적 지식으로 나누어 치매 태도에 미치는 각각

의 영향을 측정, 비교하고 긍정적인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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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치매에 대한 의료적인 지식이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치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치

매 노인에 대한 행동의 예측 요인으로서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치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치매 노인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실제 치매 노인을 차별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할 가능

성이 높고, 반대로 치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더 적극적

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일탈적 행동에도 관용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인 수준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특정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이는 치매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 

전반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치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치매 

제도는 치매 노인을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치매 노인의 자율성이나 

권리에 대한 관심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의료화된 치매 지식이 치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비교적 구분 없이 사용한 ‘치매 지식’을 

‘의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의료적 지

식은 치매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뇌 기능 저하로 인한 병리적 현상

으로 여기는가를 비롯하여 치매의 발병 원인, 치료 및 예방 가능성에 대

해 의학이 제시하는 지식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한편 비

의료적 지식은 치매 노인의 욕구, 감정 등에 대한 지식으로 흔히 무력하

고 무능할 것으로 간주되는 치매 노인의 잔존 능력이나 잠재력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태도 형성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치매 접촉 경험과 치매 두려움을 포함한 네 가

지 변수를 주요 독립 변수로 놓고 이들이 치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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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40대에서 60대의 일반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의료적 지

식, 비의료적 지식, 치매 태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2.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치매 두려움과 치매 접촉 경험의 

수준을 파악하고 의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 치매 두려움과 접촉 

경험 간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3. 치매 두려움과 치매 접촉 경험, 의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이 치매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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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2.1. 이론적 배경

  2.1.1. 의료화 이론

의료화(medicalization)는 “일상적인 삶이 의료적인 지배와 영향, 

감독 아래에 놓이게 되는 절차”(Zola, 1983)이며, “비 의료적 문제들이 

주로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을 맺으면서 의료적 문제로 정의되고 다루어

지게 되는 과정”(Conrad, 1992)으로 정의된다. 즉 이전까지 일상의 영역

에 속해있던 행위나 상태가 의료적 관점에서의 질병으로 취급되는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폐경기, 알코올 중독, 주의력 결

핍 과잉 행동 장애(ADH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거식증, 불임, 

비만, 수면 장애 등 수많은 증상이 의학의 영역으로 포섭되었다(Conrad 

et al., 2010). 의료화가 발생하는 영역은 다양한데 알코올 중독이나 동성

애와 같은 사회적 일탈 행동의 의료화, 출생, 노화, 사망과 같은 인생의 

통과의례의 의료화, 비만이나 성형수술과 같이 일상생활의 양식이 의료

화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조병희, 2015, pp.96-97) 

의료화라는 용어를 활용한 가장 영향력 있는 초기 사례는 

Illich(1975)의 의원성((iatrogenesis)) 개념이라 할 수 있다(Metzl & Herzig, 

2007). Illich는 1975년 발간된 저서 『Limits to medicine : medical 

nemesis』를 통해 의료기관이 “의학적, 사회적, 문화적 의원성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Illich, 1975 : Metzl & 

Herzig, 2007에서 재인용). 의원성이란 ‘의사/치료에서 유래함’이라는 

의미로 의학이나 의료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의학적 의원성은 문자 그대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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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병이 전염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

적, 문화적 의원성은 정상적인 슬픔이나 우울함의 기준을 낮춰 우울증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대한 의학 범주가 확대되면서 질병

이 확산되는 것을 뜻한다. Illich는 의학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부작용이나 병원 내 감염처럼 현대 의학이 초래하는 건강 위험이 존재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의학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내재된 능력이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조병희, 

2015, pp.26-27). 치료, 노화, 죽음과 같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질병

화되고 의료가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개인과 사회가 

이를 다루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된다.

  Conrad(1975)는 의학이 가진 ‘정의 내리는 힘(definition 

power)’이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적 의학이 의료적 영역을 확장하는 의

료화의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의료화가 곧 ‘정의(definition)’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한다. 문제를 의학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문제를 묘사하는 

데에 의학의 언어를 사용하며, 문제를 이해하는 데 의학의 틀을 적용하

거나 이를 다룰 때 의학적인 개입을 활용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다(Conarad, 1992). 이러한 의료화 개념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원래 의

료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부적절하게 의료화하는 현상을 비

판하는 데에 더 많이 활용되지만, 특정한 문제를 의료적으로 정의하는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중립적인 개념에 가깝다.

한편 비의료적 문제가 의료적으로 규정되는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

의 권한은 막대한데 무엇이 질병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도화된 의료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문제를 의학적으로 

정의하거나 의학적 형태의 치료로 사회적 문제를 치료하고, 의학적 지식

은 의학적 주장을 ‘만들어내는’ 역할(medical claims-making)을 한다

(Conrad, 1992). 노화, 자연사 등 기존에는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여겨졌

던 것들이 질병으로 분류되거나 탈모나 피부미용처럼 질병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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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수단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등장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서는 보다 나은 학습 능력이나 운동 능력을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의 향상을 위해 의료적 개입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정신질환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많이 의료화된 분야 

중 하나이다(Maturo, 2012).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증상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른 신체적 질병과 비교하여 의료

전문가의 ‘정의 내리는 힘’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

한 특성 때문에 정신 의학은 일찍부터 사회학자들의 도전을 받아왔는데, 

의료화와 비슷한 맥락에서 1960년대에 반정신의학 운동이 나타나게 된

다. 이들은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일상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행동들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분류하고 진단해 왔다고 비판하였다(김환석, 2014).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기준으로는 미국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이 활용된다. DSM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정신과 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정신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바이블과 같

은 역할을 하며, 임상 현장 바깥에서도 보험 회사, 제약 회사, 법정 등에

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는 가장 권위 있는 지침서이다(김청송, 2016). 

즉 DSM은 질병과 정상을 정의하는 기준이며, 필연적으로 환자와 의사, 

제약 회사나 기타 업계,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초기의 DSM은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은 심리사회적 모델에 기반

하여 작성, 발표되었으나 환자와 건강인을 구분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춘 것은 1980년에 

개정 발표된 DSM-Ⅲ로써 이전까지의 지적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정신질

환의 본질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DSM-Ⅲ를 기점으로 

정신 의학은 ‘진단’이 치료와 임상적 연구의 핵심으로 기능하는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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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을 도입하게 되고 그 결과 완전히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

지만, 더 기술적이고 표준화된 질병 기술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Fulford, 

2010 ; Maturo,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표준화는 (1) 정신 건강 공동체 

내의 전문가 정치, (2) 정신 건강 연구와 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관여 

증가, (3) 치료 효과 입증에 대한 의료 보험사들의 압박 (4)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한 제약 회사들의 필요성 등 많은 

요인의 산물이었다(Mayes & Horwitz, 2005).

의료화의 관점에서 DSM에 대해 가장 자주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

는 거듭된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Rose, 2007: 198~199 : 김환석 2014에서 재인용). DSM-I에서 정의된 정

신장애는 약 100개였으나 DSM-III에서는 이것이 265개로 급증하였고 

DSM-IV에서는 다시 350개로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DSM-5의 

개정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혔다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 진단 편람에서 제시하는 진단 기준을 따르면 일관되게 민감도

(sensitivity)가 높고 특이도(specificity)가 낮아 ‘진단 인플레이션’이 일

어나 불필요한 약물 처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Frances & Nardo, 

2013). 예를 들어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경도신경인지장애(Minor neurocognitive 

disorder)’ 등은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이나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까지도 횟수와 같은 진단 기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모두 ‘질병’으로 여겨진다. 원인보다는 겉으

로 나타나는 증상에만 집중하여 일련의 증후군을 포괄적으로 질병으로 

규정하여 질병의 실체가 모호하고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점이 임의적으

로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비판 중 하나

이다(Kering & Ludlow, 2014; 김청송, 2016). 

진단 기준이 질병을 정상으로부터 구분하는 도구로서 중요하다면 

약품의 허가나 등재는 사회적으로 증상을 다루는 방식으로서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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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허민호(2012)는 월경 전 불쾌 장애(PMDD)가 1994년 미

국 진단통계편람(DSM)에 수록된 이래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질병’이 

되었지만, 병증의 명확한 규정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 모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기존의 우울증 치료제의 외형만 변형시킨 신약이 

미식품의약국(FDA)에 등재되어 처방되었던 사례를 통해, 제약 산업이나 

보험 회사와 같은 의료 사업과 정부 기관, 의학 전문가들의 이해에 따라 

질병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건강과 질병, 즉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이 소수의 전문가에게 집중된 의료화의 특징을 그대로 반

영하는 동시에, 이 권한을 이용하여 의료(제약) 산업의 자본이 구사하는 

전략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료는 정상적인 몸을 ‘비정

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비정상적인 상태를 겪는 상황은 ‘정상적’

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우울감을 우울증이라는 비정

상적인 질병 상황으로 분류하면서도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로 표현

하여 정신과 방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 등은 사회의 전 구성원을 

잠재적인 환자로 만들고 의료 소비를 결심하기까지의 장벽을 낮춘다.  

1970년대에 나타난 이러한 의료화 개념은 당시의 증가하는 의료  

권력과 이에 대한 과잉 의존을 비판하는 유용한 이론적 도구로서 사회

학이 발명한 개념 중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이 큰 개념 중 하나가 되었

다(김환석, 2014). 그러나 의료화가 의학의 실질적인 진보와 인간의 삶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 절하하고 의료 의존도를 과장하고 있으며 재정 조

건이나 진입 장벽, 환자의 거부감 같은 제한조건으로 인해 의료화 현상

이 무한정 확대되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Strong, 1979 : 

조병희 2015, pp. 97-98에서 재인용). 

Conrad와 Schneider(1980)는 이러한 Strong의 비판을 방어하면서 

의료화의 다양한 양태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즉, 위와 같은 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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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화를 의사-환자 간의 상호 작용의 수준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파

악하는 오류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화는 개념적, 제도적, 의

사-환자 상호 작용의 세 가지 수준에서 일어난다. 첫 번째로 개념적 수

준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정리하거나 정의하기 위해 의학적인 언어 혹은 

의학적 모델이 활용된다. 이는 의료 엘리트의 주도로 시작될 수 있지만 

알코올 중독 치료나 다이어트 등에 관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 집단

의 바깥에서 의료적 정의와 설명을 요구하면서 생겨나기도 한다. 두 번

째로 제도적 수준에서는 특정 조직의 프로그램이나 문제를 의료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해 의료화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는 감독

자이자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하지만 진단이나 치료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는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로 의사-환자 수준에서는 의사가 문제를 의학적인 것으로 정의(진

단)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의료적 형식의 치료로 해결할 때 의료화가 발

생한다. 가정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처방하는 것이 그 예

이다. 의료화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문제이며 사

안에 따라 의료인의 역할이나 개입의 정도 또한 다른 다양한 모습을 하

고 있으며 의사 개개인의 역할뿐 아니라 어떠한 개념이 문제를 이해하

는 데에 활용되며 누가 이를 통제하는지가 의료화를 이해하는 핵심이라

고 강조한다.

  한편, 20세기 후반 이후 의료와 사회를 둘러싼 구조는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된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근대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의료화 이

론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생의료화(생명의료화, 

biomedicalization)는 탈근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의 의료와 사회 간의 관

계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다. 생의료화는 과학, 특히 생

명공학의 발달로 변화된 의료 현장의 지형을 반영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Clarke 등(2003)은 19세기 후반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단계와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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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권위와 영향력이 팽창했던 단계를 지나, 20세기 후반 이후를 내

부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의학의 세 번째 단계라고 정의하고, 생의료화가 

서구 사회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건강과 질병, 의료와 

몸의 영역에서의 주요한 변화 과정을 기술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한다. 그

리고 첨단 과학의 새로운 사회적 형태를 통해 확장되거나 재구성되고, 

더 복잡하고 다중적이며 다방향적인 의료화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따르면 생의료화는 (1) 방대한 분야에 걸친 생의학의 정치경제적 

재구성 (2) 건강 그 자체와 위험, 감시에 대한 새로운 강조 (3) 생의학의 

기술과학화 (4) 지식의 생산, 분배, 소비 방식의 변형 (5) 몸과 정체성의 

변형으로 상호 구성된다. 

  생의료화가 기존의 의료화와 대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우선 

몸과 건강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김환석, 

2014). 기존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질병의 치료였다면,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주목을 받는 유

전자 치료는 일탈을 병리화하면서 통제를 정당화하는 이전과는 달리, 몸

(유전자) 자체의 변형을 시도한다. 현재 건강하다 할지라도 취약한 유전

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잠재적으로) 아픈’ 상태로 분류

되며, 이는 곧 건강한 몸과 아픈 몸을 이분하던 기존의 경계가 무너진다

는 것을 뜻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의료화를 추동하는 중심 세력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기존의 의료화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던 의사와 

병원 대신, 생의료화 단계에서는 유전 공학을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 분

야의 역할이 증대된다(조병희, 2015, p.100). 제약 산업 자본 또한 새로운 

질병을 탄생시키고 환자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

로서 등장하였는데, 제약 산업이 의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 

것이 ‘제약화(pharmaceuticalization)’라는 개념이다. 제약화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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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환자(혹은 그 모두)가 특정한 사회적, 행동적 또는 신체적 조건이 

약물을 통한 치료나 개입이 필요한 상태라고 간주하는 과정”(Abraham, 

2010, p. 290: Maturo, 2012에서 재인용)이며, 제약 산업의 정치 경제적 

요인, 탈규제 국가 이데올로기, 소비주의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발전한

다(Maturo, 2012). Maturo(2012)는 Howitz & Wakefield(2007, p.182)를 인

용하여 “DSM-Ⅲ의 개정 과정에서 제약 회사가 어떠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새로운 진단 모델은 기술된 증상의 약학적 치료를 촉진

하는 데 이상적으로 적합했다.”라고 지적한다.

첨단 과학 기술이나 거대 제약 자본이 생의료화를 추동하는 세력

으로 등장한 것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환자 그룹의 권력이 커진 것 또한 

후기 의료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의사 그룹의 권

위가 약화되고 의료는 시장에 의해 감시되어 소비자로서의 환자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의료 서비스를 의사와 병원이 공급할 것이 요구된다. 한

편 시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건

강 욕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천하며, 필요한 경우 질병 개념을 재

개념화하거나 의료화 혹은 탈의료화를 요구하는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대처를 한다(조병희, 2015, p. 100; 김환석, 2014). 

이는 전통적 의미의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환

자/소비자/사용자 정체성을 기초로 새로운 시민권의 확보를 추구하는 것

으로, 이러한 집합적 운동을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일방적으로 지배되던 지식 권력의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의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되고 역동적

인 생명 정치로의 변화는 후기 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며, 이는 비단 의료 분야만이 아니라 환경, 재난 안전, 식품 등 생명과 

관련되는 다른 분야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김환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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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치매의 의료화

이상의 의료화에 관한 논의는 치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치매는 노

화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애사가 질병의 영역으로 포섭된 예 중 하

나이다. 물론 치매라는 증상은 후천적인 인지기능 저하를 통칭하는 개념

으로, 4~50대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알츠하이머나 머리 외상을 

입은 노인에게서 수두증 때문에 생긴 치매 등이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

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치매가 문제시되는 

것은 노년기에서 나타나는 치매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도 노년기의 알

츠하이머가 치매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 보건과 

복지의 영역에서 중요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부 특수한 예를 제외

하면 치매를 노화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치매는 근대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광기(madness)와 구별되지 

않았다. 1801년의 Pinel의 정신 의학 텍스트에서 치매(dementia)라는 단

어가 처음으로 발견되었지만(Conrad & Schneider, 2010) 19세기에는 치

매를 포함한 정신질환의 신체적인 원인이나 의학적 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고,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에(Lyman, 1989) 특별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정신질환의 신체적인 원인이 처음으로 밝혀졌으며 일탈적 

행위가 과학적,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질병으로 포섭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처음에 치매는 이른 나이에 나타나는 치매만이 질병

으로 여겨지고 노인의 인지 저하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고령의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인지기능의 저하(알츠하이머)는 그보다 더 시간이 

흐른 1980년대에 들어 질병으로 분류된다. 

