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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의 체험 연구

가톨릭사회복지학과 
강 영 미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부모를 요양시설로 위탁한 첫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이 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이 개인적 돌봄에서 공적 돌봄으로 전환하는 데 큰 영
향을 미쳤다. 그러나 요양시설의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아직 그 외양만큼 내실은 갖
추지 못하였다는 것이 기존의 문헌 검토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이 갖
고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은 ‘현대판 고려장’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부머들이 체험한 것은 
무엇인지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은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현상학 자료로
서 참여자들의 체험 이야기와 함께 어원 탐구 및 문학·예술 작품을 비교 검토하였
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는 요양시설에서 부모와 사별한 베이비부머들 10명으로 구
성하였다. 선정 과정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로서 연령은 50대 말에서 60
대 초반이며,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경험이 있는 자녀들로 정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세평적 사례 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 방법으로 하였으
며,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자료수집의 포화를 위하여 눈덩이 표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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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sampling)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핵심 주제는 참여자들이 요양시
설에서 부모의 죽음을 마주하여 성찰한 【삶의 귀환, ‘집’으로 가는 여정】이다. 핵심 
주제는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 진술을 통해 드러난 주제 13개, 그리고 본질적 주제 
4개를 중심으로 현상학적 글쓰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은 van Manen이 제시한 4가지 실존체인(existential) 체험된 공간
(Lived space)과 시간(Lived time), 몸(Lived body), 그리고 관계(Lived 
relationship)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본질적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체험된 공간
에서는 【요양시설의 ‘두 얼굴’-환대와 천대 사이】, 체험된 시간은 【이고치고(以苦
治苦)】로, 그리고 체험된 몸은 【수난 받는 ‘몸꽃’을 응시함】으로, 체험된 관계에서
는 【‘자기 얼굴’을 마주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사별 체험의 본질적 의미들은 다음과 같다. 체험된 공
간은 【요양시설의 ‘두 얼굴’-환대와 천대 사이】로 확인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참
여자들은 요양시설의 돌봄 서비스를 자녀를 대신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살핌>
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긍정보다 부정적 측
면이 더 많이 드러났는데, 요양시설의 상업성으로 인하여 노부모들이 <환자의 ‘머
릿수’>로 천대받는 체험을 하였다. 또한 선량한 얼굴의 이면에는 <가면을 벗은 ‘민
낯’>으로 요양시설은 감옥살이, 수용소, 현대판 고려장이란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
되었으며, 요양시설의 ‘두 얼굴’이 확인되었다. 

체험된 시간 【이고치고(以苦治苦)】에서는 <‘죽음 앞에 선 삶’ vs ‘삶 앞에 선 죽
음’ 투쟁의 순간>을 맞대면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부모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연
명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갈등을 겪었다. 이것은 존엄한 죽음의 의미를 인식하
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영원의 세계’로 눈
이 뜨임>을 체험하였다. 이들의 부모 사별 체험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나’를 
위한 주체적 삶으로 복원되는 과정이었다. 긍정적 미래 설계를 하게 되면서 참여자
들은 <인생의 ‘오계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험된 몸에서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죽어감을 【수난 받는 ‘몸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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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함】으로 세월이 흘러도 낫지 않는 마음의 상처 <앙금으로 남은 죄책감>을 갖
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평범한 일상을 갉아먹은 ‘24시간 손발’>은 심신을 피
폐하게 만들면서 삶이 ‘죽을 맛’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서 참여자들은 부모를 수난 받는 ‘몸꽃’으로 바라보며 <연민의 눈물>을 흘렸다. 

체험된 관계에서 본질적 주제는 【‘자기 얼굴’을 마주함】이었다. 그것은 비참한 
모습으로 노부모가 요양시설에서 죽어 가는 모습이 자신의 미래 모습으로 투영되
면서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하여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누구나 가는 
길> 이었다. 자녀들에 대하여 자신도 짐으로 남고 싶지 않은 <불편한 역지사지>를 
하였다. 이제 참여자들은 <벗고 싶은 짐>이었던 경제적 부담, 요양시설의 부모를 
누가 모시느냐를 두고 형제간·부부간의 갈등도 모두 내려놓고 <죽음이란 ‘길동무’>
와 함께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요양시설 돌봄에서는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환자들 
사이에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중요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요양시설
의 상업성으로 시설 돌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다. 사회복지 논의를 통하여 
돌봄 종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제안하였다. 베이비
부머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애도 접근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차원의 개입과 
요양시설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적용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베이비부머, 요양시설, 노인 돌봄, van Manen 해석학적 현상학, 
       부모 사별 체험, 존엄한 죽음, 지역통합 돌봄, 애도, 호스피스, 좋은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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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본에서 병원이 인간의 죽음을 맞이할 장소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한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병원에서 죽는다는 것』(Yamajaki Humio, 1996)

이란 책을 쓴 저자는 의사였는데, 3백 명에 가까운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병원이 인간의 죽음을 맞이할 장소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렇

다면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과 요양원이란 공간도 인간의 죽음을 맞는 장소

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죽어갔다(이은영, 2018). 일본에서는 2016년 병원

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99만 여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이 2002년에

이미 80%를 넘어섰다(日本 厚生勞動省, 2019)1).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6년 82.34세에서 2018년 82.7년으로 0.3년 늘어났지

만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 수명은 64.4세(2018)이다. 말년의 노인들은 개인 평균

18.3년을 아픈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9).2) 앞으로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뇌졸중·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인원은 더 증가할 것이다. 이 가운데 요양시설

에서의 죽음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

단(2019)에 따르면 사망 전 10년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원 시설을 이용한 인원은

약 12만여 명(2016년 통계)이었으며, 2018년 이용 숫자는 약 13만여 명이었다3).

1)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의하면 2005년 병원에서 사망한 수는 82만 명에서 99만 명(2016)으로

10년간 약 17만 명이 증가했다.

2) 통계청 (2019). 국가통계포털 ‘KOSIS 100대 지표’.
3) <표 2> 2017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입소)일수 참조. 국민건강보험공

단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수를 사망자 수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전국요양시설에

서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한 인원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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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이 개인적 돌봄에서 공적 돌봄으로 전환

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제도는 종래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던 노인 요양

에 대한 지원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면서 사회적 돌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개인, 특히 여성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돌봄의 정신적·육체적 어려움과 경제·사회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노인 돌봄은 전통적인 가족 책임에서 사회

적 책임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젠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함

축하고 있다(신경아, 2011).

그러나 10여 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정부 주도하에 민간의 요양시설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외양적 팽창만큼 내실은 부족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선

우덕 외, 2016; 석재은 외, 2016; 이정석 외 2017; 김미성, 2018). 장기요양보험 확

산으로 급속한 팽창을 해 온 요양시설은 ‘현대판 고려장’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최근 언론 기사만 보아도 요양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곱지 않다.

요양시설과 관련된 언론 기사의 제목은 ‘현대판 고려장’(광주일보, 2018. 7. 12),

‘현대판 고려장, 또 하나의 노인학대’(동아일보, 2018. 4. 9) ‘노인요양병원 격리

그만,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 받아요’(한겨레신문, 2018. 11. 21) 등이다. 이를 통

하여 노인 돌봄 시설로서 요양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의 문화는 어린아이에 대한 양육

이 부모의 도리이듯이, 노인을 돌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도덕적 도리

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노인 돌봄의 문화에서 거주의 의미는 자신이 몸담고 살아

온 친숙한 터전인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공병혜, 2009). 이런 변화

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베이비부머(baby boomer)4)의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4)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르는 말. 우리나라에서

는 전후(戰後)세대, 특히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킨다(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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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약 727만 명(2018년 기준)으로 이들도 곧 노년기에

이르는 인구집단이 된다. 2019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39만 명인데, 베

이비부머가 포함되는 2025년은 1,000만 명, 2035년에는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5) 베이비부머들은 현재 상당수가 은퇴하였거나 은퇴에 직면하여 부모

와 자녀 세대의 틈바구니에 낀 ‘샌드위치 세대’로서 심리적·경제적 지원의 이중

부양부담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6)(이하 장

기요양보험)의 실시로 인하여 부모를 시설로 위탁한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은 노부모가 요양시설에서

삶을 마무리하였을 경우 베이비부머들이 감내해야 하는 마음의 부담감·죄책감

등 내적 갈등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학교 교육을 통

해 효 사상을 규범으로 배우고 부모 부양을 책임과 의무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경우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회 현실

적 여건과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자책감 사이에 작동하는 다양

한 심리적 기제가 존재할 수 있다. 앞으로 요양시설에 부모의 돌봄을 맡기고 그

곳에서 부모의 죽음을 맞는 사회적인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

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자녀들의 고통도 늘어날 것이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별 경험’을 키워드로 한국학술교육정보원(RISS)에

서 검색(2019)한 결과, 학위 논문은 813건, 국내 학술지 논문 333건, 단행본 262

건 등 모두 1,450건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부모 사별 경험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

를 상실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국내 기존 문헌은 부모와 사별한 자녀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게 다뤄진 가운데, 특히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체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7) 반면 해외 선행 연구에서는 요양원에서 부모를

5) 한겨레신문 보도기사 (2019. 5.13)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치매노인·암환자·파킨슨병·심

혈관계 환자들을 질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을 하고 있다.

7) ‘사별 체험’으로 검색한 결과 학위 논문은 200여건, 단행본은 80여건으로 사별 경험에 비하여 적

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van Manen이 강조한 ‘체험’을 사용하였으나 문맥에 따라 ‘경험’ 용

어와 혼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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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한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사별 가족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정서

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Murphy·Hanrahan·Luchins, 2015).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가운데 Max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으

로 수행하였다.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맥락 속에서 고유한 의미를 구체

적인 사태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으로 드러내고자 한다(유혜령, 2017).

van Manen 연구 방법의 특징은 인간세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체험을 탐구할 때

현상학적 글쓰기를 통하여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van

Manen의 현상학은 우리의 생활세계와 관련된 체험된 시간(Lived time), 체험된

공간(Lived space), 체험된 몸(Lived body), 그리고 체험된 관계(Lived

relationship) 등을 중심으로 이해와 반성을 바탕으로 해석을 한다. 이 연구 방법

에서 현상학적 글쓰기는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 자료와 함께 문학·예술 작품을

현상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부머들의 체험

의 의미를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자 하는 사회복지와 실천을 지향하는 현상학이 공통적으로 실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돌봄에 대한 과제가 사회정책적인 이슈

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부머들의 체험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요양시설에서 베이비부머들의 부모 사별 체험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를 통하여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과 요양시설 돌봄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관점으로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체험을 탐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논의와 함께 제언을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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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요양시설에서 부모와 사별한 베이비부머들의 체험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수

행된 주요 질문과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베이비부머들)의 체험은

어떠한가?’

첫째, 부모님이 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하는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둘째, 부모님을 간병한 체험은 어떠하였는가?

셋째, 요양시설에서 부모와 사별한 체험이 베이비부머의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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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베이비부머의 노부모 부양 경험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서 베이비부머(baby boomer)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

지 태어난 세대로 정의하였다(표준국어대사전).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약 727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인

구 집단으로,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2020년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는 급격하

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8).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베이비부머 세대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한국전쟁 후

절대 빈곤의 시대에 유년기를 보냈고, 1960년대 이후에는 권위주의 정치 체계와

국가 재건의 시기, 1980년대 이후에는 비약적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체험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IMF 경제위기를 체험하였고, 2010년부터 정년퇴직 연령에 접

어들어 사회의 중심에서 퇴장하고 있다(정경환, 2013).

현재 50대 말에서 60대 초반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후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가족계획 장려 아래 태어나 한국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하였지만, 현재는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서 심리적·경제

적 지원의 이중 부양 부담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높은 교육 수준은 적극적 삶을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었고,

경제적 성장으로 소비지출의 증가는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는 욕구와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정경희 외,

2012). 그러나 베이비부머들은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

환 위기로 인한 구조 조정을 체험하면서 불안정한 고용과 가족 돌봄, 자녀교육

등에 대한 많은 부담을 겪었다. 이로 인해 우울증 비율이 33.5%로 나타나 정신

건강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정순둘, 구미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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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로서 노부모 부양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자식으로부터는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 ‘부모 부양’과 ‘자녀 부양’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로 불린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효 문화 가치관에서 성장하

여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일구어 냈지만, 서구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로부

터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손용진, 2012).

우리나라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중요한 사회질서로 기본적이고 보편

적인 윤리 정신이 되어 왔다(김교빈, 2007). 지금까지 한국에서 노인은 경로효친

이라는 유교 윤리와 가부장제의 중요한 사회 통제의 원리로 작용하는 효 사상으

로 노인은 연장자로서 존경하고 모셔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공병혜·이영의,

2009).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다른 세

대의 돌봄을 받아야 할 부담스러운 짐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주현, 2009).

최근 우리 사회는 노인 돌봄을 둘러싸고 가족 구성원 간에 다양한 갈등 요인

을 갖고 있다(김영란, 2010; 신경아, 2011; 공선희, 2013; 이진숙, 2014). 가족 구성

원 간의 갈등 중 특히 며느리 부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서

인순, 2002; 김수영 외, 2004; 이명선·이봉숙, 2006; 김영란, 2010; 공선희, 2013;

이진숙, 2014). 노인 돌봄은 가족 안에서 그동안 주 돌봄자인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인 부양 의식에 대한 변화가 생김으

로써 더 이상 가족 안에서 효 사상만으로 노인 돌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공적 영역으로 옮겨오게 되었다(김미성, 2018).

이렇듯 노부모 부양 의식에 대한 변화는 전통사회의 개인 책임에서 국가 책임

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유사한 경제 발전에 도달하여

보편적인 사회복지 수렴현상을 체험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Mishra, 1981; 손용진, 2012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부모 돌봄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 국내 선행 연구에

서는 베이비부머들의 노부모 돌봄으로 인한 부담감을 주로 다뤄왔는데,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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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노부모 수발과 간병 욕구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강선경·이기연, 2012). 이

연구에서는 노부모들이 요양시설로 들어갈 시기를 결정하는 계기는 간병을 주로

맡은 가족의 스트레스(66.4%) 원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설로 입소를

결정한 계기는 노부모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더 이상 가정에서 간병이 불

가능해진 경우, 그리고 주 돌봄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영향으로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선택하였다.

또한 서양에서는 노인 돌봄의 주체가 주로 배우자나 딸인 반면, 우리나라의 돌

봄자는 그동안 며느리가 담당해 왔다. 그러나 돌봄의 동기가 가족 간의 정이나

사랑이 아닌 주로 의무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내 불

화나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공은희·조은희·송미순, 2009; 김영란, 2010; 신경아,

2011; 공선희, 2013; 이진숙, 2014).

강선경·이기연(2012)의 연구에서 부모 간병의 동기는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에 대한 사랑은 다음 순이었다. 이것은 백인 미국인과

재미 한인 노인 수발 동기를 조사한 Lee와 Sung(1997)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백인들은 부모에 대한 애정이 노인 수발의 중요한 동기인 반면, 한인

들은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더 중요한 동기로 손꼽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인식이 개인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

돌봄에 대한 베이비부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요양시설

에 부모를 위탁하고 그곳에서 부모와 사별했을 경우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험적 연구가 필요하였다.

2. 노인 돌봄으로서의 요양시설에 대한 이해 

요양(療養)이란 개념은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다(표준국어

대사전). 요양원은 환자들을 수용하여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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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관으로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들을 수용하여 장기적인 요양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병원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 행위를 하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다. 의료법

(2019)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일반 병원과 달리

의사와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를 추

가 배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 요양시설은 노인 환자들이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시설의 의미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의 확산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중증 노인 환자들과

가족에게는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이 제도화되었다. 이 제도는

가족이 유일한 노인 돌봄의 주체라는 기존의 생각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적 돌봄에서 공적 돌봄으로 전환되는 돌봄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김찬우·박연진, 2014).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민간 요양시설이 급속히 증가하면

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우선 장기요양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7월 시행 당시에는 4만 7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2010년

에는 9만 8천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강선경·이기연, 2012). 2017년에는 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한 전체 노인들의 수는 54만 4,063명으로 전체 65세 노인 인구의

약 7%에 해당한다(김미성, 2018).

이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만 적용하여 요양시설을

이용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6,880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요양병원은 1,560개, 요양원은 5,320개로 요양원 숫자

가 요양병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에 비해 2,268개가, 2017년에 비해 47개가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요

양병원과 요양원에 거주한 인원은 <표 2>에 나타난바와 같이 2018년 조사에서

요양병원(302,929명)과 요양원(180,428명) 모두 483,357 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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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양병원 및 요양원 개수

요양병원의 허가병상수와 
요양원 정원 수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원

2016년 1,428 3,137 4,565 255,021 150,395 405,416

2017년 1,529 5,304 6,833 289,227 174,543 463,770

2018년 1,560 5,320 6,880 302,929 180,428 483,357

<표 1> 2018 전국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 현황
                                                                (단위: 개, 명)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전국 요양시설에서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131,802명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이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평균 약 23개월 입원하였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은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이었다. 또한 10년간 입원 생활을 한 65

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 5,965억 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04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1인당 평균 본인 부담금은 864만 원이었으며, 이

는 전체 진료비의 17%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에서 발간한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보험 수입은 첫해 7,518억 원이었다. 보험 수입은 2009년 2조 238

억 원에서 2017년 5조 846억 원으로, 2.51배(연평균 12.2%) 증가하였다. 장기요양

보험 지출은 2008년 5,731억 원이었다. 보험 지출에서도 2009년 1조 8,791억 원에

서 2017년 5조 4,139억 원으로 2.88배(연평균 14.1%) 증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8)8). 재정전망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과 요양원 시설 이용 기간과 진

료비용 등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요양시설 이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보험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노인 돌봄 시설로

8)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 『2018〜202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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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
인원

1인당 
평균 
입원

(입소)
일수

요양병원 요양원

이용
인원

총 입원 
일수

1인당 
평균 
입원
일수

이용
인원

총 이용
일수

1인당 
평균 
입소
일수

2016계/평균 112,554 593 97,024 38,766,414 400 35,684 27,964,205 784

2017계/평균 112,531 661 105,473 45,937,001 436 41,726 35,027,974 839

2018계/평균 131,802 707 113,515 52,160,401 460 45,373 41,015,697 904

서 장기요양시설이 공적 돌봄으로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2> 2017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입소) 일수 
                                                                (단위: 명, 일)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이렇듯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변화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화로 인하여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확충되고 경제적 비용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돌봄의 변화를 견

인하고 있다(김영란, 2010). 그러나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이런 긍정적 측면에도 불

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상업화된 민간 돌봄 서비스가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전용호, 2012; 이미진, 2014; 양난주,

2014). 이러한 가운데 요양시설이 외양적 팽창에 비해 내실은 부족하다는 문제들

도 제기되고 있다(선우덕 외, 2016; 석재은 외, 2016; 이정석 외 2017; 김미성,

2018).

한편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족 돌봄을 시설 돌봄보다 더 선호하며(공선희,

2008), 현재 거주하는 집이나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복남, 2009; 이승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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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요양시설에 들어간 뒤 1년까지 시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한 후 변화된 환경에서 발

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며 안정된 시기로 접어드는데, 1

년까지가 시설 적응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장애경, 2012).

한편 서구에서도 노인들이 생활환경이 변화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Lee, 2010; Lee, Woo & Mackenzie, 2002). 특히 노인들이 집에

서 요양시설로 거주지를 옮길 때 재정적 어려움, 건강 악화, 배우자 죽음 등 삶

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에게는 큰 스트레스 원인이

되었다. 이밖에도 시설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건강과 생존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Ron, 2002; Rossen & Knafl,

2003). 요양시설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노인들은 우울, 무력감, 신체적 쇠퇴,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자살 시도 또는 실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장애경, 2012).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하여 노인 돌봄으로서 요양시설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지

만 가족 돌봄에서 시설 돌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요양시설에서 부모와 사별 체

험한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장기요양

보험이 시행되기 전 요양시설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

여 갖는 죽음 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김해숙, 2007). 이런 문제의식에서 요양

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부머들의 체험에 관한 연구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3. 사별 체험 선행 연구

인간이 체험하는 상실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다.

인간이 겪는 상실에 대하여 Michell과 Anderson(1983)은 물질적인 상실(Material

Loss), 관계적 상실(Relationship Loss), 정신내적 상실(Intrapsychic Loss),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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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실(Functional Loss), 역할의 상실(Role Loss), 그리고 공동체 상실

(Systemic Loss)로 분류하였다(윤득형, 2015).

부모를 사별한 경우, 관계적인 상실이나 육체적인 상실 뿐 아니라 역할의 상실

까지 복합적인 상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실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의 격변을 체험할 뿐 아니라 인지적·행동적·신체적인 변화를 겪는다(윤득형,

2017). 또한 상실은 분노, 우울, 후회, 절망, 좌절, 무력감 등 다양한 슬픔의 감정

들로 반응될 수 있다. 비탄(grief)의 감정에 대해 Allan Hugh Cole(2008)은 “누군

가 겪고 있는 상실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복잡한 심리적·감정적·육체적·

영적·행동적 그리고 관계적인 반응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별은 사망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가족 구성원 중 개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하여 가족의 구조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며 불

균형을 초래하고 가족 체계에 대한 재정의와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다(노

유자 외, 2018).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사별 가족에 대한 경험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사

별 경험 가운데 병원에서 호스피스 돌봄 혹은 응급실에서의 사별 가족 경험(김

은경, 2002; 김은주, 2016; 장경민, 2017) 연구들이 있었지만 요양시설에서 사별

체험을 다룬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요양원(Nursing Home)에서 부모를 사별한 자녀들의 심리

적 반응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다. Murphy 외(2015) 연구에서는 요양원에서 장

기 거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경험한 과정들 가운데 심리적 치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연구 조사하였다. 그러나 요양원에서는 고인의 죽음의 과

정이나 애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99%)고 하였으며, 사별 가족을 위한 치

유 혹은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전화나 장례식 방문 등 사별 가족들과 요양원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지만

(92%), 요양원으로부터 가족들은 조의(弔意) 카드를 받았다(55%)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별 가족을 위한 지역의 사회적 지지 모임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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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고 응답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는 부모를 사별한 자녀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Murphy·Hanrahan·Luchins, 20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부모를 상실한 자녀들의 사별 후 반응

을 탐색하였다(Schulz·Boerner·Klinger·Rosen, 2015).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사별

한 자녀들의 반응을 살펴본 것이었는데, 사전의료계획9)을 한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더 심리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죽음에 대

한 준비를 한 자녀들은 사별 체험 후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더 낮은 단계의

복잡한 애도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사전의료계획을 하는 것이 부모의 사별을 준

비하는데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였다.

이밖에 요양시설의 의료 제공과 관련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연구

가 있었다(Teno·Casey·Lisa C.·Welch Susan․Edgman-Levitan, 2001). 이 연구

에서 노인환자의 가족들은 요양시설이 죽어 가는 사람을 위한 적절한 완화치료

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요양시설은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도움을 청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가족으로서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는 무게를 덜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요양시설이 아닌 성인 자녀들의 일반적인 부모 사별 체험 연구들도 있었

다. 이들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보다 자녀들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또한 자연적인 죽음(natural death)보다 예기치 못한 부모의 질병

이나 사고사(unnatural death)를 맞이했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더 심리적·육체적

으로 취약했다(Rostila․Sarrela, 2011). 부모를 사별한 자녀들의 육체적·정서적

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코올 남용·우울증·행복도·자존감 등을 비교하는 연구

(Nadine F. Marks. Heyjung Jun, Jieun Song, 2007)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죽음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심한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자

녀들이 겪는 부모 사별 충격은 정신건강 차원에서 과소평가하기보다는 심리적

치유 차원에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9) 미국에서는 사전의료지시서(Health Advanced Directives)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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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부모와 사별한 체험에서도 성

인 자녀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들

은 부모를 요양시설에 위탁하여 시설에서 사별하였을 경우 그 체험의 의미는 무

엇인지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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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Max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현상학은 인간의 의식에 대한 본질을 포착하려고 노력한다. 본질은 구체적인

체험 속에서 다양한 변형태를 관찰하고 성찰하면서 그 존재의 핵심적인 성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엇이라고 하였다(조용환 역, 2013). 현상학

에서 인간 의식의 체험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본질 구조를 갖는다(조흥식

외 공역, 2013). Crotty는 현상을 체험하고 현상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 주체의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체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현상학이라고 하였다(홍현미라 외 공역, 2008).

인간과학 연구에서 인간의 체험(Lived experience)은 주요한 탐구 주제이다. 그

렇다면 ‘체험’이란 무엇인가?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이 체험한 그대로를 살펴보고

체험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파악하여 그 본질을 탐구한다. 따라서 체험 자체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기에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으로 나누지 않는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실천적인 통찰을 증가시킨다(van Manen, 1990).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 이야기’를 연구 자료로 과학적 분석이 아닌

‘이해와 해석’을 통해 본질적 주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van Manen(1990)의 해

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심층 면담 이외에 문학 및 예술 작품 등 다

양한 자료를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사별 체험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문학·예술 작품을 연구에서 현상학적 자료로 적용하고

자 한 근거는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예술과 철학의 공통점은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Hegel과 Heidegger는 예술의 근본적 기능이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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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egel은 예술적 표현을 형이상학적 존재의 자의식으로서 발전적 과정으로 보

았다. 이런 맥락에서 Heidegger도 예술은 과학이 맡을 수 없는 형이상학적 절대

존재인 자인(Sein)을 은폐성으로부터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박이문,

2016).

이런 맥락에서 Merleau-Ponty는 지각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지식과 행위 그리

고 소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이라고 하였다. Merleau-Ponty가 강조한 것

은 우리 몸은 살고 있는 세계의 본질로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각하

면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다(김화자 역, 2005).

  Heidegger에 따르면, 진리에 대한 과학적 혹은 일상적인 표상은 실용적인 욕구

에 지배되어 그 표상의 대상을 하나의 실용적 도구로서 간주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런데 예술은 과학적 혹은 일상적 대상에 의

해 왜곡되고 은폐된 대상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래

서 Heidegger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술가의 이

런 작업에 의해서 사물 현상이 생동하는 모습으로 그 의미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인데, 예술의 인식적 기능을 새로운 형태로 주장한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Heidegger, Merleau-Ponty, Read, Langer, Goodman 같은 철학자들이 있다(박이

문, 2016).

Heidegger는 어떤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총체적인

세계, 즉 ‘세계-내-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놓여 있는 상황을 맥락 속에서 해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박찬국, 2014). 해석학은 Heidegger, Schleiermacher를 거

쳐 Dilthey에 의해 발전하게 되는데, Dilthey 역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Dilthey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인간의 삶을 다루는 철학에 이르고자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실천적인 삶의 관심 속에서 생겨난다고 하

였다(이한우 역, 2002).

van Manen은 연구방법으로서 해석학적 현상학을 발전시키면서 예술·문학 작

품을 현상학적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여 왔다. van Mane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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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leau-Ponty의 말을 인용하여 삶의 현상들을 기술하기에는 섬세함과 민감함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상학적 글쓰기는 예술가들의 작품들만큼이나 많은 노력

이 들어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예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주의와 경이가

포함되어 있고, 의식에 대한 동일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나 역사의 의미

를 존재하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동일한 의지가 있다(신경림 역, 1994). 그래서 현

상학자들은 시인, 소설가, 화가 등의 작품을 즐겨 이용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

료 속에 ‘상황 속의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작품

에서 인간 체험의 다양성과 가능성이 압축되고 초월된 형태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van Manen, 1990).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으로 요양시설

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부머 자녀들의 체험의 의미를 예술 및 문학작품을 활

용하여 ‘이해’하고 본질적 주제와 연관하여 ‘해석’을 하고자 시도하였다. van

Manen의 연구방법이 다른 현상학자들의 방법과 구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10)

첫째, 어원과 관용어구, 예술 및 문학작품 등 다양한 현상학적 자료를 활용하

였다. 관용어구와 어원은 인간 체험의 역사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료이다.

문학작품은 일반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의 체험 세계와 이야기를 체

험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예술 작품은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의 심성을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현상학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에게 참여자에

대한 높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통찰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본질적인 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안내로서 체험된 시간

(Lived time, temporality), 체험된 공간(Lived space, spatiality), 체험된 몸(Lived

body, corporeality), 그리고 체험된 관계(Lived relationship, relationality or

communality)의 네 가지 실존체(existential)를 제시하였다. 체험되는 우리의 몸은

사람과 대면할 때 그의 신체를 통하여 먼저 사람을 느끼고 만남을 이루는 속성

10) Max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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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체험하는 공간은 깊이와 높이, 길이 등의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느끼고 지각하는 공간이다. 체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은 시

계가 가리키는 시간인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체험하는 감

각의 시간을 나타낸다. 또한 체험되는 관계는 타인들과 유지하고 맺어가는 체험

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셋째, 체험한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기술(d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 과정이 중요하다. van Manen은 글쓰기는 우리의 모든 존재 전체와 관련

을 맺을 뿐 아니라 반성 활동으로서 글을 쓰고 반복하여 고쳐 쓰는 과정으로 예

술가가 섬세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 과정으로서 다듬고 또 다듬는 과정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현상학적 탐구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현상학적 글쓰기이며 단순한 탐구 결

과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작업을 통하여 그 현상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현상학적 글은 독자에 대한 배려 측면으로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현상에 대한 기술을 통해 체험의 의미를 전달하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van Manen, 1990; 2004). 그래서 van Manen의 현상학적 글쓰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의미를 드러내는 일화(anecdote)를 강조한다. 일화는 독자로 하여

금 그 체험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해석학적 현상학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것은 다른 현상학적 질적 연

구들의 논의에서 강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정상원, 2018). 본 연구에서도 일화는 체험의 의미를 직관

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하였고, 그것을 깨닫게 해 준다는 면에서 일부 활용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글쓰기는 참여자들의 사별 체험에 대한

현상을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글을 고쳐 쓰기를 반복적으

로 하며 깊이 있는 글쓰기를 지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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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방법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들의 체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서 부모와 사

별한 베이비부머 10명으로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세평적 사례 선

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11) 방법으로 하였다. 시작 단계에서는 경기도와 서

울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의 기관장 및 실무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선정

기준에 적합한 참여자들을 소개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보완하였다. 이 방법은 일부 참여자로부터 다른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법으로 연구 현상들에 충분히 설명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자

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사별 체험의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질적 연

구에서 적합한 방법이었기에 함께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로서 연령은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이며,

요양시설에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사별한 체험이 있는 자녀들로 정하였다.