Lyman(1989)는 당시 치매에 대한 의학적,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정상적 노화였던 노망(Senile)과는 다른 ‘알

츠하이머병’이 정책과 연구의 관심의 대상이 된 한편 대중들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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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알츠하이머 연구에 재정 지원이 극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지적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DSM-Ⅲ에서는 노년에서의 치매가 

‘주요한 퇴행성 치매’라는 이름으로 정식 질병으로 등재되었으며, 여

기에는 주로 가족이나 보호자의 사후 답변에 의해 판단되는 지적인 능

력의 저하가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는 치매 

뿐 아니라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의료적 개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Conrad(1975)가 지적하듯이 서구 사회에서 의료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점

차 다양한 일탈이 의료화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 1980년대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질병의 사

회적 구성에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면, 한국 사회의 경우 1990년대에  

‘노인성 치매’라는 개념이 일반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

다. 영어의 'senile'에 해당하는 ‘노망’이 자연스러운 노년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치매’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용되던 용어

로 정상적인 삶과는 달라진 질병 상태를 뜻한다. 노망에서 치매로의 전

환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치매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쓰

이고 치매 노인의 부양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된 후에도 

여전히 노년기에서의 치매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물로 보는 시각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는 시각은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반인들

의 인식은 치매를 질병화하여 의료와 정책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과정에

서 계몽과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 사회에서 치매가 질병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몇 

가지 연구를 통해 시간순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질병화 되기 이전의 노망 

개념은 1973년 실시된 농촌 주민의 ‘노망’에 대한 개념 연구에서 비

교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김현우 등(1973)은 군 지역에서 보건소를 

방문한 167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망, 즉 치매에 대한 인지도나 

원인, 치매 발생이 예상되는 연령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

분(83%)의 응답자가 노망 또는 망령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으며, 이 단



- 17 -

어를 알고 있는 사람 중 절반(53%)이 노망이 “질병이 아니며 나이가 많

아서 자연히 오는 현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과반수(54%)가 노망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고, 치료되거나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74%). 비교적 간결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김현우 

등의 연구는 ‘치매’ 개념 이전의 노망 개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시기 농촌 지역의 한국인들에게 노망이란 질병이 아니며 치료로 원상 

복구될 수 없는 인생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0년대는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도기

적 성향을 강하게 띈다. 치매를 포함한 노인 부양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

결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담론화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천선영, 

2001). 김영란 등(1995)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망'에 대한 태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노인 부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변화하

는 치매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노인 부양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

식은 전통적인 효 개념에서 서구적인 가족관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

으며, 노망과 노인 부양에 대한 태도는 연령과 성별, 경제 수준, 교육 정

도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인 가족 이

데올로기를 강하게 보이는 집단은 중년 남성이 많이 분포된 특징을 보

인다. 이들은 부모와 본인의 노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인 

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관념이 있었다. 또한 노망(치매)은 

질병이 아니므로 병원에서의 치료가 아닌 가족들에 의한 휴양을 제공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년 여성의 경우 부모를 모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본인은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으

며 노망 등으로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노

인 부양에 크게 관심이 없는 서구화된 가족 관계 개념을 가진 집단은 젊

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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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용(2007)은 한 요양원의 환자 가족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치매의 발생 요인과 의료 지식 체계, 사고방식, 관념,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등을 파악한다. 그 결과를 70년대에 진행된 김현우 등(1973)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2000년대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치매를 ‘뇌의 

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뇌출혈이나 우울증 등 신체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파악하는 등 현대 의학의 지식이 활용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굿과 같은 초자연적인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

지만 전통적인 지식을 차용하기도 한다. 치매를 판별하는 가족들의 기준

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 여부이며, 치매 발병 요인 또한 신체적, 

신경학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요인, 즉 젊은 시절의 고생스러운 경험이

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도 발생한다고 여긴다. 이 연구에서는 각 

개인이 민속지식과 현대 의학적 지식을 상황에 따라 절충하여 전통적 

민속지식과 의료적 지식을 대립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신에게 제공된 

의료적 정보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실천적 의료지식을 구성함에 주목한다. 

  천선영(2001)은 한국 사회에서 ‘노망’이 ‘치매’라는 개념으

로 대체되는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환기되던 1990년을 전후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20세기

의 평균 수명의 증가와 가족 구조를 포함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노

인 부양을 개인이나 가족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그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사회적 담론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던 ‘치매’의 구체화/현

재화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의 고령화와 가족구조/생활양식

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의 의료화와 자연 개념이 재규정되는 과정을 거

치면서 노망에서 치매로 개념이 형성되고 확산된다. 즉 노망과 치매는 

“내용적으로는 중첩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배제하는 담화 구성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존 담화의 질서가 와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

에서 노망에서 치매로의 개념 전환”이 진행된다는 것이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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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정리하면 사회의 변화가 치매의 의료화를 요구하였고, 치매

의 의료화는 다시 치매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변화를 주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

물인 ‘노망’을 감당할 수 없어지자, 노화라는 ‘일탈’을 보다 효과적

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치매’라는 질병으로 전환하여 의료적 관리 체

계로 포함시켜야 하는 사회적 압력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림 1> 천선영(2001)의 노망에서 치매로의 개념 전환 도식

노망 ⇢ 치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

□해결할 과제로 인식되지 않음

□원인을 가진 질병으로 규정

□예방,관찰,처방의 의학적 시선으로 

⇩ ⇧
□불명확한 경험

□건강과 질병의 명확한 구분 방해 

□관찰, 통제 가능한 개념으로의 

전환 필요

⇩ ⇧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귀속 ⇨ □개인과 가족이 책임 완수 곤란

□사회적 문제로 규정이 필요

 치매에 대한 의료적 지식의 수용은 동시대 안에서도 집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치매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믿음은 파

키스탄, 방글라데시, 터키와 같은 서아시아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

에서 여전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다(Ahin et al., 2006; Qadir 

et al., 2013; Nielsen et al., 2016; Hossain et al., 2017). 상하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대도시 지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45%가 치매가 

자연적 노화 과정이며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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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나 노인들에게서 이러한 인식이 확인되었다(Li et al., 2011). 그러

나 동시에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해석과 수용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도 한다. Gray 등(2009)의 미국 내 소수 민족의 치매 태도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중국계 이민자들은 초기 치매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일탈 행

동은 유아기로 회귀하는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이해하며 관용적

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다가 망상, 환각 등의 말기 치매의 증상이 나타

나면 유교적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한 ‘벌(punishment)’로 간주하며 수

치스러운 상황으로 여긴다. 이러한 이중적 치매 개념은 중국인들과 문화

적 유사성이 있는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Bond(1992)는 치매의 의료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

한다. 1) 전문가 통제(expert control)로 의료 전문가가 질병이나 질환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독점하여 진단과 치료가 실질적으로 이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말한다.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독점적인 

영역이며 돌봄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Bond는 영국의 경우 예산 

분배에서도 의료계의 지분이 크며 의료 전문가를 거치지 않는 비의료적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보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는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의학

이 사회 통제의 기관으로, 의사는 사회 통제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의학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힘

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치매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이나 

보호자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의사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3) 행위

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of behavior)는 의료화로 인해 사회 구조보다 

개인 수준의 설명과 해결책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

한 사회를 위해 개인의 금연 행위만이 중요시되고 담배 회사의 담배 생

산을 중단하는 등 구조적인 해결책은 간과된다. 이는 환자 돌봄에도 영

향을 미쳐 돌봄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특성보다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 

행위와 그 특성만이 중요시된다. 4) 행위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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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는 치매 노인의 인지 문제나 행동 증상을 정의할 때 사회 시스

템 내에서의 행위의 맥락이 무시되는 것을 뜻한다. 치매 당사자나 이들

의 돌봄 제공자들의 의견 또한 무시된다. 그래서 누군가 치매 증상과 비

슷한 행동을 보이면 신경계의 장애로 인한 것으로 정의할 뿐 환자 권리

의 상실과 같이 구조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다. 

생의학적 모델에서 치매는 뇌의 기억, 언어, 다른 지적인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체적으로 병적인 상태로 여겨진다. 또한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은 없음에도 의학적으로 진단되며 의학적 관

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Lyman, 1989). 한편 이는 실질적인 치매 

노인의 돌봄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치매를 의학적으로 관리해야 한

다는 개념은 의료인뿐 아니라 비의료인인 치매 노인의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도 내재화할 수 있다. Bond(1992)는 위에서 언급한 치매의 의료화

의 네 가지 특성으로 인해 환자를 위한 적절한 돌봄의 하나로 ‘통제’

가 정당화된다고 비판한다. 치매 노인의 모든 행동이 의학적인 증상으로 

여겨지고 개인화되면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며, 치매 노인을 기존의 정상적인 사회적 

삶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와 같은 방식으로 고립시

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Behuniak(2010)은 May(1972)의 권력 개념을 활용하여 의료화

가 치매 노인들의 특히 법적인 권력을 무효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한다. 

생의학적 모델에서 치매 노인은 ‘환자’일 뿐 아니라 ‘희생자

(victims)’, ‘좀비(zombie)’로 표현되거나 자아를 상실하고 유아기로 

퇴행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즉 치매라는 질환은 자아를 지속적으로 상실

해 나가는 과정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치매 노인에 대한 이러한 의학적 

관점이 법적인 부분과 결합하면, 필연적으로 치매 노인의 법적 권리는 

약해진다. 치매 진단은 기존의 자아가 소멸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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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 되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도 모든 권리와 자격이 박탈된다. 

법적인 권력을 행사할 ‘법적 인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

적으로는 인격이 사라진 몸,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신체만이 남게 된

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Bond(1992)가 이야기한 전문가에 의한 통제나 

통제적 돌봄이 정당화되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대리인의 

판단이 당사자의 동의를 대체하는 등(Berghmans, 1997; Kapp, 2001) 특

히 법적 권리와 관련하여 치매 노인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의료화된 치매 개념이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른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매는 불확실성이 강한데, 치매를 유형화하

고 의학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의학적 권위에 의존하는 것은 앞으로의 

돌봄을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보호자들의 스트레스를 완

화할 수 있다. 치매를 초기-중기-말기로 나누는 병의 단계적 모델은 가

족을 돌보고 나중의 돌봄을 결정하는 역할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도 한다(Lyman, 1989). 그러나 노인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의료화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표면적인 증

상을 없애는 것으로, 정치적, 사회적 해결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조병희, 2015,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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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한국 사회의 치매 정책과 의료화

 한국 사회에서 치매는 1990년대 이후 치매 돌봄의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중요한 정책 의제로 떠올랐으며 1994년에는 한국치매협회가 창

립될 만큼 사회적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다(한숙원, 1999).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6년에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복

지 종합 대책’내에 ‘치매노인 10년 대책’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주로 

치매 관리를 위한 시설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었다(김민경, 서경

화, 2017). 이후‘노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 등 고령화와 치매 노인 증가에 대비한 정책들이 꾸준히 발표되었

으나,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치매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부양, 그중에서도 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제1~3차에 걸쳐 ‘국가치매관리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

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이나 치매 전문 주야간보호, 입소 시설 등 치매 인

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해당 부처 차원

이 아니라 국가수반 차원에서 발표된 계획으로 2008년 이후 10여년 간

의 정책 시행 중 긴급성이나 예산 문제로 미루어진 정책을 이행할 수 있

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곽경필, 2018). 사회적으로 치매 노

인을 돌보는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여 왔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어 노인 돌봄 부

담을 사회화를 일정 수준 이뤄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치매 정책은 치매를 질병으로, 치매 

노인을 환자로 규정하면서 치매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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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통제’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이는 국가 정책이 치매에 

관한 생의학적 관점에서 치매를 적극적으로 질병으로 구성하고 치매 

‘환자’를 정책적으로 출현시키려 노력해 왔음을 뜻한다. 의료화 이론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의학적 차원의 정책은 치매를 예측 가능

한 것으로 만들어 개인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한편, 치매 노인을 사회적으로 배

제하고 치매라는 증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2008년 한국 정부가 치매 정책의 구호로 내건 ‘치매와의 

전쟁’은 강력한 수사(rhetoric)로서 치매 정책의 긴급한 필요도를 환기하

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불필요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치매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최호진, 김승현, 2018). 여기에서

는 한국 사회에서 수립, 시행하였던 치매 정책들을 의료화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치매 정책의 근거 법령으로 2012년 제정된 ‘치매관리

법’을 보면, 치매는 의학적 지식과 전문 인력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하나의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매관리법 제1조에서는 

“치매의 예방, 치매 환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에 이 법의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환자 관리 지침이나 교육 및 정책 연

구 등의 치매 관련 연구 사업(법 제10조), 검진 사업(법 제11조), 의료비 

지원 사업(법 제12조)이나 치매 등록 통계 사업(법 제13조) 및 역학조사

(법 제14조) 등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을 실질적으

로 추진할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센터를 병원과 보

건소 등 의료기관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치매 정책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치매관리법에서 치매 노인을 명확

하게 ‘환자’로 규정한 것은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부터 생의학적 모델

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치매관리법을 통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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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반적인 치매 정책은 의료인과 의학적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 

정책을 중심으로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기 검진을 통해 최대한 빨

리 환자를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의료적 개입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한국의 치매 정책이 목표로 하는 지점이다. 이에 따

라 주로 검진과 의료비 지원, 역학조사와 같은 의료적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치매관리법보다 상세한 치매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국

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이다. 2008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 

2020년까지로 계획된 제3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추진 중이다. 제

1~3차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 계획이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

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제2차와 제3차 계획을 거치는 동안 

돌봄 제공자와 지역사회까지 고려한 정책 수립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민경, 서경화, 2017). 또한 제2차 계획이 제1

차 계획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슷한 맥락에서 주요 정책을 발전시켜 추

진했던 반면, 제3차 계획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조호 경로

(care pathway)를 개발하여 경증에서 말기에 이르기까지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구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과학적 근거 및 통

계에 기반을 둔 정책 설정을 위하여 기존 정책의 체계적 성과 평가를 진

행하였으며 OECD의 10대 핵심 치매 관리 정책 방향의 틀에 맞추어 정

책을 구성한 근거 중심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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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정책 비교

제1차 제2차 제3차

2008~2012 2013~2015 2015~2020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① 치매 검진 내실화, 
    진단율 제고
 ② 치매 위험요인 사전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및 관리

 ①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 
    실천 지원
 ② 치매 인식 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③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관리

종합적, 체계적 치매 
치료 관리

맞춤형 치료, 돌봄 강화

 ① 치료지원 강화
 ②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③ 가족 돌봄 지원
 ④ 치매거점병원 지정, 운영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진단･치료･돌봄 서비스 제공

 ①치매 치료 관리체계 확립
  - 치매검진항목 급여화
  - 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②재가 및 시설돌봄 지원
 ③중증 생애말기 권리보호
  - 저소득독거 공공후견제도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프라 확충

 ① 치매 관리 전달체계 확립
   - 중앙/권역/지역치매센터 
   - 지역사회네트워크구성
 ② 치매 환자 DB 고도화
   - 국가치매등록시스템 
 ③ 전문 인력 양성
 ④ 연구 개발 강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① 가족 상담, 교육, 자조모임 지원
 ②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지원
 ③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치매가족 세제 지원 및 

취업 지원

치매환자 부담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

 ① 치매 케어 상담, 가족 지원
 ② 치매 인식개선, 정보 제공

연구･통계 및 기술을
통한 인프라 확충

 ① 치매 연구, 통계연보
 ② 근거기반 치매관리정책 수립
 ③ 돌봄 지원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김민경, 서경화(2017)에서 인용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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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제1차~3차 계획 간 다소 차이는 있

지만, 생의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치매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위주로 수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치매에 대한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는 2008년 이후 국가의 치매 

대책을 관통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계획의 주요 사업 중 하나

인 조기 검진 사업은 그 이후에도 중요성이 강조된다. 제3차 계획에서는 

검진률 향상 등 제2차 계획에 따른 치매 정책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하면서도 더 많은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

서도록 유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보건복지부, 2014),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3차 계획은 치매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유병률에 가까운 치매 환

자를 선별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보건소를 기점

으로 광범위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치매 발견율이 치

매 유병률(9.6%)의 1/5 정도로 불충분하다는 평가 하에 보건소의 선별 검

사에서 상급 의료기관의 감별 검사로 이어지는 치매 검진 체계를 활용, 

유병률에 가까운 치매 환자를 선별해 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약 

15%인 전체 노인 인구 중 선별검사 수검율을 2020년도까지 25%로 끌어

올리고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확인된 이들을 확진까지 이어지도록 

하여 치매확진률을 60%까지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초고령 독거 노인, 선별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판단된 노인, 고혈압

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을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보건소를 통

해 이들이 치매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

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강 검진 항목 내에 치매 진

단을 추가하는 것도 정책 검토 사항 중 하나이다.

의사 등 의료 전문가에 의한 조기 검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자가 

검진 능력을 높이는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제3차 

계획의 치매 인식개선 사업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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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

기 치매 증상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일반 국민들이 초기 치매의 특성

을 파악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약물치료 등 의료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화 과정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국가와 전문가 집단이 질병의 

조기 발견에 앞장서는 것을 들 수 있다(Illich, 1975). 우울증은 치매와 비

슷하게 사회 문제(자살, 노인 부양)의 해결을 위해 의료화와 정책화가 동

시에 진행되는 현상 중 하나이다. 박혜경(2012)은 우울증의 의료화 과정

을 고찰하면서 정신의학계가 우울증의 범위를 점차 광범위하게 규정하

며 우울증의 의료화를 이끄는 한편으로 정부 부처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내 정신의학계의 이러한 ‘협의’에는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를 정책적으로 출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다”라고 지적한다. 치매의 경우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노

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치매 검사를 권유하거나, 아예 70세를 넘는 모든 

국민에게 2년에 한 번씩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료화 이론에

서 지적하는 ‘의학적 감시’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조기 검진은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의 가장 중

점적인 정책 사업이었음에도 이전 단계의 추진 계획을 평가할 때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조기 검진을 확대

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높은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 초기 치매에 대한 의료화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

하였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역할 수행에 큰 무리가 

없는 초기 치매 노인이나 그 가족으로서는 조기 검진을 통해 환자 정체

성을 획득하여 의료적 권위에 의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기 검진이 실질적으

로도 유용하지 않다는 점 또한 지적되는데, 유병률이 낮은 편인 치매를 

대상으로 한 대단위 검진 사업은 과잉 진단(위양성 증가)의 위험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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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초기 치매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나 치매에 대한 낙인을 고

려할 때 실적 달성을 위한 양적 확대보다는 효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고 지적된다(최호진 등, 2014). 