둘째, 사별한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지난 자녀들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rden(2002)12)의 이론에 따른 애도의 기간을 근거로 정하였다.

셋째, 사별 체험에 대하여 풍부한 이야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부모의

간병 체험이 있는 자녀들로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11) 세평적 사례 선택이란 특정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였거나 체험이 많은 관계자들에게 연구 참

여자를 소개 받는 것이다.

12) William Worden(2002)은 사별 애도의 시기를 4개월, 1년, 2년, 혹은 고인과 유족의 관계에 따

라 애도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사별 슬픔의 시기를 거친

시기를 6개월로 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사별한지 최소 6개월(1명)에서 최장 10년(1명)

이 포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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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이름 성별 출생연도
관계 

(사망 연령)
질병

요양시설
종류

입소기간

1 L 남성 1956 부 (78세) 혈액 관련 
희귀병·폐암

요양원,
요양병원 약 18년

2 K 여성 1962 모 (80세) 치매 요양원 5년

3 P 여성 1960 부 (91세) 알츠하이머
치매

요양원,
요양병원 1년 4개월

4 Y 여성 1963 모 (85세) 치매 요양원 6개월

5 J 여성 1963 부 (83세) 뇌출혈, 치매 요양원,
요양병원 약 5년

6 M 여성 1956 모 (79세) 파킨슨, 치매 요양병원 약 5년

7 B 여성 1962 모 (85세) 뇌졸중, 치매, 
피부병 요양원 13년

8 C 여성 1958 모 (86세) 치매 요양원 2년

9 S 남성 1963 모 (86세) 뇌경색, 치매 요양원,
요양병원 6년

10 H 남성 1956 모 (88세) 치매 요양원,
요양병원 2년

2) 연구 참여자 특성

<표 3>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7명, 남성 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의 직업은 주

부(2명), 자영업(2명), 회사원(2명), 교사(1명), 선교사(1명), 요양보호사(1명), 프리

랜서(1명)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서 고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1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대졸 학력이었다.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3명, 어머니가 7명

이었다. 부모님의 질환 명은 뇌졸중이나 뇌경색과 뇌출혈로 인한 치매, 파킨슨,

폐암, 혈액 관련 희귀병으로 나타났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소한 기간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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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개월에서 길게는 18년간 장기간 요양한 체험13)을 갖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

서는 입소기간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3) 연구자의 준비 및 선 이해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질적 연구

방법에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수업 중 알게 된 문화인류학자

Elliot Liebow의 여성 노숙인들 삶의 이야기14)는 매우 도전적인 글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의 질적 연구는 매일 매일 겪는 노숙인들의 삶을 거리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함께 체험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쉬운

글로 전해 주었다. 양적 연구와 달리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들여다본 이

연구는 연구자의 진정성으로 인하여 문학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체

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질적 연구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

여하던 중, 문학·예술 작품을 현상학 연구방법에 적극 활용한 van Manen의 연구

방법을 접하게 되었다. 실천 현상학의 주창자 가운데 한사람인 van Manen의 해

석학적 현상학은 국내에서도 교육학이나 간호학, 사회복지학에서 질적 연구 방법

론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하고 있다. van Manen의 현상학 만남과 더불어 ‘요

양시설에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환자에 대한 돌봄과 죽음에 대

한 공부에서 출발하였다.

서울 **병원에서 임상사목교육(Clinical Pastrol Education: CPE) 과정 훈련을

받으며 6개월간 임종기 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이때 당시 현장 실습

에서 가깝게 지냈던 환자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불과 며

칠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환자들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지는 상황은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조차 고통스러웠다. 이러한 체험은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

13) 연구 참여자 L씨의 경우 집과 요양원, 요양병원 등을 오가며 지낸 시간 모두를 포함하였다.

14) Elliot Liebow. 『우리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노숙여인들의 삶』 엄신자 역 (2003). 인간과 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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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돌봄에 대한 이해와 성

찰을 갖게 하였다. 임상교육 훈련 과정에서 환자들과 나눈 대화를 축어록

(verbatim)으로 작성하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시간, 그리고 의대생들의 해부

학 실습 참관 등을 통하여 죽음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각당복지재단에서 애도 상담 기본과 심화과정을 1년간 공부하였다. ‘죽음’

이란 주제로 다양한 책과 영화를 접할 수 있었으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게 되었

다. 현재 애도 상담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상담사례회

의에 참가하여 사별 체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이러한 체험들과 더불

어 현존하는 종교계의 지성으로 꼽히는 신학자인 Hans Küng의 이야기도 연구

주제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파킨슨 병과 황반변성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고 있

었는데 자신이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면 안락사의 도움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하였다.15) 요양시설에서 죽어감을 거부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

지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신학자의 고백이었기에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에서 죽어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양원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어가는 데 적당한 장소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우연한 만남들이

계기가 되어 죽음이란 주제와 사회복지 관점에서 요양시설에서 죽음에 대한 접

점을 찾으면서 연구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van Manen이 강조한 통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

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인 녹취록을 반복해서 듣고, 틈틈이 사별 체험과 관련

된 영화와 문학 작품을 통해 참여자들의 사별 체험에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연

구를 수행하는 동안 있는 그대로 참여자들의 사별 체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자 열린 태도로 반성적 단계를 가지면서 노력하였다.

한편 Husserl(1970)은 어떻게 현상을 포착하고 그 현상에 대한 지식을 그 현상

밖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를 기술하기 위해 ‘괄호 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선택한 체험에 대해 연구자가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잊거나 무시

15) LifeSiteNews 보도 2013. 10. 3. (윤득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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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한다면, 그런 전제들이 연구자의 반성 속으로 고집스럽게 다시 스며든다

는 것을 van Manen(1990)은 지적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이해, 믿음, 편

견, 가정, 전제, 이론 등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선

이해가 있었음을 밝힌다.

첫째,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부머들은 효 사상을 규범으로 배운

세대이기에 다른 세대와 달리 죄책감 등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겪을 것이다.

둘째,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사별 체험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죽음을 맞은 부모

사별 체험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4) 심층 면담 과정 

  
심층 면담에 대한 자료 수집은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참여자들과 일 대 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은 개별적으로 최소한 2회 이상 가졌으며, 면담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참여자의 동의하에 추가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 시간은

회당 60～90분 가량 참여자의 집 혹은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

여 참여자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을 준비하였다. 면담

과정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기 2대로 동시에 녹음하였다. 연구자는 현장에

서 느낌, 참여자들의 비언어적 반응과 태도를 포함하여 면담 후에는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면담 첫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하였고, 연

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연

구 참여자 동의서를 작성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면담과

관련하여 가족 혹은 형제들과 상의 후 면담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면담 질문은 부모님의 발병을 기준으로 발병 전과 발병 후 그리고 요양시설로

위탁되는 과정과 일상생활, 그리고 참여자가 사별을 어떻게 느꼈는지 시간의 흐

름에 따른 감정과 느낌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질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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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간병 체험과 요양시설에서 부모님을 사별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감정과

느낌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사별 체험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삶에 미친 영

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자들의 죽음관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참여자와 상호교감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가슴속에 묻어 둔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수행의 도구로서 면담 진행을 위한 질문·

태도·반응 등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면

담은 진정성을 담보한 대화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었다. 진정한 대화를 통하여 한

땀 한 땀 마음 깊숙이 각인된 ‘무엇’을 언어의 형태를 통하여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이었다.

심층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는 지도교수로부터 현상학적 질문과 태도를 갖고

면담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받았다. 면담 과정은 참여자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야 하며, 감정(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을 통하여 인식

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묻는 질문은 피하고, 체험

을 느낌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학적 태도로 질문

을 하고 대화의 과정을 이끌어갈 때 참여자들의 절절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

다. 참여자들은 면담 초반에는 일반적으로 불편한 질문에 회피하기도 하였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차츰 마음을 열었다. 요양시설에서 생활한 부모님에 대한 기

억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일과 참여자들의 힘들었던 체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

부분 눈물을 흘렸다.

현상학 연구가 통찰력이라고 할 때 면담 당시 참여자들과 하나하나 주고받은

의미 있는 대화는 결국 상호교감을 통하여 나온 것들이다. 현상학적 자료는 녹취

된 자료뿐 아니라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참여자들의 반응과 태도도 중요하였기

에 현장 노트 기록 후 자료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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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1) 자료 분석 절차

심층 면담에 대한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면

담 직후 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녹취록으로 구성하였다. 녹음을 풀어서 기록

하는 과정은 참여자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작업으로서 한 사람 당

일회 면담 90분을 녹취록으로 구성하는 시간은 평균 10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녹

취록은 한 사람당 A4용지로 40～50쪽 분량이 산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00여

쪽 분량이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van Manen(1990)이 제시한 체험된 시간(Lived time), 공간(Lived

space), 몸(Lived body), 관계(Lived relationship) 등 네가지 실존체(existential)를

중심으로 주제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진술에 기반을

둔 13개의 주제가 드러났다. 이 드러난 주제를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시간, 체험된

몸, 체험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4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녹취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참여자들의 체험에 대한 전반적

느낌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이 말하려고 하였던 것들이 무엇인지 체

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단어와 문장을 밑줄 치면서 확인하였다. 10개

의 녹취록을 의미 단위로 나누어 개념을 형성하는데 약 3개월 이상의 자료 분석

시간이 필요하였다. 연구자는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사례 내 분석을 정리하였다.

이를 전체 비교와 대조를 통해 공통된 중심 의미를 추출한 다음, 드러난 주제와

본질적 주제로 분류하였다. 또한 7명의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연구 결과를 확인

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용을 검증하고 최종 현상학적 글쓰기에서는 참여자들의

검증을 포함하여 핵심 주제를 규명하였다. 현상학 연구의 코딩 작업은 현상의 본

질을 규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판단 중지 → 의미 있는 진술 → 의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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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단계        세부적 단계 연구 분석 과정

1. 체험 
집중단계

1 현상 지향 사별 체험

2 현상학적 
질문 형성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의 체험은 무엇인가?

3 가정과 
선 이해 설명

1) 첫째,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은 일반적인 자녀들보다 죄

참여자 진술 토대의 기술 → 현상학적 글쓰기의 절차를 거쳤다.

자료 분석 과정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는

자신의 체험을 설명하고 연구자는 상황을 해석하고 나아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상호보완성을 발전시키면서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을 재확인 해 주고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현상학적 글쓰기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학 작품,

영화, 그림을 현상학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van Manen(1990)의 연구 절차

는 <표 4>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4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단계는 연구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연구자는 살아

있는 체험을 연구하기 위해 현상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여 드러낼 때까지 스스

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상에 집중하였다.

둘째 단계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단계이다.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

을 통한 진술 내용, 그리고 어원 탐구와 문학 및 예술 작품을 통하여 수집하였

다. 또한 노인 돌봄, 사별 체험과 관련된 영화를 틈틈이 관람하였다.

셋째 단계는 해석학적인 현상학 반성 단계이다. 현상을 다른 것과 구분하고 특

징짓는 드러난 주제 분석을 수행하여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였다.

넷째 단계는 현상학적 글쓰기 단계이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사별 체험의 의미

를 반성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치며 글쓰기를 하였다.

<표 4> 자료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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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감의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겪을 것이다.
2) 요양시설에서 죽음 체험은 시설이 아닌 곳
에서 부모를 사별한 체험과 다를 것이다.

2. 실존적
탐구단계

4 있는 그대로의 
체험 탐구

참여자 심층면담, 현장 기록 및 성찰 일지 작
성, 문학·예술 작품 자료 수집

5 현상학적 질문 
형성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의 체험은 무엇인가?

3. 해석학적 
현상학 반성 

단계

6 주제 분석
1) 녹취록 전체 의미 단위 파악
2) 전체론적 글 읽기 → 선택적 글 읽기 →  
   세분법 글 읽기 

7 본질적 주제를 
파악

부모를 사별한 자녀들의 체험에 대한 주제 
결정(체험된 공간·시간·몸·관계를 중심으로)

4. 현상학적 
글쓰기 단계

8 참여자의 
일상 언어에 집중

참여자가 사용한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 집중하였다.

9 다양한 예제  
사용

참여자의 진술을 주제에 따라 문학 예술작품
과 연결하여 예제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10 현상학적 글쓰기

참여자의 체험이 드러나도록 반성하는 과정
을 거치며 글쓰기를 하였다. 
van Manen은 현상학적 글쓰기 과정을 예술
가의 작업 과정처럼 글쓰기와 글 고쳐 쓰기
의 작업을 중요시 하였다.

11 글 고쳐 쓰기
핵심 주제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질적 연
구 전문가인 지도 교수의 확인 과정 절차를 
거쳐 글쓰기를 반복하였다.

2) 어원 및 문학·예술 작품 탐구  
 

(1) 어원 및 속담 탐구

van Manen(1990)은 어원 탐구는 언어의 의미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고 부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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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언어가 지닌 의미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재구성한다고 강

조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어원 및 속담 탐구는 필수적으로 현상학적

글쓰기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주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돌

봄·죽음·사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가) 돌봄

돌봄 개념은 라틴어의 ‘kara’라는 어원에서 나왔으며, 그 의미는 ‘to lament’, 즉

‘울다, 통곡하다, 슬퍼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으로 한 개인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

하여 함께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공감의 의미가 강조된다. 돌봄은 ‘to present’, 함

께 있고 느끼며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돌봄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사랑은 한 개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그 개

인을 깊이 알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

랑이란 타인에 대한 열정이나 연민(compassion)으로 돌봄의 개념과 직접 관련된

다(노유자·최성은, 2018). 돌봄 어원 탐색을 통해 베이비부머들의 부모에 대한 돌

봄 인식, 그리고 시설에서 노인 돌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 죽음

죽음은 사전적으로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정리된다(표준

국어대사전). 현대철학은 죽음의 문제를 배제한 기존 철학의 반성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실존주의는 죽음을 다시 철학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으면서 죽음이 인간

에게 갖는 특별한 의미를 탐구한다(구인회 외, 2018). 실존주의 철학자

Heidegger는 인간의 현존을 ‘죽음을 향한 존재(the experience of progressing

toward death)’로 파악하면서 죽음을 ‘실존의 본래성에 도달하는 기반 및 세계의

집에 존재하지 않음의 체험(the experience of not being at hom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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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묘사하였다(임병식, 2019).

동양철학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초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자에 따르면, 삶의 소멸이라는 현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의 기

본적인 존재 형식의 변화는 삶이 실체가 아니라 출발점에서부터 그 소멸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잠정적이며 한시적인 사태이기 때문이다. 삶이 실체적인 현상이

아니듯이 죽음도 실체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변화의 결과라는 점

에서 보면 죽음도 삶과 동일한 존재형식을 지닌 사태일 뿐이다(구인회 외, 2018).

죽음의 종류는 뇌사(腦死), 안락사(安樂死), 자연사(自然死), 사고사, 질병사, 자

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 죽음의 영역은 의사에게 맡겨져 있어서 선택이나

판단도 모두 의학에 의탁되어 있다. 죽음에 대한 용어 중 숨지다, 숨넘어가다 등

은 생리적 현상에 바탕을 둔 묘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김열규, 2001).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죽음은 신분, 계층, 인간관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죽는다’를 한자어로는 망(亡)·졸(卒)·몰(歿)로 나타

내며, 종교적 용어로는 ‘열반하다’, ‘왕생하다’, ‘입적’(入寂), ‘천당 가다’, ‘주님의

부름을 받다’ 등이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의 상당수는 ‘가기’, ‘뜨기’

로서 죽음을 의식하되, ‘이별’, ‘결별’의 뜻도 함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저승’

이 가장 우세하게 사용되면서, 저승은 적어도 이승이 끝난 무한대로 멀고 먼 또

다른 세상으로 관념화되어 왔다. 저승이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 자

리 잡은 땅이란 관념을 우리의 민속신앙은 간직해 왔다. 그래서 귀명(歸命), 즉

목숨의 원천으로 되돌아감이 곧 죽음이란 등식도 가능해진다(김열규, 2001). 그러

므로 죽음은 현재 인간의 삶 속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의미를 갖기에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죽음의 문화를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발췌한 죽음과 관련된 속담은 다음과 같다.

“죽음에는 편작(扁鵲)도 할 수 없다.”



- 31 -

천하의 명의라도 죽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죽음에 대하여 사람이 무력
함을 이르는 말.

“죽음은 급살이 제일이라.”
죽음을 당할 바에는 질질 끄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것이 고통이 적어 좋다는 말.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삶이다.” (스페인 속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약은 없다.” (독일 속담)
“죽음의 공포는 죽음 자체보다 더 나쁘다.” (라틴 속담)

(다) 사별 

영어로 사별(bereavement)이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한 상태

를 말한다. 사별(bereavement)은 상실(loss), 슬픔(grief), 애도(mourning) 등의 용

어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사별의 ‘reave'는 약탈하다(to despoil), 빼앗다

(to rob), 강탈하다(forcibly deprive)라는 의미가 있다(노유자 외, 2018).

슬픔에 대한 표현은 슬퍼하기(grieving)와 애도하기(mourning)이라는 말이 있

다. 대개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을 표현할 때 grieving이라 하고 mourning은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슬픔을 말할 때 쓰인다(윤득형, 2017).

사별 슬픔이 상실 이후 개인이 겪는 체험이라면 애도(mourning)는 상실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주도해 가려는 개인이 겪는 과정이다(William Worden, 2002).

(2) 문학 및 예술 작품

문학·예술 작품은 일반적인 인간 체험을 다양하게 변형시켜 표현을 한다. 이러

한 작품에서는 상황 속의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 인간 체험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압축하고 초월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학에서

는 이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van Mane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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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Manen(1990)은 소설의 현상학적 가치는 작가의 시각과 직관적 감수성이

라고 하였다. 사랑, 슬픔, 병, 믿음, 성공, 두려움, 죽음, 희망, 투쟁 혹은 상실 등

과 같은 현상들은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로서 Dostoevskii의『죄와 벌』,

Sartre의『구토』, Kafka의『심판』 등과 같은 작품들은 해석학적 독해에 유용하

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돌봄, 혹은 사별 체험과 관련된 문학 및 예술

작품을 현상학 자료로 수집하고 비교·검토하였다. 문학 작품으로는 이청준의

『축제』, 전상국의 「고려장」, 문이령의 『어머니 꽃구경 가요』,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 Tolstoy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Tomie de Paola의 『오른

발 왼발』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송기득의 『아내의 수난과 인생송별잔치』

수기를 다루었다.

(가) 문학 작품

  ① 이청준의 『축제』

장편소설 『축제』는 어머니의 죽음을 다룬 작품이다. 장례식장의 중심에 놓인

어머니의 시신은 인간의 자리이며, 몸과 언어의 근원적인 해탈(치매)이며, 비어

있는 어머니는 침묵으로 완성되는 텅 빈 중심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존재의 근

원에 놓인 뿌리 뽑힘의 체험으로 그려지며, 이 작품은 인간의 죽음, 임종 과정의

화해를 다루고 있다. 장례 의식에 관한 참여자 M씨와 참여자 P씨의 진술을 작품

속 주인공의 정서와 연관 지으면서 사별 체험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자녀의 입장에서 치매 걸린 어머니가 낯선 이방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내 어머니의 연세는 올해로 미수(米壽)를 한 해 앞두신 87세. 그 어머니는 지금 당
신이 살아오신 지난날의 생애를 현재에서 과거 쪽으로 다시 한 번 거꾸로 살고 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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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다. 머릿속 기억이 자꾸만 가까운 시절의 일에서 옛날 일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걷혀 나가는 때문이다. 당신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을 때는 두 분이 젊으셨을 적 한
창 새 살림을 일구고 계실 무렵으로, 시어머니 저녁 진지 마련 걱정으로 마음이 바쁘
실 때는 당신이 갓 시집을 오신 시어머니(나의 할머니) 생존 시의 새색시 시절로, 그리
고 옷보퉁이를 싸들고 옛 외가 쪽으로 해변 길을 나서실 때는 시집도 오시기 전의 아
득한 꽃처녀 시절로, 머릿속 기억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먼 옛날 쪽으로 돌아가고 계
신 것이다(p.11).

  ② 전상국의 「고려장」

단편소설 「고려장」은 주인공 현세가 치매 걸린 노모를 돌보는 입장에서 ‘모

자 관계의 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절규가 나온다. 치매 걸린 노모를 더 이

상은 가족들이 수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주인공은 노모를 정신병원에 몰래

놓고 떠나는 장면이다.

내가 만약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어머니를 끝내 버리지 않고 
보호한다고 합시다. 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저질
러온 그 무서운 죄악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요. 결국 나는 그 죄악의 무게로 하여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 틀림없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저 심적 충격
만 해도 나로서는 견딜 수 없는 죄악인데,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는 
또 다른 죄악을 자주 범하게 될 것이란 말이오. 

그 때문에 파멸하고 말 나 자신과 내 가정,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받아야 할 그 피해는 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요.…(중략)…이 벽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한 단 말이요. 벽을 등에 지고 돌아서서 칼을 빼드는 그런 해결을 나는 원치 않
기 때문이요. 문제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모자의 관계를 잠시, 정말 잠시 동안 유예하
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뿐이오.

그러나 현세는 말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각이 현실 도피에 
대한 한낱 구질구질한 변명이 되어 양심에 깊이 찔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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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이령의 『어머니 꽃구경 가요』

요양원에서 친정어머니와 사별한 맏딸 주인공의 이야기는 베이비부머 참여자

들의 상황과 공통점이 많았다. 장례식장에서 주인공의 추도사는 일부 참여자들이

하늘나라에 보내는 편지에 드러난 정서와도 깊게 연관되어 이해하였다.

예배실 앞에 엄마의 관이 놓여 있었다. 목이 꽉 메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찬송
은 한 소절도 부를 수 없었다. 나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흐느끼며 울었다. 옆자리에서 
작은 아들이 손수건을 꺼내주었다.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엄
마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하시다 요양원에서 혼자서 돌아가셨다. 그래 미안하고 또 미안
했다(p.126).

  
  ④ Tolstoy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작품에서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발병하여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족과 동료들로부터 소외된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는

자기 집 하인 게라심을 통하여 진정 어린 돌봄을 받게 된다. 이 작품을 통해 게

라심은 자기가 하는 일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다.

그의 돌봄은 병 들어서 죽어 가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느껴지게 하였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그가 곁에 있을 때만 마음이 편했다.…(중략)…그래서 그는 쇠
약하고 힘없는 주인을 그냥 불쌍히 여겼다.…(중략)…“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수고 좀 못할 이유도 없지요?” 이런 그의 말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죽어 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고, 언제가 자기 차례가 되면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pp.88-89).

  ⑤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

이 작품은 딸의 관점에서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를 바라본다. 노부모 돌봄이 전

통적인 가족 책임의 문화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딸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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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 그리고 아들의 갈등을 보여 준다. 작가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이야

기를 통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가부장제도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런 효자 아드님 효자 손자들을 두고 왜 집은 나오고 그러세요. 설사 좀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노인네가 참으셔야 해요. 세상이 달라졌단 말예요. 이렇게 자손들이 득
달같이 달려온 걸 보면 할머닌 복 좋은 줄 아셔요. 알아들으셨죠? 이눔의 세상이 어떻
게 된 세상인지 일부러 부모 내다버리는 자식도 많답니다. 그런 자식이 우리가 연락한
다고 찾아오겠어요? 못믿으시겠지만 연락도 헐 수 없게스리 즈이 살던 데를 싹 옮기는 
자식도 있으니까요.” 영주는 남편하고 시선이 마주치자 고개를 떨구었다. 나쁜 며느리
가 된 것보다 더 면목이 없었다(p.227).…(중략)…어머니가 군더더기가 될 뻔했다. 군더
더기를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준비뿐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고 간 후 함흥차사인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느라 영주의 
심사는 내내 불편했다. 명색이 장남이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없는 심정은 
내가 어쩌면 이럴까 하는 자책과 오락가락해서 자신도 누굴 탓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p.234).

  ⑥ 송기득의 『아내의 수난과 인생송별잔치』

『아내의 수난과 인생송별잔치』는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저자가 치매에 걸린 아내

와 인생을 마무리한 삶을 기록한 수기이다. 아내를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핌을 다한

저자는 요양병원에서 배우자가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묘

사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예의를 갖추기 위한 삶의 마무리란 어떤 것인가를 되돌아보

게 한 수기였다. 이 수기를 통하여 요양병원 생활에 대한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며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하는 데 활용되었다. 저자는

요양병원에서 아내가 끼니때마다 한 술을 넘기는데도 진땀을 흘렸다. 이를 지켜보면

서 저자는 ‘얼마나 힘이 들까. 먹는 괴로움에서 해방되면 좋겠다’ 그러다가도 ‘아니,

그러면 아내가 빨리 죽게 될 터인데’ 하다가 다시 ‘그렇더라도 나아서 살지 못할 바

에야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이 갈래갈래 부딪혔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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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일곱 환우의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똥오줌을 받
아내느라 늘 구린 냄새가 가득했다. 무엇보다 소리를 한껏 높인 채 텔레비전을 종일 
틀어놓고 있는 게 거슬렸다. …(중략)…아내는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곳에 수인(囚人)처럼 갇히게 되지 않았는가? 병에 걸려 철저하게 버려졌다는 느
낌이 들지 않았을까? 늙으면 으레 아프게 마련이지 하고 자위해 보아도 아픈 것은 아
픈 것이다.…(중략)…병실의 70〜80이 훨씬 넘은 할머니들이 30〜40대의 그들에게 꼬
박꼬박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하기야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끼니마다 죽이나 미음을 떠먹여 주는 일, 똥오줌 기저귀를 갈
아주는 일, 침대를 올려 환자를 앉히고 밥상을 펴주는 일 등 그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다(pp.20-22). 

(나) 시와 동화

시(詩)는 가장 집약된 형식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현상학적 글쓰기

에는 시구들이 자주 인용된다. 시인은 시행(詩行)이 전달할 수 있는 생생한 진실

함을 읽지 않고는 표현될 수 없는 인간 체험의 어떤 측면을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van Manen, 1990).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표현한 함민복의「성선설」, 김정수의「하늘로 가는 혀」, 구상의「임종예습(臨終

豫習)」등을 통하여 부모 자녀 관계, 돌봄 그리고 죽음의 의미에 대한 주제를 반

성적으로 살펴보았다.

  ① 詩

손가락이 열 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 「성선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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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詩

환자용 침대는 
늘
일회용 기저귀를 차고 있다

다 큰 자식에게
터럭 몇 개 남은 거길 보여 주는 게
부끄러운지 얼굴을 외면한 채
손으로 자꾸 가리는 노모

긴 병의 순례는 한자리에 붙박인 정류장처럼
형식적이고 박하사탕 봉지엔
무료한 시간이 담겨 있다

사탕을 쌌던 비닐봉지가 말려 올라간 혀 같다

기도를 막을 것 같은 벽마다
여덟 개의 바람이 갸릉갸릉 돌아가고
초저녁부터

수면제가 혈액을 잠재운다

바스락거리는 혀를 휴지통에 구겨 넣고
슬픔을 되짚어 돌아오는 길

까무락,
노을이 길을 건넌다

 - 「하늘로 가는 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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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詩

흰 홑이불에 덮여
앰뷸런스에 실려 간다.

밤하늘이 거꾸로 발밑에 드리우며
죽음의 아슬한 수렁을 짓는다.

이 채로 굳어 뻗어진 내 송장과
사그라져 앙상한 내 해골이 떠오른다.

돌이켜보아야 착오투성이 한평생
영원한 동산에다 꽃 피울 사랑커녕
땀과 눈물의 새싹도 못 지녔다.

이제 허둥댔자 부질없는 노릇이지…

‘아버지 저의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시늉만 했지 옳게 섬기지 못한
그분의 최후 말씀을 부지 중 외우면서
나는 모든 상념에서 벗어난다.

또 숨이 차온다.

- 「임종예습(臨終豫習)」 전문

  ④ 동화

『오른발 왼발』의 주인공 보비의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부터 움직

이지도 보비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늘 침대에만 누워 있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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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시도하지만 보비는 그 목소리가 무서워 할아버지

방에서 도망쳐 나온다. 그러나 유치원생 보비는 할아버지에게 돌아와 어려서 함

께 하던 탑 쌓기 놀이를 하며 기적 같은 일을 만든다. 이 작품에서 손주 보비의

모습은 애정이 담긴 ‘좋은 돌봄’에 대한 의미의 빛을 밝혀 주었다.