한국의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의 모든 정책이 의료 정책인 것은 

아니다. 존엄성이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 치매 노

인의 인권과 지역사회에의 통합을 중시하는 정책 또한 존재한다. 제3차 

계획에서는 이전과 비교하여 치매 노인의 인권 확보 및 부담 경감을 위

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공공후견인 제도의 이용 대상에 

치매 독거 노인을 추가하거나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학대와 

관련된 지침을 개선하는 등 치매 노인을 위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

책이 마련되었다. 2017년에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을 염두에 두고 치매 노인과 가족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치매 안

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 가족 간 친목과 교류를 위한 치매 카페를 개설

하는 등의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사업은 주

요 추진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활성화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치매 노인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중심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종합적 치매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치매 노인들이 치매나 다양한 질병에 대

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강할 권리를 위

해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의학적 관점에서만 치매 정책을 

수립할 때 소홀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

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더 일찍 병원을 찾

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 치매 환자들만을 위한 ‘전문’ 

병원이나 시설은 치매 노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다. 인권과 존엄성의 보장, 사회 통합 등 비의료적 요소를 염두

에 둔 균형 있는 정책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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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반-의료화의 대안적 관점

치매의 의료화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치매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치매의 

질병화 자체를 비판하고 치매를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치매 노인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정하되 

의료 전문가에 의한 통제와 사회적 배제와 같은 생의학적 모형의 부작

용을 극복하고 치매 당사자의 존엄성과 권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주로 질병화에 대한 거부는 초기 치매를 대상으로 제기되는데, 의

학적으로도 ‘정상’과 질병 상태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의료화

의 명분이 약할 뿐 아니라 의학적 개입으로 얻을 수 있는 큰 실익이 없

는 반면 그 부작용을 확인하기는 쉽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중증이나 말기 치매의 경우 질병임을 부정하고 의학적 개입에 반대하는 

탈의료화의 접근 방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치매의 의료화 과정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이 사회 구조의 변화로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돌봄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의료화 개념의 전

적인 부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대신 치매의 돌봄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고 치매 노인의 존엄과 당사자주의, 임파워먼

트와 같은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 치매에서의 질병화를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노년의 인지 저하

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주목받고 있으며, 인지 저하가 실재한다 하더라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질병 상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다고 여긴다. 또한 초기 치매가 문제시되는 원인을 사회적 요인에

서 찾아내는데, 현대 사회가 좁은 범위의 ‘정상’ 기준을 제시하고 모

든 구성원들에게 고도의 인지기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년

의 인지 저하가 문제시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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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의 과잉 

진단(overdiagnosis)이나 조기 검진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 대한 비판 등

이 이에 속한다(Lliffe & Manthorpe, 2004; Cuijpers & van Lente, 2015; 

Dijk et al., 2016). Dijk 등(2016)은 과잉 진단을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

하지 않은 현상을 질병으로 진단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도 포함하는 의료화 개념에 비해 과잉 진단은 

더 비판적인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 의료화가 문화와 사회적 조건에 많

은 영향을 받으며 의료계 외부에 의해서도 추동되는 반면 과잉 진단은 

상대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

장애, 출산과 함께 알츠하이머와 경도인지장애를 과잉 진단의 예로 제시

하는데, 알츠하이머나 특히 경도인지장애는 지난 100년간의 연구에도 불

구하고 의학적으로 정상 상태와 구분하는 것이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이

를 질병화하려는 노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한다. 

Dijk 등(2016)은 한 사회의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설명한 ‘Colman’s boat’를 이용하여 사회 전반의 의

료화라는 구조적 조건과 의료계의 치매 과잉 진단이라는 결과 사이에 

미시적인 개인의 행위가 매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그림 2). 사회 전반의 

의료화라는 거시적인 조건은 개인의 ‘비정상’에 관한 경험과 이에 대

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많은 진단과 치료를 초래하는 개개인

의 행동이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다 의료화된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망증을 더 의식하게 되고 이를 정상적인 

행위로 수용하려는 의향이 감소한다.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이것이 그 사회의 과잉 진단 경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거시적 수준에서의 결과가 조건에 또한 영향을 끼쳐 이렇

게 증가한 치매에의 과잉 진단이 사회의 의료화 수준을 더 강화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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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lman’s boat를 이용한 Dijk 등(2016)의 치매 과잉 진단 모형

이러한 과잉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조기 진단이다. 

Lliffe & Manthorpe(2004)는 치매의 조기 진단이 과도하게 강조될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는데, 이를 크게 개인과 제도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먼저 진단을 받은 노인이나 그 가족과 같은 개인 차원의 

위험이다. 치매의 조기 진단과 이를 아는 것이 혼란을 줄여준다는 증거

도 있으나 ‘환자’와 그 가족이 감당하여야 하는 불안감, 치매 약물 부

작용, 치매 진단의 라벨링 효과로 인한 사회적 역할 상실, 의존 증가, 그

리고 이와 맞닿아 있는 가족들의 부담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의학적 개입의 부작용은 일상적 기능 수행에 큰 무리가 없고 

‘정상인’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초기 치매 노인들을 더 이른 시

점에 환자로 포섭할수록 불필요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실질적으로 치매의 조기 진단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정상과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서서

히 진행되는 초기 치매의 특성상 일반의에 의한 조기 진단은 그 자체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DSM과 같은 진단 기준에 따라 구축

된 가이드라인은 실제 1차 진료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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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치의들에게 치매 진단과 함께 

치매 교육, 돌봄 제공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선 의사의 입장에서 수행하기 쉽지 않은 활동들이다. 사회 전반

의 자원 분배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조기에 치매 ‘환자’를 발견해 내

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원의 소모가 고

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 약물의 처방 비용이나 초기 치매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반의 혹은 전문의의 기회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Lliffe & Manthorpe(2014)는 치매 검진이나 치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치매의 조기 발견이 개인 수준에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제도적인 한계를 인지하여 치매 조기 진단 및 조기 치

료 정책을 보다 다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매의 의료화를 비판하는 또다른 접근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상태로서 치매의 실체를 인정하되, 의료 전문가에 의한 통제와 사회로부

터의 배제, 타자화와 같은 의료화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고 치매 노인

의 인격과 존엄의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는 의료 및 사회 서비스의 이용을 전제로 하면서도 돌봄 과정에서

의 시각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인격의 존엄성과 그 주

체로서의 자아, 시민권의 개념이 대두되고 실천적 차원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 돌봄 제공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평가되고 치매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 외에 비의료적 대응이 강조되며 시설이나 가정 내 환경

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환자’에 대한 일괄적 관리와 통제가 아

닌 개개인이 치매 이전에 영위했던 정상적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개별 

돌봄 또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Behuniak(2010)은 생의학적 모델과 대비되는 1) 사회 구성주의적 

2) 현상학적 3) 정치학적 접근을 제시하고 비교하였다(표 3). 이를 분석

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다시 한번 권력 개념이 사용되는데, 각 모델

에서 치매 노인에게 어떠한 상태의 권력이 할당되는지, 권력에 대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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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이해가 치매의 치료나 돌봄에 반영되는지, 마지막으로 치매 노인에

게 미치는 권력의 영향이 무엇인지(즉, 치매 당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

는 개인인지)를 주요한 분석틀로 활용한다.

[표 2] Behuniak(2010)의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본 치매 모델

Approach to AD The 
“subject” Power Legal result

Biomedical A “patient” Potentialities denied;
Actualized as control

Not a legal person

Social 
constructionist

A “person” Potentialities of to be 
and self-affirmation:
Person-centered

Not a legal person

Phenomenological An
“embodied
 self”

Potentiality of self 
assertion:
Reading the physical 
self

Not a legal person

Political A “citizen” Actualized as nutrient 
and integrative:–Narrative voice;–Empowerment;–Resistance;–Theory of rights for 
dependent adults

A legal person due 
equal rights

Politics of 
compassionate 
care

A 
“vulnerable 
person”

Actualized as nutrient 
and integrative:–Authentic empathy

A legal person with 
needs, due both
rights and protections

먼저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 방식은 치매의 발현이 신경학적인 문

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뇌의 기능 변화가 다른 요소들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돌봄 제공자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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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가 등과의 관계나 사회적 대응(낙인, 공포, 차별), 환경과 같은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Behuniak는 사회구성주의적 접근 방

식을 차용한 대표적인 연구로 Kitwood(1997)의 연구를 제시한다. 치매 증

상은 신경학적인 원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문화적 가치, 치매 노

인의 사회적·정서적 이력, 환자를 돌보는 일상적인 관습이 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Kitwood는 치매 노인의 인격

(personhood)을 중시하는 돌봄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이는 신경학적 요

인과 사회심리학적 요인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돌봄 

모델로서 의료적이고 행동 교정에 초점을 둔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소

통과 관계 맺음을 강조한다(Behuniak, 2010). 치매로 인한 증상이 단순히 

뇌신경학적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생활사, 건강 상태, 기존의 스

트레스에 대한 반응, 개인의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이 치

매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Kitwood의 인간중심

케어는 크게 4가지 요소를 포괄하는데 이는 1) 치매 노인과 그들의 돌봄 

제공자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valuing, V) 2) 개인으로 대우하는 것 

(individuals, I) 3) 치매 노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perspective , P) 4) 

치매 노인들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 (social environment, S)으로 

정리할 수 있다(Brooker, 2003). 치매에 대한 재개념화를 통해 돌봄 원칙

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특히 회상 요법과 같은 프로그램은 치매 노인의 

잃어버린 능력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돌봄에 대한 

시각을 바꾼 급진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사회구성주의

적 이론에 의해 발전한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은 치매의 치료나 돌봄의 

성격에는 극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치매 노인의 법률적인 지위에 대해

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Behuniak, 2010). 이 모델에서 치매 노인

은 섬세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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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전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치매 

노인 당사자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찰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Bartlett &  O'Connor(2007)은 Kitwood의 인격 개념이 심리사회

적인 의제와 관련된 탈정치화된 개념으로 그 제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와 책임을 의미하는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을 적

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현상학적 접근은 치매 노인의 이성, 혹은 생각보다는 실제로 

발현되는 행동과 발언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이다. 현상학적 접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첫 번째 개념은 ‘체화된 자아(embodied self)’로, 

Kontos 등(2016)은 이 개념이 이론적으로 Merleau-Ponty(1962)의 지각 개

념과 Bourdieu(1977)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 몸과 체화된 행위(practice)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치매가 재현되고 경

험되는지를 탐색하는데, 치매로 인해 공적 자아(public self)는 손실되었

다 하더라도 치매 말기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사적 자아(private self)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Behuniak, 2010). 한편, 치매 노인의 관계성 또

한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는데, Kontos 등(2016)는 특히 중증의 치매 노

인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차별에 주목하고 ‘관계적 시민권(relational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여기서 관계성은 상호의존성, 호혜

성 등을 전제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민권에 대한 담론을 진전시킨다

고 설명한다. 체화된 자기 표현(embodied self-exprssion)은 기본적인 인

간의 조건으로서 강조되는데, 특히 치매 노인의 성적 표현과 같은 자기 

표현이 사생활의 권리, 표현의 자유, 건강, 존엄성 등과 같은 일련의 인

권을 통해 뒷받침된다(Kontos et al., 2016).

Behuniak는 그러나 현상학적 접근이 주로 실천적 영역에서 돌봄 

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쳤지만 치매 노인의 실

질적인 법적 권리를 고찰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지와 

이성보다는 내적 자아와 그것이 표현되는 현상에 주목하는 현상학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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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따르면, 인지가 법적 인격에서 수행하는 모든 역할이 일괄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지 능력 외의 요소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인지 능력이 없으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의 결론을 전복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의 권리

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기 어렵다. 대신 현상학적 모델이 치매를 이론화하

는 데에 기여한 것은 존엄성을 가질 자격이 있는 체화된 자아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May의 표현에 따르면 

개인의 잠재적 권력이 있다는 것을 밝힌 점이라고 본다.

정치학적 접근은 권력을 핵심 개념으로 활용하여 치매 진단이 어

떻게 개인의 권위와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화하는 데에 집중

하고 사회구성주의와 현상학적 모델에서 제기된 잠재적 권력 개념에서 

더 나아가 이를 현실화한다(Behuniak, 2010). 그는 Herskovits(1995)를 인

용하여 치매 노인들이 “생산성, 자율성, 자기 통제, 청결 등의 핵심적인 

문화적 가치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패가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인

간성을 상실시킨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1) 치매 당사자의 경험과 의

견을 중요시하는 서사적 시민권(narrative citzenship) 2) 저항과 임파워먼

트 3) 개별화된 개인 개념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성에 주목한 의존하는 환

자로서의 권리 등을 치매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의 주요한 이슈로 제시

한다.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치매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임파워먼트와 주로 페미니스트 문헌

에서 돌봄의 윤리학으로 언급되는 연민의 정치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

명한다. 또한 치매가 온전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서 정치적으로 형성되는 경험이며, 시민으로 포섭된 치매 노인은 

‘환자’나 ‘사람’, ‘체화된 자아’에 비해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치매의 정치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

게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치매 노인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것

인지, 공동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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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치매 노인에게 다른 사회 구성원과 다르지 않은 권한을 부

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필연적으로 이들에게 건강한 사람과 동등한 책

임을 요구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면하게 된다. 이는 시민권 개념

이 권력과 평등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Behuniak는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을 통해 이러한 모순의 해결을 도모한다. 취약

성이 인지적, 법률적, 의료적, 자원의 배분, 사회 구조적 위협 등을 나타

내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커 모든 불평

등한 권력 상황에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의사결정 능

력이 부족한 개인에게 적절히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

로 취약한 사람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방적인 관리

와 전적인 보호가 아니라 진정한 공감에 의한 보호로 권리와 존엄성, 시

민권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무엇보다 누구나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전제하고 사회가 취약한 집단의 요구에 대응하는 책임을 공유하는 

연관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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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새로운 치매 정책

치매에 대한 생의학적 접근을 벗어나 치매를 둘러싼 사회 구조에 주목

하며 치매 노인의 인격과 권리를 강조하는 이러한 이론적 흐름은 일정 

부분 정책적 방향을 바꾸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서구 사회에서의 최

근의 치매 정책에서 주목받는 개념은 ‘치매 친화적(dementia 

friendly)’, 혹은 ‘치매 역량(dementia capable)’ 등으로, 치매 환자의 

발견과 관리를 넘어서 치매 노인들의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

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WHO & ADI, 2012). WHO와 ADI의 보고서에서

는 한 사회의 치매 수용 정도를 ‘무시(ignoring)’에서 ‘정상화

(Normalization)’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그림 3). 

가장 고도로 치매가 수용된 마지막 단계에서는 치매가 하나의 장애로 

받아들여지는데, 현재 치매의 정상화를 달성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

지만, 치매 친화적 공동체의 개념을 통해 6단계를 향한 유망한 접근이 

실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WHO, ADI, 2012). 

<그림 3> WHO & ADI(2012)의 치매 수용의 6단계 모델

Lin & Lewis(2015)는 호주, 캐나다, 미국 등 13개국의 치매 정책을 분석

하였는데,‘치매 친화적’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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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많은 국가에서 같은 개념을 국가 치매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핀란드의 ‘기억-친화적(memory friendly)’이라는 용어나 

영국의 ‘치매를 지지하는 공동체(dementia-supportive communities)’와 

같은 용어가 그렇다. 또한 치매 친화적 개념은 어떤 경우에는 병원이나 

시설의 물리적 환경만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다 넓은 개념

으로 공동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수립된 스코틀랜드의 

첫 번째 국가 치매 계획이나 2011년의 북아일랜드의 치매 계획은 병원

이나 가정의 환경을 치매 친화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물

리적 환경 관리 기준에 적용하였으며, 한편 영국의 국가치매전략(2009)은 

이보다 광범위하게 치매 노인들에 대한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이해하

는 치매 친화적 공동체’ 개념이 치매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몰타의 국가 치매 전략(2014)은 치매 친화의 개

념을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도 적용하였으며, 동시에 영국

보다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활용하여 ‘치매 친화적 병상’, ‘(장기요양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치매 친화적 방법’과 같은 맥락에서 치매 친화

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치매 친화의 개념이 이해

되고 적용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치매 노인들의 경험과 삶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된다(Lin & Lewis, 2015). 

한편 ‘치매 친화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제시되는 또 하나

의 중요한 개념으로 ‘치매 역량’이 있다. Lin & Lewis(2015)는 치매 

역량이 치매 노인의 능력, 혹은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돌봄 직원의 지식과 기술, 프로그램과 서비

스 질 등)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치매 정책 차원에서는 후자의 의미

가 더 많이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활

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의 국가치매관리 계획 이후이다. 미국의 국가 

계획은 5가지 기초적인 목표가 있는데, 2025년까지의 효과적인 알츠하이

머의 예방과 치료, 돌봄의 질과 효율성 증진, 치매 노인과 그 가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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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 강화, 대중의 인식개선, 통계 품질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치매 역량’은 양질의 의료적 사회적 서비스와 이를 가능하

게 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량 강화에 집중되게 된다. 

Lin & Lewis는 이 두 가지 개념이 WHO & ADI(2012)에서 제시된 

치매 수용 모델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시키는 서로 다른 방법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치매 

친화적’ 개념에 기반한 접근법이 치매 노인의 개인사와 경험에 초점을 

맞춰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상

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주로 미국의 언어와 철학에서 시작된 ‘치매 역량’ 개념은 개인의 특

별한 욕구에 주목하며 치매 노인을 장애인 집단으로 포함하고 장애인 

커뮤니티를 전체 사회에 통합하는 2단계 접근 방법을 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치매 역량에 기반한 접근법은 치매 노인의 의료적, 사회

적 서비스 욕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람 간(특

히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 간)의 관계를 비인격적인 관계로 축소할 위

험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Lin & Lewis는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치매 역량 개념에 기반한 접근법에 치매 친화 개념에 기반한 요소를 추

가하면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의 사회 통합을 보다 빠르게 이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맥락 안에서 치매를 장애 문화에 포섭시키려는 노력

과 함께 전체 사회에의 통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42 -

2.2. 선행 연구

치매 지식과 태도, 그리고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활

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치매 이슈의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등 다

양한 지역에서 행해졌으며 연구 대상 또한 일반 노인이나 학생, 간호사, 

의사 등의 의료인,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의 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다

양하다(van Patten & Tremont, 2018). 치매 지식은 일반인들의 경우 조

기 검진과 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의료인이나 서

비스 제공자의 경우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치매에 대한 태도는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연구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현장에

서 종사자의 치매 지식이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면 치매 태도는 환자/이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

한 중요한 연구 주제로 강조되고 있다. 

  2.2.1. 치매 지식에 관한 연구

일반인들의 치매 지식을 측정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측정 도구

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였으며, 평균적인 지식 수준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 평가하고 있

다. 특히 “치매가 뇌의 병”이라는 명제는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대부분의 사회에서 치매가 의료화된 개념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병인이나 유병률 등 의학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은 낮은 경향이 있

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종류의) 치매는 치료 가능하다.”, “(어떤 종

류의) 치매는 유전된다.”, “치매가 기대수명을 단축시킨다.”, “노인은 

100명 중 한 명 꼴로 치매에 걸린다.” 등의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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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rai et al., 2008; Robinson et al., 2014; Seo et al., 2015; 보건복지부, 

2016). 한편 Cahill 등(2015)은 치매 지식을 조사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치매를 정상적인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이며, 초기 치매와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짓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일반인들은 치매가 뇌의 기능 

저하로 인한 질병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병 자체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치매의 유병률이나 역학보다는 치매 증상이나 치매 노인

의 특징과 같이 노인을 실제 돌볼 때 필요한 지식 위주로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매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 수준, 성별, 연령 등

이 꼽히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인 경

우에 치매 지식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다(Steckenrider, 1993; Yan et 

al., 2006; Seo et al., 2015; Ludecke et al., 2016; van Patten & Tremont, 

2018; 용미현 등, 2010; 문정희, 조인주, 2017; 서은경, 이미라, 2018). 연

령의 경우 연구에 따라 ‘나이가 어릴수록 치매 지식이 높다’는 결과

와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 지식이 높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너무 젊거나 나이든 연령대에서보다 중년층의 치매 지식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Garvey 등(2011)은 응답자의 나이를 25세 이하, 25-44

세, 45세 이상의 세 단계로 나눠 치매 지식을 측정하였는데 나이가 많을

수록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Steckenrider(1993)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지식이 높고 75세 이

상에서 지식수준이 대폭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Arai 등(2008)의 연구는 

나이에 따른 지식수준의 분포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데, 40세에서 64세

의 중년 여성의 치매 지식이 청년층(2~30대)이나 노년층(65세 이상)보다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년 여성에서의 치매 지식이 높은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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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치매 노인을 수발하는 주된 집단으로서 접촉 경험이 많을 뿐 아니

라 부양책임을 느끼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때문으로 예상

된다(용미현 등, 2010).

반면 전 세계의 성인 3,619명을 대상으로 치매 지식을 측정한 연

구나(van Patten & Tremont, 2018) 한국에서 10세 이상 2,189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치매 지식 조사(Seo et al., 2015) 등 최근의 연구에서는 중

년층보다도 청년층의 지식 점수가 높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에

는 노인이나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중년층만이 치매에 관심이 있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치매가 사회 전반의 관심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치매 노인을 수발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접한 경험, 혹은 가족으

로서 동거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치매 지식 또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Steckenrider et al., 1993; Lüdecke et al., 2016; 최외

선, 2005; 김승균 등, 2014; 김우정, 정은숙, 2018). 치매 노인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 경험과 관련해서는 치매에 

대한 간호/돌봄 교육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조무

사보다는 RN과 같은 상위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 근무 경력이 긴 

직원의 치매 지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in et al., 2012; Scerri & 

Scerri, 2013; 황선영, 장금성, 1999; 박수진 등, 2015).

한편 의료화된 치매 지식을 수용하는 정도는 국가나 민족 집단 간 

차이가 있다. 이는 문화가 질병의 개념, 증상 인지, 도움 요청 행위

(help-seeking behavior) 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건강에 관한 인식에 영

향을 끼치기 때문이다(Nielsen & Waldemar, 2016). 일반적으로 저개발국

이나 소수민족에서 낮은 치매 지식이 확인된다(van Patten & Tremont, 

2018). 일례로 파키스탄에서 가족 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Qadir 등의 연구

에서는 파키스탄 사회 내에서 여전히 의료화 이전의 치매 개념이 지배



- 45 -

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치매라는 용어보다 노망(senile)이라는 의

미의 현지어를 더 익숙하게 생각하며, 부모의 기억력 저하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것으로, 치매의 발병 원인은 스트레스인 것으로 여기고 있

다(Qadir et al., 2013). 터키의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무관하게 치매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는 의견이 압

도적으로 많았으며(Ahin et al., 2006), 중국 상하이에서 일반인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Li et al., 2011). 

선진국 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집단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

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 자국 내 소수민족의 치매 인식과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이용 의향 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왔다. 미국의 

흑인과 백인 집단을 비교한 Roberts 등(2003)의 연구에서는 흑인 집단에

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ray 등

(2009)은 라틴·히스패닉 집단과 중국인 집단의 치매 지식과 태도를 측

정하였는데, 소수민족 집단은 치매를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

하는 비율이 비교군인 백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았다. 덴마크의 

선주민 집단과 파키스탄, 터키 등의 이민자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치매가 뇌의 이상이라는 데에는 두 민족그룹에서 모두 동의하고 있었으

나 선주민 집단에 비해 소수민족 그룹에서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

며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현상”이고 “정신 이상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Nielsen & Waldemar, 2016). 그러나 소수 집단 내에서

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주류 사회에 동화(acculturate)된 구성원일

수록 의료화된 치매 지식을 수용하여(Jang et al., 2010) 소수민족 집단의 

폐쇄성이나 문화적 동화 정도에 따라 주류 집단과의 차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치매 지식은 주로 조기 진단과 연관되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

다. 특히 초기 치매 증상에 대한 지식이 중요시되는데 중증의 치매에서 

나타나는 증상만을 치매로 알고 있다면 조기 진단이나 치료를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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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용미현 등, 2010), 이로 인해 치매 증상 발현 이후 치매 진단

까지 걸리는 시간이 늦어지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Werner, 2003; van Patten & Tremont, 2018). 

반면 초기에 의학적 개입이 이루어지면 약물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Kennedy, 2000: Jones et al., 2006에서 재인용)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Sano et al, 2003)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시설 입소나 입원 치료

를 지연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지

식과 조기 진단 의향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지식이 높

을수록 조기 진단에 덜 회의적이며(Lüdecke et al., 2016), 반대로 치매 

지식이 낮으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진다(조현오, 1999; 최정아, 2007).

치매 지식은 치매 예방 행동, 의료 및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Yan et al., 2006; Devoy, 2017; 

이영휘 등, 2009; 강나경 등, 2015; 이경원, 김애리, 2018) 치매가 노화 때

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인식되면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이

나 치료의 개념도 발생하지 않는다. 생활습관 개선과 같은 건강 추구 행

위나 의료 서비스 이용이라는 구체적인 예방행위는 치매에 대한 의료화

된 지식의 수용이 선결되어야 한다.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

자들은 조기 진단의 이익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고 진단을 받을 의

향이 더 컸다(Luck et al., 2012). 그러나 집단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

에 따라 치매 지식의 영향력이 상이하여 영국의 남아시아 출신 소수민

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매 지식은 도움 요청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인지된 사회적 압력과 가족관, 의료 이용 시 예상

되는 이익 정도가 서비스 이용 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Hailstone et al., 2017).

치매 지식은 수발 부담, 직무 스트레스 등을 줄이기도 하지만 불안

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치매 지식이 높을 때 수

발 부담과 스트레스, 우울은 낮아지지만(Graham et al., 1997; Schi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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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 Villapando, 2015; 고일선 등, 2017), 동시에 불안이 높아지고 

치매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치매 노인의 삶의 질이 높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Graham et al., 1997; Proctor et al., 

2002; Lüdecke et al,, 2016). 특히 Proctor 등(2002)의 연구에서는 Miller

의 MBSS 척도1)를 활용하여 치매 노인 돌봄 시의 대처 유형을 둘로 나누

어 이들의 수발 부담을 측정하였는데, 치매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보다 치매 정보에 관심이 많고 위협을 민감하게 모니터링하는 태

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불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1) Coping style.Monitoring  and  blunting  coping  stylewas assessed using the 
Miller Behavioral Style Scale(MBSS) (Miller, 1987). Miller의 MBSS(Miller 
Behavioral Style Scale)는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식이 개인의 정보 추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해에 기반한다. 여기에서는 정보를 
민감하게 찾아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을 모니터링(monitoring) 유형으로, 정보를 회피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둔감(blunting)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Miller, 1987). Proctor 
등의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협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개
인의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MBSS는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네 가지의 
가상적 장면으로 구성되어 장면마다 상황에 대처하는 8개의 방법이 제시되는데 절반은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절반은 정보의 회피에 초점을 맞춘 대처 방식”을 나타내며, 
각 상황에서 선택한 답변을 합산하여 각각 0~16점 사이의 모니터링 하위 척도와 둔감
성(blunting) 하위 척도의 점수가 산출된다고 설명한다(Procto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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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치매 태도에 관한 연구

태도란 대상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경

험을 통해 조직화되는 것으로서 태도 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

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신경적 준비상태”

이며(Allport, 1935: 장윤정, 2014에서 재인용), 대상에 대한 행동 패턴뿐 

아니라 인지적, 감정적 반응의 집합으로서 다차원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

다(Yamamoto-Minami et al., 2000). 특히 태도는 특정 집단에 대한 행위

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잠재적인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부정적 태도 중 하나로는 낙인이 있다. Goffman은 낙인

을 ‘손상된 정체성(spoiled identity)라 말했고(Goffman, 1963: Swaffer, 

2014에서 재인용) Link & Phelan은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

는 것이며, 지위와 권력이 상실되고 차별과 고정관념이 일어나는 과정이

라고 설명했다(Link & Phelan, 2001). 낙인은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 거

부, 비난, 평가 절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적 과정으로 개인이나 집

단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 기대에 대한 사회적인 판단으로부터 비롯된다

(Graham, 2009). 이러한 낙인화 과정은 라벨링(labelling), 고정관념화, 인

지 분리, 감정적 반응, 지위 손실, 차별 등의 요소로 구성되며(Link et 

al., 2004), 수치(shame)를 동반한다. 한편 소수자 스스로 사회의 낙인을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내재화된 낙인

(internalized stigma)’이 나타나기도 한다(Link et al., 1989; Corrigan, 

1998). 또한 낙인화된 개인과 연관된 사람들도 낙인의 영향을 받는데, 명

예 낙인(courtesy stigma)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낙인은 치매 노인의 가족

에게 ‘가족 낙인(family stigma)’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Werne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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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üsch 등(2005)은 정신 질환에 관한 낙인을 고정관념(stereotypes), 

편견(prejudice), 차별(discrimination)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고정관념은 치매 노인에 대한 집단적 판단을 뜻하고 편견은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며, 차별은 회피, 강요, 분리를 

포함한 편견과 관련된 행위 측면을 말한다. 이는 각각 대중 낙인(public 

stigma)과 자기 낙인(self-stigma)로 나뉘어 타인이나 스스로에 대해 무능

하거나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믿음을 구축하거나(고정관념), 분노나 두려

움,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보이며(편견), 정신

질환자를 회피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행동(차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사회적 배제, 보건서비스에서의 소외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신체

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건강 악화와 사망 위험 증가 등의 부

정적인 결과를 낳는다(Phillipson et al., 2014).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

람 스스로는 사회적인 낙인을 내재화하면서 스스로 사회적인 기회나 다

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포기하게 된다(Rüsch et al., 2005). 
치매 또한 낙인화된 질병 또는 상태 중 하나이다. 치매는 ‘산 것

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between life and death’, ‘좀비zombie’와 

같은 존재로 묘사된다(Phillipson et al., 2014). 치매에 대한 낙인으로 인

해 치매 노인은 이전까지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 자율성과 독립성의 

상실, 그리고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한다(Husband, 1999).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결정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면 존엄성 또한 위협받기 쉬워진다. 

특히 초기 치매 노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치의 변화가 현저하여, 스

스로는 삶의 질이 동일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는 다른 하층의 

사회적 그룹으로 이전되는 경험을 하였음이 보고되고 있다(Katsuno, 

2005). Werner 등(2003)은 가족 보호자들이 치매인 부모에 대해 수치심, 

당황스러움, 공포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부모를 덜 찾아가는 등의 

회피 행동을 보이는 한편,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회피와 같은 대중

의 낙인 또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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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은 치매 노인의 가족들이 느끼는 전형적인 부정적 감정 중 

하나로 나타난다. Scheff(1990)는 Durkheim(1950)의 사회 분업과 자살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여 개인에 대한 낙인화 과정의 핵심이 자존감과 수

치심 사이의 관계라고 설명한다. 즉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자신의 인식으로 이는 스스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사회에의 

순응은 다른 이들의 존경과 스스로의 자존감으로 보상되고, 일탈적 행위

는 내면의 수치심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이다(Scheff, 1990: Swaffer, 2014

에서 재인용, Mackenzie, 2006). 미국의 아시아계 가족 조호자들은 수치

심이 부모의 치매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로 꼽았으며(Jang 

et al., 2010), 암이나 파킨슨씨병과 비교해서도 알츠하이머의 내재화된 

수치심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urgener & Berger, 2008).

치매인 것이 수치스러운 현상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진단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Milne, 2010; Mukadam & Livingston, 2012). 건강 신념 모델에 따르면 

치료나 예방과 같은 건강 행위는 지각된 위협을 줄이고 이익을 늘릴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데, 치료나 진단을 통해 낙인과 기존 사회에서의 배

제가 예상되면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

기 때문이다(Rüsch et al., 2005). 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치매 환자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진단이나 선별검사에는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낙인 감소는 조기 진단과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이용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보건 당국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WHO는 ‘국제 치매 공동대응계획’의 중요 목표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을 제시하였으며, ADI, AA, AE 

등 국제기구 및 기관은 교육과 미디어 활동, 치매 노인의 인권에 관한 

법안 마련 등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18).

치매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는 친숙한 

질병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여전히 치매 노인에 대한 시각은 행동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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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2)에 의

한 일탈적 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진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인 편이다(노효

련 등, 2013; 박미정 등, 2017). Brodaty 등(2003)은 스웨덴 입소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치매 입소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조건에 만족하면서도 치매 노인

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존

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의 간호대생들은 치매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치매 환자에 대한 거부감

은 높은 것으로 답변하여 치매에서 발현되는 행동심리 증상 등에 대한 

간호에 상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권말숙, 이정

화, 2017).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들의 태도를 측정한 박아영(2018)의 연구

에서는 치매 입소자와의 접촉 시 느끼는 거부감은 적게 나타났지만 이

들의 인지적 가능성이나 잔존 인지기능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에게서도 치매 노인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거리감 등의 

부정적인 태도가 확인된다. 2008년과 2012년, 2016년 3회에 걸쳐 4년 간

격으로 한국 노인들의 치매 태도를 측정한 보건복지부의 ‘치매역학조

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치매 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높아졌

으나 치매 태도에서는 큰 개선이 없었다(보건복지부, 2016). 이 연구에서 

측정한 의료적 지식은 2008년 61.9점(15개 문항의 정답률을 100점 만점

으로 환산)에서 2016년 65.9점으로 높아졌고 치매 노인의 특성을 묻는 

DAS의 지식 소척도 점수는 2012년3) 41.9점(10개 문항 70점 만점)에서 

2016년 43.5점으로 상승하여 두 가지 유형의 지식 점수는 전반적으로 늘

2) 행동심리증상은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치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범위의 행동적, 심
리적, 정신적 증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이다(송준아 등, 2013). ‘문제행동’이라
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보다 가치중립적인 행동심리증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망상, 환각, 오식별, 우울증, 불면증, 불안 등이 흔히 나타나는 정신 심리적 
증상이며, 공격적 행동, 배회, 소리지르기와 같은 행동적 증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김
도관, 2000). 

3) 2008년 조사에서는 DAS 척도를 활용한 치매에 대한 태도가 조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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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치매 노인과의 신체적 접촉이나 치매 

노인을 돌볼 때의 편안함과 같은 거리감을 측정하는 안정 소척도 점수

는 같은 기간 35.8점에서 35.9점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DAS 척도 

20개 항목 중 과거 조사보다 긍정적 응답이 더 많아진 문항 11개 중 7

개 항목은 지식 소척도에 해당하는 항목이었다. 반면 긍정적 답변이 줄

어든 문항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나는 

치매 노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이 있다.” 등으로 치매 지식은 늘어났

지만 치매 노인을 돌볼 때의 부담감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남성, 저학력자에서 회피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Phillipson et al., 2012), 지식과 마찬가지로 치매 노인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치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송영희, 2002).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된 치매 낙인에 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

적 문헌 고찰 결과, 제한된 지식, 낮은 접촉 경험, 남성, 젊은 연령이 높

은 수준의 낙인을 예측하는 요인이며, 요양보호사나 의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오히려 낙인을 심화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rrmann et al., 2017). 일본의 가족 조호자를 대상으로 한 태도 연구에

서는 동거 기간이 길고 행동심리증상이 있는 경우 부정적 태도를,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 치매 노인에 대해 수용적 태도

를 보여 돌봄 부담이나 노인-돌봄 제공자 간의 관계가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Yamamoto-Minami et al., 2000).