『오른발 왼발』의 주인공과 연구 참여자 K씨의 초등학생 1학년 아들이 자료

분석에서 자연스럽게 연관되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주간보호센터

에서 30여 분 거리를 매일 오른발, 왼발 하며 걸었다는 일화와 자연스럽게 연결

되었다.

(다) 미술 작품

참여자들이 체험한 공간으로 요양시설의 ‘두 얼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

살핌>과 연관시켜 Vincent van Gogh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소개하였다.

Frida Kahlo의 <상처 입은 사슴>은 요양시설에서 죽어 간 부모들을 <수난 받는

몸꽃>과 연관하여 해석하였다. 그리고 William Adolphe Bouguereau의 <복수의

여신들에 쫓기는 Orestes> 작품은 <앙금으로 남은 죄책감> 주제와 연관시켰고,

Rembrandt의 <탕자의 귀환>은 핵심 주제와 관련하여 소개하였다.

 ① Vincent van Gogh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봄은 현대 사회에서 누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해주었다.

② Frida Kahlo의 <상처 입은 사슴>

이 작품은 마음의 상처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16).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16) 화가는 어렸을 적 뇌성마비를 앓고 18세 때 교통사고로 척추, 오른쪽 다리 등을 다쳐 36차례의

수술을 받는 등 죽을 때까지 육신의 고통과 싸워야 하였다. 그녀의 작품들은 치명적 손상이 결

국은 삶의 에너지가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깨달음에 도달하게 됐는지 보여준다(우성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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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 가는 부모를 ‘수난 받는 몸꽃17)’으로 바라보았다. 가난하고 찌든 삶속에서

어깨 한번 펴보지 못해 S자로 굽은 허리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모

가 질병에 걸린 인간으로서 존엄이 짓밟히고 상처 입은 몸을 바라보는 이들은

후회와 연민의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들이 얽혀 있었다.

③ William Adolphe Bouguereau의 <복수의 여신들에 쫓기는 Oreste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Orestes18)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

한 인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자녀의 도리와 관련하여 느끼는 정서적

고통을 Orestes의 죄의식과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④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의 <탕자의 귀환>

탕자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집’이란 근원적으로 무엇인지 반성적으로 되돌아

보았다.

(라) 영화

① 아무르(Love) : 감독 미카엘 하네케(2012)
이 영화는 음악가로 은퇴한 후 파리에서 조용한 삶을 영위하던 조르주와 안느

부부, 어느 날 평온한 일상 속으로 치매라는 불청객이 방문한다. 안느의 치매 발

병과 하반신 마비가 된 아내를 홀로 돌봐야 하는 조르주의 삶은 하루아침에 지

17) ‘몸꽃’ 표현은 이종암(2010) 시인의 시 「몸꽃」(애지)에서 빌려왔다. 시인은 장애인의 고통을

‘몸꽃’의 의미로 표현하였다. “오어사 뒷마당 배배 뒤틀린 굵은 배롱나무/ 뇌성마비 1급 지체장애
자/ 영호 형님 작은 아들 차근우 같다/ 말도 몸도 자꾸 안으로 말려들어/ 겨우 한마디씩 내던지
는 말과 몸짓으로/ 차가운 세상 길 뚫고 나가/ 뜨거운 꽃송이 활활 피워 올리는 나무/ 푸른 대나
무가/ 온몸의 힘 끌어 모아 겨우 만든 마디/ 촘촘한 마디의 힘으로 태풍을 견디듯/ 자꾸만 뒤틀
리고 꺾이는 몸/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형극의 몸으로/ 수도 없이 들어 올린 역기로 다져진/ 팔
뚝 근육, 차근우/ 시꺼먼 가슴 뜯어 길을 만들었다/ 부족한 몸뚱어리 빚고 또 빚어/ 제 집 한 채 
거뜬히 세운/ 세상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몸꽃”

18) Scott Peck(2008)의『The Road less travelled』에서 소개된 Orestes는 그리스신화 속 인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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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으로 변한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처지의 안느는 수치심

으로 괴로워한다. 시간이 갈수록 희망 없이 병상에 누워 지내는 안느는 간병인의

도움으로 몸을 씻어야 하며, 남편 조르주가 음식을 떠먹여 주어야 목숨을 이어가

는 의존적인 신세가 된다.

영화에서는 출장 나온 간병인이 안느의 몸을 씻기고 머리를 빗기는 장면이 있

다. 이 장면에서 간병인은 의식이 가물가물한 안느가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수치

심을 느낄 정도로 함부로 빗질을 한다. 간병인의 이러한 태도에 화가 난 조르주

는 간병인을 해고하며 이런 말을 한다. “언젠가 네가 환자한테 한 거랑 똑같은

대접을 받아도 전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날이 올 거야….”

<사진 1> 아무르19)

  ② 그대를 사랑합니다 : 감독 추창민(2010)   
강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홀로 돌보는 장

군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을 보여준다. 영화에서는 노

부모 부양을 할 수 없는 자녀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

19)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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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온다. 치매 걸린 아내를 홀로 돌보면서 자녀들에 대하여 느끼는 속마음을

장군봉은 “예전에 우리는 가족이었는데…”라고 표현한다. 지금은 이름만 가족인

것을 서글퍼한다. 장군봉은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부

부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연탄가스 사고로 위장하고 삶을 마무리한다. 이 작품은

현대 사회의 가족 해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단면과 가족 내 노인 돌봄

의 한계를 보여 준다.

<사진 2> 그대를 사랑합니다20)

③ 학생부군신위: 감독 박철수(1996)
이 작품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식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참여자

들은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였고, 용서와 화해의 순간도

맞았다. 또한 참여자들 가운데는 형제들 간 우애를 다지는 시간도 되었지만 때로

는 불화를 해소하지 못하여 절연하기도 하였다.

소설『축제』에서 이청춘은 우리나라 장례예식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가족신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유교적 개념의 효라

20)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7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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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조상이 살아 있을 때는 생활의 계율을 이루고, 조상이 죽어서는 종교적

차원의 의식 규범을 이룬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죽어 신이 되어 간 조상들에

대한 종교적 효의 형식인 셈이라고 보았다. 장례식은 공경의 대상이었던 조상을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유교적 방식의 이전 의식인 것으로 묘사하였다.

<사진 3> 학생부군신위21)

두 편의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와 <아무르>두 작품 모두 노인이 치매 배

우자를 홀로 돌보다 결국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아무르>에서는 엄

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딸이 부모님이 앉았던 의자에 망연자실 앉아 있다.

참여자들이 부모를 사별한 후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이 작품들은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이 드러나 있었고, <학생부군신위>에서는 일부 참여자들의 장례식

이야기들이 녹아 있다.

21)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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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1) 질적 연구의 엄격성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특정한 체험이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추출된 주제들을 조직화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서사

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이 체험한 그대로를 살펴보고

체험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파악하여 그 본질을 탐구한다(신경림 외, 1994).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체험을 단순히 기술적 접근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해와 해석 차원에서 진실하게 그려내고자 하였다.

Angen(2000)은 해석적 연구에서, 타당성은 연구물의 진실성과 훌륭함을 판단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ngen은 타당성을 윤리적 타당성과 표면적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윤리적 타당성은 모든 연구주제가 도덕적 가정,

정치적이고 윤리적 함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균형적 처리를 기초로 하는지 질

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흥식 외 공역, 2010).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의 신뢰성(trust-worthy), 즉 신뢰할 수

있는 연구인지의 여부이다(Guba &　Lincoln, 1985). 신뢰할 수 있는 연구란 공정

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려 낼 수 있는 연구를 말한다. 신뢰성이란 맹목적인

믿음과는 다른 것이며 반드시 학문적 엄격성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유태균 역, 2001).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은 도덕적이고 어떤 정신이 깃든 의미에

서 ‘견실’할 때 엄밀하다고 말할 수 있다(van Manen, 1990).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선입견을 가능한 줄이고 참여자들의 생생한 체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하여 ‘괄호 치기’(판단 중지)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결과와 해석에 대한 견해를

요청하였다. Lincoln과 Guba(1985)는 참여자들의 확인(member check) 과정은 신



- 45 -

빙성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자

7명에게 연구 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받았으며, 이들의 견해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참여자들과 연구자가 함께 공동 연구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가운데 7명은 연구 기간 중에 자신과 관련한 구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연구 자료에서 제외를 원하는 부분은 의사 표

시를 통하여 포함시키지 않았다. 참여자들을 연구 검증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부터 지도교수에게 생명윤리위원회(IRB) 진행 과정을

보고하였다. 이후 면담과정, 녹취록을 비롯한 자료 분석 과정, 현상학적 글쓰기

과정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연구 수행의 엄격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복

지를 전공한 교수 1인과 현상학을 전공한 교수 1인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고 반영하였다. 질적 연구 전문가들에게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감사하고(audit), 정확성을 평가하도록 한 절차는 이 연구에 대하여 타당도와 신

뢰도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2)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생명윤리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였다. 또한 서강대 생명윤리위원회(IRB)(승인번호: SGUIRB

-A-1901-03) 승인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

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

내법과 헬싱키 선언 및 벨몬트 리포트 등 국제 지침을 준수하며 연구를 수행하

겠다는 생명윤리 준수를 서약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심층 면담 전에 연구의 목적과 면담 절차, 녹음의 필요

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자필 서명한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받았으며, 모든 구술은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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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

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 기간 중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불이익 없이 연구를

중도에 탈퇴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을 위해 모든 자료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 시스템을 갖추려

고 노력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는 연구자의 개인 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된 이후 참여자와 관련된 자료는 폐기할 것임을 고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면담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가졌다. 또한 참여자 가운데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는 수정을 요구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였다. 이것은 연구자와 참여자들 사이에 신

뢰를 확보하게 하였으며, 연구 분석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참여자에 대

한 윤리적 고려 차원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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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들의 사별 체험 이야기

이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참여자들의 체험 이야기이다. 부모들이 질병에 걸린

뒤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 입소부터 사별하게 된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L씨

1956년생 남성이다. 참여자의 아버지는 혈액 관련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

여 폐암으로 78세에 요양병원에서 별세하였다. 처음엔 진료를 목적으로 일반 병

원에 입원하였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자 노인 배

우자의 돌봄이 부담스럽다며 참여자의 아버지가 요양병원 입원을 자청하였다고

한다. 참여자의 아버지는 그 후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집을 오가며 노년기

의 오랜 시간을 환자로서 병상생활을 하였다.

참여자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군인으로 한쪽 다리는 의족에 의지하여 살

았다. 병상생활에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오래도록 생활을 하였는데, 장남인 참

여자는 자녀의 도리라 생각하고 매주 주말을 일반 병원에서 아버지의 수발을

도맡아 하였다. 집에서 돌봄을 위해 간병인과 함께 3개월을 생활하기도 하였지

만 집에서 돌봄이 한계 상황이 되면 아버지가 자청하여 다시 요양병원과 요양

원 그리고 집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참여자는 아버지의 노년기에는 용변·세수까

지 수발하며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많았지만, 마지막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였다. 당시를 회상하면 아쉬움·죄송함·후회·회한 등이 가슴속 깊이 남아 있

다. 오랜 병상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생애 마지막 시간은 집에서 가족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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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푸른 잔디가 깔린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하

였다. 그러나 이사 직전 날 아버지가 평상시와 달리 몹시 화를 내며 집으로 오

고 싶어 했던 말씀이 유언이 되었기에 아직도 참여자의 가슴에 남아 있다.

참여자는 오랫동안 병상생활을 하던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시설 생활의 무미

건조한 생활을 체험하였다. 자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간다면 악기 하나쯤은 할 수

있어야 무료한 요양시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음악동호회에서 여

가 활동을 즐기고 있다.

2) 연구 참여자 K씨

1962년생 여성이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사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심리적 고통이 남아 있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막내딸인 참여자는

맞벌이로 산후 우울과 류머티즘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에서 치매 걸린 어머니 돌봄이 한계상황에 부딪히면서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였

다. 아무도 없는 빈집을 혼자 지키기보다는 어머니를 전문적으로 돌봐 줄 요양원

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곳으로 모셨다.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한 달 만에 “사

람 살 곳이 못 된다”며 어머니를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과정을 겪으면서 참여자

는 자녀로서 죄책감을 아직도 갖고 있다.

형제들은 모두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참여자는 맞벌이 상황에서 노부모에

대한 돌봄이 힘든 상황이었다. 연로한 친정아버지가 치매 어머니를 돌본다는 전

제하에 연구 참여자와 따로 살게 되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1년 동안 생활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정아버지마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부모님이 함께 요양

원에서 생애를 마쳤다. 아버지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감옥에

서 보냈으며, 2005년 경기도에 있는 H요양원에서 먼저 죽음을 맞이하였다. 어머

니는 아버지의 죽음도 알지 못한 채 치매 말기 상황에서 4년을 이 요양원에서

더 생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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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는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를 혼자 돌보면서 ‘24시간 수발’의 어려움을 겪

었다. 일상생활이 어그러짐을 체험한 K씨는 현재 평범한 일상이 감사함으로 전

환되었고, 지역에서 봉사활동과 좋은 죽음 준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3) 연구 참여자 P씨

1959년생 여성이다. 요양병원에서 친정아버지와 사별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친

정아버지는 91세로 2018년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P씨의 친정아버지

는 2017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주간보호센터에서 3개월을 생활하던 중 친

정어머니의 돌봄이 어려워지자 같은 건물에 있던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

후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전문적 돌봄이 필요하여 요양병원에서 삶의 마지막 시

간을 보냈다. 참여자 P씨는 3녀 1남 중 둘째였으며, 10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별 체험이 있다.

현재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아버지의

기저귀 수발을 하였던 참여자는 시어머니의 기저귀 수발은 ‘의무감’인 반면에 아

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림은 ‘사랑’이었다고 말하였다. 아버지의 잘 살아온 삶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는 참여자는 종교 기관에서 장례식과 추모하는 시간을 통하

여 신앙공동체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다.

4) 연구 참여자 Y씨

1963년생 여성이다. 참여자의 친정어머니는 배우자와 사별 후 70세에 치매가

발병하여 15년 가량 집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그러나 치매 증세가 심해지면서 요

양원으로 거처를 옮긴 뒤 6개월 만에 요양원에서 사별하였다. 15년이란 꽤 긴 시

간을 치매에 걸린 상황에서도 참여자의 어머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회를

혼자 다닐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다. 참여자의 어머니는 경제적 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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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매일 가사도우미·요양보호사 등 돌봄의 분담을 통하여 집에서 혼자 지

냈다. 참여자의 작은오빠가 매일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다. 치매 상황에서 참여자

의 어머니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큰오빠 의견에 따라 친정어머

니는 요양원에 옮겨졌으나 6개월 만에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별하였다. 한

편 참여자의 시어머니 역시 요양병원에서 사별하였다. 참여자는 친정어머니와 시

어머니의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생활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그래도 사람이

살 만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용소의

이미지로 떠올렸다. 참여자는 사별 체험을 통해 대안적인 돌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5) 연구 참여자 J씨 

1963년생 여성이다. 참여자의 친정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질 당시 5남매를 출

가시키고 70대임에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는 친정아버지의 질병과 관

련하여 뇌손상이 90% 이상 진행될 때까지 가족들이 몰랐다. 가족들이 대처를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함과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친정아버지는 3년 여 간을 요양병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1년 반 이상의 시간은

집과 병원을 오가며 5년 여 간 병상생활을 하였다. 참여자의 친정아버지는 간병

인도 믿지 못하고 24시간 배우자만 찾았다고 한다. 팔순의 친정어머니가 아버지

를 집에서 돌보는 것을 자청하였지만, 자녀들은 노모의 건강을 이유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하였다. 50여 년을 법조인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였지만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의료진으로부터 비인격적 대

우를 받으며 죽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참여자는 미리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아버지의 인생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갖

고 있었으며 임종 시기에 호흡기 삽관을 할 것인지를 두고 가족 간에 혼란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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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겪었다. 친정어머니는 이것을 계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는 5년 여 간 병상생활을 하였던 친정아버지를 사별한 후 맏이로

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시간들이 있었다. 존중 받지 못한 채 죽어 가는 아버지의

죽음 과정을 겪으면서 참여자는 일반 병원을 포함하여 요양병원에 불신과 불만

을 나타냈다. 참여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노후에는 미리 죽음을 준

비하는 것과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남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년퇴직 후에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친정아버지의 죽음은 자신과 타

인의 죽음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6) 연구 참여자 M씨

1956년생 여성으로 맏이다. 참여자의 친정어머니는 혼자 생활하던 중 파킨슨과

치매 발병 후 요양병원에서 5년 여 간 생활하였다. 친정어머니는 연금 등 경제적

여유가 있어 요양병원비 등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은 없었다. 참여자는 어머니와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어서 한동안 왕래가 뜸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치

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병원생활의 말기에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일주일에 2∼3회

요양병원을 방문하였다. 친정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임종 시에는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였다.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수액을 맞으며 현관이

굳어져 견갑골 아랫부분에 구멍을 내어 위로 바로 삽관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것

이 연명치료인 줄 알고 참여자는 종교 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을 하였고, 기본적인

영양분 공급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어머니가 요양시설

에서 죽어 가는 과정과 비교하여 아버지와 할머니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 기

억하였다. 가톨릭 신자로 재속회 회원이었던 할머니는 입관할 때 수의로 수도복

을 입었고 돌아가시기 전에 신자로서 종교적 예식을 갖게 되어 가족들이 마음

편히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였다.

참여자는 현재 희귀 질병을 앓고 있으며, 친정어머니의 죽음을 자신의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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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하여 봄으로써 자신의 죽음 준비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참여

자 M씨는 자신도 노령기를 앞둔 시점에서 역지사지를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짐

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러한 사별 체험에서 참여자는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

며,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7) 연구 참여자 B씨

1962년생 여성으로 4녀 1남 중 둘째이다. 참여자의 친정어머니는 이혼 후 참여

자가 사춘기 때 헤어졌으나 25년 만에 재회하였다. 노년기에 혼자 지내던 친정어

머니는 70대에 뇌졸중으로 집에서 쓰러졌다. 참여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형편 때문에 친정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다. 친정어머니는 요양원에서 13

년간 여생을 보냈는데, 생애 마지막 1년여 기간은 치매 질병 외에 피부 질환으로

온몸에 진물이 나는 등 힘겨운 질병치레를 하였다. 참여자는 친정어머니의 고통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가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

하였다.

그러나 친정어머니를 시설에서 따뜻하게 보살펴 준 것에 만족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참여자는 종교 재단

의 요양원의 청결한 시설 관리와 직원들의 온정적인 돌봄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

았다. 또한 노년에 아무도 곁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원에서 치매 걸린 어

머니의 삶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았다.

참여자는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시간들이 피부병으로 비참한 모습 속에서 죽어

감과 초라하였던 어머니의 장례식을 반려동물 ‘강아지의 장례식’과 비교하며 눈

물을 흘렸다. 참여자는 친정어머니의 임종을 혼자 쓸쓸히 지키면서 어머니의 손

을 잡고 “다음 생은 차라리 내 딸로 태어나시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겪으면서 참여자는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과 안락사 등에 대하

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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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 참여자 C씨

1958년생 여성이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친정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사망

하였다. 친정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며 매일 자녀들이 방문하여 간병하였

기에 자식들로부터 버려진 느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는 과정에서 2녀6남의 자녀들 중 어느 누구도 모시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내팽개친 것 같아 죄송했

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참여자는 시어머니의 소외된 삶과 죽음에 대하여 체험

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였다. 친정어머니의 얼굴은 ‘밝은 주름살’ 이미지로 기억하

며 ‘복된 죽음’이라고 말한 반면, 시어머니의 얼굴은 ‘쪼글쪼글하고 어두운 주름

살’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애처로운 삶으로 기억하였다. 참여자는 8남매 중 여섯

번째 며느리였는데, IMF를 겪으며 기울어진 가세로 단칸방에서 생활하였기에 시

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고향에 있는 요양원에서 인생을 마무리한 시어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참여자의

동서인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요양원이 며느리 집인 줄 알고 동료 노인들에게

집주인처럼 행동하였다고 한다. 두 어머니의 사별 체험을 통하여 참여자는 스스

로 행복한 죽음을 맞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배우자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

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9) 연구 참여자 S씨

1963년생 남성이다. 참여자는 5형제 중 셋째로 어머니와 사별한 지 만 2년이

되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가 왔고, 집에서 돌볼

수 없어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다.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

였지만 광고와 달리 재활 치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처 방법

이 잘못되었음을 후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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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어머니는 참여자와 함께 가장 오래 생활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의

존하는 관계였다. ‘돈’ 문제로 형제간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어머니의 요양병원

비용 등 참여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

안 참여자 역시 경제적 부담을 막내 동생에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미안함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는 집안에 질병에 걸린 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 관

계를 팽팽한 실의 관계로 표현하였다. 실을 놓으면 ‘툭’ 끊어지는 것처럼 가족 관

계도 놓으면 끊어지는 것이라고 노모의 돌봄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형제간의 갈등을 묘사하였다.

어머니 병 수발 당시 맞벌이를 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맡기지 않고 참여자는

아들로서 어머니의 기저귀 수발을 직접 하였다. 참여자는 만약에 장모님이라면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부끄러워하였지만 딸이 없는 상황에

서 아들인 자신이 책임감으로 수발하였다고 말하였다.

요양시설에서 죽어 가는 어머니의 사별 체험을 통하여 미래의 우리 모습 ‘자화

상’이라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는 요양시설에서 죽어 간 어머니의 체험을 통하여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은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말하였다.

10) 연구 참여자 H씨

1956년생 남성이다. 참여자는 어머니가 노년에 평소 폐지를 주워 생활하였기에

사별 후에도 폐지 줍는 노인들을 보면 지금도 어머니의 모습이 느껴진다고 하였

다. 3남2녀 중 둘째인 참여자는 어머니의 치매에 대한 수발 부담과 요양병원 비

용 부담을 둘러싸고 형제간 갈등이 생겨 장례 이후에도 형제간 갈등이 회복되지

않았다.

참여자가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할 때, 그리고 요양병원을 방문할 당시 어

머니의 눈빛을 뿌리치고 서둘러 집으로 왔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로 남아 있다.

치매 걸린 어머니는 말로 의사 표현을 못 하였고 입을 굳게 다문 채로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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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줄을 끼고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참여자는 형제와 배우자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반성의 ‘이중적 마음’

이 있었다. 참여자는 자녀들에게 “강아지 똥은 만질 수 있지만 부모 똥은 못 만

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시설에 보내라”고 말하였

다. 참여자는 어머니가 여러 군데 요양원에서 생활할 때 긍정적·부정적 체험을

모두 하였다.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낙상 사고를 당하였을 때는 시설 돌봄에 불신

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생애를 마무리한 종교 시설에서 운영한 요양원에서는 어머니

가 계신 곳이 집보다 나은 안전한 곳, 그리고 어머니를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보

살피는 것을 보면서 시설 생활이 오히려 자녀보다 나은 ‘효’라고 인식하였다. 자

신도 곧 노령기에 접어드는 나이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건강관

리와 노후 준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사례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로서

부모를 요양시설에 위탁한 이들은 부모에 대한 수발 부담과 요양시설에서 부모

의 죽음을 겪으면서 죄책감과 후회 등의 심리적 고통과 함께 연민의 감정이 드

러났다. 자신들도 노령기에 접어드는 나이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건강, 경제력, 노후 준비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죽음을 자화상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참여자들은 부모의 요양시설 입소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형제간 갈등이 있었다. 또한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소외된 죽음을 통하여 존

엄한 죽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존엄한 죽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신들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다. 이러한 과

정들은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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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별 체험에 대한 해석학적인 현상학 반성

van Manen(1990)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별 체험의 의미 구조를 본질적 주

제와 드러난 주제로 구성하였다. 체험된 공간(Lived Space), 체험된 시간(Lived

Time), 체험된 몸(Lived Body), 그리고 체험된 관계(Lived Relationship)를 중심

으로 규명된 주제는 <표 5>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별 체험의 본질적

주제는 체험된 공간에서는【요양시설의 ‘두 얼굴’ - 환대와 천대사이】, 체험된

시간에서는【이고치고(以苦治苦)】22), 체험된 몸에서는【수난 받는 ‘몸꽃’을 응시

함】으로, 그리고 체험된 관계에서는【‘자기 얼굴’을 마주함】으로 구성하였다.

<표 5> 사별 체험의 본질적 주제 및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요양시설의 ‘두 얼굴’
 - 환대와 천대 사이

∙자녀를 대신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살핌
∙환자의 ‘머릿수’
∙가면을 벗은 ‘민낯’

 이고치고(以苦治苦) 
∙‘죽음 앞에 선 삶’ vs ‘삶 앞에 선 죽음’ 투쟁의 순간  
∙영원의 세계로 눈이 뜨임
∙인생의 ‘오계절’

 수난 받는 ‘몸꽃’을 응시함
∙앙금으로 남은 죄책감 
∙평범한 일상을 갉아먹은 ‘24시간 손발’ 
∙연민의 눈물  

 ‘자기 얼굴’을 마주함

∙누구나 가는 길
∙불편한 역지사지
∙벗고 싶은 짐
∙죽음이란 ‘길동무’

22) ‘이고치고’(以苦治苦) 표현은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송기득 저자가 『기독교사상』(2017년 11월

호) ‘특집-노년, 죽음 장례’에서 ‘고통을 고통으로 이겨 낸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57 -

체험된 공간(Lived Space)의 본질적 주제는【요양시설의 ‘두 얼굴’-환대와 천

대 사이】이다. 여기서 드러난 주제로는 <자녀를 대신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

살핌>, <환자의 ‘머릿수’> 그리고 <가면을 벗은 ‘민낯’>으로 나타났다.

체험된 시간(Lived Time)은 고통을 고통으로 다스리는 의미에서【이고치고(以

苦治苦)】로 본질적 주제를 규명하였다. 베이비부머들인 참여자들은 노부모 임종

앞에서 <‘죽음 앞에 선 삶’ vs ‘삶 앞에 선 죽음’ 투쟁의 순간>을 통하여 <‘영원

의 세계'로 눈이 뜨임>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성찰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자신들은 <인생의 ‘오계절’>을 맞이하였다.

체험된 몸(Lived Body)에서는【수난 받는 ‘몸꽃’을 응시함】이 본질적 주제이

다. 드러난 주제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낫지 않는 <앙금으로 남은 죄책감>과

<평범한 일상을 갉아먹은 ‘24시간 손발’>의 고통들이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상

처 받고 수난 받는 부모의 삶에 대해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체험된 관계(Lived Relationship)에서【‘자기 얼굴’을 마주함】은 때로는 <벗고

싶은 짐>이었지만 <누구나 가는 길>이란 것을 참여자들은 알게 되었다. 내리사

랑으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참여자들은 <불편한 역지사지>를 성찰

하게 되면서 <죽음이란 ‘길동무’>를 벗 삼아 이제 자신들의 행복한 죽음을 준비

함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표 6>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중심 의미들과 드러난

주제를 제시하였다.【요양시설의 ‘두 얼굴’-환대와 천대 사이】에서는 요양시설의

‘두 얼굴’이 확인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의 돌봄 서비스를

<자녀를 대신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살핌>으로 받아들였다. 참여자들은 부모

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시설이 오히려 안전한 공간으로 느꼈다. 시설을

봄 서비스를 온정의 손길로 느끼고 있었고, 부모의 생일 잔칫상을 차려줄 땐 자

식보다 나은 ‘효’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요양시설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긍

정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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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 의미

요양시설의 
‘두 얼굴’

- 환대와 천대 
사이

자녀를 대신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살핌

⦁혼자 있는 집보다는 안전한 공간
⦁온정의 손길로 사람이 살 만하다고 느낌
⦁생일 잔칫상을 차려줄 땐 고마움
⦁종교 시설이라 믿음이 감 

환자의 ‘머릿수’

⦁약을 먹인다는 소문이 실제로 믿어짐
⦁기저귀를 방치해 환자들이 구질구질해짐
⦁의료진에게 환자는 귀찮은 존재
⦁가족 같은 돌봄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배려 없는 간병인의 숟가락질에 화가 남
⦁시설에선 환자를 ‘돈’으로 취급함

가면을 벗은 ‘민낯’
⦁시설생활은 감옥살이임
⦁홀로코스트가 떠오름
⦁희망 없이 생사만 확인하는 마음

이고치고
(以苦治苦)

‘죽음 앞에 선 삶’ vs 
‘삶 앞에 선 죽음’ 

투쟁의 순간

⦁목숨만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함
⦁살고 싶어한 아버지 눈빛에 흔들림
⦁코 줄을 빼면 굶겨서 돌아가시는 것 같

아 혼란스러움
⦁비참한 최후에 차라리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함

‘영원의 세계’로 
눈이 뜨임

⦁신앙공동체가 위로됨
⦁소명을 깨닫게 됨
⦁하늘나라 가는 길을 축복함  

인생의 ‘오계절’ 

⦁‘지금 여기에’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짐 
⦁나를 위한 주체적 삶 
⦁긍정적 미래를 설계함
⦁어그러진 일상에서 평범함의 소중함
⦁삶의 의미 재발견 
⦁마음이 자유로워짐

<표 6> 본질적 주제와 드러난 주제 및 중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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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 받는 
‘몸꽃’을 응시함 

앙금으로 남은 
죄책감

⦁부모님이 점점 낯선 이방인이 되어감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한 것을 못 지킨 

것이 후회됨
⦁사람 살 곳이 아님 
⦁부모님을 팽개친 것 같아 찜찜함
⦁자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함

평범한 일상을 
갉아 먹은 

‘24시간 손발’

⦁‘24시간 손과 발’은 누군가의 희생임
⦁일상생활이 어그러짐
⦁주말도 사생활도 없어 소진됨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로 피폐해짐
⦁피해의식에 원망과 섭섭함이 쌓임

연민의 눈물 
 

⦁어둡고 쪼글쪼글한 주름에 안타까움
⦁시설에 혼자 놓고 헤어지며 눈물을 흘림  
⦁폐지 줍는 노인을 보며 노모를 떠올림

‘자기 얼굴’
을 마주함

누구나 가는 길

⦁시설에서 죽어 가는 부모 모습이 미래 내 
모습으로 보임

⦁의식이 없어도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님 
⦁함께 하지 못함을 반성함

불편한 역지사지

⦁개똥은 만져도 부모 똥은 싫을 것이기에 
시설로 보내라 함

⦁자녀에게 짐을 지우는 건 가혹함
⦁나도 못한 것을 기대하기는 힘듦

벗고 싶은 짐
⦁가족 관계가 끊어짐
⦁벗고 싶은 경제적 짐
⦁‘내리 사랑’으로 나도 부모가 되어감

죽음이란 ‘길동무’
⦁인생의 마지막 살고 싶은 곳을 생각함
⦁복된 죽음을 인식함
⦁함께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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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요양시설의 상업성을 발견하며 부모들이 시설에서 간병인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는 분노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을 ‘감옥

살이’ 혹은 ‘홀로코스트’ 이미지로 표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생활한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들로서 <환자의 ‘머릿수’>로 천대를 받았다고 인

식하였다. 요양시설의 선량한 얼굴 이면에는 <가면을 벗은 ‘민낯’>으로 요양시설

이 감옥살이, 수용소, 현대판 고려장 이미지로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참여자

들 가운데 일부는 요양시설은 부모들이 환대받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참

여자들 에게는 천대라는 체험을 함으로써 요양시설의 ‘두 얼굴’을 확인하였다.

체험된 시간【이고치고(以苦治苦)】에서는 참여자들이 <‘죽음 앞에 선 삶’ vs

‘삶 앞에 선 죽음’ 투쟁의 순간>을 맞대면함으로써 부모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갈등을 겪었다. 존엄한 죽음을 인식한 계기가 되

었으며, 이러한 체험은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영원의 세계’로 눈이 뜨

임>이 되었다. 어떤 참여자들은 장례를 치루면서 신앙공동체로부터 위로를 받기

도 하였다. 이들은 부모와 사별한 후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나’를 위한 주체적

삶으로 긍정적 노후 설계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인생의 ‘오계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체험된 몸에서는【수난 받는 ‘몸꽃’을 응시함】으로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죽어감이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갖게 하였다. 참여자

들은 세월이 흘러도 낫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앙금으로 남은 죄책감>이 되었

다. 또한 <평범한 일상을 갉아먹은 ‘24시간 손발’>은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이들의 일상이 ‘죽을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서 참여자들은 부모를 수난 받는 ‘몸꽃’으로 바라보았고, <연민의 눈물>을 흘리

고 있었다.

체험된 관계에서는 노부모의 망가지고 비참한 모습이 바로【‘자기 얼굴’을 마주

함】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요양시설에서 부모가 비참하게 죽어 가는 모

습이 자신의 미래 모습으로 투영되면서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하여 성찰할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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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누구나 가는 길> 이었기에 자녀들에 대하여 자신도 짐

으로 남고 싶지 않은 <불편한 역지사지>를 한 것이다. 이제는 <벗고 싶은 짐>

이었던 경제적 부담, 요양시설의 부모를 누가 모시느냐를 두고 형제간·부부간의

갈등도 모두 내려놓고 <죽음이란 ‘길동무’>와 함께 베이비부머들은 행복한 죽음

을 준비하고 있었다.

1) 체험된 공간(Lived space) 

(1) 요양시설의 ‘두 얼굴’ -  환대와 천대 사이

참여자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서 집과 학교에서 효를 규범으로 배우고

체화한 세대였다. 이들이 부모를 요양시설에 위탁하며 체험한 요양시설은 실제로

어떤 곳이었을까?

체험된 공간으로서 규명한 본질적 주제는 【요양시설의 ‘두 얼굴’ - 환대와 천

대 사이】로 도출하였다. 이들이 체험한 요양시설은 <자녀를 대신한 ‘선한 사마

리아인’의 보살핌> 이란 긍정적 측면과 <환자의 ‘머릿수’>를 ‘돈’으로 셈하는 요

양시설의 <가면을 벗은 ‘민낯’>의 부정적 측면이었다.

(가) 자녀를 대신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살핌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질병 때문에 자신이 평생을 가꾸어 온 집과 가족을 떠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위탁되는 상황이 되었다. 요양시설은 의식이 점점 흐려

지는 부모 입장에서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요양시설’이었고,

자녀들은 집에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보내야만 하는’ 입장이 되

었다.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노년의 부모님이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기를 바랐다. 이들은 질병에 걸린 부모들이 생활하였던 요양원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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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신하여 사랑의 손길로 돌보아 준 고마운 공간으로 기억하였다.

참여자 B씨는 친정어머니가 이혼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25년 만에 재회

하게 되었다. 노년기를 쓸쓸히 혼자 지내던 친정어머니가 70대에 뇌졸중으로 쓰

러진 후 요양원에 모시게 된 사례였다. 참여자는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형편에서

친정어머니를 부양할 수도 돌볼 수도 없었다.

여기는 진짜 제 마음에 꼭 드는, 나보다 더 잘 모셔 줄 수 있는 그런 데여서 마음이 
놓였어요. 요즘에 도심 한가운데 빌딩 몇 층에 있고 그러면… 밖으로는 못 나갈 거니
까 하루 종일 꼼짝 못 하고 건물 안에서만 있고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
리 엄마는 요양원에서 선생님들이 산책도 한 번씩 시켜 주시고, 문 밖에서 자연도 충
분히 지켜보시고, 우리가 가면 또 휠체어 타고 멀리는 안 나가도 그 주변을 한 바퀴씩 
돌고, 자유롭다고 봐야죠. 맘대로는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참여자 B) 

  참 좋아 보였어요. 요양시설은 분위기도 그렇고, 요양보호사들도 깔끔하게 하고 있
고, 어머니 방문할 때 그때만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엄마 오늘 목욕시켜드렸다고 하고. 뭐 그렇게 설명도 해 주고 요양보호
사들도 보니까 *** 교회시설이라 그런지 조금 느낌이 좋더라고요. 종교시설이라 그런
지 몰라도 어딘가 모르게 사랑으로 어머니를 대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휠
체어에 태워서 내려오고 하는 걸 보면 사랑이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네. 어머니한
테 자식처럼 하는 느낌. (참여자 H)

참여자 B씨는 갈 데 없이 혼자 집에서 생활하던 친정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생

활하는 동안 자녀보다 정성으로 돌보아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참

여자들은 종교 시설에서 수녀님들이 온정으로 보살핌은 자녀들보다 훨씬 나은

돌봄이라고 표현하였다. 긍정적 체험을 한 참여자들은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이

공통적이었으며, 특히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시설에 대한 관리는 수

녀원장이 직접 하였고, 직원들의 관계와 청결한 시설 그리고 돌봄 제공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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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높았다. 다른 요양원도 체험하였지만 의무감으로 돌보는 시설과는 느낌

이 달랐다. 요양시설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대신하여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다. 이

런 체험들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시설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

로 바꾼 계기가 되었다.

저는 아주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OO같은 요양시설만 있다면 집에서 부모를 
홀대하거나, 부모한테만 이렇게 막 묶여서 자기 생활이 없는 이런 것보다 아주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부모를 버리는, 
뭐 그 옛날의 고려장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냐, 이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TV에서 나오는 막 할머니·할아버지 뼈 부러지고, 멍들고, 붓고 이런 분들… CCTV 돌
려 보니까 거기 보호자들이 때리고 그랬다. 거기서 관리해 주신 분들이 때려 주거나 
그래서 상처들을 막 입었다고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올 때 보면… 언니랑도 만날 “아
유 엄마는 공주네” 만날 그랬어요. 네. 거기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
면 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원장 수녀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참여자 B)    

참여자 H씨 역시 3남2녀 중 둘째로서, 어머니가 폐지를 모아 생계를 이어가며

혼자 살다 치매가 발병하였다.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 요양시설로 전전하면서 팔

까지 부상당하였을 때는 시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생각하였다.

자신은 물론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갈등도 쌓여 있었다. 그러나 종교재단에서 운

영하는 요양원으로 어머니가 옮긴 이후에는 항상 깨끗한 옷매무새와 식사, 간병

인들의 정성어린 돌봄에 감사하게 되었다.

내가 가족에게 주는 피해를 떠나서… 내가 솔직히 그 당시에는 불효자식이라고 욕하
고, 부모를 버린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 놓고 가 보면 항
상 깔끔하고 깨끗하고.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으면 어머니를 저렇게 해 드릴 수 있을
까? 저는 절대 그렇게까지 해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부모한테 
효도지 불효가 아니다. 더 낫다고 확신을 해요.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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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자녀도 하지 못한 치매 걸린 부모를 정성스럽게 돌봐 준 요양원의

수도자들과 간병인 그리고 직원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부담감을 덜게 되었다. 치매 걸린 노부모의 불편함을 대신하여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들과 직원들이 부모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것은, 자신들이 집에 모시고

있을 형편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설 생활이 노부모에겐 오히려 ‘효’라고 표현하

였다.

1년에 팔십 되시는 분들 다 한복 곱게 입혀 주고… 사진도 있어요. 한복 곱게 입혀
서 가족들 다 오시라고 해서 잔치해 주고 그래요. 생일도 꼭 해서 그때는 왕관 쓰고 
케이크도 해 주고…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생일 때 못 갔는데 찔리더라고요, 미안하고.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해 줄 자녀, 진짜 없어요. (참여자 B)

또한 참여자들은 요양원에서는 미술·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불안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사람이 그래도 살고 있는 느낌’이라고 묘사하였다. 요양원에서 노부모

의 생일을 챙겨 주는가 하면 팔순 잔치를 정성으로 베풀어 준 고마운 기억도 갖

고 있었다. 더욱이 참여자들은 치매 걸린 환자들의 경우 목욕하는 것을 아주 싫

어하여 집에서 목욕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녀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들

이 목욕탕에서 곤욕을 치렀던 것들에 대하여 죄송함과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Vincent van Gogh(1853～1890)의 작품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서에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한 가르침(눅 10:29-37)을 소재로 한다. Gogh의 작품 중 종

교화라고 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긍휼적인 인간의 연대를 가장 잘 보

여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개인이 보여 주는 인간 체험의 핵심은 비

록 그가 비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비참한 체험 안에서 내면에 몸부림

치는 아픔에 깊이 연대하기 위하여 인간의 고통과 상한 마음의 연대를 맺는 모

습으로 Gogh의 작품은 표현한다(최종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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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incent Van Gogh, <선한 사마리아인>23), 1890년

<선한 사마리안>에는 고통과 아픈 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와 그를 돌보는

사람의 관계가 잘 나타난다. 강도를 당한 낯선 나그네에게 우정과 사랑이 가득한

팔을 벌려 환대하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새로운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참여자들은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요양시설에서 부모들이 사랑으로

보살핌을 자녀를 대신한 좋은 돌봄의 관계로 묘사하였다. 종교시설에서 체험한

23) Vincent Van Gogh 작품 원제 The Good Samaritan. 크기 60 x 73cm. 소장처: 크뢸러뮐러 미

술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53516&cid=46720&categoryId=4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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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신뢰를 통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의 손길을 의무감보다 나은 사랑의

손길이라고 표현하였다. 시설에서의 돌봄이 자녀의 효보다 낫다고도 하였고, 요

양시설에서의 돌봄을 좋은 감정으로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상처 입은 순례자인 부모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준 시설에서의

돌봄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살핌으로 체험하였다.

참여자들이 요양시설을 이렇게 체험한 것은, 자녀들도 하기 벅찬 늙고 병든 부

모에 대한 수발을 헌신으로, 그리고 사랑의 손길로 따뜻하게 환대해 준 고마운

곳으로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인간에 대한 예우로써 정성으

로 매 끼니 때마다 돕는 식사, 까다로운 치매환자들의 목욕을 요양보호사들이 기

꺼이 맡아 준 것에 고마워하였다. 또한 청결하게 생활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요양시설을 집보다 안전하게 믿고 자녀보다 나은 돌봄이라고 표현하였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요양시설에서 참여자들이 체험한 환대는 병에 걸린 노

부모를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수발하여 준 것을 의미하였다.

(나) 환자의 ‘머릿수’

참여자들은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매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

하여 요양시설을 닫힌 공간으로 묘사하였다. 참여자들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부모들의 삶을 통하여 체험한 것은 풍문으로만 듣던 ‘약을 먹인다는 소문이 실제

로 믿어짐’이었다. 또한 노인 치매환자인 부모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신

체적 청결이 유지되지 못하여 냄새가 나고 방치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간병

인들이 많은 환자를 관리하면서 ‘기저귀를 방치하여 환자들이 구질구질해짐’을

겪었다고 말하였다.

간병인들이 하는 일은 끼니마다 죽이나 미음을 떠먹여 주어야 한다. 똥오줌 기저귀를 갈

아 주고 침대를 올려 노인 환자를 앉히고 밥상을 펴주는 일 등 그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송기득, 2015). 그러나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간병인들의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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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면서도 중증 환자인 노부모가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땐 속

상하였다.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간병인들이 환자 가족이 있는데도 식사를 강

제로 떠먹이거나 환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때는 엄마가 6인실에 있었어요. 6인실에 계셨는데, 저쪽 구석에 있는 할머니가 치
매기도 오고 몸도 약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숟가락으로 떠먹이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집어넣어요. 한 사람이 여섯 사람을 간수하려니까 힘들겠지만 삼키지도 않
는데 막 때려 넣으니까 이 사람이 막 안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이따가 나중에는 뱉
어내 버리면 야단을 맞아요. 그러다 나는 저게 기도로 넘어가서 잘못되면 어쩌려고 저
러나 싶었는데… 내가 있는데도 그래요.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없으면 다 저런 식으로 할 거 아니냐 싶어서… 기저귀 갈아 
주는 것도 뭘 제대로 해 주겠어요? 그거 보고 나니까 나는 절대 요양병원에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M )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거죠. 제가 가면 보통 점심시간 정도가 되니까… 왜냐면 아
침에 출발해서 가면 거의 점심시간이어서 어머님께 죽이나 밥을 떠먹여 드리고… 그런
데 서울에 있을 때는 조선족 간병사 분들이 여덟 명을 혼자 케어하다 보니까… 어머님
이 나중에는 마비가 와서 혼자 못 드셨거든요. 그러면 먹여 드려야 되니까 씹을 새도 
없이 그냥 막 그렇게… (중략) … 다른 분들 먹은 거 다 치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빨리 밥을 먹어야 당신이 쉬니까…. 정말 밀어 넣더라고요. 
(참여자 S)

밥은 목숨을 이어가는 동력이다. 간병인들에 의존하여 매일 반복되는 ‘숟가락

질’은 중증 환자들에겐 중요한 일상생활이다.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를 가진 환자로서 그곳 시설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배려 없는 간병인들의 숟가락질에 노부모의 수모, 더 나아가 생존을 위협받는 오

싹함을 느낌으로써 요양시설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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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득(2015)은 수기를 통하여 노인 환자들에 대한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식사

수발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어머니 마음’으로 환우들을 돌본다 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아침에는 간병인이 밥을 먹이는데, 간병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어머니 마
음’으로 환우들을 돌본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수발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중
략)… 어느 날 점심때였다. 그날 담당 간병인이 아내 바로 옆자리 할머니에게 밥을 떠
먹이는 것을 보았다. 머리가 하얗게 세고 몸이 깡마른,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였다. 손
을 떨면서 겨우 입으로 밥을 떠 넣을 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는 분이
었다. 간신히 밥을 떠 넣고 씹고 있는데, 그 간병인이 밥 수레가 식당으로 내려갈 시
간이 되었다면서 그 할머니의 숟가락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입에 문 걸 
넘기지도 않았는데 연거푸 밥을 입에 퍼 넣는 게 아닌가. 볼이 불룩해진 할머니는 견
디다 못해 손으로 간병인의 손을 막았다. 숨이 찬 모양이었다. “밥 안 먹겠어요.” 말할 
힘도 없는 할머니가 가냘픈 목소리로 소리라는 걸 지른 것이다. 나는 할머니의 가냘픈 
‘절규’를 듣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상기되어 목소리를 깔았다. 

“아주머니, 약한 할머니에게 어째서 그처럼 사납게 대하십니까?” 
“나도 빨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서, 밥을 먹이다 말고 병실을 휙 나가 버렸다. 제때 가지 않으

면 식당의 문이 닫힌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환우에게 밥을 먹이는 일을 팽개치고 제 
밥 먹겠다고 환우를 놓아둔 채 그냥 나가버릴 수 있는 것인가. 상상만 해도 오싹했다. 
… (중략) … 간병인 가운데는 아주 따뜻하고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환우들을 돌보
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간병인은 마치 ‘천사’ 같다. 자
기 가족에게 하듯, 아니 연인에게 하듯 늙은 환자를 정성껏 모신다. 참으로 보기에 아
름답다. 환우들은 그런 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건넨다. 그런 간병인만 있다면, 노인요
양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을 텐데… (p.40)

이렇게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간병인들의 배려 없는 ‘숟가락질’을 통하여

의무적인 돌봄의 한계를 체험하였다. 그렇다면 배려 없는 숟가락질에 비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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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숟가락질’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살아 있는 사람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한자 眞(진)은 ‘참’이나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

다. 眞자는 目(눈 목)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眞

자는 본래 鼎(솥 정)자와 匕(비수 비)자가 결합한 글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鼎

자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큰 솥을 뜻하고 匕자는 ‘수저’를 표현한 것이다.

신에게 바치는 음식은 참되면서도 정성이 담겨야 한다. 그래서 眞자는 정성스러

운 마음으로 음식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참되다’나 ‘진실되다’라는 뜻을 갖게 되

었다.24)

요양시설을 환대받는 공간으로 체험한 참여자 B씨는 진정한 돌봄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숟가락의 의미를 이렇게 묘사하였다.

식사도,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마비가 와서 숟가락질을 잘 못 하셨죠. 오른쪽에 마
비가 와서 왼손으로 드셨죠. 어쩌다 갔을 때는 … 그것도 가능하게 해 주시고, 식사도 
잘 나왔어요. 정갈하게 깔끔하게… (참여자 B)

한편 부모들이 생활하는 요양병원의 일상은 의료진과 간병인들에게서 배려받

지 못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요양시설에서 가족 같은 돌

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는 우선순위가

시설에서는 환자를 ‘머릿수’로 셈하면서 ‘돈’으로 취급한다고 하였다.

송기득(2015)은 “환자는 병원의 수단이 아니라 병원의 목적(주인)이다.”라고 하

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느낀 요양병원은 아직도 환자들이 의사를 위해서 존재

하는 것처럼 보였고, 참여자들의 시선으로 본 의료진들은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

을 헤아리지 않고 차갑게 대우한다고 느꼈다. 평생을 법조인이나 사업가로 살아

왔던 부모들도 요양시설에서는 중증 환자였고, 치매환자일 뿐이었다.

24)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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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일찍 자라고 수면제 주고… 자기도 자야 되니까. 저는 처음
에는 사실 그런 것들도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금 연변 아줌마들은 환자에 대한 애정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학대도 생기는 거고… 그 사람들은 당장 내 몸이 편하고 힘
드냐만 따지는 거거든요. (참여자 S)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객관적 사실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주변에서 요양
원에선 다들 수면제를 먹인대, 약 준대, 주사 맞춘대, 그래서 계속 자게 한대…. 그러
니까 6인용 병실에 환자는 많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상황이 아니
라는 걸 그들도 알고… 환자들은 그들의 가족도 아니고. 말은 가족처럼 돌본다고 하지
만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엄마가 힘들지만 요양원에서 아빠를 빼내 온 계기가 
아빠가 너무 급격히 나빠지시고 갑자기 바보처럼 되고 우리 아빠도 만날 잠만 주무시
고 계시고… 뭐 이런 거죠. … (중략) … 아빠가 주사 맞으면 “어, 이게 뭐냐? 나는 멀
쩡한데. 이걸 내가 왜 맞아” 처음에는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료 전문가가 아
니다 보니까, 이 약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주면 먹이고, 주면 먹고 이렇게 하니까. (참여자 J)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가족 같은 돌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환자들에게 전문가로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곳

이다. 그러나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요양시설은 휴양하면서 몸을 치료하

는 곳이라기보다는 그저 먹고 잠을 해결할 수 있는 숙박 공간처럼 보였다. 참여

자들은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것은 의무적인 육체적 돌봄은 있었지만, ‘심리적

돌봄’은 없다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어떤 요양시설의 경우는 환자를 상품과 같이 ‘돈’으로 취

급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요양시설 운영의 재정적 불투명에 대하여 불만

이 높았다. 또한 시설에서는 노인 환자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부족함을 체험하였

다.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요양시설에서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약을 처방해

주었기에 노인 환자들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바보가 되어 갔다는 진술도 하였

다. 환자는 ‘병원의 상품일 뿐’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죽



- 71 -

음은 존엄하게 죽기에 적당하지 못한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요양

시설은 참여자들에게 배제감·소외감을 느끼게 하면서 참여자들은 불신과 불만을

나타냈다.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대하는… 환자들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사
람들은 상품인 거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돈이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옮
긴 건 경제적 부담하고… 뭐라고 할까요. 새 건물로 가면서 돈을 올리고… 그런데 거
기는 느낌이 되게 안 좋았어요. 뭔가 감추고 있는 느낌, 투명하지 않는 그런 것들. 옮
기기 전에는 그래도 인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보였거든요.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새 건물로 옮기고 나서는 아주 차가워진, 시스템적으로 대
하고 있구나. 뭔가를 감추는 것 같은 느낌. 어머니가 2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도 자기네들이 다 갖고.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 오잖아요. 그런 
것들… 왜냐면 그런 적용은 요양원에서만 적용되고 요양병원에선 안 된다는 거죠. 그
런데도 나오는 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참여자 S)

그러니까 제때제때 기저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보면 항상 방치되어 있는 
거죠. 보호자 없이도 된다 그러는데 환자가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 (중략) … 쉬지
를 못 하시고 쉬는 게 뭐 죄악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는데 한번 제대로 떠나 보지도 못하고 말년을 천덕꾸러기처럼 
새파랗게 젊은 여의사한테 짐덩이처럼 취급 받으면서 5년을 지내다 가실 거… 결국 한 
줌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다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
분이 어떤 분이시든 일생을 참 열심히 사셨을 텐데…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고… 마지
막에 저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참여자 J) 

우리나라 요양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민간 요양시설이 설립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참여자들은 부모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입장

에서 시설의 상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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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면을 벗은 ‘민낯’

요양시설에서 참여자들이 부모들을 만나며 실제 체험한 것들 가운데 ‘시설생활

은 감옥살이임’, ‘홀로코스트가 떠오름’, ‘현대판 고려장 시선’, ‘희망 없는 생사만

확인하는 마음’ 등 의미 있는 진술들이 드러났다. 부모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생활은 참여자들에게 대부분 ‘감옥살이’로 표현되었다.

감옥이란 공간은 24시간 내내 일거수일투족이 날카로운 감시의 눈길을 받게

되는 곳이다.25) 참여자들은 부모들의 요양시설에서 삶을 보며 이곳을 ‘감옥살이’

로 묘사하였다. 심지어는 요양시설에서 죽어감을 수용소의 죽음의 행렬 이미지로

묘사하였다. 요양시설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감옥살이’, 창살 없는 감옥살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요양시설의 <가면을 벗은 ‘민낯’>이었다.

아버지는 한창 젊을 때도 그런 데 놀러 다니는 거 거의 못 하고, 요양병원에만 갇혀 
있을 땐 감옥살이였지요. 그땐 잠도 잘 못 주시고. (참여자 L) 

다른 요양시설에 가면 어딘가 모르게 삭막하다는 표현보다는 가둬 놓는다는 느낌. 
가둬 놓은 느낌을 뭐라고 해야 되나, 감옥? 하여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닫혀 있는, 가둬 놓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H)

도심에 있으면, 빌딩에 있으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치매나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
으로 다 안에 계시니까 관리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도 뭐 그런 카드가 있어야 
되고 일단은…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한번 들어가면 감옥. 창살 없는 감옥.(참여자 B)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시설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왜냐
하면 배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빠처럼 못 다니는 분들, 와상환자들이 많

25) 내 몸이지만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감옥 생활은 몸과 정신 모두를 감시하고 길들이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작동하는 것이 감옥이란 공간의 본질이다(조명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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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까. 와상환자들은 와상환자들끼리 따로 넣어 놓더라고요. 조금 거동이 되시는 분
들은 늘 나가시니까. 조그만 카드가 없으면 엘리베이터가 안 열려요. 안전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 놓고 위생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외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
이 확인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놓고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갇힌 생
활이죠. 내가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매점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커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냥 휴식 공간에 TV 하나 달랑 있는 정도… 
그리고 와상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여자 P)

요양시설이란 공간을 참여자들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없는 곳으로 보았다.

지리학자들은 장소 개념을 사람들의 일상적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 인간의 체험이 체화된 곳으로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사회

적 구성물이라고 하였다(Agnew, 1987; Cresswell, 2004).

이러한 관점에서 장소는 내·외부의 다양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

는 과정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란 특정 장소

에 ‘국지화’(localized)된 사건들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지리적 근접성

(proximity)을 바탕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해당 장소에서 ‘공간적으로 뿌리내

리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Jessop 등, 2008).

그러나 요양시설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하는 노인 환자들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녀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요양시설은 사회 공간적 관계에서 사람들 사

이의 갈등과 소외, 배제 등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참여자들

은 요양원·요양병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노숙인 쉼터로, 혹은 대형 요양병원의 경

우는 유대인 수용소 등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였다.

그 전에 수용소 같은 대형 요양병원을 갔더니 거기는 진짜 무슨 수용소, 유대인 수
용소 같은 느낌! 머리들이 다 짧잖아요. 빡빡 깎기도 하고 하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들
고… 게다가 냄새도 많이 나요. 다 기저귀 차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깨끗이 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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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냄새가 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요양병원, 우리 (친정)어머니는 요양원, 병원
이 아니고 그냥 집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느낌, 저기는 죽은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 Y)

그런데 다 움직이면 돈이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뒷받침도 못 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 실태가 진짜 노인지옥이라잖아요.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저주라잖아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재앙이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그래
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세상에 300석이라는데, 저는 거기서 시신이 나가는 것
도 무수히 봤어요. 엘리베이터를 정지를 시켜요. 그래서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보
면 지하실 베드에 시신이 있어요. 생각을 해 봐요. 그 300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
이 한 두 명이겠어요. 마지막 가는 임종의 기로에 있는 분들이 있는 요양병원인데 하
루에 한 분만 돌아가시겠냐고요. (참여자 P)

한편 요양시설은 와상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의 구조상 보호자인 자녀들이

방문을 하여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공간이었다. 요양시설에서는 4인에서 8인실까

지 많은 환자가 한 방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녀들이 방문해도 머물면서 상호작용

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짧게는 30분에서 반나절을 머무르며, 부모님이 침대에 누

워 있는 모습만 보고 돌아서야 할 수밖에 없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생사만

확인하는 마음이었다.

집에 가고 싶으셨는데 어느 순간에 포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치매가 더 심
해졌고. 당신이 어느 부분은 포기하고 나서… 사실은 희망이 없잖아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 같은. 다시 경로당으로 가서, 전에는 고스톱도 치고 하셨는데 그
럴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 계셨던 요양원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여덟 명이 있었지만 
관계가… 내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맘먹고 나갔을 때 그런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공간에 내가 있는… (참여자 S)



- 75 -

다 젊었을 땐 한 자리 하셨다더라. 그런데 지금은 저러시단다. 그리고 코 줄 꿰고 
가만히 앉아서 먼 산만 바라보시는 분, 혼자서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할머니 분들… 
가족들이 가끔 와서 옆에서 뭐… 그런데 가족들이 온다는 게 간병 때문에 오는 게 아
니고 그냥 잠깐 보러 오는 거죠. 거기서 식구들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손주
에게는 장난감을 줘서 놀게 하고, 그냥 엄마·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밥 먹고 인사하고. 
또 간병인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병인들한테 돈 쥐어 주고, 간식 주시고. 그리고 그
냥 가시는 거죠. 환자들의 삶이라는 건 그냥 누워 있는 거 말고 거의 없죠. (참여자 J)

요양과 재활을 위하여 부모를 요양시설에 보내 드렸지만 참여자들이 겪은 것

은 부모들이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지만 치매가 빨리 진행되거나, 걸어서 들어갔

다가 중증환자로 빨리 진행되는 것이었다.