일반 노인에 대한 태도나 노화에 대한 지식 또한 치매에 대한 태

도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Miline, 2010; 오현숙, 이경미, 2008). 특히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층에서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있고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 치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김승균 등, 

2014; 이지은, 장윤정, 2016) 노화에 관한 인식과 태도가 치매 노인의 사

회적 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치매 복지 정책에 

대한 지식, 정보 습득 경로(문정희, 조인주, 2017; 서은경, 이미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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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가의 

경우 근무 경력, 치매 관련 자격, 치매 케어 관련 교육 등이 긍정적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ada et al., 2009, Nakahira et al., 

2009; 이미라, 2016; 김민정, 서순림, 2018).

그러나 치매 태도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 치매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

려진 접촉 경험은 질적인 측면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

부 연구에서는 치매 노인 접촉 정도가 높은 그룹에서 치매 접촉 경험이 

없는 비교군보다 오히려 더 부정적인 치매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성수정, 2010; 박미정 등, 2017).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거나 

요양원에 입소 중인 치매 노인들은 치매 노인 중에서도 일탈적인 행동

을 많이 하는 중증 치매 노인인 경우가 많은데, 치매에 대한 충분한 이

해와 대처 방법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과 접촉하게 되면 오

히려 부정적인 편견을 심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박미

정 등, 2017).

사회 전반의 탈(脫) 낙인적, 긍정적인 치매 태도는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치매 태도가 긍정적이면 간호와 같은 

돌봄 행위의 질이 증가하고(윤순원, 류세앙, 2015; 고일선 등, 2017; 김민

정 등, 2018) 돌봄 부담이나 간호 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난다. 또한 치매 태도가 긍정적인 노인들이 치매 예방행위에도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이영휘 등, 2009; 권말숙, 이정화, 2017; 서은경, 

2018). 반대로 일본의 치매 시설 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치매에 부정적 

태도를 가진 직원은 통계적으로 약물 이용이나 신체 구속 행위가 유의

미하게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Nakahira et al., 2009). 이 때문에 치매

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고 낙인을 없애기 위한 교육

과 정보 전달 사업이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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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치매 지식과 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지식은 두려움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편견과 차별 등의 낙인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

식이 정신질환을 비롯하여 HIV/AIDS, 결핵 등 여러 질병이나 장애에 관

한 낙인화된 태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예측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쉽

게 찾아볼 수 있다(Corrigan et al., 2001; Sohn & Park, 2012). 치매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여 치매 지식과 태도는 일반적으로 정적인 연관을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다(장윤정, 2014; 이지은, 장윤정, 2016; 

박미정 등, 2017; 서은경, 이미라, 2018). 이 때문에 치매에의 낙인을 감

소시키기 위한 주요한 전략 중 하나로 대중매체나 일반인 대상 강의 등

을 통해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교육할 것이 제시된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수용되더라도 탈 낙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증거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지식과 질병에 관한 태도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거나(황선영, 장금성, 1999), 지식수준이 

높음에도 회피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가 여전히 확인되기

도 한다. 북아일랜드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McParland 등(2012)의 연

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치매 지식은 높았지만 치매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유아시하는 태도가 나타났으며, Lüdecke 등(2016)의 연구

에서도 치매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등 치매의 의료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선진국에서 의료화 이

전의 낙인과는 또다른 부정적 태도가 나타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의료화된 치매 개념이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이주민 집단에서는 치매 자체에 대한 편견은 보이지 않는다(Hossain et 

al., 2017). Goncalves-Pereira 등(2010)은 외래 치매 환자의 보호자를 대

상으로 치매 지식과 돌봄 부담과 돌봄 행위를 조사하였는데,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치매 지식이 그 자체로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지는 못하

며 긍정적인 돌봄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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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남

아 있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사회문화적 요

인은 복잡다단하므로 치매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 외에 접촉 경험이나 

지각된 질병의 이미지와 같은 주관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치거나 보건의

료 제도나 국가 복지 제도의 구조나 이에 대한 신뢰 등의 제도 차원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매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병의 증상과 치료법을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료계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치매에 대한 낙인이 해소되고 가족과 사회의 돌봄 부담이 완화

되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직결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의료화된 지식 외에 치매의 탈 낙인을 위한 조건이 존재할 것이라

고 상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의료화된 지식 자체가 부정적인 태도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Kvaale 등(2013)은 정신질환에 관

한 연구의 메타 분석을 통해 정신질환의 의료화가 부정적 태도를 오히

려 심화한다고 강조한다. 의료적인 지식의 교육과, 더 나아가 치매를 정

복 가능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의사의 진단과 의학적 개입을 확대해 온 

의료화는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여겨져 왔지만, 적어

도 정신질환의 영역에서는 의료화된 치매 개념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편견과 거부감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한 생물학적인 

설명은 병 역할 모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난(blame)을 감소시킴으로

써 낙인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나, 낙인은 다층적인 요소로서(Link & 

Phelan, 2001) 비난 외에도 부정적인 고정관념, 타자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포함한다. Kvaale 등(2013)은 “정신장애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가 대중들의 비난을 줄이는 대신, 부정적인 고정관

념을 악화시키고 회복에 대한 비관론,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거리

감과 그들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Haslam과 Kvaale(2015)은 이러한 현상을 ‘양날의 검(mixed blessings)’

으로 묘사하는데, 생물학적인 지식이 질환의 통제 불가능성을 강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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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을 줄이지만, 사회적 거리감과 회복에 대한 회의감, 지각된 위험성

을 높이며, 대중의 인식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의료전문가의 낙

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양면적인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치매와 관련되어 생의학적 지식과 태도 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Ebert 등(2019)의 연구가 있다. 그는 최근 치매 정책 분야

에서 주목받고 있는 ‘치매 친화적 공동체(dementia friendly community)’ 

개념은 한 사회가 단순히 치매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에서 벗어나 공

동체가 치매 노인을 완전히 포용하고 이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

는 ‘수용(acceptance)’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함을 강조한다. 이 

연구 모델에서는 이러한 수용적 태도를 ‘사회적 편안함(social 

comfort)’으로 명명하고 치매에 대한 지식(knowing), 사고(thinking), 감

정(feeling)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이들이 각각 사회적 편안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알고 있는 것(knowing)’은 객관적인 

치매에 대한 정보로서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을 뜻한

다고 설명하고, 이를 의학적 지식(biomedical knowledge)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생각하는 것(thinking)’은 치매 노인의 특

성이나 욕구 등 인격에 관한 정보로서 인격에 기반한 지식

(personhood-based knowledge)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매에 대

한 감정(feeling)’으로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였는데, 두려움은 

치매 노인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 거리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Werner, 2005), 치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치매에 대한 편안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치매 두려움은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인격에 기반한 지식은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친 반면, 의학적인 지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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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 노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완화하기 위

해서는 의료적 지식의 보급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치매 노인의 가능성

과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만 의료적 

지식이 낮은 그룹보다는 높은 그룹에서 인격적 지식과 사회적 편안함 

사이의 상관 계수가 더 크게 나타나 의학적인 치매 상식과 치매 노인의 

인격적 측면에 관한 지식을 균형 있게 제공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도출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치매 노인들에 대

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한 대중의 치매 인식개선이 중요시되

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치매 노인의 특성이나 돌봄에 관한 이해가 늘

어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나 의

료계가 주도하여 제공하는 치매에 관한 지식은 조기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초기 치매 감별법이나 유병률 수치 등 의학적 지식에 치중된 것도 

사실이다. 반면 의료화된 지식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실증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화된 치매 

개념이 치매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의료적 치매 지식과 치매 노인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지식

이 각각 일반인들의 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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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3.1.1. 연구의 개념적 틀

이 연구는 의료화된 치매 개념의 수용 정도를 일반인들의 의료적 

지식 수준을 통해 파악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의료적 지식

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치매의 원인과 증상, 예방법 등을 교

육하는 것은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

제로 많은 연구에서 수치심과 같은 낙인은 의료적 지식을 수용할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 사회가 치매 노인을 온전히 수용

하고 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치매를 인식

(aware)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치매를 수용하

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WHO & ADI, 2012), 이는 필연적으로 

생의학적 모델이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의 치매에 대한 해석과 고

찰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일반인들의 치매 태도에 의료적 지식이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외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매에 대

한 지식을 세분화하여 의료적인 지식과 치매 노인의 특성에 대한 비의

료적 지식을 나누어 각각 치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 결과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

는 치매 노인과의 접촉 경험과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여 일반인

들의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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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rt 등(2019)은 치매 노인과의 관계성과 이들의 인격(personhood)

을 중시하는 Kitwood(1997) 등의 이론 및 돌봄 철학을 기반으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편안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는 의학적 

지식 외에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는데, 즉 사고(thinking), 지식(knowing), 감정(feeling)의 세 가지 차원

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사고’와 ‘지식’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지식(Knowledgement)의 서로 다른 형태로써, ‘사고’는 다양

한 의학적 진술에 대한 믿음, 즉 의료적 지식으로, ‘지식’은 치매 노

인의 욕구와 특성과 같이 당사자의 인격에 기반한 지식으로 정의된다. 

한편 ‘감정’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하는데, 치매가 허약함, 

의존성, 정신 이상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에 쉽게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Kitwood, 1997; Ebert et al, 2019에서 재인용).

<그림 4> Ebert 등(2019)의 치매 지식과 태도, 치매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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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rt 등이 개념화한 치매 노인의 ‘인격에 기반한 지식

(personhood-based knowledge)’과 치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DAS(Dementia Attitude Scale, O’Connor & McFadden, 

2010)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DAS가 태도의 3요소 이론과 함께 

Kitwood의 사회구성주의적 치매 돌봄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O’Connor & McFadden, 2010)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가장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에 대한 태도라는 개념은 단순히 치매 노

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지

만, 태도의 3요소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적 요인 외에도 인지적 반

응이나 행동 의도 또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 포함된다. 따라서 DAS 

척도에서는 치매에 대한 감정적 편안함을 측정하는 문항과 함께 치매 

노인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나 치매 노인을 접했을 때의 행동 의도를 측

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척도는 치매에 대한 태도에 사회

구성주의나 현상학 이론에서 강조되었던 치매 노인의 인격, 권리, 존엄 

등의 개념이 내포되어 치매의 통합과 수용적 태도를 측정하는 데 유리

하다.

태도의 3요소 이론은 Kats & Stotland, Rosenberg & Hovland 등의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태도의 구조에 관해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광범

위하게 받아들여져 왔다(나은영, 1994). Breckler(1984)는 Rosenberg and 

Hovland(1960)의 도식을 활용하여 태도의 3요소 이론을 설명하는데(그림 

5), 태도란 선행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태도는 감정(affect), 행동

(behavior), 인지(cognition)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먼저 

감정적 요소는 자극에 대한 감정적, 직감적, 혹은 신체적 반응을 말하는

데 심박수와 같은 생리적 반응이나 감정에 대한 언급을 통해 측정된다. 

행동적 요소는 명시적인 행동이나 행동 의도, 특정한 행동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요소에는 믿음, 지식 구

조, 지각 반응, 생각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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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 요소는 즐거운/불쾌한 감정(감정), 지지적/적대적 행동(행

동), 호의적/비판적 인식(인지)과 같이 연속체로 구성된다는 것이 태도 

개념의 주요한 가정 중 하나이다(Breckler, 1984). 실제 연구에서는 태도

의 다차원적인 구조가 무시되고 대상에 대한 단일 차원의 평가로 측정

되는 경우가 많아 유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으나(나은영, 1994), 태

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틀로써 현재에 이

르기까지 기능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림 5> Rosenberg and Hovland(1960)의 태도의 3요소 이론

         (Breckler(1984)에서 재인용)

DAS는 또한 Kitwood(1997)의 사회구성주의적 치매 돌봄 이론을 기

초로 하여 개발되었다. O’Connor & McFadden(2010)은 Kitwood의 치매 

돌봄에 관한‘새로운 문화’가 노인 요양 시설과 지지 그룹, 치매 노인

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폭넓

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생의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치매 노인 

개인사를 긍정하고 관계성을 촉진하며 치매 노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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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치매 태도에 관한 척도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DAS에서 측정하고자 하

는 ‘태도’는 사회적 통합과 치매 노인의 인격과 존엄의 존중에 바탕

을 두고 있다. 

DAS의 도구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태도의 3요소 이론과 Kitwood

의 구성주의적 모델에 기초하여 척도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척도 

개발을 위해 가장 먼저 실시된 구조화된 인터뷰에서는 치매 노인의 가

족과 돌봄 직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와 그 외 치매에 대한 일

반적인 지식과 치매 노인들의 능력이나 정서적 행복감에 대한 지각, 그

리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의 느낌이나 예상되는 반

응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의 답변은 태도의 3요소 이론에 따라 ‘지

식’과 ‘믿음’(인지적 요소), ‘수용’과 ‘공감’(감정적 요소), ‘회

피 행위’와 ‘인간 중심적 행위’(행동적 요소)의 6가지 범주로 나뉘어 

DAS 항목의 기본 틀을 구성하게 된다. 이후 요인분석을 통해 인지적 영

역과 감정적/행동적 영역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최종적으로는 각각 

‘지식 소척도(knowledge subscale)’ 와‘안정 소척도(comfort subscale)’

로 만들어지게 된다. 

DAS 척도에서의 ‘지식’은 의료적 지식과 같이 정답과 오답이 

명확하게 나뉘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지적인 

반응을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Kitwood의 치매 이론에 기반하

여 치매 노인의 욕구나 인간 중심적 조호에 대한 지식, 수동성이나 무력

함과는 대비되는 치매 노인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게 된다. 이는 치매에 대한 생의학적 모델을 

비판하는 많은 이론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위해 돌봄 제공자뿐 아니라 사회의 전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제

시되는 정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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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AS의 지식 소척도(비의료적 지식)와 안정 소척도(치매 태도) 항목

구분 항목

 지식 소척도 3)  치매 노인은 창조적일 수 있다.

7)  모든 치매 노인은 서로 다른 욕구가 있다.

10) 치매 노인은 익숙한 물건을 주변에 두려 한다.

11) 치매 노인의 과거 생활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12) 치매 노인과의 접촉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14) 치매 노인도 즐겁게 살 수 있다.

15) 치매 노인도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느낀다.

18) 나는 치매 노인에 대한 대처 기술을 높게 평가한다.

19) 치매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20) 문제행동은 치매 노인이 의사소통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안정 소척도 1)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2)  나는 치매 노인이 두렵다. (역)

4)  나는 치매 노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이 있다.

5)  나는 치매 노인과 신체 접촉할 때 편안하다.

6)  나는 치매 노인에게 다가갈 때 불편하다. (역)

8)  나는 치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9)  나는 초조해하는 치매 환자는 피한다. (역)

13) 나는 치매 노인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

16) 나는 치매 노인을 어떻게 도울지 몰라 좌절감을 느낀다. (역)

17) 내가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역)

* (역) 표시는 역채점 항목을 뜻함

본 연구에서는 치매의 병인, 유병률, 증상 등에 대한 지식을 ‘의

료적 지식’으로, DAS의 지식 소척도에서 제시한 치매 노인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비의료적 지식’으로 명명한다. 여기서 ‘비의료적’이라

는 단어는 치매 노인의 특성이라는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넓어 완벽하게 적절한 변수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의료적 

지식과 대별되는 별도의 지식 체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또한 Ebert 등의 연구에서 지적된 한계를 보완하고자 치매 노인과의 관

계, 돌봄에 참여한 정도, 돌봄 기간을 고려하여 접촉의 강도를 세분화한 

‘접촉 경험’ 변수와 치매에 대한 두려움 변수를 치매에 대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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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간주하여 변수에 포함하였다. 

한편 치매 ‘태도’의 경우 DAS의 지식 소척도(비의료적 지식 변수)와 

안정 소척도를 포괄한 것을 감정/행동/인지 측면이 모두 반영된 태도 개

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종속 변수를 ‘치매 태도’로 명명하는 것이 논

리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AS 척도나 Ebert 등

의 연구에서 사용한 ‘(social) comfort’를 ‘안정’ 혹은 ‘사회적 편안

함’ 등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을 때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감정적 반응 

및 행동 의도)를 태도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태도라는 용어를 그

대로 활용하였다.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3.1.2. 변수의 정의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관련 선행 연구에서 치매에 관한 태도와 연

관이 있다고 알려진 성별, 연령, 소득, 종교, 교육 수준, 직업, 결혼(동거) 

형태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40대와 50대, 60대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연령대별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교 이상 학력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를 참고하되 응답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무직(은퇴)을 포함한 8개 항

목으로 단순화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치매 정보 습득 경로, 주관적 건강 상태(신체 및 인지), 치매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은 치매 지식과 두려움,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으로 설문에 포함하였다. 치매 정보 

습득 경로는 크게 TV,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 경로와 지인 등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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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로, 교육프로그램 등의 공식적 경로로 나누어 어떠한 경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에 따라 치매 지식과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

다.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현재의 치매 관련 복지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지, 그리고 전반적인 복지 제도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였

다.