말기 정도 되면 이제 누워서 못 일어나거든요. 말기까지 가신 거지요. 어차피 돌연
사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말기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누워 가지고… 누워 있다 보면 
안의 소화가 잘 안 되셔서 호스 뚫어 가지고 음식 공급하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거예
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뇌세포가 자꾸 망가지고 하니까 언어가 없어지고, 기억
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입이 닫히고 그리고… 못 일어나는 거지요. (참여자 K) 

한 방에 네 분인가 계시는데 처음에는 그 네 분이 그냥 침대 생활을 하게 하더라고
요. 그게 난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차라리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잠만 
침대에서 자면 되는데… 아예 거기다 눕혀 놓고 산보하는 정도만…. 휠체어 태워서 데
리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환자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참여자 M) 

수술을 하고 계속 누워 계시니까 신체적으로 많이 떨어지시고, 다리도 앙상하고, 계
속 누워 계시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하나 알게 된 게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환자가 되던데요. 분명히 들어갔을 땐 뇌수술하시고, 누
워 계시고 처음엔 괜찮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계속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뭐, 계속 환자가 신경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약간 안정제 같은 걸 계속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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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사람이 멍해지고, 온순해 지고, 계속 누워 있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러니
까… 할 일이 없으니까, 다리는 계속 가늘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혼자서 못 일어
나시고. 그러니까 대소변을 받아 내고, 대소변을 받아 내니까 더 일어날 필요가 없고 
그러다가 폐렴이 오고… 그리고 관을 뚫고 이러면서 병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서서히 
서서히 약해지시더라고요. (참여자 J)

참여자 Y씨의 시어머니는 자녀가 8명 있었지만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

요양병원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의 미안함을

떨쳐 버리지 못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직장 일을 마치고 요양병원을 방문하였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던 참여자는 시어머니의 요양병원 생활에 대하여 이

렇게 말하였다.

이게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닌 죽음을 기다리는 거… (참여자 Y)

참여자들이 요양시설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체험한 것은 가족도 다 하지 못한

부모들에 대한 돌봄을 따뜻하게 마련하여 준 환대의 공간인 동시에 인간적으로

수치스러움을 갖게 한 공간으로서 <가면을 벗은 ’민낯’>으로 인식되었다.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된다(Lefèbvre, 1974). 그러나 참여자들에게 비쳐진 요

양시설이란 공간은 사회적 공간이라고 하기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배제하

고 소외시킴으로써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만들어 내는 장소로 느끼고 있었다. 참

여자들은 요양시설이 상호작용의 사회적 공간으로서 병실의 풍경을 단면적이나

마 이렇게 표현하였다.

우리 시어머니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할머니나 사
람들이 다 좋아해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 자체가 다 목에나 코에 줄을 끼고 의식이 없
거나 말을 못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덟 명이면 한 두세 명 정도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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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참여자 Y)

한편 참여자들은 부모를 집에서 부양하다가 도중에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

갈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K씨의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폭력 등 비인간

적인 대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참여자 K씨에게 말하였다. 요양원에 노부모를 버

린다는 인식이 참여자들의 부모 세대에서는 강하였기에 참여자 K씨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죄인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 K씨의 아버지는 요양

원에서 치매환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때렸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자신이 친정

어머니와 집에서 함께 살 때 목욕탕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떠밀고 때릴 때의 체

험을 되돌아보면서, 만약에 요양원에서 때렸다 하여도 자신은 그 상황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이 현대판 고려장이란

사회적 편견과 가족으로부터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 체험된 시간(Lived time)

(1) 이고치고(以苦治苦) 

참여자들이 겪은 시간은 【이고치고(以苦治苦)】로 <‘죽음 앞에 선 삶’ vs ‘삶

앞에 선 죽음’ 투쟁의 순간>, <‘영원의 세계’로 눈이 뜨임>, 그리고 <인생의 ‘오

계절’>이 드러난 주제이다.

부모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참여자들은 다시 한 번 고통의 시간을 맞는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발병하여 요양시설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의 순간에 고통

받았다. 치매 말기 혹은 중증의 질환으로 노부모의 임종 직전에 참여자들은 대부

분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렸다. 삶과 죽

음이 치열하게 대면하는 순간에 참여자들은 혼란 속에서 이고치고(以苦治苦), 즉

고통을 고통으로 다스리는 체험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연명치료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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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였다. 인공적으로 목숨의 길이를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였

다. 이렇게 삶과 죽음이 대면하는 투쟁의 시간을 받아들임으로써 참여자들은 존

엄한 죽음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의 삶을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영원의 세계’로 눈이 뜨임>을 체험한 것이다. 이것은 비

통하게 죽어 가는 부모의 상실을 체험하면서, ‘삶 앞에 선 죽음’을 ‘죽음 앞에 선

삶’으로 복귀하게 되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부모와 같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죽음을 ‘닮고 싶지 않은 삶’

으로 인식하면서, 실제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간들은

참여자들이 ‘영원의 세계’에 눈을 뜨면서,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재

발견하는 과정들이 되었다.

(가) ‘죽음 앞에 선 삶’ vs ‘삶 앞에 선 죽음’ 투쟁의 순간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삶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느꼈다. 연명치료와 관련하

여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삶을 연장할 것인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의 경계

에 들어선 부모를 두고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혼란

의 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 스스로 내면의 고통을 겪음은 물론이고,

가족 간 의견을 합의하는 데도 쉽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소변 하나 못 보고 용변 하나 못 봐
서 기저귀에 싸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치워 주고. 나는 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
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당연히 체험에 의해서죠. 그
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참여자 B)

참여자 가운데는 코 줄을 장기간 끼고서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아버

지 ‘눈빛’ 때문에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흔들리는 체험(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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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을 하였고, 코 줄을 빼면 굶겨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 혼란스러운 가운데 종

교 기관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한 경우(참여자 M씨)도 있었다. 연명치료로

친정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연명치료를 거부 하였지만 막상 친정어머니를

보니 굶어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종교 기관 생

명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최소한 물과 영양분 공급을 한 후에는 마음이 편해졌다.

참여자 M씨는 친정어머니가 집에 있었다면 최소한 미음이라도 해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처음엔 삽관하는 걸 저희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목에 삽관을 하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반대를 했고요. 그건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위에 식사만 하는 삽관이 있어요. 그건 하셨는데요, 나중에 폐 때문에 
호흡하는 삽관, 삽관을 하기 시작하면 빼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호흡만 가능하면 3
년, 5년, 7년 몇 년이 갈지도 모르고. 그냥 생명에 대한 연장만 하는 거고. 벌써 그때
도 5년이 지났었고, 엄마도 많이 지치셨고… 어쩌면 아빠는 그걸 원하셨을지도 몰라
요. 마지막에 저희가 아빠가 우리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거의 임종 가까이 왔을 때요. 저희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왜냐면 그때쯤 되
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5년이 지나니까 아버지도 안 됐지만, 처음엔 이제 아빠만 
안 됐다가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아 계신 엄마도 살아야 하는데 있는 돈 다 까먹
고... 예를 들어 아버지가 5년 10년 더 누워 계시면 그걸 어떡하나? 그래서 현실적으
로 결정한 것 같아요. (참여자 J)

참여자들은 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의 임종 순간에 연명치료에 대한 고민과 갈등

의 순간들을 겪었다. 이러한 순간에 가족들은 대부분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이 찬

성과 반대로 나뉘어 의견을 절충하거나 합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

에서는 ○○병원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하여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

다.26) 연명치료는 환자를 치료하고 완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목숨만 연장하

26)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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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환자와 가족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참여자들은 말하였다.

요양병원에서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있어요. 연명치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
를 병원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원했을 때. 그런데 자녀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언니랑 저는 연명치료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고, 엄마하고 남동생은 하겠대요. 그러니
까 여자들이 좀 강한 거 같아. 우리는 왜 엄마, 아빠를 고생시키느냐? 연명치료라는 
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니랑 저는 연명치료는 아빠
를 또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 그렇다고 연명치료를 해서 뭐 완전히 나아서, 살아서 다
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연명치료가 아니라 뭔들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만 끄는 거잖아요. (참여자 P)

참여자 H씨는 5남매였지만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질 수는 없었다. 살아서 또한 죽어가면서도 고통 받고 수난 당하였던 어머니

의 삶, 수년간 코 줄을 끼고 식사를 하면서도 질기게 이어가는 목숨은 인간으로

서 존중받지 못한 죽음이었음을 그는 기억하였다.

식사는 코로 영양제를 넣어 드렸어요. 3년 정도. 그래서 사실은 도리는 아니었지만. 
‘아휴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살면 뭐 하냐. 드시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고 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어
머니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래서 ‘아휴 저렇게 사실 바에야 차라리 빨리 돌아가셔.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셔.’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누워 계셨어도. 코에 꽂고 계셔도 살아 계셨으면,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이라든가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

잃고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있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의사임을 밝히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환자

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중단 논의는 무의미한

의료에 집착하는 의료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이은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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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여
자 B) 

참여자 B씨는 13년을 요양원에서 살았던 친정어머니가 생애 가운데 마지막 1

년여 시간을 피부병으로 온몸에 진물이 나고 흉측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어떠

한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 모습이 혹독해 보였다. 자녀의 입장에

서는 ‘이렇게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가시는 게 더 낫겠다’고 못된 생각을 하였다

고 표현하였다.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가 벽에 똥칠을 하고 뇌졸중으로 혼절하였

을 때 참여자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을

두고 사무친 후회로 남아 있기에 어머니의 임종 시기에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참여자는 그래서 심폐소생은 안 하였지만 코 줄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하였다. 굶겨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의

식이 없는 상태에서 친정어머니의 의지나 의식 없이 강제로 삶을 연명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과연 좋은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연세 드시면 몸들도 많이 왜소해지시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도 봤는데 심폐소생을 하는 경우에 너무 심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거꾸로 돌아
가실 정도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건 나도 하지 않겠다. 저도 일단 거
기에는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식사를 못 한다고 코 줄을 끼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니까…. 어찌 됐건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굶겨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 (중략) … 자녀
한테도 버림받았거나 그런 사람이 의지할 때도 없고 의식도 없이 그냥 삶을 연명하는 
건 그 사람한테 엄청 고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B)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과 가족들은 대부분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참여자들이 사전연명의

료의향서를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고, 또 앞으로 서명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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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첫 번째로 연명치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연명치료 같은 거 안 하고 저는 정말 
제가 어머니 같은 상황이 되면,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더 이상 살 필요 없단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S)

(나) ‘영원의 세계’로 눈이 뜨임

참여자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투쟁의 시간을 가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

실한 사람들은 삶과 죽음, 질병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를 원

한다. 이것은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었다.

‘영원의 세계’로 눈이 뜨이는 과정은 부모님의 장례식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가

는 길을 축복하고 신앙공동체와 연대감을 가지면서 위로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신앙의 영적인 눈으로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영적 여정을 겪

는 참여자들 가운데는 각기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에 따라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Mitchell & Anderson(1983)은 상실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슬픔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의 죽음과 관련하여 신앙공동체를 영성의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사별자들에게 신앙공동체는 가

장 중요한 도움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참여자들은 부모의 죽음과

관련하여 신앙공동체에서 위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가운데는 사별 체

험을 계기로 목회자로서 자기 소명의 길을 걷게 된 이도 있었으며, 일상적 삶으

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명으로 알고 잘 해내기를 소망하고 있었

다.

세상일은, 그런 절차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에 보내 드리는 
잔치라 그럴까. 천국 가는 잔치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떳떳하게 자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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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까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아버지 장례식장을 보니까 서
로 아버지에 대해서 추도사를 하고 싶고, 서로 아버지의 고별 예배에 찬양을 하고 싶
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
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를 저는 이번에 봤거든요. 참 자랑스러웠어요. (참여자 P)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 몫이 다 있는 거 같아요. 자기 몫이 다 있어서 그 몫을 어떻
게 수행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거 같아요. 내가 내 몫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이쁘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셨는데 그걸 역행하면서까지 나쁜 생각하고, 인상 쓰
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주어진 직분이잖아요. 이쁘고 깨끗하
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 땅에서 너한테 꼭 필요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
으로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잘 못 하고 가면 안 될 거 같아요. (참
여자 C)

철학자 Derrida는 지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많은 추도사를 남겼다. Derrida에

게 죽음은 단지 없어짐이나 유한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흔적·반복·생존

등에 의해 기록되며 동시에 초월하는 것이다(Starling, 2002). 그는 죽은 자가 오

직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이야기할 것이며 이러한 대화로 우리는 죽은 자들을

살아 있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하정미, 2016).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사별한 부모에 대한 추도사 혹은 하늘나라에 보내는

편지를 요청하였을 때 심층 면담 후에 보내왔다. 이들에게 부모란 존재는 인생의

버팀목이었으며, 자신들의 삶에서 그리움·감사함·희생적 존재로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신적 혹은 육체적 어려움으로 고

통 가득하였던 부모들이 이 땅보다 더 좋은 나라에 가시기를 소망하였다. 참여자

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을 현재로 불러들임으로써 친밀한 사랑을 확인하였

고, 죄송함을 고백하였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부모를 기억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이들에게 죽음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인간의 존엄한 죽음의 가치를 알게 해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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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Y씨 추도사>

사랑하는 엄마를 이제 떠나보냅니다. 유복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걱정 없이 유
년시절을 보냈다 합니다. 동네아이들과 연극을 하며 즐거이 지내던 어린 시절을 이야
기할 때는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같이 순진하고 행복한 얼굴이 되던 것을 기억합니다. 
… (중략) … 우리나라의 험난한 역사와 더불어 전쟁과 피란을 겪었으며 처녀 때 벽돌
을 나르며 교회를 지었던 때부터 오늘까지 OO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늘 우리 OO교회
는, 우리 OO교회는 하시던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결혼 후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으며 택시 운전을 하며 점심까지 집에 들어와 드시던 
아버지의 세끼 밥을 정성스럽게 챙기셨습니다. 밥을 해서 식을 새라 아랫목에 두고 팔
팔 끓는 찌개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연탄불에서도 뜨거운 찌개를 끓여 드렸습
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매도 지금껏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죠. 만화가게를 하며 친할머
니 외할머니 두 분을 가게 2층에서 모시던 생각이 납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친할머니
가 복수가 차서 고생하실 때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복수를 빼고 치매인 외할머니께서 
이불을 적시면 그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이불 빨래를 하셨습니다. 김장 백포기를 하시
며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웃들과도 즐겁게 보내셨습니다. 넉넉
지 않은 살림을 돕느라 늘 가사와 벌이를 함께 하셨고 손뜨개로 우리들의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갑은 물론이고 스웨터, 코트까지도. … (중략) …

치매로 고생할 때 작은오빠와 미운 정 고운 정 많이 쌓아서 작은 오빠가 많이 울 
듯합니다. 많이 아프지 말고 편안히 가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기억들
을 더듬으며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 품안에서 편히 쉬세
요. 저희도 남은 생애 동안 서로 화목하게 살면서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 삶이 되겠습
니다. 그 후 천국에서 만나요. 

엄마 안녕….

참여자 K씨의 친정어머니는 치매로 힘들어하면서도 손주를 끝까지 양육하고,

마지막까지 손주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못하였다. 참여자의 초등학생 1학년 아들

이었던 그 손주는 『오른발 왼발』에 나오는 주인공 보비처럼 주간보호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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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오는 길에 치매 걸린 외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30여 분 거리를 매일 걸

어왔다고 한다. 참여자 K씨는 친정어머니의 삶을 의인이란 단어로 묘사하면서

어느 한 단어로 존재의 의미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말하였다.

살면서 희로애락으로 다가오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리고 뭐 
애증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는 나를 왜 낳았
나 하는 원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 힘들었을 때는 왜 우리 집은 이
렇게 밖에 안 되나? 왜 자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밖에 안 되나. 그런 원망 
같은 감정이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사춘기나 이럴 때, 친구 집하고 비교 같은 
걸하고. 예민했을 때는 그랬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엄마를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많았고, 나중에는… 이게 엄마에 대한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한다는 자체
가 참 어불성설인 거 같아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엄마라는 
걸 나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불가사의한 부분이 많잖아. 살신성인이
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의인이라고 칭송되잖아요. 타인에 관해서 자기의 목숨
을 내놓고 사람을 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의인으로 칭송되어지는데 나와 나한테 육신
의 모습을 물려 준 사람이니까. 옛날에 신이 모든 사람을 다 케어를 못 하기 때문에 
엄마란 존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이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적합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엄마라는 건 너무 많은 단어가 계속 왔
다 갔다 해서 딱히 하나로 둘 수 있는 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참여자 K)

<참여자 K씨 편지>

언제나 그리운 울 엄마에게
올해 6월 8일이면 벌써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신 지 꼭 10년째 

되네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엄마가 늘 안쓰러워하던 막내딸, 
내 나이가 벌써 환갑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모든 기억을 잃은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
가 유일하게 기억하던 엄마의 막내 외손주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
딛게 되었답니다. 경제도 좋지 않고 젊은 층들이 취업이 안 되어 넘 어려운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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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이름 있는 큰 회사는 아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회사에 졸업 전에 취직
이 되었어요. 엄마가 계셨다면 그 누구보다도 축하를 해주고 등어리 토닥거리며 대견
해 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아쉬운 마음 달래요.

내 나이가 벌써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될 수 있고, 장모도 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
고 보니 엄마가 지내왔던 세월들이 새삼 더 아프게 느껴지네요. 내가 엄마였다면 엄마
처럼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엄마, 부잣
집에서 고이 자라다가 조금은 특별한 아버지와 일찍 결혼이란 걸 하면서, 그 고생의 
대가가 치매라는 병으로 나타났을 땐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죠. 본인의 기억을 점점 
망각해 가면서 10년 넘게 고생 많이 하시다가 엄만 그렇게 가족 곁을 떠나셨어요. 

엄마와 함께 했지만 엄마를 잃어버린 그 시절들이 돌이켜 보면 후회스러운 마음에 
먹먹해집니다. 치매라는 병과 싸워야 했던 사람은 환자인 엄마 자신보다는 옆에서 돌
보는 사람의 몫이었기에 지병으로 힘들어하며 직장과 가정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했던 
나는 그 시간들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결국은 엄마가 지내실 요양원을 알아봤던 일
들이 후회로 밀려와 때론 나를 힘겹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엄마, 엄마는 날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기쁘거나 힘들고 지칠 때 엄
마가 자꾸 보고 싶고 엄마의 생전 모습 생각하며 나도 이런 엄마가 있었는데, 라는 생
각이 들어요. 내 아이에게 엄마지만 우리 엄마에겐 그저 영원한 자식으로 남고 싶답니
다. 엄마, 지난달 30일 엄마 아버지 계신 곳이 변경되었어요.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
셨던 분들이 함께 계신 곳으로 옮겼는데 새집으로 이사 간 느낌이 어때요? 그 쪽에서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편안하시길 바래요.

2019년 4월 19 막내딸 드림  

참여자들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란 존재를 다시 기억하며 고마운 사랑

에 감사함을 느꼈다. 죽음은 여전히 접근 불가하고 모호한 영역이지만 사별 체험

으로 인하여 참여자들은 추도사와 하늘나라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부모님 생

전에 표현 못 하였던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곁에 없지만 고인에게 전하고 싶

은 마음을 편지로 대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고, 고인과 함께 연결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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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면서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말 아버지께 감사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너무 감사했고. 감사한 걸 그
때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몰랐구나. 그리고 감사함을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다 못 
했구나. 아직도 여전히 감사하구나. 감사하다고 다시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게 제일 컸
던 부분이고요. 그랬던 거 같아요. 그냥 감사, 그냥 감사예요. 감사고. 오히려 제가 아
빠에 대한 이런 글을 쓰면서 한번, 아버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좋았던 
거 같아요. (참여자 J)

<참여자 J씨 편지> 

아버지께 드리는 글
아빠, 안녕하셨어요. 그곳에서 이젠 아프지 않고 평안히 잘 지내시지요? 오래전 아

빠 고희연 때 써보곤 아주 오랜만에 아빠에게 편지를 써 보네요. 평생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에게 받은 거 하나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가정을 이루고 5남매를 
낳아 기르시면서 평생 일만 하다가 78세에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셔서 5년을 
편찮으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나 애통하고 자식으로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아
버지가 가신 5년 전 늦가을과 겨울을 어찌 지내는지 모르게 마음 아파하면서 지내 놓
고도 막상 세월이 흐르면서는 점점 생활에 젖고 타성에 젖어 아무래도 아버지를 그리
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옅어지면서 또한 저의 그 얄팍한 무심함이 얼마나 죄스러운지도 
모른 채 지났어요.

이번에 아버지를 다시 생각할 기회가 되면서 새삼 제가 얼마나 평생 성실하고 올곧
고 책임감 강하며 한편 가족들에게 정이 넘치며 가정적인 아빠를 가진 것이 행운이었
는지 다시 한 번 깨닫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빠! 5남매의 맏이로 늘 부모님의 넘
치는 사랑을 받으며 지내왔지만, 아버지 살아계실 땐 제대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살았네요. 참 모자라고 죄송해요. 돌이켜 보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진, 항상 저
희 곁에 계셔 주신, 많은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우선 아버진, 저희들에
게 늘 공부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지요. … (중략) … 늘 일찍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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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옆구리에 가득 일거리를 가져 오셔서 집에서 판결문도 작성하시고, 일도 열심
히 하셨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희 모두에게 공부하는 모범을 
몸소 보여주신 거지요. 물론 저희들은 아버지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매
사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도 저희가 살아가는 좌우명이 되었습
니다. … (중략) …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늘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곤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말은 “남에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한, 그래서 스스로에게 떳떳한 모습이 진정 성공한 자의 모습이
라고, 또 타인의 잣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는 저희가 가장 존경하는,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지금은 저희 곁에 안 계신다는 것이 가끔은 믿기지도 않고, 아주 자
주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평생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나 아깝고 슬프지만 저희 5남매는 이렇게 아버지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영원히 그리며,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씩씩하고 정직하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갈게요. … (중략) … 아버지의 딸이라 행복했고, 앞으로도 늘 영원히 자랑
스러울 거예요. 아빠! 사랑합니다.

2019. 4. 30 큰딸 올림 

참여자 Y씨는 친정어머니의 치매 이전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녀를 위해 희생적

인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Y씨의 친정어머니

역시 며느리와 딸로서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도맡아 하면서도, 치매 걸린 친정어

머니가 추운 겨울에 이불을 적시면 맨손으로 이불 빨래를 하였던 희생적인 삶이

었다. 참여자 K씨의 친정어머니 삶도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헌신한 삶으

로 친정어머니를 ‘의인’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막내딸로서 친정어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시간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인터넷을 통하여 요양원을

찾고 어머니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참여자 J씨는 친정아버지의 모범적 삶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보여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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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삶의 마무리가 병원생활에서 외롭게 죽어 감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20세기 초에 태어나 식민지, 전쟁과 보릿고개 등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식에게 가진 것을 다 쏟아 주려 했던 고인들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마지막 이

별의 순간에 공통적으로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좋은 곳에서 생활

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었다.

(다) 인생의 ‘오계절’

참여자들의 사별 체험은 다양하게 드러났는데, 어떤 참여자는 당시에는 무감각

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였고, 어떤 참여자들은 사별 후 몇 달간을 우울함으로 보내

기도 하였다. 또한 장례예식을 통하여 신앙공동체의 위로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생애가 자랑스럽게 느꼈다고 말하는 참여자도 있었고, 반려견 장례식을 비유로

들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노모와 사별한 참여자도 있었다. 그런 체험을 통해 참여

자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게 되었다.

구상 시인은 시「임종예습(臨終豫習)」에서 죽음에 대한 예습을 “흰 홑이불에 

덮여/ 앰뷸런스에 실려 간다.// 밤하늘이 거꾸로 발밑에 드리우며/ 죽음의 아슬한 수렁을 
짓는다.// 이 채로 굳어 뻗어진 내 송장과/ 사그라져 앙상한 내 해골이 떠오른다.// 돌이
켜보아야 착오투성이 한평생/ 영원의 동산에다 꽃 피울 사랑커녕/ 땀과 눈물의 새싹도 못 

지녔다.// 이제 허둥댔자 부질없는 노릇이지…” 라고 표현하였다. 시인은 임종고백(臨

終告白)에서도 “나는 한평생 내가 나를/ 속이며 살아왔다.// 이는 내가 나를 마주하는 

게/ 무엇보다도 두려워서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 앞에 놓인 삶을

죽음과 동일시하면서 임종예습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삶과 죽음의

투쟁의 시간들을 어두운 터널로 통과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부모를 보내드리는 엄숙한 임종의 순간에 존엄한 죽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부모인 타인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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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과정이었다. 이로 인하여 참여자들은 <인생

의 ‘오계절’>을 맞이하였다. 이 주제에서는 ‘지금 여기에’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

짐, 나를 위한 주체적 삶, 긍정적 미래를 설계함, 어그러진 일상에서 평범함의 소

중함을 앎,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으로 중심 의미가 모아졌다.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소심한, 뭐랄까 안달하는 성격. 제가 안달 안달하는 어머니
의 성격을 좀 닮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거
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 (중략) … 지금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니더라
고요. 그래서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어차피 부족한데 조금 더 부족한 거지. 그리
고 이대로 내가 죽으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자고 하
면 그래 가자. … (중략) … 같이 여행도 가고. 자유로워진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죽
음도 영향이 있죠. 제가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나서, 겪고 나서. (참여자 S) 

사별 체험 이후 참여자들에게서 두드러진 변화는 ‘지금 여기에’로 삶의 우선순

위가 달라진 것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노후대책으로 건강에 대한 준비의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 경제적 준비, 취미생활, 봉사활동, 호스피스 활동 등 생활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개인 관심을 확대해 갔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부모들이 일상생

활이 단조롭고 반복되는 생활을 지겹게 보았던 체험으로 자신들의 노후는 비록

치매에 걸려서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하모니카 하나쯤은 요양시설에 갖고 가서

불고 싶다고 하였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었고, 나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가 부모한테 못 해준 
걸 자식한테 바라는 건 교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진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사람이라는 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 놓고 살아야 되고.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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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노후대책은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많이 했어요. 그게 인제 나
의 노후대책이야. 가장 중요한 건 건강. 당연히 건강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늙어서 꼭 악기 하나 또 자기 혼자만 즐길 수 있는 걸 배우라
고 지금도 그래요. 하모니카·색소폰·기타·우쿨렐레…. 뭐든지 상관없어. … (중략) … 그
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또 그랬어요. 나 이담에 요양병원 보내면 그 색소폰하고 기타· 
우쿨렐레·하모니카 꼭 같이 넣어줘 그랬어요. 부르든 안 부르든 넣어 달라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하루 종일 누워서 TV 보거나 자다가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이게 하루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지겹냐고요. (참여자 L)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참여자들이 체험한 것처럼 사별 후 마음이 자유로워

지는 해방감의 감정이었다. 해방감은 고인의 죽음 이후에 발생하는 일시적 반응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오랜 병상 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생활이 일상으로 되돌아가며 육체적, 심리적 자유로움을 느꼈다. 또한 어

떤 참여자는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났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고인에 대하여 사별 후 그리움·멍함으로 표현하였다. 고인

과의 관계에서 애착으로부터 조금 여유를 갖고 떨어져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에

는 사별 후 심적인 충격이 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중에 집을, 평촌에서 살다가 나중에 옮겨서 살았을 때 굉장히 뭔가 그 약간 자유
로움이랄까. 정신적으로 자유로웠지요. 어, 굉장히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에 묶여 있다가 인제…. (참여자 K)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부담하는 것도 부담
스러웠지만 나중에 막내한테 떠넘긴 건 더 부담스러웠거든요. 막내한테 미안한 감정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참여자 S) 

한편 참여자들은 부모로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고,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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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 인간으로서는 한결 같이 자녀를 위해 퍼주기만 한 삶에 대하여 감사하면

서도 자신들은 앞으로 좀 더 주체적인 삶으로 나아가려는 자기실현의 의지들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들어가 본 이들만이 던질 수 있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역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

인가’로 죽음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삶의

재의미 발견은 자기 스스로 노후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설계를 통하여 다양한 취

미생활·건강관리·연금 등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별로 인한 참여자들의

체험은 고통, 비탄, 상실로 이어졌다. 그러나 고통이 고통으로 머물지 않았고 ‘이

고치고’(以苦治苦)로 이겨냄으로 ‘영원의 세계’로 마음의 눈을 떴다. 이들은 앞으

로 남겨진 시간의 의미들이 ‘일상적 평범한 삶이 구원’이란 것을 성찰하게 되었

다.

바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 극기 훈
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들은 일상의 평범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얼마나 일상의 평범함이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느끼게 된 거지요. (참여자 
K)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더 그런 생각을 한 거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태까지 애들 키우고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앞에 항상 닥친 일
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 좀 살고 
사회를 위해서도 좀 살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참여자 Y)

참여자들은 삶과 죽음의 투쟁을 거치며 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시간의 여정

을 체험하였다. 잃어버린 시간으로부터 부모의 긴병에 생사만을 확인하게 되는

자녀로서 죄책감의 시간을 거쳐, 그리고 부모의 생사를 결정해야 하는 연명치료

결정의 순간에는 삶과 죽음의 투쟁의 순간을 대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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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고단한 여정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사별 체험 후 ‘어그러진 일

상’에서 ‘평범한 일상’이 구원이 되는 시간을 확인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은 생명의 신비 체험이었다. 이러한 여정은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세상을 ‘죽음

의 시간’에서 다시 ‘삶을 향한 시간’으로 복원하고 있었다.