   (2) 치매 접촉

특정 집단에 노출되어 접촉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그 집단에 대한 

낙인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킨다. HIV 감염인이나 정신질환자, 외

국인 노동자, 이민자 등 특정 소수 집단과 교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사

회적 거리감을 더 적게 느끼고 낙인이나 부정적인 편견 또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McClelland & Linnander, 2006; 황지민, 2012; 심규선 등, 

2017; 이민화 등, 2018). 치매의 경우에도 치매 노인과 생활하거나 이들

을 대상으로 한 업무 경험이 치매 지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Steckenrider, 1993; Yan et al., 2006; Cheng et al., 2011; 

Lüdecke et al., 2016.; van Patten & Tremont, 2018; 김승균 등, 2007; 김

우정, 정은숙, 2018). 

한편 접촉 경험의 종류나 강도에 따라 태도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친구나 이웃으로 접했을 때와 직장 

내 부하직원으로 접했을 때 관계의 종류와 질은 매우 다르며, 따라서 외

국인 노동자 집단에 대한 태도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MacKenzie, 1948; 

조하영, 2018). 또한 접촉을 통해 부정적 경험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접

촉 경험이 부정적인 태도를 심화하기도 한다(성수정, 2010). 접촉의 강도 

또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집단 간 접촉과 태도 사이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얼마나 자주 

대면하는지, 그리고 그 접촉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따라 긍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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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치매 노인과의 접촉을 ① 부모, 배우자와 같은 가장 가

까운 가족이 치매였으며 이들을 직접 돌본 경우 ② 가까운 가족이 치매

였으나 직접 돌보지는 않은 경우 ③ 가족 외 친척이나 지인 등이 치매인 

경우 ④ 아는 사람 중 치매인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경우로 나누어 치매 

노인과의 관계의 강도를 4단계로 분류하여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하였다. 

   (3) 치매 두려움

치매에 걸릴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치매 두려움으로 정의

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치매 예감(anticipatory dementia), 치매 걱정

(dementia worry), 지각된 치매 위협(perceived threat of Alzheimer’s 

disease), 알츠하이머병 두려움(fear of Alzheimer’s disease) 등이 제시

되고 있다(이민경, 정덕유, 2018). 두려움은 주로 치매에 대한 지식이 많

을수록,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 높고, 치매 접촉 및 돌봄 

경험, 노화에 대한 태도, 건강에 대한 사회인지적(social-cognitive) 믿음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force & Mclean, 2005; 

Cantegreil-Kallen, Pin, 2012; Sun, Lu, & Gao, 2016; Bowen et al., 2019).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노년층의 우울감을 심화시키고 치매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두려움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 행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Kim 

et al., 2016; 박영임 등, 2017), 오히려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현실을 부

정, 외면하여 예방 행동을 하지 않고 검진이나 복지 제도 이용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경원, 김애리, 2018). 

이 연구에서는 이민경(2017)이 개발한 치매 두려움 측정 도구

(FODS) 19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이 도구에서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인지적 차원은 치매 

증상을 직접 경험하거나(“나는 최근 부쩍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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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 걸린 것이 아닐까 두렵다.” 등), 치매에 대한 사전 지식에 기반한 

두려움(“치매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니 두렵다.”등)을 질문하며, 사

회적 차원은 부양 부담이나 주위 시선으로 인한 두려움(“나는 치매에 

걸리면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아 두렵다,”, “나는 치매에 걸리면 체

면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 두렵다.” 등)을, 신체적 차원은 두려움으

로 인해 나타나는 불면, 긴장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는지(“나는 내

가 치매에 걸리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안 온다.” 등)를 묻는다. 이 

도구는 신뢰도 및 내적 타당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거쳤으며, 한국

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ADS 등 국외에서 개발된 기존 척도에 비

해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이민경의 연

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27,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09였다.

   (4) 치매의 의료적 지식

치매의 의료적 지식은 치매의 원인을 뇌의 이상으로 보는지, 치매

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치매에 걸렸을 때의 증상

을 알고 있는지 등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일반인들

의 치매 지식은 정책적 차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치매를 질병으

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조기에 치매를 검진하고 적극

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치매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알츠하이머의 병인, 진단, 증상 및 

관리 등 의학적 지식에 관한 ADKS(Alzheimer’s Disease Knowledge 

Scale), 질병 특성, 의사소통 및 행동, 돌봄, 건강상의 위험 요인 등에 관

한 DKAS(Dementia Knowledge Assessment Scale), 알츠하이머의 사정, 용

어, 법적 이슈, 환자 관리 등에 관한 UAB-ADKT(University of Alabama 

Alzheimer’s Disease Knowledge Test for Health Professionals), 초기 알

츠하이머의 생의학, 간병, 법적, 재정적 계획 내용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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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L-C(Knowledge of Aging and Memory Loss and Care), 치매 관련 

질병 관리, 복지 영역에 관한 DQ(Dementia Quiz) 등이 있다(김은주, 정지

영, 2005; Annear et al., 2017).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조현오

(1999)의 치매 지식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도구는 주

로 치매 증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의학적 지

식을 측정하고 있으며, 일부 치매 노인의 돌봄이나 복지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도구도 있다. 

 여기에서는 치매역학조사(2008) 당시 개발되어 이후 4년마다 실시

되는 같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치매 지식도 15개 항목을 활

용한다. 이 척도는 ADKS 등과 같이 국내외에서 널리 쓰는 보편적인 척

도는 아니나, 제도나 돌봄 방법과 같은 비의료적인 분야는 배제하고 모

든 항목이 치매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에 관한 것으로 의료적 지식을 분

리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타 도구

에 비해 길이가 길지 않아 중노년층의 참여자들이 자기 기입을 해야 하

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에도 알맞다. ADKS나 KAML-C와 같이 알츠

하이머라는 한 가지 치매에 대해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치매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고 있는 것 또한 이 척도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있으며 1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한다. 이 연구에서 신

뢰도는 Cronbach’s α=.696이었다.

   (5) 치매의 비의료적 지식

치매의 비의료적 지식은 앞서 살펴본 의료적 지식 문항과는 달리 

치매 노인의 감정이나 행동 특성, 치매 당사자의 능력과 시각에 대한 관

찰을 기반으로 한 지식(Ebert et al., 2019)이다. 이는 치매라는 증상을 가

진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서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의료적 측면

을 이해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DAS의 지식 소

척도(knowledge subscale) 10개 문항을 활용한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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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매기며 일부 

부정적 질문은 자료 분석 시점에서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총 70점 

만점으로 점수가 클수록 치매 노인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이 많

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항목은“치매 노인은 창조적일 수 있다.”, 

“모든 치매 노인은 서로 다른 욕구가 있다.” 등이다. DAS 개발 당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0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비의

료적 지식(지식 소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06이었다.

   (6) 치매 태도

치매 태도는 DAS의 안정 소척도 10개 문항을 활용한다. 안정 소척

도의 대표적인 항목은 “나는 치매 노인과 신체 접촉할 때 편안하다.”. 

“나는 초조해하는 치매 환자는 피한다.” 등이다. 즉 실제 치매 노인과 

만났을 때 스스로 느끼는 감정과 행동(의도)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있

다. 지식 소척도와 마찬가지로 7점 척도로 이루어진 각 문항을 70점 만

점의 점수로 환산하며(일부 항목은 역채점 문항) 숫자가 클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치매 태도(안정 소척

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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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연구 가설

이 연구는 개인의 치매 지식, 두려움, 접촉 경험이 치매에 대한 태도(사

회적 편안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연구 모형

H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치매 지식(의료적/비의료적), 두려움 및 

치매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치매 접촉 경험, 치매 지식(의료적/비의료적), 치매 두려움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H2-1. 치매 접촉 경험과 의료적 치매 지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H2-2. 치매 접촉 경험과 비의료적 치매 지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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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3. 치매 접촉 경험과 두려움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H2-4. 의료적 치매 지식과 비의료적 치매 지식 간에는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H2-5. 의료적 치매 지식과 두려움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

이다.

 H2-6. 비의료적 치매 지식과 두려움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H3. 치매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비의료적 치매 지식이 높을수록, 두려움

이 적을수록 치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며, 의학적 치

매 지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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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자료

  3.2.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40대~60대의 일반 남녀 30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40대 인구는 비교적 젊은 층으로 본인의 치매에 대해 불

안감을 느끼지는 않으나 부모 세대의 치매를 대비할 필요성을 조금씩 느

끼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한편 50대 인구는 젊을 때와는 다른 인지기능

의 저하를 체감하며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는 연령이며, 60대의 노년 인구는 많은 경우 부모 세대

가 80대 이상으로 치매인 가족을 돌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본

인에게도 치매가 예상되는 가장 치매에 민감한 연령대이다. 중년층과 노

년층 인구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현재 치매 노인의 돌봄에 큰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향후 본인이 치매 노인이 되었을 때의 자아상에도 

영향을 끼쳐 현재의 미래의 치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0대~60대의 중·노년 

인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치매 지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

고자 한다.

한편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치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7~80대 이상의 초

고령 노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온라인을 통한 설문 수행에

는 부적합할 것으로 여겨져 제외하였다. 인구 구성비로는 60대 인구가 

4~50대에 비하여 적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40대와 50대, 60대를 동수로 표집하였고 성별로도 여성

과 남성의 비율을 1:1에 가깝게 표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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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 승인(IRB No. 

1905/003-027)을 받았다. 연구 자료는 온라인 패널 조사를 통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40대에서 60대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 시작 전 연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확인하는 항

목을 배치하여 참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연구 설명문에는 연구 

목적, 내용과 함께 익명성 보장에 관한 내용과 함께 응답 자료를 연구 

목적 외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

나 참여 도중이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의문

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소속과 연락처, 심의위원회의 연

락처를 기재하였다. 

3.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를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

를 시행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적/비의료적 치매 지식, 두려움과 접촉 경

험 사이의 관계를 t-검정 및 ANOVA로 검증한다.

   3) 의료적/비의료적 치매 지식, 두려움과 접촉 경험 사이의 관계를 상

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으로 검증한다.

   4) 각 요인과 치매 태도와의 관계를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으

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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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각 연령별로 100명씩 300명이 응답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이 동수에 

가깝게 표집되었다. 대학 이상의 학력이 77.3%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학력은 다소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고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패널 조사의 특성으로 보인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거하

는 유형이 62.7%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일반적으로 사무직(44.3%)이거

나 주부(20.0%)였다. 가계의 월 소득은 400~500만원 구간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하가 11.3%에 불과하여 저소득자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스로 평가하는 본인의 건강 상태는 신체 기능보다 인지 기능

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많아 인지 기능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치매 접촉 경험은 치매 가족 유무와 실제 돌봄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가까운 가족 중에 치매 노인이 있

는 사람이 전체의 41.0%인 한편 지인 중 치매 노인이 전혀 없는 경우도 

39.7%에 달해 응답자들의 치매 접촉 경험이 다양하였다. 복지 제도는 전

혀 모른다는 답변이 4.7%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 치

매 복지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치매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인터넷이 가장 많았고 병원이나 보건소의 교

육 프로그램과 같은 공식적인 경로는 전체의 5.3%에 불과해 치매 지식

의 유통에 주로 대중매체가 이용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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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응답자는 40대와 50

대, 60대가 각각 100명이며 남성이 148명으로 49.3%, 여성이 152명으로 

50.7%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8명으로 22.7%, 대학교 이상 

학력이 232명으로 77.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졸과 초졸이 각각 1명으로 소수이며 상대

적으로 고령인 60대에서도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64.3%에 달해 이 연구의 응답자가 고학력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종교는 

있다고 답한 사람이 162명(54.0%), 없다고 답한 사람이 138명(46.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유종교자 중에서는 기독교가 70명(23.3%)으로 가

장 많았고, 불교가 51명(17.0%), 천주교가 35명(11.7%), 그 외 종교가 6명

(2.0%)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71명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하였고 혼자 산다고 답한 사람은 29명으로 9.7%였다. 동거 

가족의 유형은 가족 내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즉 성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노년의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를 2대가 함께 

사는 가족으로 분류하였으며 응답자의 자녀와 손자녀가 같이 살거나 응

답자의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를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으로 분

류하였다. 그 결과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가 66명(22.0%)이었으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2대로 구성된 가족이 188명(62.7%), 부모, 자녀, 손자

녀 세대의 3대로 구성된 가족이 13명(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

족이나 친구와 함께 산다는 응답은 4명(1.3%)였다.

직업은 사무직이 가장 많아 133명으로 44.3%를 차지했으며 주부가 

60명으로 20.0%를, 자영업이 35명으로 11.7%를 차지하였다.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은퇴(무직)의 응답 비율도 높아 전체의 8.0%가 직업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월소득은 400~500만원 사이라고 답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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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75명(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56명, 18.7%), 

600~700만원(44명, 14.7%)이 그 뒤를 이었다. 100~200만원은 28명(9.3%), 

100만원 미만은 6명(2.0%)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응답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본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스스로 다른 사

람보다 건강한 것 같다고 답한 사람이 62명(20.7%), 나쁜 것 같다고 답한 

사람이 54명(18.0%)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억력과 같은 인지 건강 상태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것 같다고 답변한 사람이 70명(23.3%)인 반면, 나

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명(7.0%)에 그쳐 상대적으로 신체 건강

에 비해 인지 기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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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_ 인구사회학적 요인

변수 항목 빈도 % 평균 표준오차

성별

남성 148 49.3

여성 152 50.7

연령 53.48 8.36

40대 100 33.3

50대 100 33.3

60대 100 33.3

학력

고등학교 이하 68 22.7

대학교 이상 232 77.3
 종교  

 있음 162 54.0
 불교  51 17.0
 기독교  70 23.3
 천주교  35 11.7

  그 외   6  2.0
 없음 138 46.0

 동거 가족
 동거 가족 있음 271 90.3
  부부  66 22.0
  부모+자녀 188 62.7
  부모+자녀+손자녀  13  4.3
  그 외 가족, 친구   4  1.3
 독거  29  9.7

직업

사무직 133 44.3

생산직, 일용직, 농림어업  19  6.3

자영업  35 11.7

주부  60 20.0

서비스직  29  9.7

무직(은퇴)  24  8.0

소득   

100만 미만  6  2.0

100~200만미만 28  9.3

200~300만미만 38 12.7

300~400만미만 56 18.7

400~500만미만 75 25.0

500~600만미만 27  9.0

600~700만미만 44 14.7

800만이상 26 8.7

주관적 건강

(신체) 건강  62 20.7

보통 184 61.3

나쁨  54 18.0

주관적 건강

(인지) 좋음  70 23.3

보통 209 69.7

나쁨  2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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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대상자의 치매 관련 특성

응답자들의 치매 접촉 경험,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치매 정보 습득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치매 접촉 경

험은 가까운 가족 중 치매 노인이 있었는지, 치매 가족을 수발했는지, 

수발했다면 돌봄 기간이 5년 이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경험의 강도를 5

단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돌봄 기간은 직접 가족을 돌보았다고 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았으며 가장 긴 돌봄 기간은 9년이었고 평

균 돌봄 기간은 3.4년이었다. 

[표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_ 치매 관련 요인 

N % mean (SD)

치매 접촉 경험

치매 가족 주수발자+5년 이상 9 3.0

치매 가족 주수발자+5년 미만 12 4.0

치매 가족 + 주수발자 아님 102 34.0

치매 친척, 지인 있음 58 19.3

접촉 경험 없음 119 39.7

복지 제도 인지

전부 알고 있음 106 31.5

상당 부분 알고 있음(3~4개) 136 40.5

일부 알고 있음(1~2개) 75 22.3

전혀 모름 14 4.7

복지 제도 만족도 2.8(±0.54)

간편한 절차 2.8(±0.82)

서비스 이용 대기 2.7(±0.78)

보장성 2.4(±0.80)

서비스의 질 3.1(±0.75)

경제적 부담 2.9(±0.86)

치매 정보 습득 경로

대중매체(TV, 라디오 등) 20 6.7

인터넷 95 31.7

공식 정보(자료, 교육 프로그램) 16 5.3

주변 사람 15 5.0

찾아본 적 없음 154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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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과 가장 강한 접촉 경험을 보이는 집단(치매 가족이 있

으며 5년 이상 직접 돌본 사람)은 9명으로 3.0%를 차지하였으며 치매 가

족이 있고 직접 돌보되 돌봄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12명으로 4.0%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까운 가족이 치매였으나 본인이 주로 수발

하지는 않았던 사람은 102명으로 34.0%를 나타냈으며, 가까운 가족 중에

는 치매 노인이 없지만 친척이나 지인 중 치매인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는 58명으로 19.3%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치매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수발한 경험도 전혀 없는 경우는 119명으로 39.7%를 차지

하였다. 

돌봄 기간에 상관없이 치매 노인을 본인이 주로 돌보았다고 답한 

사람이 40대에서는 5.0%, 50대에서는 7.0%, 60대에서는 9.0%로 60대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약간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는 않았다. 한편 성별로는 전체 남성의 5.4%가 치매 노인을 직접 돌본 

경험이 있고 30.4%는 치매 가족 돌봄을 보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

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의 8.6%가 직접 치매 가족을 돌본 적이 있고 

37.5%가 보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단, 직접 돌봄과 보조적 돌

봄은 그 역할이나 시간에 따라 엄밀하게 나눈 것이 아니라 응답자 개인

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였는데, 돌봄 노동의 역할 분담

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치매 가족과의 관계를 어느 정

도 긴밀한 것으로 인지하는가를 통해 강력한 접촉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접촉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였다.