참여자 C씨의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스스로 의지할 것을 찾기 위해

종교생활을 시작한 동기가 되었다. 참여자 C씨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신앙

을 권유한 것이다. 시어머니는 천국가면 마당이 넓은 기와집에서 깨끗하게 쓸고

닦고 해 놓고 있을 테니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고 잘 살다가 오라고 유언을 남겼

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는 종교를 떠나 종교적 심성을 가진 존재들로서 참여자들이 인

간의 죽음을 체험하며 인간의 삶을 신성함으로, 그리고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

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자들 대부분은 부모의 죽어감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모처럼 죽어가고 싶지 않다는 체험에서

주체적인 삶, 더 나아가 올바른 삶을 참여자들은 지향하고 있었다.

이런 체험은 종교적으로는 신앙생활 혹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의 개별적 죽음에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의식을 함으로써 ‘인

간의 삶이 신성함’으로, 그리고 복된 죽음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죽음의 의미와 삶의 이해를 넓혀 가는 것이었

다. 참여자들의 시간 체험은 결국 근원적인 ‘집’으로 가는 여정이었다. 여정은 목

적지(Destination)가 있기에 참여자들이 발을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지가

되어 매순간이 자기 삶의 목적지가 된다.

참여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 신앙

공동체의 위로 그리고 소명의식에 눈을 뜨게 되는 삶의 여정이 되었다. 결국 사

별 체험은 죽음이 단지 목적지가 아닌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계란 소중한

체험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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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된 몸(Lived body)

(1) 수난 받는 ‘몸꽃’을 응시함

연구 참여자들은 희귀성 질환·뇌졸중·뇌출혈·뇌경색·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인

부모를 요양시설에 위탁하고 입소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

타났다. 요양시설에 부모를 위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여자들이 결정하기까

지 시설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움을 겪었다.

참여자 Y씨는 혼자서 10여 년 이상을 집에서 치매환자로 생활하던 친정어머니

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지만, 치매 증세가 심각해지면서 요양

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형제들의 의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친정엄마는 우리가 요양병원은 보내지 말자, 끝까지 집에서 모시고 있자, 요양병원
이 안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중략) …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러 다녔는데 
엄청나게 뭐 수용소 같은 데도 있고, 좀 괜찮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지 말자
고 하다가… 게다가 엄마도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 아주 마지막에… (참여자 Y)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죽어감이 자녀의 입장에서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였다. 또한 부모의 발병과 함께 24시간 수발을 통하여서는 평범한 일상을

갉아먹는 고통으로, 그리고 치매란 질병으로 인하여 서서히 낯선 이방인이 되어

가는 부모를 ‘수난 받는 몸꽃’으로 바라보면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체험된 몸에서 본질적 주제는【수난 받는 ‘몸꽃’을 응시함】으로 도출하였으며,

드러난 주제는 세월이 흘러도 <앙금으로 남은 죄책감>, <평범한 일상을 갉아먹

은 ‘24시간 손발’>의 고통으로 체험되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고통 받는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연민의 눈물>을 흘림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에게 부모가 발병하는 과정은 점점 낯선 이방인이 되어가는 것으로



- 95 -

체험되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친정어머니가 그 고생의 대가로 치매

라는 질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참여자 K씨는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또 함께

한 시간들이 많았던 본인으로서는 삶이 ‘죽을 맛’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어, 되게 깔끔하
신 성격이었거든요. 물청소를 하시는데 빗자루나 걸레로 청소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다 쓸어 모으고. 손으로 방바닥에 먼지를 다 쓸어 모아 가지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집
어넣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부엌에 냄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 
냄비, 된장 냄비 같은 게 뚜껑 열고 거기다 막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괜
찮은데 그거를 못 보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녹아 버리면 그리고 막 걸레 닦
던 걸로 식탁을 닦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앉아 있지 않고 항상 뭘 하
시려고 하는 거야. 잠시 눈을 떼면 반찬 같은 게 막 없어져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나
중에 냄새가 나 가지고,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옷장 안에 있고 막… (참여자 K)

참여자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낯선 이방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 의식을 점차 잃어가면서 병들어 가는 것에 대하여 참여자들

은 수난 받는 ‘몸꽃’으로 바라보았다. 바라봄은 어떤 대상을 바로 향하여 보다는

뜻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나 사태를 자신의 시각으로 관찰한다는 의미이다(표준

국어대사전). 노부모는 치매로 인하여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급기야는 사랑하

는 가족을 못 알아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참여자들의 시선은 부모들의 이러한

과정을 수난 받는 ‘몸꽃’으로 관찰하며 응시하고 있었다. Lacan의 신조어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용어인 ‘응시’는 상징계로 진입한 죽음 충동이 시각의 영역에 나

타나는 것이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아기처럼 인지능력을 상실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처음에 병
원 갔을 때만 막 자기 부정을 하고 그랬지. 마지막에는 요양원을 몇 번 들락날락하시
고 나서는 약간 바보처럼 되니까… (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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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생활은 어머니의 잦은 실종으로 온 가족이 불안함에 지쳐갔다. 참여

자 K씨는 경찰서에 친정어머니 실종신고를 여러 번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

꼈다. 친정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고 남의 집 마당에서 손으로 흙을 주워 담고

있었다. 다행히 치매노인을 경찰서에 데려다 준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친정어머

니를 재회하였지만 한 겨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동사하였을 수도 있다.

박완서의 소설 「환각의 나비」에 나오는 영주의 친정어머니 또한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슈퍼마켓에 갔다가 아파트 동 호수를 잊어버려서 헤매는 일이

가끔 있었다. 치매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아들 집으로 옮겨간 친정어머니는

집에서 탈출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현관문엔 자물쇠가 하나 더 달리게 되었

다. 그 집에는 나가는 사람이 밖에서만 잠그고 열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된 것이

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도 장군봉은 치매 배우자를 집에 혼자 놔두는

게 못 미더워서 외출할 때 대문을 밖에서 늘 잠가야만 하였다.

가족 돌봄에서 시설 돌봄으로 옮겨간 첫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은 요양시설에

부모를 위탁하면서,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부모를 바라보는 눈길은 이렇

게 애끓는 복합적인 감정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요양시설로 부모를 보내 드

리기까지 과정이 마음의 고통이 되었다.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사회가 정

한 규범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돌봄이 독박인 경우는 자신을 희생양

으로 의식하였다. 또한 피해의식 속에서 부모를 시설에 보냈다는 죄책감 등이 겹

쳐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들이 얽힘’으로 드러났다.

(가) 앙금으로 남은 죄책감 

참여자들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부모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낯선 이방인이

되어가면서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신 것이 죄인처럼 자책감을 갖게 하였다. 이

렇게 자녀들에게 <앙금으로 남은 죄책감>으로 드러난 주제에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한 것을 못 지킨 것이 후회됨’, ‘부모에 대한 죄인의 마음’, ‘부모님을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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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친 것 같아 찜찜함’, ‘자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함’ 등이 중심 의미로 모아

졌다.

참여자들은 노부모를 요양시설에 보냄으로써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다

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함께 ‘나’의 희생은 가려진 채 죄책감이 세월 속에 드

러나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이러한 죄의식은 앙금으로 남아 세월이 많이 흘렀

어도 저절로 낫지 않는 고통이었다. 노부모가 치매나 중증 환자가 되기 전에 참

여자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이 ‘나’의 일이 될 것이라고

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제가 아빠한테 딱 하나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제 부
모들이 만약에 치매가 생기거나 아플 때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어떠냐 하는 질문이 생
겼을 때였어요. 지금은 당연히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저는 정당하게 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케어할 거야 그
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부모님을 그런 시설에 보내다니 말도 안 돼. 그런 건 있을 수
도 없다고… 아! 그랬는데, 아버지가 딱 그렇게 되니까 내 현실이 그렇게 안 되는 거
예요. 내가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실 현실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신랑하고 살 때는 
큰집에 살았지만 다 보내고 집을 조금 작은 평수로 옮겼는데 엄마·아빠를 도저히 그 
집에 오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내 생을 포기하고 엄마·아빠 집에 들어갈 수
도 없고. 무슨 입바른 소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제가 그걸 체험하고 아빠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게 인제 제일 마음에 남아 있어요. (참여자 P) 

치매와 같은 질병은 우리의 삶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든다. 더욱이 집에서 가족

들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발병하여 요양시설로 갔

을 때 대부분 참여자들에게 죄송함과 죄책감이 마음에 남아 있다.

참여자 P씨는 친정아버지가 파킨슨병 발병 후 주간 보호센터에서 생활을 하다

집에서 어머니 혼자 돌보는 것이 힘들어져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요양시설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아버지는 시설에 입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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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지 기능이 있을 때는 완강히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부분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치매가 중증이거나 질병이 중증인 상황에서 입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아빠가 그런 데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걸 너무 싫어하시고… “여기가 어딘데. 왜 나를 여기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
까. 그냥 아빠 우리가 한번 구경 가자고 해서…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타일이 깔려 있고, 소파가 쭉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쭉 앉아 있
으면서 무슨 노숙자들 앉혀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서 바로 다 나오자고 했어
요. (참여자 P)

참여자 C씨는 치매 발병 후 2녀6남을 둔 시어머니를 돌볼 자녀가 없어 요양원

에 위탁하였다. 시어머니 거처를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서 어느 누구 하나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형제들 간 마음이 많이 불편하였다.

어머님 보면 진짜 막 화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될 텐데 왜 정신 줄을 저렇게 놓
고 있냐. 그리고 또 내 자신도 처량하고…. 우리가 그때(IMF 시절) 집도 팔고 그래서 
방 한 칸짜리로 정리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모실 형편도 안 되고. 우리 집에 모시고 
가면 하루 종일 가둬 놔야 할 상황이에요. 저도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은 양해
를 구해서 일을 안 하고 3주는 일하고 그랬죠. 형님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이니까 가
족회의를 해서… 아무튼 그래서 거기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서로 원망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찝찝한 거죠. 하여튼 그때가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부모를 이렇게 내 팽개쳐
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참여자 C) 

그러나 참여자 C씨의 친정어머니는 큰아들과 함께 살면서 급체하여 병원에 치

료 받으러 갔다가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C씨의 친정어머니는 인지기능이

온전히 있는 상황에서 큰오빠를 비롯하여 형제들이 매일 요양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는 친정어머니에게 미안한 감정을 덜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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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큰오빠는 아닌 거예요. 내가 큰아들이고, 내가 부모를 모셔야 할 의무가 있
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결정하냐. 큰오빠가 차라리 더 서운했죠. 내가 아침 저녁으로 
잘 들여다 보겠다 그러니까 밑에 오빠들이 설명을 한 거죠. 오빠는 그것조차 자기 도
리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희가 집 가까운데 모시
고 매일 가고 그렇게 하니까 나를 버렸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참여자 C)

참여자들은 낮에 아무도 없는 빈집을 치매 걸린 부모가 혼자 지키기보다는 전

문적으로 돌봐 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알아보고 모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참여자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요양시설에 부모님이 거처를 옮겨갔

지만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아, 그때 조금 더 견뎠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뭐 답이 없
는 부분인데 지금도 그거는 가슴에 깊게 남아 있어요. 엄마를, 내가 처음에… 내가 그
렇게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건 내가 그런 상황에서 막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냥 아, 이런 데 가면 엄마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희망도 있
었거든요. 집보다는 저런 데서는 환자 상태에 따른 교육과 적절한 치료가 병행이 되니
까 이게 훨씬 나은 거야 생각을 하면서도 아, 이게 내가 집에서 조금 더 참고 모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 나는 죄책감을 떨어낼 수는 없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K) 

참여자 K씨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사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 심리적 고통이 앙금처럼 남아 있다. 부모님이 분가하

면서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를 간

호하였다. 그러나 친정아버지마저 집에서 배우자를 돌본 지 1년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 후 K씨의 친정아버지는 자청하여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친정

부모가 요양원에서 생애를 마치게 되었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부모를 시설로 위탁한 것에 대하여 자녀 된 도리로서 노부

모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자책감 등 복합적 감정들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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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 K씨는 부모님을 부양하던 중 친정어머니가 치매가 발병하여 심신이

점점 피폐해져 갔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일방적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친정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렸던 참여자는 형제

들과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형

제들 가운데는 친정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신 것에 대해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참여자 K씨는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친정아버지와 형제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인제 결국 거기를 보내드리고 나서는, 그리고 보내고 나서도 내가 마음이 하
나도 안 편했어요. 엄마를 거기다 모셔다 놨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좌불안석이고. 막 
그러던 찰나에 아버지가 다시 모시고 오셔 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는 분명
히 때리고 그랬을 거라 이거지. 근데 노인네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갔는데 계신 지 한 달 돼 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모셔 왔어요. 사람이 있을 데가 못 된
대요. 딱 보시고서. 근데 이게 그, 그런데 자체가 연세가 있는 분들이면 보통 노인네들
을 버린다는… 자식이 있는데 그런데 간다는 거야.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괘씸하
게 생각을 하셨겠지요. (참여자 K)

한편 부모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입소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L씨와 J씨

의 경우는 부모들이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병원비 등을 지불할 경제적 여유

가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집과 요양시설을 선택하여 생활을 하였

다.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기에, 배우자들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되면서

요양시설보다는 재가 돌봄을 선택하였다.

참여자들 가운데 배우자에 대한 돌봄을 자청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참여자 J씨

와 L씨의 경우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간병인들의 도움을 얻

어 집에서 돌보기도 하였지만 배우자가 돌봄의 한계 상황이 되면서, 부모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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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거나 자녀들이 시설 생활을 선택하였다.

요양원에 계시다가, 또 본인이 못 견뎌서 집으로 옮기셨다가, 다시 또 요양원으로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거의 엄마가 다 하셨어요. 엄마는 건강하시고요. 저희
가 농담으로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궂은일을 하는 
걸 싫어하지 않으셨고요. 자기가 씩씩하고 건강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비교적 그런 편이셨어요. 그러다가 시일이 지나면 힘들다고 한 번씩 푸념하시기는 해
도 기본적으로 내가 건강하니까 아빠는 내가 모시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요양원으
로 모시고 갈 때는 100프로 엄마가 그러라는 게 아니었고, 그걸 보다 못한 자식들이 
나선 거였고요. 엄마는 그런 걸 자기 손으로 다 잘 하셨어요. (참여자 J)

참여자 L씨는 상이용사였던 아버지가 반평생을 한쪽 다리에 의지하여 살면서

인생 말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집을 오가며 오랜 시간 병상생활을 하

였다. 장남으로 아버지의 용변 수발에서부터 세수, 휠체어로 산책하는 일을 도맡

아 하였다. 여동생들이 넷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수발은 육체적 돌봄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과 함께 인생

의 마지막 시간을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데, 이사 직전 날 요양병원

에서 임종함으로써 회한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역정을 내며 집으로 데려가 달

라고 한 것을 못 지킨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전날 저녁때 전화가 와가지고 나 
빨리 병원에서 데리고 가래요. 집으로 데리고 가래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전세를 얻었는데 1층에 잔디밭 있는 집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일 이사를 해요. 
아! 내일, 내일, 내일인가, 내일모레인가 이사를… 아! 맞아요. 이사를 해야 돼. 근데 
집으로 모실 수 없잖아요. 저 짐들 빼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 전날. 그래서 전날 돌아가셔 가지고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서 갔더니 인
제 이렇게. 저기 저기… 덮어놨더라고요. 임종을 못한 거지요. 아무도… (잠시 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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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됨) 그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예감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
날 저한테 그렇게 막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 왜 안 데려가고 여기다 놔 두
냐.” 그래서 내일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면 바로 가실 거예요. 그랬거든요. 아파트 살
다가 1층 단독주택, 앞에 잔디밭도 있고 1층으로 해서 그렇게 갈 거라고 했는데 결국
은… 무슨 예감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화를 엄청 내셨어요. (참여자 L) 

참여자들은 부모들이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식이 많아도 모실 수

없어 보낸 것 같아 ‘후회와 죄송한 마음’ 감정을 드러냈다. 참여자 Y씨는 70세에

치매가 발병한 친정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생활하다 요양원에 위탁하였다. 집에서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겨 삶의 마지막 6개월을 시설 생활을 하였는데 병환이 급

속도로 악화되었다. 참여자는 요양원에서 사별한 친정어머니에 대하여 끝까지 보

내지 말 것을 그랬다고 후회하였다.

혼자 계셨는데 그게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병원 보내는 게 맞는데 우리가 도
리 상으로 보면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부담이었어요.(참여자 M)

그런데 치매가 온 줄 몰랐죠. 지금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때 정확하게 진
단을 해서 약을 드리고. 그때 나나 형이 가서 모시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자
식이 있지만 자식은 다 소용이 없다. 돌아가신 다음에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
자 H)

마지막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것도 이제 어휴 그러지 말 걸 그랬나 보다. 끝까지 
보내지 말 걸 그랬나 보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가자마자 갑자기 생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면서 빨리 돌아가신 거 같아서.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가 모시고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 (중략) …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자주 가서 시
간을 같이 보내고. 노래도 하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티벳 사자의 서』를 보면 죽은 사람한테도 계속 읽어 주고 하잖아요. (참여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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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en(2002)은 죄의식과 자기비난(Guilt and Self-reproach)이 사별 가족들에

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평범한 체험들이라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도 부

모가 요양시설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드러

난 감정은 참여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다.

문이령(2015)의 소설 『어머니 꽃구경 가요』에서 주인공은 친정어머니를 요양

원에서 사별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 어머니는 원하지 않는 요양원에 계시면

서 그렇게 가시고 싶어 하던 집, 70년을 살던 집에 한 번도 다녀가시지 못하고

먼 길을 가셨다고 하였다. 주인공은 추도사를 통하여 슬픔과 회한 그리고 미안함

과 죄책감 등 복잡한 감정을 묘사하였다. 편지글은 기도 대신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라고 시작하고 있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님께 
어머니, 
2015년 1월 1일은 제가 어머니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지 꼭 60년이 되는 날이었

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60년 전 저를 낳기 위해 산고를 치르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다섯 번의 환승 후 도착했을 때는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저녁식사 중이셨습니다. 호박을 갈아 만들었다는, 대접 안의 음식물은 듣도 보
도 못한 푸른 빛깔을 띤 것이었습니다. 대여섯 분이 둘러앉은 식탁 위에 반찬이라곤 
간장 종지 한 개 놓여 있지 않은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식탁에서 
저녁을 잡수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집에서 떠나기 전에 볶은 한우 불고기를 어르신들 
식기 안에 골고루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지상에서 마지막 대접이 되리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맛있게 드셨지만 엄마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시며 간신
히 몇 점 힘겹게 드셨습니다.… (중략) …

엄마는 몸도 마음도 다 비우시고 하늘나라 가실 준비가 되신 듯했습니다. 당신은 반
찬 하나 없는 밥도 죽도 아닌 것을 드시곤 어쩌다 한번 찾아간 딸이 배고플까 봐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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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야지’를 열 번도 더 하시곤 힘에 겨워 우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지막 잡은 손은 
온기도 없고 색깔은 보랏빛이 돌았습니다. … (중략) …

원하지 않는 요양원에서 계시면서 그렇게 가시고 싶어 하시던 집, 70년을 살던 집에 
한 번도 다녀가시지 못하고 먼 길을 가셨습니다. … (중략) … 엄마는 자식들을 다 보
고 싶어 하셨는데 8남매 자식은 한 부모를 못 안는다는 말을 하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세상 짐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선 아버지 만나 행복하
게 사세요. 자식도 많이 낳지 마시고 일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즐겁게만 사세요. 
부뚜막에서 누룽지 긁어, 남은 반찬에 말아 개밥 같은 식사는 하지 마시고 잡숫고 싶
었던 고기도 많이 드세요.

엄마! 외롭게 해 드리고 배고프게 해 드리고 집에 모시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
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 새로 사 드린 분홍빛 고운 옷 입고 가셨다는 말 전해 듣고 눈
곱만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예쁜 옷 사들고, 맛있는 것
도 싸가지고가 엄마 얘기를 들어 드렸어’ 아무리 핑계를 대도 나는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불효자입니다. 어머니, 근심 걱정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삼우제 날 아침 큰 딸 올림 

신화에 나오는 비극적 인물 Orestes는 그리스 사회의 규범 때문에 곤경을 겪

는다. 아버지 Agamemnon을 죽인 원수를 복수하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그 대상

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기에 원수를 갚았어도 죄책감을 느낀다. 아버지의 원수

를 갚기 위해 어머니를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인물 Orestes는 결국 정신

적 고통을 받는다. <그림 2>는 어머니를 죽인 죄의 대가로 신들은 Orestes를 처

벌하기 위해 그만이 보고 들을 수 있게끔 정령 퓨리스를 보낸다. 이들은 밤낮으

로 비난과 무서운 모습으로 Orestes에게 나타나 괴롭힌다(M. Scott Pec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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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illiam-Adolphe Bouguereau의 <퓨리스에 의해 쫓기는 Orestes>27), 1862년

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부모를 요양시설에 위탁하게 되는 경우 부모에 대한 책

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요양시설에 부모를 위탁

하는 과정에서 혹은 요양시설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극심한 스트

레스를 받으며 심신이 피폐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죄책감이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으로 이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정서적인 판단

이며 어떤 일에 실패하였을 때나 어떤 나쁜 일을 행하였거나 또는 중요한 사회

적 규범을 어겼을 때 그것을 인식한 후 느끼게 되는 심리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고 관계를 회복

시켜 준다. 건강한 죄책감은 정신 건강에 순기능을 하는 반면에 처벌적이고 강박

27)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orestes-pursued-by-the-furies/SQE-jakW_S49YA

소장처: Crysler Museum of Art. 크기 231.1 x 278.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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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죄책감은 역기능을 한다(홍구화, 2018). 참여자들은 자녀의 도리로서 아픈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부모와 사회가 기대하는 도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후회,

죄책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Orestes가 사회 규범 때문에 곤경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듯이 참여자

들 역시 사회규범과 자녀의 도리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이것은

Orestes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려고 했듯이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효 사상을 규범으로 배우고 자란 베이비부머들이 윤리적 갈등을 겪게 된 죄책감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평범한 일상을 갉아먹은 ‘24시간 손발’

부모의 발병으로 참여자들이 체험한 ‘24시간 손발’은 평범한 일상을 갉아먹는

고통이었다. 이것은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의 어그러짐이었고, 주말도 사생활도 없

이 일상을 소진하는 나날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로 심

신이 피폐해짐, 피해의식과 원망, 섭섭함이 쌓여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들이 얽

힘’을 체험하였다.

그런데 이제 누가 병간호를 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맞벌이하는 상황이고 작
은형도 환자인데 작은형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작
은형도 일주일에 세 번 투석하러 다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붙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정신은 멀쩡하셨잖아요? 어머니는 그게 더 힘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일 꼬박 날밤 새우면서 병간호를 했을 정도로. (참여자 S) 

못 하지요. 왜냐면 화장실을 가는 것부터 모든 게 다 손이 필요하니까.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물론 나도 엄청나게 힘
들었지만.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미 치매라는 병이 발병한 상황이었으니까 이거를 그
나마 집에서 모시는 게 능사는 아닌 거 같다. 집에서 모실 상황도 적합한 상황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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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누군가 24시간 동안 케어를 해야 하는데 낮에는 비어 있는 시간들이고, 또 그
러다 보니까…. (참여자 K)

의식 없는 치매환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주말도 사생활도 없이 육

체적으로 소진됨이었다. 실종신고로 인한 불안한 생활 속에서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부모와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시

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가 치매 경증 상황에서 참여자

의 아들 양육을 도맡아 하였는데, 치매가 중증이 되면서 참여자의 일상생활이 어

그러짐을 보여 주는 일화이다. 참여자 K씨의 친정어머니는 치매 말기 때 사랑하

던 손주의 교과서에 올라가 소변을 보는 일들이 있었다. 책이 완전히 소변에 젖

어 교과서를 새로 구입해야만 하였다. 형제들은 잠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같이 생활하는 참여자로서

는 정말 ‘죽을 맛’이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집 안에서 일상생활이 보통 사람의 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 거지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게 몇 년을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거의 피
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오랜 기간을 집에서 정상적인 분이 아니신 치매라는 병
을 갖고 계신 엄마를. 엄마하고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같이 사는 사람의 삶이 피폐
해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차라리 한 가지 감정으로만 흐르면 
되는데 이제 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여자 K)

그, 돌아가시기 삼사 년 전쯤에 치매가 오고 그때 몸이 간지럽잖아요. 그러니까 긁
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실례를 하고 긁어서… 왜 옛날에 몸에 똥칠한다고 그러잖
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손에 장갑을 씌우고 그런데도 안 되니까. 벙어리장갑을 손에 
씌우고. 저희한테 동의를 다 받아서 했는데… (참여자 S).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치매 걸린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녹록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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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깊숙이 체험하였다. 치매환자들과의 생활은 제2의 치매환자가 된다고 진술

한 참여자 K씨의 일화이다. 목욕하는 것을 유독 싫어하셨던 어머니와 어느 여름

날 목욕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어머니가 딸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친정어머니가

때릴 때는 같이 때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의 감정을 체험하였다. 시간이 지나 정

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 엄마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치매환자인데 K씨는 스

스로 왜 그랬을까 수없이 후회와 ‘희생양’이라는 분노의 감정을 반복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족 돌봄과 관련하여 돌봄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으

로 말하였다. 시설 입소 후에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부모들은 집으로 돌

아오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지기능이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의사

를 표현할 수 있지만, 중증 이상의 치매환자로 생활할 때는 시설과 집을 헷갈려

하면서 시설을 집으로 착각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기도 하였다.

참여자 C씨는 시어머니가 평소 애착 관계가 깊었던 막내아들 집으로 들어가기

를 원하였지만, 막내아들 부부 입장에서는 함께 살 수 없었다. 혼자서 치매환자

로 생활할 때에는 가스 불을 켜 놓아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

다. 이웃집의 도움이 있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 모셔 갈 자

식들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자녀들 모두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다 결국 참여자의 동서가 일하고 있던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게 되

었는데, 이곳이 며느리의 집인 줄 착각하였던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전깃불을

항상 켜 놓는 습관을 가진 다른 환자와 자주 옥신각신하기도 하였다. 불이 켜져

있을 때마다 전깃불을 끄러 다니던 참여자 C씨의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며느리

가 차려 주는 식사를 하면서, 다른 노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눈을 감으셨다고 하였다. 집으로 항상 마음이 끌렸던 노모의

의식은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집으로 향하던 마음은 점점 옅어지고 요양원을

며느리 집으로 착각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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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민의 눈물

참여자들은 노부모의 시설에서의 삶과 고된 노동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지었다. 어둡고 쪼글쪼글한 주름, 시설에 혼자 놓고 헤어질 때, 그리고 폐지 줍는

노인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떠오르는 감정은 <연민의 눈물>로 드러났다. 참여자

들은 중증 환자가 된 노부모가 코 줄 꿰고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표

현하였다. 그야말로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이 없는 상태로 소외된 죽음이었다.

이제 가시나 저제 가시나 하는 그런 표정이지. 와서 희망을 보거나 하는 그런 건 전
혀 없어요. 거의 의무감으로 오는 거잖아요. (참여자 J)

점점 죽어 가는 느낌이, 기운이 스러져가는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등도 굽고 힘이 
없어서 그러다가 어, 막판에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에는 만날 뭐 글씨가 쓰여 있는 걸 
보면 전에는 글씨를 열심히 읽었거든요. 열심히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글
씨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글씨도 못 읽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인제 걷
지를 못 하더라고요. 밥은 잘 드시는데 점점 살이 빠지고. 재어 보지는 않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38, 40 이렇게 된 거 같아요. 뼈밖에 없었어요. 살은 없었죠. 그런데 거기
서 더 빠져서. 그때는 제가 못 느꼈고 나중에 생각한 거였어요. 상태가 점점 스러져 
가는 상태. (참여자 Y)

거의 연명만 하신 거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저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좀 다르
죠. 마지막 거의 2년 정도는 전혀 못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가도 그냥 점점 야위어 가
는 모습만 보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여자 S) 

참여자 C씨는 어머니의 발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의무감과 도리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보고 싶어서 갔지만, 의식이 없이 코 줄을

꿰고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연명하는 삶은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 110 -

참여자 C씨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생애를 비교하면서 유복하게 생활하였

던 친정어머니의 삶에 비하여 농사일로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 보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아온 시어머니의 삶을 애처롭게 느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여자로서 되게 짠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친정엄마하고 비교하니까. 친정엄마 생각하고 시어머니 생각하면 시어머
님이 더 짠하죠. 짠하고 보면 안 됐고. 물론 어른들이 농사 지으면 주름살도 막 있고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얼굴이 하얘서 보글보글하고 주름살이 있는데, 우리 시어머님
은 늘 일에 찌들어서 새카맣고. 같은 주름살이라도 쪼글쪼글한, 왜 밝은 주름이 아니
고 어두운 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참 연민을 느끼죠. 그래서 더 
사이가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같은 여
자로서 좀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마음이 제가 시어머님한테 많이 있었어
요. (참여자 C)

요양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여자들의 마음은 복잡함을 드러냈다.

참여자 S씨는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홀로 두고 집으로 돌아서는 순간들은 매번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터트렸다.