치매에 관련된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방문요양, 주야

간보호, 입소시설)와 치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치매 약

제비 지원, 치매 가족 상담) 등 크게 5개의 복지 제도를 들어본 적 있는

지를 질문하였다. 전부 알고 있는 응답자가 106명(31.5%)이며 상당 부분 

알고 있는 응답자(5개 항목 중 3~4개)는 136명(40.5%)였다. 일부(1~2개) 

알고 있다(75명, 22.3%), 전혀 모른다(14명, 4.7%)는 답변은 전체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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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매와 관련된 복지 제도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익숙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제도의 숫자는 40대가 

3.1개(±1.55), 50대가 3.5개(±1.48), 60대가 3.4개(±1.57)로 50대에서 제

도에 대한 인지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는 않았다. 한편 남성은 평균 3.2개(±1.53)를, 여성은 평균 3.6개(±1.46)

를 알고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제도 인지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

았다(p=.017).

한편 치매 복지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점(±0.54)으

로 나타났다. 제도의 만족도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기가 길지 않은지, 보장성과 서비스의 질이 좋은지, 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지 등 복지 제도를 평가할 때 주로 활용되는 개

념을 5가지 항목으로 단순화하여 측정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피하기 

위하여 3개 항목은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점수를 역산하였다. 가장 점수

가 높았던 항목은 “복지 서비스의 질이 좋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

다.”로 3.1점(±0.75)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이 많이 든다(2.9±0.86).”,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2.8±0.82).”,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센터나 요양원, 보건소 등에서 

많이 기다려야 한다(2.7±0.78).”순이었으며,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문항

은 “자격이 안 돼서, 필요한 서비스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2.4±0.80).”이었다. 즉, 응답자들은 치매 복지 서비스의 질이 좋고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보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

가하고 있었다.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154명(51.3%)은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스스

로 찾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스스로 정보를 찾아본 사람 중

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았다는 사람이 95명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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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31.7%를, 정보를 찾아보았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65.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는데, 비교적 고령인 60대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습득이 일반적

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보건소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책, 홍보 팸플릿 

등 공식적인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신뢰한다는 답변은 1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3%에 불과하여 치매 정보의 생산과 확산에 주로 대중

매체가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치매 접촉 경험과 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를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각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표 6), 치매 접촉 경험과 제도 인지

도(r=.185, p=.001), 제도 인지도와 제도 만족도(r=.251, p=.000)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까운 가족을 돌보는 강한 치

매 접촉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치매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

보거나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도에 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막연하게 치매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제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현 복지 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6] 치매 관련 요인 간 상관관계

치매 접촉 경험 제도 인지도 제도 만족도

치매 접촉 경험 1

제도 인지도 .185* 1

제도 만족도 -.016 .251** 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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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치매 지식, 두려움, 태도

치매의 의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태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의료적 지식은 15개 문항이 각각 정답 1

점, 오답 0점으로 처리되어 0점에서 15점 사이의 점수를 보이는데, 평균

은 8.91점(±2.42)이고 가장 낮은 점수가 2점, 가장 높은 점수는 만점인 

15점이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측정한 2016년의 치매

역학조사에서는 9.9점(±1.9)으로 이 연구에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치매의 비의료적 지식은 DAS 지식 소척도 10개 문항을 활용하였

다. 각 문항은 제시된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7점을 기입

하며 총점은 10점에서 7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

매 노인의 능력이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지식이 많음을 뜻하며, 평균 

43.71점(±6.67)으로 가장 낮은 점수는 24점, 가장 높은 점수는 64점이었

다. 2016 치매역학조사에서는 43.5점(±10.2)으로 이 연구와 비슷한 수준

을 보였으며,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Scerri & Scerri(2013)의 연구

에서는 53.72점(±7.15)으로 이 연구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치매 두려움은 제시된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

을 기입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를 두렵다고 여기고 있음을 뜻한다. 

총 19개 항목으로 총점은 19점에서 95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치매 두

려움의 평균은 69.49점(±11.02)으로 가장 낮은 점수는 26점, 가장 높은 

점수는 93점이었다. 치매 태도는 DAS의 안정 소척도 10개 문항이며 지

식 소척도와 마찬가지로 10점에서 7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응답자들

의 평균 치매 태도는 33.93점(±8.16)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12점, 가

장 높은 점수는 64점으로 비의료적 지식(지식 소척도) 10개 문항에 비해 

응답자 간 점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치매역학조사에서는 35.9점

(±10.0), Scerri & Scerri(2013)의 연구에서는 47.47점(±8.33)으로 이 연구

의 응답자들의 치매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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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치매 지식, 두려움, 태도 측정 결과

Mean SD Actual 
Range

Possible 
Range 왜도 첨도

의료적 지식  8.91  2.42  2-15  0-15 -.270 .082

비의료적 지식 43.71  6.67 24-64 10-70  .005 .511

치매 두려움 69.49 11.02 26-93 19-95 -.561 .784

치매 태도 33.93  8.16 12-64 10-70  .013 .358

한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의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태도의 차이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의료적 지

식의 평균은 성별, 연령별, 직업별, 치매정보 습득 경로별로 차이를 보였

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8.21점(±2.43), 여성의 경우 9.57(±2.13)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료적 지식 수준이 높음이 확인되었다(t=-5.165, 

p=.000). 한편 연령별로는 50대(8.50±2.40)와 60대(9.43±2.27) 사이에 지

식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F=4.651, p=.010). 직업별로는 

사무직(8.41±2.35)과 주부(9.68±2.13), 사무직과 서비스직(9.86±2.88)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무직보다 주부와 서비스직을 직업으로 하

는 사람들에게서 더 높은 의료적 지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F=4.134, 

p=.001). 

치매 관련 요인별로는 치매 접촉 경험, 제도 인지도와 만족도, 치

매 정보 습득 경로 모두에서 의료적 지식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치매 접촉 경험을 가장 낮은 접촉 경험(치매 노인을 전혀 알고 

있지 않으며 돌봄 경험도 없음)에서 가장 높은 접촉 경험(가까운 가족 

중 치매 노인이 있으며 5년 이상 돌봄)까지를 척도화하여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접촉 경험과 의료적 지식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132, p=.015). 한편 제도 인지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 치매 복지 제도

의 개수를 기준으로 척도화하였으며, 제도 만족도는 5개 하위 항목 당 

매긴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의 평균을 측정하였는데, 제도 인지도

(r=.294, p=.000) 및 만족도(r=.182, p=.002) 모두 의료적 지식과 양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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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주된 치매 정보 습득 경로가 보건소 교육 프로그

램과 같은 공식 경로인 경우(9.56±2.22) 찾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집단

(8.55±2.2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의료적 지식의 평균이 높았으며

(F=3.580, p=.029) 인터넷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정보를 습득한

다고 답한 집단(9.23±2.53)은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집단보다 약간 지식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비의료적 지식은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의료적 지식과 마찬가지로 남성(42.7±6.40)보다 여성(45.0±6.82)

에게서 더 높은 비의료적 지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t=-2.463, p=.003), 

연령별로는 40대(42.7±6.18)보다 60대(45.0±7.11)에서 지식 수준이 더 높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3.456, p=.033). 직업별로는 자영업(41.63±7.69)

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주부(45.93±6.37) 집단과 유의미한 평균 차이

를 보였다(F=2.535, p=.029).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그룹

(45.29±5.70)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300~500만원인 그룹

(42.75±7.26)과 차이를 보였다(F=4.086, p=.018). 치매 관련 요인에서는 

제도 인지도(r=.130, p=.024)와 만족도(r=.164, p=.004)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치매 관련 복지 제도를 잘 알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집단에서 치매에 관한 의료적 지식과 함께 비의료적 지식 또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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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치매 지식, 두려움, 태도

의료적 지식 비의료적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태도

Mean SD t/F/r p Mean SD t/F/r p Mean SD t/F/r p Mean SD t/F/r p

 성별

  남성 8.21 2.43 -5.165 .000** 42.7 6.40 -2.463 .003* 68.7  9.92 3.594 .097 35.61  6.75 3.815 .000*

여성 9.57 2.13 45.0 6.82 70.8 11.24 32.30  9.05

 연령  

  40대 8.77 2.40 4.651 .010* 42.7 6.18 3.456 .033* 69.95 10.57 .147 .863 32.63  7.87 2.345 .097

50대 8.50 2.40 43.4 6.53 69.31 11.98 34.25  8.27

60대 9.43 2.27 45.0 7.11 69.21 10.58 34.90  8.24

 학력

  고등학교 이하 9.15 2.30 1.026 .305 42.77 7.03 -1.424 .155 69.95 10.58 .422 .673 34.35  8.24 .534 .594

대학교 이상 8.83 2.45 43.99 6.54 69.35 11.16 33.79  8.15

 종교

  있음 9.01 2.26 .851 .396 43.92 7.00 .624 .533 69.29 11.39 -.573 .567 34.66  8.32 1.727 .085

없음 8.78 2.60 43.46 6.39 69.98 10.40 33.11  7.90

 동거가족

  있음 8.94 2.31 .829 .363 44.01 6.56 1.620 .204 69.22 10.82 -3.321 .002* 34.08 7.94 3.224 .074

없음 8.52 2.97 42.34 7.89 74.31 7.46 31.21 10.40

 직업

 사무직 8.41 2.35 4.134 .001* 43.39 6.14 2.535 .029* 69.92 11.16 .220 .954 33.62  8.63 1.176 .321

생산/일용직, 농림어업 8.58 2.06 42.26 7.27 68.89  9.80 33.74  6.02

자영업 8.46 2.21 41.63 7.69 71.09  8.29 34.06  7.43

주부 9.68 2.13 45.93 6.37 69.15 11.26 32.33  8.65

서비스직 9.86 2.88 44.28 7.02 68.83 11.40 36.69  9.01

무직 9.42 2.21 45.17 7.18 69.67  9.64 34.71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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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지식 비의료적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태도

Mean SD t/F/r p Mean SD t/F/r p Mean SD t/F/r p Mean SD t/F/r p

 소득

  300만원 미만 9.11 2.54 .735 .480 43.92 6.63 4.086 .018* 71.29 9.44 .896 .409 34.93  8.57 1.539 .216

300-500만원 8.72 2.34 42.75 7.26 69.97 10.49 33.37  7.98

  500만원 이상 8.99 2.32 45.29 5.70 67.50 11.87 33.56  8.34

 주관적 건강

 (신체) 좋음 8.82 2.43 .042 .959 44.18 7.14 .107 .899 67.06 11.45 4.454 .012* 34.52  8.74 1.441 .238

보통 8.92 2.37 43.80 6.42 69.66 10.75 34.06  8.43

나쁨 8.91 2.40 43.63 7.25 72.91  8.39 32.13  6.76

 주관적 건강

 (인지) 좋음 8.70 2.48 .680 .507 43.94 6.55 .152 .859 66.63 11.84 6.430 .002* 34.36  8.54 2.202 .112

보통 8.92 2.35 43.75 6.63 70.16  9.99 33.30  7.84

나쁨 9.38 2.44 44.57 8.17 75.48 10.06 37.05 10.40

 치매 접촉 경험 .132 .015* .063 .276 .155 .004** .109 .060

 제도 인지 .294 .000** .130 .024* .022 .702 .163 .005**

 제도 만족도 .182 .002** .164 .004** -.133 .051 .290 .000**

 치매 정보

 습득 경로 대중매체, 주변인 9.23 2.53 3.580 .029* 44.30 7.38 .606 .546 70.35 10.65 1.527 .219 34.89  8.74 6.572 .002*

공식 정보 9.56 2.22 44.19 9.23 73.00 13.16 38.75  7.38

찾아본 적 없음 8.55 2.22 43.44 5.77 68.83 10.32 32.38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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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두려움은 동거 가족 유무와 주관적 건강 상태, 치매 접촉 경

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거 가족이 있는 집

단(69.22±11.39)에서보다 독거 집단(74.31±7.46)에서 치매에 대한 두려움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신체적 건강이 비슷한 연령의 

다른 사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67.06±11.45)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72.91±8.39)에 비해 치매 두려움이 

낮았으며(F=4.454, p=.012), 본인의 인지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66.63±11.84)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75.48±10.06)에 비해 

치매 두려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6.430, p=.002). 한편 치매 관

련 요인 중에는 치매 접촉 경험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155, 

p=.004)를 나타내 접촉 경험이 강할 때 오히려 높은 두려움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치매 태도는 성별 및 제도 인지도와 만족도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35.61±6.75)이 여성(32.30±9.05)보다 긍정적인 태

도를 보였으며, 제도 인지도(r=.163, p=.005), 제도 만족도(r=.290, p=.000)

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주로 여성에게서 더 긍정

적인 태도가 확인된 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인데, 이는 한국 사회의 

맥락 안에서 중장년 여성의 돌봄 부담이 크고 치매 두려움이 높아 부정

적인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만족도가 치매 두려움을 완화하여 치매와 관련된 제도를 잘 

알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에서 긍정적인 치매 태도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 치매에 대한 지식은 주로 여성, 고령

층, 주부와 서비스직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실제 치

매 노인을 돌보거나 향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치매 두려

움은 독거 중이거나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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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치매를 비롯한 전반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집단에서 치매라는 부정적인 사건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

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치매 태도는 남성에

게서, 그리고 치매 복지 제도를 잘 알고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집단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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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치매 접촉 경험, 지식, 두려움, 치매 태도 간 상관관계

치매 접촉 경험과 치매의 의료적, 비의료적 지식, 치매 두려움 및 

치매 태도가 각각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보기 위하여 성별 및 연

령을 통제한 후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치매 접촉 경험과 두

려움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 40~60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치매 노인 돌봄은 노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기회라기보

다는 두려움을 촉진하는 부정적인 경험에 가까우며 가족들이 느끼는 돌

봄 부담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의료적 지식이 높을 때

는 치매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의료적 지식과 태도 사

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그 효과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치매 접촉 경험과 두려움, 의

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 비의료적 지식과 치매 태도, 두려움과 치매 

태도였다. 치매 접촉 경험과 치매 두려움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r=.154, p=.004) 접촉 경험이 높을 때 오히려 치매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치매 접촉 경험은 치매 태도나 두려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하는데, 이 연구에서 측정한 가까운 가족의 돌봄 경험

은 오히려 두려움을 촉진하는 부정적인 경험에 가까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

이 크고 돌봄 과정에서 치매 가족과의 유대감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음

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치매의 의료적 지식은 치매의 비의료적 지식과 유의미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여(r=.235, p=.000) 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이 연구의 가설과는 상이하게 의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적 지식은 치매 두려움이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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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의료적 지식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증가시키는 효과

는 제한적이었다. 반대로 치매의 비의료적 지식은 치매 태도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216, p=.000)를 보여 치매 노인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재확

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치매 두려움은 치매 태도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r=–.346, p=.000) 두려움이 높을수록 치매 태도가 낮아진

다는 기존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치매 접촉 경험, 지식, 두려움 간 상관관계

치매 접촉 경험 의료적 지식 비의료적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태도

치매 접촉 경험 1

의료적 지식 .098 1

비의료적 지식 .045 .235* 1

치매 두려움 .154* -.041 .097 1

치매 태도 .093 .093 .216** -.346** 1

*p<0.05, **p<0.01



- 91 -

4.4.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상의 변수가 치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

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모형 1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의 네 가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투입하여 치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β=.200, p=.000)이

었으며 남성일 때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β=.104, 

p=.061), 학력(β=-.033 p=.570), 소득(β=-.003, p=.961)은 치매 태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모형 1에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5.4%

였다. 

[표 10] 치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위한 회귀 분석 결과

b SE B β p 공차 VIF F

1

(상수) 27.383 3.401 .000

4.622**

(.001)

성별 3.265 .893 .200 .000** .971 1.030

연령 .102 .054 .104 .061 .945 1.058

학력 -.633 1.112 -.033 .570 .879 1.138

소득 -.012 .248 -.003 .961 .935 1.070

2

의료적 지식 -.006 .180 -.002 .972 .838 1.193

13.892**

(.000)

비의료적 지식 .323 .063 .264 .000** .880 1.136

치매 접촉 경험 1.071 .374 .142 .005** .933 1.071

치매 두려움 -.293 .037 -.393 .000** .940 1.064

3

의료지식X비의료지식 .023 .027 .043 .388 .910 1.098

8.633**

(.000)

의료지식X접촉경험 -.032 .164 -.010 .845 .866 1.155

의료지식X두려움 .015 .017 .048 .363 .838 1.193

비의료지식X접촉경험 .102 .055 .099 .064 .802 1.247

비의료지식X두려움 .004 .005 .040 .456 .800 1.251

접촉경험X두려움 .020 .033 .030 .548 .946 1.057

4 전체 -.001 .002 -.020 .713 .782 1.278
8.04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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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유의확률
F 변화량

Durbin-
Watson

1 .231 .054 .042 .054 4.622 .001
2 .506 .256 .238 .202 21.976 .000
3 .525 .276 .244 .020 1.462 .191
4 .526 .276 .242 .000 .136 .713 1.974

모형 2는 치매의 의료적 지식, 비의료적 지식, 치매 접촉 경험, 치

매 두려움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성별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치매의 비의료적 지식(β=.264 p=.000과 접촉 경험(β=.142, p=.005), 

치매 두려움(β=-.393, p=.000)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치매의 의료

적 지식(β=-.002, p=.972)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모형 2의 추

가적인 설명력은 20.2%였다. 