여기서 버스를 타면 거기로 바로 가요. 그러면 주말에 갔다가 오죠. 그러면 순례잖
아요. 버스가 같은 코스를 매일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거기를 순례하듯이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것들 순환적인 것들. … (중략) … 그런 것들이 거기 있
어요. 갔다 오면서 한번은 버스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정말 안타
깝고 그래서 버스 타고 오다가 창가에 기대어 울었죠. (참여자 S)

요양원에 한 번씩 가면서 돌아설 때 아! 엄마를… 그러니까 이게 나도 합리적인 생
각을 하려고 해도… (흐르는 눈물로 면담이 중단됨). (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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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서서히 소멸되어 가는 부모님의 몸을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고 있었다. 집으로 다시 모셔올 수도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녀로서 복잡한 감정을 대부분 눈물로 드러냈다. 참여자들의 ‘눈’과

‘귀’, ‘손으로 만져지는 부모의 육체’는 어둡고 쪼글쪼글한 주름과 평생 노동으로

허리도 제대로 펼 시간이 없었던 S자로 굽은 허리, 병실에 놓고 돌아설 때마다

애처로운 어머니의 눈빛에 대한 기억을 참여자들은 애달픈 눈물로 표현하였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희망이 무너진 노부모의 숨어 있는 절망·그리움·외로움·

슬픔·사랑·증오·괴로움·저항 등을 오감으로 읽어 내고 있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

노부모를 홀로 놓아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슬픔을 되짚어 돌아오는 길”28)로
연민의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가족 돌봄의 한계에서 벗어나 요양시

설이란 이질적인 세계로 부모를 위탁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죄책감을 쌓아왔다. 그

동안 참여자들의 억눌렀던 감정들은, 위탁시설에 연약한 존재로 집을 떠나야만

하는 부모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살아 있는 사람(자녀)들이 죽어 가는 사람(부모)

을 바라보고 짓는 연민의 눈물이었다.

이청준은 『축제』에서 소설가 이준섭의 말로 자신의 아흔 살 어머니의 기억

력 상실에 관한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았다.

<눈물>

 
그래서 더 깊이 내 가슴을 적셨던 아흔 살 어머니 그의 어머니의 기억력에 대한 것

이었는데, 요즈음 말로 하면 알츠하이머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난 설날 고향으로 찾아
뵈었더니 아들인 자신의 이름도 까맣게 잊은 채 손님 오셨구마. 우리 집엔 빈 방도 많
으니께 편히 쉬었다 가시요잉 하시더라는 것이었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책을 나무라 하고 이불을 멍석이라 하는가 하면, 강아지를 송아지라

28) 김정수 (2014). 시(詩) 「하늘로 가는 혀」 내용 중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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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큰며느님 더러는 아주머니 아주머니라고 부르시더라는 것이었는데, 아, 주로 사물
들의 이름에서 그만 한없이 자유로워져 있으셨다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사물들의 이름
과 이름 사이에서는 아직 빈틈 같은 것이 행간이 남아 있는 느낌이 들더라는 것이었는
데, 다시 살펴보니 이를테면 배가 고프다든지 춥다든지 졸립다든지 목이 마르다든지 
가렵다든지 뜨겁다든지 쓰다든지 그런 몸의 말들은 아주 정확하게 쓰시더라는 것이었
는데, 아 몸이 필요로 하는 말들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갇혀 있으시더라는 것
이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빈틈도 행간도 없는 완벽한 감옥이 있더라는 것이었는데, 그
건 우리의 몸이 빚어내는 눈물처럼 완벽한 것이어서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었는데, 그
리곤 꼬박꼬박 조으시다가 아랫목에 조그맣게 웅크려 잠 드신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자궁(子宮) 속 태아의 모습이셨더라는 것이었는데 (p.232). 

참여자들은 이렇게 연민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의 삶을 ‘수난 받는 몸꽃’으로

바라보았다. Frida Kahlo(1907〜1954)의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살갗이 찢어지

고 피멍이 든 상처 입은 사슴은 부모의 몸었다. 화가는 자신의 척추수술이 성공

하면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수술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절망에 빠져 살아야 했다. <상처 입은 사슴>은 이러한 그녀의 내면적 감정을 표

현한 그림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고통이 상처 입은 사슴처럼 구슬프게

울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프리다 칼로, 안진옥 역, 2016).

요양시설에서 신체 혹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간으로 요양시설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참여자들의 부모의 삶은 존엄이 짓밟히고 수난 받는 몸꽃이

었다. 이것을 응시하는 참여자들 역시 내면적으로는 죄책감과 후회와 죄송함 등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들이 얽혀 슬픔과 고통으로 상처받고 있었다.

고주희는 「프리다와 사슴」29)이란 시(詩)에서 Frida Kahlo의 <상처 입은 사슴>

을 고통과 아픔으로 형상화하였다.

29) 고주희 (2019), 「프리다와 사슴」, 『우리가 견딘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면』, 파란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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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키우는 사슴이야, 볼래?// 이제 시작될 고통이야 작은 사슴은 작게 아플 거야
/ 발작 전의 전조 증상 천 살이 넘는 폭력으로 마비된 입술/ 나는 너무 자주이고 나
를 제일 잘 그리고// 마지막 전차가 지나면 어쩔 수 없는 사슴들 나동그라지고 병상
은 앵무새와 원숭이들 차지지// 침대 밖으로 뻗어 나간 붉은 달리아 꽃잎들 절창이다 
자궁근 뚫고 나온 비명들 … (중략) … 하반신은 눈물을 마비시키죠// 베개 밑에 놓여 
있는 얌전한 총/ 장전된 꿈이 자화상을 비껴갈 때/ 총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코끼리와 
비둘기 다시 손잡을 수 있을까요?/ 온몸에 못이 날아와 박혀도 끝나지 않을 혁명/ 몇 
번 찔렸을 뿐인데 폐렴이 겹쳐요 질질 끌려가는 침대들// 구원해 줘요, 낳아 줘요, 놓
아 줘요/ 진통제를 토해 놓는 밤/ 고통은 질투에 관대해 목에 총구를 겨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애인들은/ 강철 코르셋으로 간신히 버티던 침묵들/ 갔던 봄 갔던 여름 
갔던 가을인데/ 아랫도리를 뚫고 허벅지를 관통한 아들과 딸들은 왜 돌아오지를 않
니? 아홉 개의 화살이 명중한 나의 사슴// 프리다, 너를 만난 건 사.고.였.어.

- 「프리다와 사슴」 부분 

  
상처를 입은 노부모의 죽어 가는 모습은 내가 가야 할 길인지도 모른다. 그러

나 이러한 감정 속에서도 참여자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연민의 감정으로

가득하였다. 참여자들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연민의

눈물을 흘림이었다.

연민(compassion)에 대하여 Nusbaum은 연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민은 우리의 상상을 타자들의 선과 연결시

키고 타자들을 우리의 집중적 배려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종종 의지하는 감정이

기에 우리가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 삶을 영위하고자 원한다면 타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로인 연민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이선, 2018).

참여자들은 부모의 고통을 연민으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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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rida Kahlo, <상처 입은 사슴>(Wounded Deer)30), 1946년

4) 체험된 관계(Lived relationship)

(1) ‘자기 얼굴’을 마주함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부모의 죽어 가는 모습을 ‘자기 얼굴’을 마주함으로 체험

하였다. 자신도 곧 노령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서 부모가 되었다.

또한 불편한 역지사지이지만 자신도 곧 자녀들에게 ‘짐’으로 바뀌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성찰의 순간을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모를

상실한 후 마주한 ‘자기 얼굴’은 나의 과거였고, 현재이며, 미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인 이중지원의 부담을 갖는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의 사별 체험

은 부모와 나, 그리고 자녀 3세대를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오늘 요양시설에서 죽

30) 프리다 칼로. 『프리다 칼로, 내 영혼의 일기』.안진옥 역(2018). 비엠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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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는 부모의 모습이 ‘자기 얼굴’이고, 자녀에게 ‘짐’으로 남고 싶지 않은 부모

가 됨으로써 죽음을 자신의 삶 속의 영역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부모의 요양시설

에서 죽어 감이 미래의 내 모습으로 비추게 되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체험이었다.

참여자들은 타자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어 가는 사람

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불편한 역지사지가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부모 곧

타자의 죽음을 반면교사로 삼음으로써 부모의 시설에서 죽어 감을 ‘자기 얼굴을

마주함’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죽어 감’이 ‘자기의 얼굴을

마주함’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죽어 감이 미래의 내 모습으

로 인식되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성찰하게 되었다. 죽음에 대

한 성찰은 부모의 비통한 죽음 대신 ‘복된 죽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들

은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부모들이 요양시설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과 관련

해서도 자신들의 노령기를 대비하여 진정한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대안에 관심

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죽어감을 실제 겪음으

로써 노령기에 곧 접어드는 자기 자신들의 미래 모습으로 동일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여자들은 또한 불편한 가족 관계나 경제적 부담은 ‘벗고 싶은 짐’으로,

그리고 죽음을 보다 친숙한 ‘길동무’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부모의 죽

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얼굴’을 마주함이었다. 그리고 자신

의 자녀들과 관계를 내리 사랑으로 되돌아봄으로써 고통에서 치유의 관계로 전

환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가) 누구나 가는 길

요양시설에서 부모님의 죽어 간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으로 비쳤다. 이것은 참

여자들이 닮고 싶지 않은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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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죽음을 겪으며 ‘누구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 모습은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누구나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렇게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무리를 잘하고 싶잖아요? 
가면 그냥 침대 앉아서 뼈만 남아서 주무를 것도 없고. 주사기로 수액을 맞고 말씀도 
그때는 못 하셨고. 그렇게 계셨는데… 근데 참 인간적으로 안쓰러운 거 있잖아요. 결
국 우리가 다 가야 하지만 저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참여자 M)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살잖아요. 이제는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고 모든 집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허허) … 자화상인 거죠. (참여
자 S)

아니 그냥 뭐,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죠.(허허) 요즘에 세상이 다… 여자의 일
생이라는 게 그냥 저렇게 허무하게 가는 건가. (참여자 B)

참여자들은 자녀에게는 내리사랑을 주어도 요양시설에 있는 부모님에게 사랑

을 다하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아있었다. 치매로 의식이 없어도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였다. 이러한 기억은 부모님이 요양시설에 있는 동안 따뜻하게 시간을 함

께 나누지 못한 ‘나’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식이라는 게 참. 자식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감정이 아니면, 어차피 부모와 자
식은 한 핏줄인데. 핏줄이 다르진 않을 텐데… 부모 핏줄이나 자식 핏줄이 공통적일 
텐데 왜 자식 핏줄에게는 정성·애정을 다 하고 왜 부모 핏줄에게는 왜 그렇게 무뚝뚝
하고 남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부모가 죽고 나서 후회한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닌지. 왜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무뚝뚝하게 하고… 부모님 말도 어기고 이기적이
고 싸우려고 했는지… (중략) … 종교 식으로 따지면 나쁜 놈이죠. 하느님께서는 형제
들 하고 우애 있게 잘 지내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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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때 비 오는 날 청계산에 가서 인간 세상의 번뇌에 대한 독경소리가 흘러나오니
까 치매가 들었지만 엄마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낯선 모습의 엄마지만 우리 엄마니
까. (참여자 K)

참여자들은 질병에 걸린 부모가 때로는 낯설고 힘들어서 버거웠지만, 상실 후

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그리고 곧 노령기에 접어들게 되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특히 형제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계실 때 형제간에 잘 
지내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킨 게 가장 죄송스럽고… 내가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부
족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왜 형을 원망했는지. 왜 내가 더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H)

딸이 있었으면 어머니 마음을 좀 더 이해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저도 병원에 가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허허) 그냥 가서 손잡고 있다가 어떠세요? 
뭐 그렇게 있다가 사실은 오래 있지도 못하죠. 솔직히 어색해요. 그런데 오히려 저 혼
자 가면 조금 손잡고 있다가 오고. 제가 못 한 것 중의 하나가 초창기에 그 OO요양병
원에서 휠체어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걸 한 번밖에 못 했어요. 그걸 되게 좋아
하셨는데… 그때 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 같아요. 그게 저는 자꾸 마음에 걸
리더라고요. 좀 더 바깥바람을 많이 쐬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여자 S)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일까? 함민복 시인은 “손가락이 열 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 노력 때문인지 모른다”(성선설)고 하였다. 아

가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은혜 입는 것을 꼽아보려고, 손가락 열 개를 가지

게 되었다니 이렇게 사랑스러운 증거가 있을까. 손가락이 열 개가 된 유래가 사

실이든 아니든 그 유래를 믿는 사람은 선할 수 있다. 내 손가락을 내려다보면서

이 손가락은 어머니 은혜, 이 손가락은 어머니 사랑, 이 손가락은 생명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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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나쁘게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31) 참여자들은

자녀된 도리로서 반성하였다. 참여자 M씨는 독일 속담 중 한 아버지는 열 아들

을 키울 수 있으나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도 노

령기의 부모가 되어 보니 자녀를 ‘내리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다.

(나) 불편한 역지사지

참여자들은 노령기에 접어들어 자신들도 부모가 됨으로써 불편하지만 역지사

지를 통하여 자신들도 자녀의 짐이 되는 것을 인식하였다. <불편한 역지사지>

주제에서는 ‘개똥은 만져도 부모 똥은 싫을 것이기에 시설로 보내라’고 하였고,

‘자녀에게 짐을 지우는 건 가혹’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도 못한 것을 자녀

에게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참여자 H씨는 형제간 불화로 형을 탓하면서

분명 내 속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형인 타인을 통해서 선명히 볼 수 있었다. 인

간의 이기적인 마음들 그래서 자신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표현하

고 있었다. 이를테면 개똥은 만져도 부모 똥은 못 만진다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만… 아무리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개똥은 만져도 부모 똥은 못 만진다. 저
는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집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 하고 못 한다 하더라도 요양시설에
서 해 주는 사람보다 절대 더 잘 할 수 없다. 너희들은 개 키우면서 개똥을 만지지만 
부모똥은 절대로 만질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되면 요양병원으로 가겠다...(참여자 H)

요즘은 세대는 더 틀리지만 그거는 자식한테 짐을 지우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
각해요. 그리고 내가 내 아이한테는 정말 정신이 좀 이상할 때는 바로 보내라고 얘기
하고 싶어요. 나로 인해서 힘든 걸 원치 않잖아요. 나 때문에... (참여자 K)

31) 동아일보.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47). 성선설. 2018.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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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자녀들에게 노후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강

한 의지가 나타났다. 이들은 앞에서 <인생의 ‘오계절’>에서 드러났듯이 긍정적

미래 설계로 연결되었다. 이들은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독립적이고 주체

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내가 사회에 반영한 만큼 사회에 환원을 하고 사회에서 내
가 얻어질 수 있는 거는 내가 받고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지 그걸로 인해서 얘네들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하면 아빠를 죽이고 자기가 죽겠어요. 오죽하면. 그게 현실
이에요. 나도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시설로 보내라. 제일 가서 안 되는 곳은 아이들
이랑 있는 거. 그건 정말 아이들도 죽고 나도 죽는 거. 그리고 점점 더 쇠퇴되는데 내
가 집에 있으면 뭐 해요. (참여자 P)

그냥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허허허)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어머니들 다 요양병
원에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집에서 끝까지 돌볼 거라고는 기대를 못 하거든
요. (참여자 Y)

(다) 벗고 싶은 짐

돌봄과 관련하여 가족 간 관계도 균열이 나타났다. 돌봄에 대한 주체를 둘러싸

고 며느리와 딸, 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형제간 섭섭함과 미안함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발병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끊어짐’, ‘벗고 싶은

경제적 짐’이란 의미를 통하여 <벗고 싶은 짐>이란 주제가 도출되었다.

24시간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24시간 케어한다는 게 딸도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직장 가진 며느리한테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참여자 M)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나는 며느리면 집안 파탄 나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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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내 엄마잖아. 근데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잖아. 나갔다가 사실 그냥 모든 
시간을 같이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치매는 결국 본인한테도 불행이지만 가족
도 파괴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나아가서 사회도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 며
느리가 돌봐야 된다고 하면 이혼이지요. 그 이유 많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엄
마도 이렇게 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감당한다는 게 정말 지옥이거든요. (참여자 
K)

박완서의 소설 「환각의 나비」(2006)에 나오는 딸 영주는 군더더기가 될 뻔

한 치매 걸린 노모를 보며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였다. 노모 부양 인식에 대해서도 남동생에 대하여 괘씸하게 여기던 딸과 며

느리 입장에서 여성들의 관점이 드러난다.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그동안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해 온 사회제도와 관습에 대하여 부당함을 제기하였다. 참

여자들은 노부모 돌봄이 가족 책임에서 사회적 돌봄인 공적 영역으로 이전되어

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집에서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기에 가족에게 돌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비용 면에서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다 질수 있겠냐며 가족

차원에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들 가운데 특히 남성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부모가 생활하는 동안 며느리의 역할을 기대하였는데, 이를 충족하

지 못할 경우 배우자와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형제간 갈등을 통하여 가

족관계가 절연되는 것을 겪기도 하였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제는 뭐 부모님도 떠났으니까 화해를 하자. 그런데 그것이 계
속 오래 쌓여 있다 보니까 쉽게 다가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나는 처갓집에 무슨 일이 있던지 하면 다 참여하고 가려고 하는데 마누라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게 심적으로 많이 섭섭하죠. 원망도 많이 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마누라가 우리 집에 그렇게 하니까 나라고 뭐… 그래서 마음적으로 멀어지려고 빠지려
고 되더라고요.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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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뭐라고 할까 실이 있잖아요. 실이 여러 가닥 있어요. 그래
서 맺고 있어요. 서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한 힘이 있으면 실이 안 끊어지
는데 그런데 양쪽에서 힘이 점점 세지면 한 가닥씩 툭 툭 툭 끊어지죠. 그러다가 나중
에는 완전히 다 끊어지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큰형과 제가 이런 실을 잡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끊어지
기 전에 큰형은 놓아버린 거죠. 관계를 놓아버린 거예요. (참여자 S)

한편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부모들이 미리 연금 등 경제적 준비를 하였기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을 이용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였고, 이것은 형제간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

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노후 생활

에서 경제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 참여자들 가운데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과 시설에 있는 부모를 위한 돌봄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어

려움을 드러냈다. 베이비부머 참여자들은 이미 은퇴를 한 경우도 있었고, 은퇴

예정에 있었는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 세대의 틈바구니에 낀 ‘샌드위치 세대’로서

이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왔다.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
면 제가 부담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막내한테 떠넘긴 건 더 부담스러웠거든
요. 막내한테 미안한 감정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병실 이용료 같은 경우도 8인실이니까 미미하고 실질적으
로는 별로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옮길 때 막내 같은 경우 가게가 힘들
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도저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 애들도 
막 크고 그럴 때라서 학원비도 많이 나가고. 제가 막내한테 한 1년 정도는 저도 못 냈
어요. 지금은 프리로 생활하면서 수입이 많이 줄었죠.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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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들면서 관계가 되게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3년째 되거든요. (참여자 S) 

형제간 갈등도 생기고 그게 많이 보기도 안 좋고 안타깝고 진짜 사람으로서는 이렇
게 하면 안 되는데 그놈의 재산이 뭔지… (참여자 H)

한편 요양시설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은 자기

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되었고, 이제 서서히 노령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는 자

녀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자녀들을 통해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되비추면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타자인 부모의 의

미는 결국 타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었고, 참여자들

의 눈에 비친 부모와의 사별 체험의 의미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 사건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도 노령기에 곧 접어드는 세대로 자신들의 자녀를 또

한 내리사랑으로 바라보았다.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나 희생하고, 고생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자
식들은 엄마의 10분의 1도 못 한다. 내리사랑이라고 물이 밑으로 그러기 때문에 절대
로 거꾸로 흐를 수 없잖아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고생만 하고. 병
원에 가셨으면 진짜 어떤 자식 하나가 같이 모시고 살고 그래야 했는데 아무리 자식이 
3남5녀면 뭐 하고.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했는데… 마음이 아프고 항상 안타깝고, 불
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참여자 H) 

제가 엄마하고의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공백 기간에 제가 일을 하면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주 못 갔던 거, 그런 게 너무 엄마한테 미안했던 거예요. 그때 못
했으니까. … (중략) … 그러면 더 후회스러웠을 거 같아요. 후회가 남지요. 내가 그렇
게 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좀 더 해소가 된 거 같아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 하려고 
했었다는 자기위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생겼던 거 같아요. 그것도 안 했으면 
제가 엄마를 보내 놓고 나서 더 후회하고 가슴 아팠을 거 같아요. (참여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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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여자들은 병원에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에 의존하고 있는 연약

한 부모를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간병하였다. 이것은 부모가 어렸을 때 자녀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봄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며느리

가 의무적으로 돌보는 관계와는 다른 것이었다. 치매 어머니의 기저귀 수발을 아

들이, 아버지의 기저귀를 딸이 갈아드리는 체험도 있었다. 부모 돌봄이 전통적으

로 며느리에 의한 의무감이었다면, 딸과 아들이 직접 부모를 돌보는 과정은 의무

감이 아닌 사랑의 감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P씨는 시어머니의 기저귀 수발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저귀 수발은 애정으로 한 것이었다면 시

어머니는 의무감이었다고 말한다. 참여자 P씨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 아

버지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였다. 마지막 보은의 시간들이었

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경 못 쓰게 딴 소리하면서 기저귀를 갈아 드렸어요. 배변은 아니
고 배뇨가 있었어요. 배뇨장애가 있어서 기저귀를 차고 계시니까 축축해서 갈아 드렸
는데 아마 저 말고 다른 자녀들은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친정아버지는 그건 의무감이 아니죠. 그건 
그냥 자연적인… 기저귀를 갈면서 아빠가 어렸을 때, 아플 때 만날 목욕탕에 데리고 
다니면서… 옛날 둥근 나무목욕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 철철 넘치게 해 가지고… (참
여자 P)

실질적으로 어머니 같은 경우 아들이 보고 싶지 며느리가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대신 갔다 와라? 그래도 저는 제 어머니잖아요. 같이 맞벌이하는 입장인데 
집사람한테 당신이 가서 날밤 새우고 오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일주
일 정도 입원하셨는데, 일주일 내내 제가 밤에 가서 날밤 새우면서 어머니 기저귀 갈
아 드리고… 어머니가 창피해 하시죠. 의식이 다 있으니까. 그걸 제일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그러면 딸을 낳으시지. 딸을 못 낳으셨는데 어떡해
요. 그럼 아들이 해야지 누가 하냐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받아들이시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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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어머니가 힘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저귀까지 갈아 드렸죠. (참여자 S) 

김정수 시인의 「하늘로 가는 혀」는 스스로 육체적 돌봄을 할 수 없어 의존

은 하지만 영혼이 살아 있는 노모의 부끄러운 심정과 자녀로서 시인의 슬픔이

겹친다. 아들은 병든 노모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면서 “딸을 낳으시지”라고 표현한

다. 또「만월」에서는 명절을 맞아 요양병원에서 하루 외출 나온 노모와의 하룻

밤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떠올린다.

명절이 되어 오랜만에 한 가족이 모여 고스톱을 치는 공간에는 노인요양병원

에서 하루 외박을 나온 노모가 함께 있었다. 화투판에서 작은형이 풍을 싸고 막

내가 싼 풍을 가져가며 쓰리고를 외치는 동안 어머니는 화장실을 간다. 가는 사

이 오래 고였던 냄새와 함께 배설을 하고 며느리들은 노모의 흑싸리 같은 피부

를 물로 씻어낸다. 풍을 싸고 쓰리고를 외치는 동안 “허투루 버리는 피도 없는

데, 목구멍을 거슬러 오르는 숨결이 꼴깍꼴깍” 거칠어지는 열띤 형제들의 화투판

과 똥을 싼 노모의 모습이 병치되는 가족의 풍경은 묘한 불화와 긴장을 빚는다.

“어머니가 똥을 싸셨는데 아들들은 고스톱만 치네요”라는 막내며느리의 일갈에

형제들은 ‘쓰리고에 피박까지’ 쓴 형국이 되고 모처럼의 가족 모임도 위태로워

보인다(곽효환, 2014).

막내네 거실에서 고스톱을 친다 버린 패처럼 인연을 끊은 큰형네와 무소식이 희소식
인 넷째 대신 조커 두 장을 넣고 삼형제가 고스톱을 친다 노인요양병원에서 하루 외박
을 나온 노모가 술안주 연어 샐러드를 연신 드신다 주무실 시간이 진작 지났다 부족한 
잠이 밑으로 샌다 막내며느리가 딸도 못 낳은 노모를 부축해 화장실로 가는 사이 작은
형이 풍을 싼다 곁에서 새우잠을 자던 아내를 깨운다 며느리 둘이 노모의 냄새를 물로 
벗겨 낸다 오래 고였던 냄새가 흑싸리피 같은 피부를 드러낸다 술이 저 혼자 목구멍으
로 넘어가다 단내를 풍긴다 작은형이 싼 풍을 가져가며 막내가 의기양양하게 쓰리고를 
외친다 이번 판은 무조건 상한가, 막내 얼굴에 만월이 뜬다 고스톱 한판에도 손에 땀
이 찬다 허투루 버리는 피도 없는데, 목구멍을 거슬러 오르는 숨결이 꼴깍꼴깍 거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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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똥을 싸셨는데 아들들은 고스톱만 치네요 막내며느리의 거침없는 말씀에 형
제들이 쓰리고에 피박까지 쓴다. 공산명월(空山明月)이 연어 위에 붉다

- 「만월滿月」 전문

(라) 죽음이란 ‘길동무’

참여자들은 이제 치매 돌봄이나 가족 돌봄의 이야기 자료 검색을 하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

설이나 장기요양보험이 고마운 제도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제 노인

돌봄은 개인에게 맡길 일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진정한 사회적 돌봄을 대안적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죽음이란 ‘길동무’> 주제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살고 싶은

곳을 생각함’, ‘복된 죽음을 인식함’, ‘함께 가는 길’로 의미가 구성되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잘 다듬고 
더 쾌적하게 더 인간다운 삶을 끝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쪽으로 노력할 수 
있겠죠. 기저귀를 차고, 내가 변을 봤는데도 돌보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에서 좀 더 세
심하게 할 수 있겠고. 내가 걸어 갈 수 있는데도 귀찮으니까 그냥 침대에 뉘여 두지 
않고 부축해서 산책을 시킨다 하든가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사람이 더 필요하고 돈
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죠. (참여자 Y)

모두의 문제예요. 저는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거창한 시설이 아니라… 예를 들
어서 간병사·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따잖아요. 그런 분들과 일 대 일 매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자격증을 따셨잖
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단절된 거잖아요. 자격증을 따고도. (참여자 S)

사람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참여자들

은 요양시설에서 죽어 간 부모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기도 하였고, 대안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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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삶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가족과도 함께 살기보다는 가까운 거

리에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노년기에는 자녀들에

게 부양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이건… 환자의 고귀한 삶이라고 저는 볼 수 없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료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뭐, 요양보호사 한 분당 환자 수를 좀 줄이고, 조금 개인
적인 케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결국 회복해서 다시 그 병원을 나가지 못할 
경우가 거의 백 퍼센트이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기억이 될 그 곳이 좀 더, 그런 형
용사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좀 더 쾌적한 체험 좀 더 좋은 체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
각은 해요. (참여자 J)

저는 시골 같은 데서 정원에 텃밭도 가꾸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가족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시에서 살아야겠다…. 네. 도시가 병원도 가깝고 쇼핑하기 좋고 
불편하지 않고, 저는 같이 사는 걸 무진장 좋아하는데… 같은 집에서. 그런데 가족이 
내가 보기에는 같이 살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살
기를 원하죠. (참여자 H)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부모의 비통한 죽음을 기억하며 복된 죽음에 대하여 인

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참여자 C씨는 시어머니의 죽음과 대조적으로

복된 죽음을 맞이한 친정어머니는 사전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

였다고 한다.