모형 3은 이 네 가지 주요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치매 태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모형 4는 네 가지 전체 주요 

변수 상호작용의 영향을 측정하였으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

을 끼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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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연구 가설의 검증 결과

위 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H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치매 지식(의료적/비의료적), 두려움 

및 치매 태도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의료적 지식은 여성, 60대, 주부와 서비스직, 교육 프로그램

과 같은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치매 접촉 경험이 많을 때, 제도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을 

때 의료적 지식 또한 높았다.

   - 비의료적 지식은 여성, 60대, 주부, 월 500만원 이상의 고소

득집단에서 점수가 더 높았으며 제도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

을 때 비의료적 지식 또한 높았다.

   - 치매 두려움은 독거, 주관적 건강 상태를 낮게 보고하는 집

단, 치매 접촉 경험이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 치매 태도는 남성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인지

도와 만족도가 높을 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H2. 치매 접촉 경험, 치매 지식(의료적/비의료적), 치매 두려움 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H2-1. “치매 접촉 경험과 의료적 치매 지식 간에는 양의 상관관

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H2-2. “치매 접촉 경험과 비의료적 치매 지식 간에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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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3. “치매 접촉 경험과 두려움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154, 

p=.004)가 나타나 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H2-4. “의료적 치매 지식과 비의료적 치매 지식 간에는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가설과는 달리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235, p=.000)가 나왔다.

 H2-5. “의료적 치매 지식과 두려움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H2-6. “비의료적 치매 지식과 두려움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H3.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회귀 분석 결과, 

치매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β=.142 p=.005), 비의료적 치매 지식이 높을

수록(β=.264 p=.000), 두려움이 적을수록(β=-.293 p=.000) 치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며, 의학적 치매 지식(β=-.002 p=.972)은 치매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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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대부분의 치매는 발생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연령에 따라 유병률

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고령화가 진행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보건 정책 이슈이다. 치매 노인에 대한 가족과 사회

의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를 예방, 치료,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한국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치매는 보건 및 복지 제도를 활

용하여 대응 가능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가족을 해체시키는 두려

운 질병으로 남아 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치매를 가족 내

에서 해결해야 하는 수치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낙인을 없애기 위

해서는 정확한 치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전문가들은 치매

가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뇌의 질병이며 치료와 예방이 가

능함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가능한 한 조기에 치

매를 발견하여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필요한 의료나 복지 서비스

를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의료의 사회 통제를 비판해 온 의료화 이론

의 관점에 따르면 치매를 뇌의 질병으로 보는 치매의 의료화가 오히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화는 치매 

노인의 일탈적 행동을 질병 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예측 가능성

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치매를 병리적, 비정상

적 상태로 보고 치매 노인에게 타자로서의 환자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치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높이기도 한다. 말기 치매 환자의 

비극적인 이미지나 치매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지속

적으로 강조되면서 이제 치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연스럽게 찾아

오는 증상에서 절대로 걸려서는 안될 무서운 질병으로 변화하였다. 치매

에 관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의료 전문가가 독점하게 되며 지나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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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거나,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구조

적 차원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것도 의료화된 치매의 부정적 측면이다.

최근의 선진국에서의 치매 정책은 생의학적 모델에 입각한 정책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치매 노인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에서도 성년후견인제

도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치매의 

진단과 관리와 같은 의료적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치매에 대한 낙인 완화나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과 같은 비의료

적 사업도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

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치매 정책은 의료적 지식의 보급을 

통해 치매를 관리 가능한 질병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치매에 대한 두려

움과 부정적인 태도를 줄이는 데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의료화의 비판적 관점에서 치매의 의료적 지식이 실제

로 긍정적인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유형의 치매 지식과 접촉 경험, 치매 두려움을 치매 태도

와 연관되는 주요한 변수로 가정하고 치매 지식 및 두려움과 치매 접촉 

경험, 태도의 수준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변수가 치

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치매 지식은 의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 모두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치매 두려움이 더 높았고 치매 태도 

또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치매 지식과 접촉 경험, 두려움, 치매 태도 간 부분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접촉 경험과 두려움, 의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 비

의료적 지식과 치매 태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치매 두려움과 태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의료적 지식

과 치매 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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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 태도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치매에 대한 비의료적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적

게 느낄수록 긍정적인 치매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학적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매에 대

한 의학적 지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

라고 지적한 Ebert 등(2019)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고찰해 볼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적 

지식과 치매 태도 사이의 관계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차이

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따라서 치매 지식과 태도는 관계가 없거

나 오히려 지식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는 반면,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이었다는 연구 또한 다

수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식과 태도의 정

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측정된 치매 지식의 경우 의료

적 지식만이 아니라 치매 노인의 간호 방법처럼 태도나 윤리에 가까운 

항목 또한 일부 섞여 있으며 의료적 지식과 그 외 지식을 구별하여 이 

둘을 비교한 연구는 희소하다. 한편 태도 또한 연구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된다. 의료적 지식을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수치심이나 서비스 이용 의향

을 태도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감이나 두려움 등을 태도로 정의할 경우 높은 (의료적) 지식이 오히려 

부정적 태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치매의 의료화가 초래하는 많은 부정적 결과가 존재하지만 

이를 치매에 대한 완전한 탈의료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치매에 대한 의학적 개입의 실익은 분명히 존재한

다. 약물 치료를 통해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를 늦추고 중증 치매에서의 

심각한 행동심리증상을 조절할 수 있고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지식

은 불확실성을 줄여 치매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감소시킨다. 그뿐 아

니라 치매를 질병으로 이해하는 것은 치매 노인들의 일탈적 행동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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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면제시키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 제

기된 치매 돌봄 이론의 대부분은 치매를 완전히 탈의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보호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상

태임을 인정하되 의료화의 부정적인 효과인 통제와 배제를 극복하고 인

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것에 가깝다. 치매에 대한 의

학적 개입이나 의료적 지식의 교육은 무용하다고 할 수 없으며, 치매에 

대한 의학적 이해와 치매 당사자에 대한 인격적 관심이 균형을 이루어

야만 사회 전반의 치매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가 가진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 지식을 특성에 따

라 의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향을 따로 측정하

여 생의학적 모델 위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결론을 도출하

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치매 노인의 욕구나 능력 등에 대한 비의료

적 지식이 치매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한계를 고려하여 변수를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치매 접촉 경험을 세분화하였는데, 특히 치매에 대한 

접촉 경험을 치매 가족과의 동거나 돌봄 경험 유무만이 아니라 돌봄에 

참여한 정도와 그 기간을 고려하여 조사하여 접촉 경험의 질과 강도를 

구분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여 치매 두려움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였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나 만족도 등 기타 치매 

관련 변수를 측정하여 중장년층의 치매 지식과 태도를 다양하게 파악하

고자 하였다. 셋째,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의료적 지식과 비의료적 지식의 균형 있는 

제공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치

매 지식 보급 사업은 치매 예방법이나 초기 치매를 발견하는 방법 등과 

같은 의료적 지식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치매 노인의 잔존 능력과 같은 

긍정적 측면에 대한 지식이나 치매 노인의 인권 및 존엄성에 관한 지식

이 포함된다면 치매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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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먼저 300여 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학력자 위주의 표본이 표집되어 한국 사회

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이 연

구에서의 ‘비의료적 지식’은 태도를 측정하는 DAS 척도의 일부분으로

서 넓은 의미에서 치매 태도에 속하는 태도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한다. 

때문에 비의료적 지식과 태도 사이의 연관성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중첩을 해소하고 제도에 

관한 지식이나 사회 신뢰도와 같이 다양한 비의료적 지식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는 변수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험-태도-행위에 이르

는 일련의 과정 중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단순화하여 살펴본 것으로 

실제로 한 개인의 태도나 더 나아가 실질적 행위를 결정하는 복잡한 현

상을 면밀하게 살피지는 못하였다. 치매의 의료화가 차별과 배제와 같은 

실질적인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더 상세

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의 치매 논의를 고찰하면서 치매 당사자 운동을 충분

히 포함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치매라는 증상의 특성상 치매 노인은 지금까지 이들을 돌보

는 가족이나 전문가에 의해 대변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치매 노인이 스스로의 경험과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치매에 대한 의

료적 지식과 대별되는 지식을 DAS에서 제시하는 치매 노인의 인격 개념

에 기반한 지식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복지 제도나 돌봄 기술 등

과 같은 기타 비의료적 지식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탐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치매 제도 인지도와 만족도가 태

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제도적 차원의 지식과 이로 인한 

신뢰도가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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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치매에 관한 경험

1. 가족 중 치매이신 분이 계십니까? (돌아가신 분도 포함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응답하지 않음

2. 가까운 친구나 친척 중 치매이신 분이 계십니까? (돌아가신 분도 포함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응답하지 않음

3. 치매인 분을 돌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주로 내가 직접 돌봐드렸다.          

 ② 주로 나 아닌 다른 가족이 돌봐드리고 나는 보조만 했다.

 ④ 전혀 돌본 적이 없다(주변에 치매인 사람이 없었다).

 ⑤ 잘 모르겠다/응답하지 않음

4. 치매인 분을 돌본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5. 치매인 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다 모른다

1)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한다. ① ②

2) 노인이 학교에 다니듯 낮 동안 기관에 방문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① ②

3) 휠체어, 치매 노인 위치 감지기 등을 구입/대여할 때 지원금을 받는다. ① ②

4)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검진을 받거나 약을 살 때 지원금을 받는다. ① ②

5) 치매 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스트레스를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6. 치매인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용한 적이 없더라도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치매 복지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센터나 요양원, 보건소 등에서 많이 기다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격이 안 돼서, 필요한 서비스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복지 서비스의 질이 좋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이 많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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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매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ex. 치매 예방법, 검진/치료 방법,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 이용 방법 등)

 ① 찾아보았다         ② 찾아본 적이 없다       

8. 치매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가장 자주 이용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① TV, 신문, 라디오  ② 인터넷        

 ③ 책, 팸플릿  ④ 주변 사람

 ⑤ 병원이나 보건소의 교육 강좌  ⑥ 기타( )

 ⑦ 응답하지 않음

Ⅱ. 치매에 대한 의견

9. 치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에 걸린다. ① ② ③

2) 치매는 뇌의 병이다. ① ② ③

3) 남자보다 여자가 치매에 더 잘 걸린다. ① ② ③

4) 뇌졸중(중풍) 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5) 술을 많이 마시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 ① ② ③

6) 노인은 100명 중 한 명꼴로 치매에 걸린다. ① ② ③

7) 부모가 치매면 자식도 치매에 걸리게 된다. ① ② ③

8)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① ② ③

9)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 ① ② ③

10) 치매에 우울증이 잘 동반된다. ① ② ③

11) 치매는 혈액 검사로 진단한다. ① ② ③

12)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13)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① ② ③

14)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15) 치매 노인은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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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치매인 분들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매인 분을 수발해 본 적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치매 노인을 떠올릴 때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매우 
그렇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1)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치매 노인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치매 노인은 창조적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치매 노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치매 노인과 신체 접촉할 때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치매 노인에게 다가갈 때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모든 치매 노인은 서로 다른 욕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치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초조해하는 치매 환자는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치매 노인은 익숙한 물건을 주변에 두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치매 노인의 과거 생활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치매 노인과의 접촉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치매 노인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치매 노인도 즐겁게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치매 노인도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치매 노인을 어떻게 도울지 몰라 좌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내가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치매 노인에 대한 대처 기술을 높게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치매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문제행동은 치매 노인이 의사소통하는 한가지 방식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127 -

Ⅲ. 치매에 대한 느낌

11. 만약 치매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우 
그렇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최근 부쩍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아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닐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최근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 같아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닐까 두렵다.

   (예: 자주 물건을 잃어버림, 금방 한 말을 잊어버림, 
      하고 싶은 말이 잘 기억나지 않음 등).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치매에 걸린 가족, 이웃,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치매는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니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치매에 걸리면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치매에 걸리면 치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될 것 같아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치매에 걸리면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아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치매에 걸리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 주게 될 것 같아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치매에 걸리면 더이상 내 가족을 
   돌보지 못하게 될 것 같아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치매에 걸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치매에 걸리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치매에 걸린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치매에 걸리면 체면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치매에 걸리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신질환자로 생각할 것 같아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가 치매에 걸리는 생각을 하다보면 입맛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치매에 걸리는 생각을 하다보면 잠이 안 온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치매에 걸리는 생각을 하다보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가 치매에 걸리는 생각을 하다보면 손에 땀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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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본 정보

1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③ 기타/응답하지 않음

13. 현재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14.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이상                
 
 ⑤ 학교에 다닌 적이 없음      ⑥ 응답하지 않음

15. 종교가 있습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그 외 종교        ⑤ 종교 없음      ⑥ 응답하지 않음

16. 현재 누구와 같이 사십니까? (전부 표시해 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님

 ④ 그 외 가족, 친구        ⑤ 혼자 살고 있음   ⑥ 응답하지 않음

17.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① 사무직, 공무원          ② 생산직       ③ 일용직      
 ④ 농업, 어업, 임업        ⑤ 자영업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 (은퇴) ⑨ 응답하지 않음

18. 월평균 가계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③ 200만원~300만원
  ④ 300만원~400만원  ⑤ 400만원~500만원   ⑥ 500만원~600만원
  ⑦ 600만원~700만원  ⑧ 800만원 이상   ⑨ 모르겠음/응답하지 않음 

19. 귀하의 건강은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에 비해 어떻습니까? 
 ①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편이다          ②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       
 ③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④ 잘 모르겠다/응답하지 않음

20. 귀하의 인지기능(기억력 등)은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에 비해 어떻습니까? 
 ① 다른 사람보다 좋은 편이다          ②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       
 ③ 다른 사람보다 나쁜 편이다 ④ 잘 모르겠다/응답하지 않음



- 129 -

Abstract

Correlation between the acceptance 

of medicalized dementia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Younjung Jang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olicy of dementia is increasingly considered important in 

developed countries with an aging population, for the most obvious risk 

factor for dementia is aging. The general public perception of dementia 

has also changed, which has become a brain disease from the process 

of natural aging. It is now believed that dementia can be detected 

early and slowed down by medication, or even can be prevented. The 

biomedical model of dementia reduces the shame or blame for it, but it 

can also isolate people with dementia from society and increa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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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 of dementia and social distance. In South Korea, biomedical 

knowledge has increased through campaigns on dementia, but attitudes 

toward the people with dementia still remain negative. Different 

approaches are needed to create a dementia-friendly societ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ementia.

Present study measures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lay people 

about dementia and explores whether biomedical knowledge affects 

positive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ementia. To this end, medical 

knowledge, such as etiology, treatment, and symptoms of dementia was 

measured, and non-medical knowledge including characteristics or needs 

of the people with dementia were measured. The fear of dementia and 

the intensity of the exposure to dementia was measur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two sorts of knowledge, fear and 

exposure experience on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ementia. The 

knowledge subscale of DAS was used to measure non-medical 

knowledge, and the comfort subscale of the same scale was used for 

dementia attitude. FODS, which is developed in Korea was employed to 

measure personal fear of dementia. 

The survey was conducted by an online panel survey, with 300 

Korean lay people in their 40s and 60s. The average age of the 

respondents was 53.5 years(±8.36), and their medical knowledge of 

dementia was 8.91(±2.42) out of 15, their non-medical knowledge was 

43.71(±6.67) out of 70, their fear was 69.49(±11.02) out of 95, and 

their attitude was 33.93(±8.16) out of 7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Both medical 

knowledge(t=-5.165, p=.000) and non-medical knowledge(F=-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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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4) were high within women. On the other hand, women have 

more negative attitude to dementia(t=3.815, p=.000). The medical 

(F=4.651, p=.010) and non-medical knowledge(F=3.456, p=.033) of 

dementia was the highest in those in their 60s. Those who think their 

physical health(F=4.454, p=.012) or cognitive functioning(F=6.430, p=.002) 

is bad, felt more concern of dementia, a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mentia exposure and attitude(r=.155, 

p=.004). 

2) Between dementia exposure and medical knowledge(r=.154), 

medical knowledge and non-medical knowledge(r=.235), non-medical 

knowledge and dementia attitude(r=.216),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fear and dementia attitude(r=-.346).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medical knowledge and the 

attitude of dementia. 

3)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s on dementia attitudes shows 

that men(β=.200, p<.001), the hihger non-medical knowledge(β=.264 

p<.001), the higher dementia exposure(β=.142, p.005), the less fear(β

=-.393, p.001), attitude to dementia was shown to be high. The 

interaction between knowledges, dementia exposure and fear had no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ed that the impact of medical 

knowledge on positive attitudes toward dementia. In order to expand 

acceptive attitude toward dementia, it is important to disseminate 

dementia knowledge, such as not just medical knowledge but also the 

needs or abilities of the people with dementia. It could be on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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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effective dementia awareness projects, to provide 

balanced information.

There are some limitations of this study, also. First, the 

nonmedical knowledge variables of this study are, in a broad sense, 

cognitive aspects of attitudes belonging to dementia ‘attitudes’. So it 

is likely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nonmedical knowledge and 

attitudes has measured stronger than it really is. Future research 

should improve this redundancy. Seco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eptualize nonmedical knowledge that can be clearly compared with 

medical knowledge. Third, present study simplified the process of 

experience-attitude-behavior, and did not explore the complex 

phenomena that determine an individual's attitude or behavior. Further 

research can be studied on how the medicalization of dementia affects 

practical behavior, such as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keywords : Dementia, Medicalization, Knowledge of Dementia, Attitude 

of Dementia, Dementia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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