병원에서도 기력, 에너지를 정말 1%도 안 남을 정도로 건강하게 싹 쓰셨다고… 그
러니까 자녀분들이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정신이 멀쩡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엄마한테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아주 장수하셨다고. 가지고 있는 체력을 
완전히 싹 쓰셨다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병들어서 강제
로 가는 게 아니니까 기쁘게 생각하라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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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M씨 역시 병원에서 생활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맞은 친정아

버지의 좋은 죽음을 기억하였다. 가톨릭 예식에 따라 병자성사를 받은 상태에서

보고 싶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유언까지 녹음해 두었다. 치매 상황에서 고통

스럽게 죽음을 겪은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잃지않고

죽음을 준비하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에 가족들은 큰 위안을 받았고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냥 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서 더 할 게 없다고 퇴원하라고 해서 집에 와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다 녹음해 가지고 보고 싶은 친구분들 다 부르
고 유언도 하시고. 유언도 다 녹음해 놓으시고 철저하셨어요. 하다못해 당신 돌아가시
면 장례식 때 어떤 병풍을 써야 되고, 손님들이 오면 무슨무슨 차를 준비해라 그런 것
까지. (참여자 M)

또한 참여자 M씨는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닮고 싶은 인간의 마

지막 모습이었다고 하였다. 할머니의 복된 죽음처럼 마지막까지 기도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할머니는 재속회 회원으로 천주교 장례식을 치렀

다. 당시 장례를 치를 때 수의로 수도복을 입고 화관을 쓴 모습이 마치 성인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여자에게는 기억되었다.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종교학자 송경동(2017)은 삶의 길이, 임종 장소, 후손

의 유무가 좋은 죽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좋은 죽음의 기준이라고 말하였다. 좋은 죽음의 기준은 오래 살았느

냐가 아니라 임종에 이르는 삶의 질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뿐만 아니라

웰다잉(well-dying)을 위해서 생전에 ‘사전의료의향서’32)를 작성하고 장례 방식

32) 사전의료의향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
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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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유언장 작성, 재산 상속 등에 관한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죽음과 임종 그리고 장례까지 한국의 죽음 풍경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통하

여 살펴보면 장례문화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인간은 죽은 이에게 예를 갖출 때 좋은 죽음이라는 기억

을 하고 있었고, 타자의 죽음을 통해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시는 마당에는, 나중에라도 그래도 그때 이왕 가시는 거 잘 보내드릴 걸, 
이런 마음이 생길까 봐 그냥 가족 형제들만이라도 할게요. 그래 가지고 영안실에서 어
쨌든 3일장으로 해서 보내는 드렸죠. 그런데 이제 제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알다 보
니까…. 또 제 쪽으로만 주변 알음알음해서 몇 명씩 와서 조문 조금 받고 보내 드리니
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 낫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꼭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보내는 것처럼. 요즘에는 뭐 강아지 가지고도 장례식 치러 준다면서요. (눈물로 
면담을 중단함) (참여자 B) 

영화 <학생부군신위>(1996)와 이청준의『축제』를 원작으로 한 영화 <축

제>(1996)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식 풍경들이 나온다. 이들 영화는 공

통적으로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하여 가족 간의 갈등을 화해로 풀어내고 있다.

참여자 M씨는 친정어머니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여 고해성사 때마다 기도

제목일 정도로 불편한 관계였지만 임종의 시간에 용서한다는 고백을 통하여 화

해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였다.

참여자 B 씨는 어머니의 죽음을 요즘 반려견 장례식과 비교하면서 가족들이

마지막 임종을 지켜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쓸쓸하게 한 줌 흙으로 잔디밭에 뿌

려진 친정어머니의 소외된 죽음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참여자들은 부

모의 죽음을 계기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영원의 세계에 대한 의식으로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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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소외된 채 죽어 가는 부모의 임종을 바라보며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뜻밖에도 자신들의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인

간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부모와 ‘나’가 서로를 마주함으로써 죽음에서 삶으로

복귀하는 과정으로의 ‘죽음’을 성찰하게 된 것이었다.

아, 죽음이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로 옮겨 가는 게 죽음이라
는 걸, 그때 느꼈어요. (참여자 M)

죽음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고요? 글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
고 이어지는 거다. 그런 생각은 좀 하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더 그런 생각
을 한 거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태까지 애들 키우고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앞에 항상 닥친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 좀 살고 사회를 위해서도 좀 살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
런 생각이 들죠. (참여자 Y)

다음은 참여자들 가운데 L씨와 H씨의 애도 일기33)를 소개하고자 한다.

<L씨의 애도일기>

 
2019년 0월 0일
아버지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여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이 드신 

엄마는 이미 집에서 간병하기 어려웠다. 아버지 생애 마지막엔 대변이나 소변 처리를 
위해 휠체어에서 변기로 앉히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다. 

아들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는 어떻게 느꼈을까. 아흔이 넘은 아버지를 안고 
오줌을 뉘었다는 시인의 마음을 나도 이해할 수 있다. 

33) 참여자 L씨는 자신이 틈틈이 쓴 노트 ‘오륙십대의 애수’를 1차면담 후 보내주었다. 요양병원에

서 임종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사별한 참여자는 오십대에 맞은 그 사별 상황을 ‘애수’라고

불렀다.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애도일기로 재구성하였다. 한편 H씨의 애도일기는 두 차례의 심

층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130 -

그의 상가엘 다녀왔습니다. 
환갑을 지난 그가 아흔이 넘은 그의 아버지를 안고 오줌을 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生)의 여러 요긴한 동작들이 노구를 떠났으므로, 하지만 정신은 아직 초롱 같았으므
로 노인께서 참 난감해 하실까 봐 “아버지, 쉬, 쉬이, 어이쿠, 어이쿠, 시원허시것다아” 
농하듯 어리광 부리듯 그렇게 오줌을 뉘었다고 합니다.

온몸, 온몸으로 사무쳐 들어가듯 아, 몸 갚아드리듯 그렇게 그가 아버지를 안고 있을 
때 노인은 또 얼마나 작게, 더 가볍게 몸 움츠리려 애썼을까요. 툭, 툭, 끊기는 오줌발, 
그러나 그 길고 긴 뜨신 끈, 아들은 자꾸 안타까이 다리에 붙들어 매려 했을 것이고 아
버지는 이제 힘겹게 마저 풀고 있었겠지요. 쉬-

쉬! 우주가 참 조용하였겠습니다.
- 「쉬」 전문34)

아버지가 남자이기에 아들인 내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아
버지 곁을 지켰다. 40대에는 병원에 아들 둘을 데리고 매주 가서 2박3일을 꼬박 간병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아내와 아들들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지 좋아
하시던 음식을 정성으로 싸 준 아내에게 빚진 마음이다.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가 노
하며 집으로 데려가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당신의 운명을 감지한 마지막 부름이었던
가.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
신 것에 대한 슬픔보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뒤엉킨 눈물이었다. 

청력이 마지막까지 살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잘 모시고, 동생들 잘 돌볼게요. 저 세상 가시기전 마음 놓으시라고 말씀을 전
해 드렸다. 흰 천에 덮여 있는 아버지의 시신은 마치 잠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실 듯한 
모습으로 뽀얗게 하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 인간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34) 문인수 (2002). 「쉬」.『작가세계』. 2002년 겨울호.



- 131 -

<H씨 애도일기>

2019년 0월 0일 
노년에 폐지를 모아 생활했던 어머니의 삶은 누추함으로 기억되었다.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고 반평생을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복숭아 행상에서부터 공장에서 단무지
를 만들거나 가마니를 짜며 생계를 도맡아 왔던 어머니. 세월이 흘러 자녀들을 분가시
키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유일하게 고스톱 치는 일이 전부였던 어머니는 팔순
에 치매란 병으로 인해 자신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고향을 떠나 병이 든 몸으로 떠나
야 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질긴 목숨35)으로 끝까지 자녀들이 그 자리에 오기를 기다
렸던 어머니. 이러한 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병실에 어머니를 혼자 남겨 두
고 떠나오는 마음이 항상 무겁기만 했다.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에도 고향집을 갔다 돌
아오는 길목에서 배웅하며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외로운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살아서도 죽어가면서도 고통 받고 수난 받았던 어머니의 삶, 수년간 코 줄을 끼고 
식사를 하면서도 질기게 이어가는 목숨은 ‘수난 받는 몸’이었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죽음이었다. 어머니의 치매 발병을 시작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경제적 부담은 
형제간 ‘불화의 씨앗’이었다. 그래도 지금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지켜본다면 형제들끼
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실 것이다. 불화를 겪으며 형을 탓하면서 분명 내 속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형을 통하여 선명히 볼 수 있었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들… 같은 핏
줄이지만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대하는 마음이 왜 다른지.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였
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에게 내가 만약 치매가 온다면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강아지 똥은 만져도 부모 똥은 못 만질 것이기에…. 

자식이 5남매였지만 어느 누구도 대신 할 수 없었던 어머니 삶의 고통과 수난을 지
켜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가끔 꿈에 나타나신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 모습
에서 늙은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 반갑기만 하다. 불쌍하게만 느껴온 어머니
를 위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애통하지만 이제는 
죽음을 길동무 삼아 남은 삶의 시간들을 잘 보내야겠다.

35) ‘질긴 목숨’은 임종 시 병원의사의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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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embrandt, <탕자의 귀환>(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36), 1663∼1669년.

요양시설에서 다시 집으로 오고 싶어 한 부모들에게 집이란 무엇이었을까?

영어 Home의 의미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도 포함된다

(An institution for people needing professional care or supervision). 또한

36)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earch?q=The%20return%20of%20the%20Prodigal%20Son

예르미타시 미술관 소장 작품. 크기 2050 x 26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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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sweet home’이란 표현은 ‘따뜻한 집’이란 의미가 있다.37) 집과 고향에 관

련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집 떠나면 고생이다’가 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제 집

이 제일 좋다는 말로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되면 아무리 대접을 받는다 해도 고

생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게 마련이란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집은 가족과 타인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삶의 관계’

를 만드는 공간이다. Gogh의 그림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환대와 우정과 사랑

이 가득한 팔을 벌려 고통스러운 낯선 나그네를 맞아 주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집. 그렇다면 참여자들이 그리는 ‘집’은 사람이 안심하고 홀로 있다고 느낄 수 있

는 개인적 성역이면서 인간들의 관계를 짓는 곳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러나는

집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 느낌과 어떤 관계가 있는 매우 특별한 공간으

로 볼 수 있다. Bashelard(1957)38)는 “집은 우리의 최초의 세계이고, 그것은 하나

의 우주”라고 말하였다. Bollnow(1960)와 Heidegger(1971)도 ‘집’을 두고 우리가

안심하고 홀로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확실한 개인적 성역으로 묘사하였다(van

Manen, 1990). 박완서의「환각의 나비」에서 치매 걸린 어머니도 가족을 떠나

고향과 같은 공간에서 자기만의 집을 짓고 살아간다. 작가는 “고기도 제가 놀던 
물이 좋다더니 사람도 살던 데가 좋은 것을…”이라고 묘사한다.

집은 신뢰와 애정이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

어가는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 Rembrandt의 <탕자의 귀환>은 낯선 곳에서

방황하던 탕자가 결국 돌아온 집은 이런 곳이었을 것이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거룩한 사랑과 자비가 있는 ‘집’이다.39)

37) https://www.lexico.com
38) Gaston Bashelard (1957).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2017). HUINE. 
39) Henri Jozef Machiel Nouwen.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종훈 역 (2010). 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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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상학적 글쓰기 

  

  삶의 귀환, ‘집’으로 가는 여정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노모는 요양시설에 버려져 당신의 마

지막을 쓸쓸하게 살다 가셨다. 그곳에는 가난으로 찌든 삶 속에서 어깨 한 번 제

대로 펴 보지 못하고 살아온 나의 노모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공한

사업가나 법조인도 있었다. 그가 누구였든 요양시설이라는 정거장에 들어온 죽음

이라는 기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승객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요양시설에서는

환자가 곧 돈이었다. 호흡기와 주사 줄을 온몸에 두르고 대소변도 혼자 처리하지

못해 치부를 드러내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난 받는 몸꽃’. 험난한 세월을 악착

같이 살아낸 숭고한 어머니의 마지막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야 하는가? 그곳은 인

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도 허락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이런 수용소 같은 요양

원에서 ‘수난 받는 몸꽃’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일어 진저리

쳤다.

저 편하자고 병든 부모를 요양시설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문율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다 나 몰라라 하는데 나 혼자 독

박 돌봄을 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였다. 나만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노모를 시설에 보내 놓고 나서는 나를 낳아 길러 주시고 평생 뒷바라지 해 주신

분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낀 세대인 우리 세대는 노부모 부양을 당연히 여기면서

도 자식들에게는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다. 노모가 발병하면서 ‘24시간 수발’을 하

였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희생하

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억울하였다.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노모를 요양시설에 보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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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중에는 종교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그 힘든 수발을 들면서도 따뜻하

게 환대해 준 곳도 있었다. 고마운 곳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요양시설도 가

족 같은 돌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것을 깨닫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요양시설은 결국 환자를 위해 돌보는 일보다 ‘머릿수’로 취급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상처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간혹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의 두 손 두 발을 묶어 놓거나 멍이 들도록 때린다는

신문기사를 볼 때는 고통스러웠다. 그곳은 숨이 끊어져야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도 하였다.

노모의 요양시설 13년의 생활은 그야말로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도 나

이 들면 가야만 하는 곳이다. 나의 영혼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존엄한 죽

음의 순간을 맞을 수 있는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죽음은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유언을 미리 준비해 놓고, 사전의료의향서도 작성해야겠다.

준비된 죽음으로 남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모는 오랜 병상 생활로 음식물을 코로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수액을 맞으셨

는데 혈관이 굳어 견갑골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어 관을 박았다. 그것이 연명치료

인 줄 알고 문의를 하였던 것인데 교리 상으로도 기본적인 영양분 공급은 마지

막 순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모는 마지막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였

기에 나는 연명치료는 절대 안 하리라 결심하였다.

요양병원에서 노모와 영원히 헤어지던 그 순간은 인간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노모가 비참하게 죽어 가는 이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의 죽음으

로 보였다. 곧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자기 얼굴’이었다. 나 또한 머지않아 자

식에게 ‘짐’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최소한 남은 생애에 대해서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노모의 슬픈, 닮고 싶지 않은 죽음은

나를 주체적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 성장과 변화의 시간이었다.

노모는 임종 직전까지 집에 가고 싶어 하셨다. 노모에게 집이란 무엇일까? 가

족이 있는 곳인가? 그러면 가족이란 무슨 의미일까?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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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문이 이어지다가 결국 ‘사람됨’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었다. 요양시설에서 부

모가 죽어 가는 것을 지켜본 나는 인간의 존엄한 죽음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

문을 던지게 되었다. 사람에 대한 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노모의 ‘죽음’을 통해 나는 모든 일에 좀 더 초연해졌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는 점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으로 바뀌었고, 건강과 여가생활, ‘나’를 위한

삶이 행복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란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인생의 봄·여름·가을·겨

울에서 어머니와의 고통스럽고 슬픈 이별은 나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하였다.

영원성을 꿈꾸는 나의 인생 ‘오계절’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것을 죽음에

서 삶으로 복귀하는 과정, 낯선 길에서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였다.

누구나 집을 떠나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야만 할 나의 ‘집’은 아들 딸

이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나의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삶을

짓는 관계의 공간이어야 한다. 나의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오래 꿈

꾸어 온 근원적 의미의 공간으로 인간 냄새가 나는 환대가 있는 ‘집’이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삶을 마무리 할 것인지, 또한 마지막에 어

떤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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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부모를 시설로 위탁한 첫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이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

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이 개인적 돌봄에서 공적 돌봄으로 전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요양시설의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아직 그 외양만큼 내실

은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 기존의 문헌 검토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장기요양보

험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은 ‘현대판 고려장’이란 이미

지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부머들이

체험한 것은 무엇인지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은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현상학 자료

로서 참여자들의 체험 이야기와 함께 어원 탐구 및 문학·예술 작품을 비교 검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는 요양시설에서 부모와 사별한 베이비부머들 10명으

로 구성하였다. 선정 과정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로서 연령은 50대 말에

서 60대 초반이며,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체험이 있는 자녀들로 정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세평적 사례 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 방법으로 하였으

며,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자료수집의 포화를 위하여 눈덩이 표집 방법

(snowball sampling)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핵심 주제는 참여자들이 요양시

설에서 부모의 죽음을 마주하여 성찰한 【삶의 귀환, ‘집’으로 가는 여정】이다.

핵심 주제는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 진술을 통해 드러난 주제 13개, 그리고 본질

적 주제 4개를 중심으로 현상학적 글쓰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은 van Manen이 제시한 4가지 실존체인 체험된 공간(Live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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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간(Lived time), 몸(Lived body), 그리고 관계(Lived relationship)를 중심으

로 분류하였으며 본질적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체험된 공간에서는 【요양시설의

‘두 얼굴’-환대와 천대사이】, 체험된 시간은 【이고치고(以苦治苦)】로, 그리고

체험된 몸은 【수난 받는 ‘몸꽃’을 응시함】으로, 체험된 관계는 【‘자기 얼굴’을

마주함】이 본질적 주제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사별 체험의 본질적 의미들은 다음과 같다. 체험된

공간에서는 【요양시설의 ‘두 얼굴’ - 환대와 천대 사이】로 확인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의 돌봄 서비스를 <자녀를 대신한 ‘선한 사마리아

인’의 보살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긍정

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이 드러났는데, 요양시설의 상업성으로 인하여 노부모

들이 <환자의 ‘머릿수’>로 천대받는 체험을 하였다. 또한 선량한 얼굴의 이면에

는 <가면을 벗은 ‘민낯’>으로 요양시설은 감옥살이, 수용소, 현대판 고려장이란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되었으며, 요양시설의 ‘두 얼굴’을 확인하였다.

체험된 시간 【이고치고(以苦治苦)】에서는 <‘죽음 앞에 선 삶’ vs ‘삶 앞에 선

죽음’ 투쟁의 순간>을 맞대면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부모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갈등을 겪었다. 이것은 존엄한 죽음의 의미를 인

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영원의 세계’

로 눈이 뜨임>을 체험하였다. 이들의 부모 사별 체험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나’를 위한 주체적 삶으로 복원되는 과정이었다. 긍정적 미래 설계를 하게 되면

서 참여자들은 <인생의 ‘오계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험된 몸에서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죽어감을 【수난 받는 ‘몸꽃’을

응시함】으로 세월이 흘러도 낫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앙금으로 남은 죄책감>

을 갖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평범한 일상을 갉아먹은 ‘24시간 손발’>은 심

신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삶이 ‘죽을 맛’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참여자들은 부모를 수난 받는 ‘몸꽃’으로 바라보며 <연민의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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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된 관계에서 본질적 주제는 【‘자기 얼굴’을 마주함】이었다. 그것은 망가

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노부모가 요양시설에서 죽어 가는 모습이 자신의 미래 모

습으로 투영되면서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하여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누구나 가는 길> 이었기에 자녀들에 대하여 자신도 짐으로 남고 싶지 않은

<불편한 역지사지>를 하였다. 이제 참여자들은 <벗고 싶은 짐>이었던 경제적

부담, 요양시설의 부모를 누가 모시느냐를 두고 형제간·부부간의 갈등도 모두 내

려놓고 <죽음이란 ‘길동무’>와 함께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어
머니를 요양시설에서 사별한 베이비부머들의 체험 의미는 한 인간의 영혼에 대

한 배려와 보살핌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며 삶에 귀환하는 이들이 죽음을 길동

무 삼아 ‘집’으로 향하는 여정이었다.

2. 논의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부머들의 체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요양시설의 ‘두 얼굴’을 통해 드러난 시설 돌봄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보살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지

베이비부머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사별한 체험을 들어보았다. 노인 환자들에게 요

양시설은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삶의 종착역이 되고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인 참여자들은 가족 돌봄과 시설 돌봄을 모두 체험하면서 고통

을 받았다. 가족 돌봄의 한계로 인해 요양시설로 부모들의 거처를 옮겼지만 시설

돌봄에서 가족 같은 정서로 부모의 간병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한 요양시설도 있었지만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체험한 돌봄 서비스의 질에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녀들은 시설 돌봄을 기본적인 육체적 돌봄만 있고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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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돌봄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부모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식

사와 용변 수발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인간의 권리로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인간적인 모욕 혹은 수치감으로 진술하였다. 극단적으로는 요양시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갇혀 지내는 의미에서 ‘감옥살이’나 ‘수용소’ 이미지

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서는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규정이 없어서 시

설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욕구가 아닌 공급자 편의적인 서

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많다. 선행 연구에서는 의료 지원의 강화와 신체 기능

회복 프로그램 및 개인별 인지·건강 수준에 따른 취미·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규

정함은 물론, 기본 서비스인 신체, 위생, 개인 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신경안, 2016).

본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요양시설 서비스에서 필요한 것에

대하여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 지원, 적절한 의료 지원과 무분별한 약

처방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 그리고 노인 환자를 위한 다양한 취미·여가 프로그

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기본적 돌봄 서비스 가운데 식사·용변·목

욕 수발 등 신체 위생적인 면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로서 요양시설에

서 적절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 연

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요양시설의 ‘두 얼굴’에 대한 의미는 부정적 측면이 강

하게 드러났지만 한편으로 요양시설 안에서 노인 돌봄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 안

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요양시설의 긍정적 측면으로 노인환자들은 비

영리 기관인 종교 시설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보살핌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식사수발이나 정기적 목욕을 통한 청결함, 그리고 신체

적·심리적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산책 등을 통하여 집에서 갇혀 지내는 것

보다 부모들이 자녀를 대신하여 좋은 돌봄을 받는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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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요양시설에서 좋은 돌봄 사례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

하다. 베이비부머들은 앞으로 노년기에 치매 혹은 중증 질환이 발병할 경우 가족

들로부터 돌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했다. 미래에 노인이 될 자신들을 위

한 사회적 대안으로 요양시설의 좋은 돌봄을 위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참여자들은 부모들의 죽어 가는 모습을 보

며 가고 싶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면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요

양시설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들의 일상 생활 가운데 간병인들의 배려 없는 돌봄 행위

와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 주지 않아 방치되는 등 시설에서 삶의 질이 낮다고 체

험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하는 것들이었다(정경

희 외, 2001; 공선희, 2007; 박소영, 2013).

해외 선행 연구에서는 시설 돌봄의 경우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돌봄에 대

한 책임, 그리고 공감과 환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같은 돌봄의 가치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Glenn, 2000). 국내 연구에서도 좋은 돌봄의 필

요조건은 적극적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와 인정,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좋은

관계 맺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센터 관리자의 전문성, 가족-노인-요양보호사의

3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석재은 외, 2015). 따라서 시설 돌봄과 가

족 돌봄은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로

서 지역 통합 돌봄은 재가 돌봄과 시설 돌봄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

다.

돌봄은 타인을 염려하고 책임지는 노동과 애정으로 결합된 활동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돌봐 준다고 해도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의

책임을 넘을 수 없다고 하였다(Finch & Groves, 1983). 따라서 좋은 돌봄을 위해

서는 공적 돌봄 서비스로 모든 돌봄 욕구가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돌봄

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Gibson 외, 2010; 석재은·노혜진·임정

기, 2015).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심리적 돌봄 서비스는 관계의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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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과 신뢰, 돌봄을 돈으로 모두 살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의 인간적인 관계

회복이 좋은 돌봄으로서 공동 돌봄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요양시설의 환경적 측

면인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관리자의 비전문성 문제 등 구조적인 환

경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은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경영

적 요인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운영하면서 돌봄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좋은 돌봄은 커녕 최소한

의 돌봄을 제공받기에도 부족할 것이다(석재은·노혜진·임정기, 2015). 이런 면에

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은 돌봄은 단순하게 돌봄을 제공하는 이와 받는 이

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요양시설의 상업화와 긴밀하게 연결

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돌봄 제공, 그리고 노인 환자들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등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구성

된 요양시설의 환경에서는 심리적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베이비부머들의 부모세대들이 인식하는 시설 돌봄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

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스스로 요양시설을 선택한 경우

는 드물었고, 대부분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하여 시설에 들어가게 됐지만 인지 기

능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시설 입소를 강력히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

은 국내 선행 연구에서 노인들은 집에서 돌봄을 선호하고 시설 돌봄에 대하여

거부감이 크다(공선희, 2007; 박소영, 2013, 장혜영, 2014)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

러한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서도 적극적이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가치와 신뢰도가 높은 노인의 경우에 시설 돌봄에 대

한 거부감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질병과 관련된 노인 돌봄은

가족 돌봄과 시설 돌봄 양쪽 다 고통을 수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족 돌봄이나 시설 돌봄에 치우쳐 어느 한편을 이상화하는 사회적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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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가족 돌봄이 파트너십으로 시설 돌봄과 조화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을 마

련해야 한다.

손용진 (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 부양 책임과 관련하여 국가 책임과 가족 책

임을 양립하되 가족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선희

(2008) 연구에서 서구 사회의 오랜 체험 속에서 입증된 사실은 공적 돌봄이 가족

돌봄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가족 돌봄과 공적 돌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공적 돌봄과 가족 돌봄을 다룬 선행 연

구들이 있었지만 어느 쪽이 더 적절한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이승호·신유미,

2018). 그러나 독특한 한국적인 사회 문화 현상 속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별 체

험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심리적 차원의 어려움들은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

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들이 겪어야 하는 윤리적 갈등이 드러났다.

이런 면에서 참여자들은 가족 돌봄과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가족 돌봄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회피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노인 돌봄은 국가의 책임으로 보편적 복지 방향이 맞다고 말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가족 안에서 돌봄은 치매나 중증 환자인 경우는 ‘24

시간 손발’로 묶여 있어야 함으로써 개인적 희생이 필요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가족 돌봄이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회적 관념은 노인과 가족 모두를 고통

스럽게 하였다(공선희, 2007; 이순미·김혜경, 2009; Hooyman & Gonyea, 1995).

이미 노인 돌봄은 가족 내에서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 따라서 공적인 사

회 서비스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으로 변화된 ‘공적 돌봄’에서 좋은 돌봄을 위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대

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 돌봄이 지금까지 어느 한 개인의 희생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 공적인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에서 돌봄이 현실적인 추세라고 한

다면 돌봄 개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좋은 돌봄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고 실현하

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요양시설에서 공적 서비스에 대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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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생의 오계절’을 통하여 드러났듯이 인간의 영적 변화와 죽음에 대한

논의이다. 베이비부머들은 요양시설에서 부모와 사별을 체험하고 역경에서도 ‘이

고치고’(以苦治苦) 극한의 체험을 통하여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 통찰하게 되었

다. 참여자들은 죽음에서 삶에 복귀하는 과정으로 삶의 의미 재발견 등 인생의

‘오계절’을 맞이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베이비부머들은 사별 체험이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의

세계로 이어져 있다고 인식하면서 종교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삶의 의미나 목적, 죽음의 필연성과 같은 실존적 물음에 관심을 가짐

으로써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다수 참여자들은 가

치관, 영성적 변화40)를 가져오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많은 참여자

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노후 준비를 긍정적으

로 설계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

려 행복한 죽음 준비로 전환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이었다.

이것은 사별 후 참여자들이 일상생활로 통합되는데 사별 체험 이전과 다른 모습

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eidegger는 죽음이란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고 또한 철저한 각자성

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고 존재의 파괴를 예견하는 것이지만 아이

러니하게도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실존적 자각과 함께 때로는 본래성

이 회복된다고 하였다(박찬국 역, 2014). 또한 Elisabeth Kübler-Ross(2011)도 죽

음은 성장의 마지막 단계로 인간이 체험한 일생의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심오

한 성장으로 체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사별 체험을 통하여

40) 201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보건의료에서의 영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네

바 회의 참석자들은 인간을 전 인격체로 돌보기 위해 보건의료체계에 ‘영성’ 개념을 통합하였고,

전인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영성

은 인간성의 역동적이고 내적인 영역으로 사람이 영성을 통하여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 및 초월

을 추구하게 되며 자신·가족·사회·자연 그리고 의미 있거나 성스러운 대상과의 관계를 체험하는

것이다. 영성은 믿음, 가치, 전통 및 의례들을 통하여 표현된다(노유자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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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오계절’이란 성장과 변화의 모습으로 선행 연구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요양시설 현장의 실무자들인 사회복지사들은 죽음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별 가족을 지지하는 데 관심을 갖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주제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을 가져야 할 영역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사회복지 실천 현

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죽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삶의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있다(도승자, 2013; 김

경미, 2016; 천효숙, 2019). 특히 사별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부각

된 만큼 사회복지 현장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와 죽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죽음 교육과 함께 대학에서 죽음 관련 교과목을 채택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 소수이지만 대학

에서 죽음 과목을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들이 부모 사별 후에 겪는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개입으로 애

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참여자는 요양시설에서 죽어 간 부모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후회와 분노, 죄

책감을 느끼며 정서적 어려움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앙금으로 남은 죄책감’

을 통하여 드러난 베이비부머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애도의 접근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 애도 집단 프로그램은 사별 가족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Alan D. Wolfelt, 2004). 애도는 상실로 인해 겪게 되는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이로 인해서 동반될 수 있는 정서적·인지적·행동적·신체적인 문

제들을 해결하고 애도의 시간을 잘 겪어 내어 일상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Allan Hugh Cole, 2002). 선행 연구에서도 요양원에서 부모를 사별

한 가족들을 위하여 사후에 치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사별 애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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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Murphy·Hanrahan·Luchins, 2015).

현재 국내에서는 사별 가족 애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별 가

족을 위한 자조 집단 모임이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를 비롯한 종교적 차원에서

소규모 집단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당복지재단에서는 최근 서울시 지원으로 사별

가족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 활동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실시하고 있

으며, 모현센터 호스피스병동에서는 사별 가족을 위한 모임을 통해 정서적 지원

을 하고 있다. 요양시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지역사회에 사별

가족 모임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별 가족들에게 자조 집단에 대한 정보

및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요양병원에서 부모의 임종 시 연명치료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이다.

참여자 P씨는 친정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임종 시 병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꽂

은 상태에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대부

분 요양병원 혹은 병원에서 부모의 임종 시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참여자들은 갈등과 혼란의 시간을 가졌다. 연명치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가족 간 갈등으로 드러났으며, 당혹스러운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종교

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체험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심폐 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 별 의미 없는 의술적

치료는 결국 부모의 고통을 더하고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기에 이

것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

사가 판단하고 확인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또는 시행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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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18)4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기준

으로 47만 9천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42) 등록을 마쳤다. 이것은 불과 1년 전과

비교할 때 8만 6천여 명(2018년 통계)으로 6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우리 사회

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존엄한 죽음에 대

한 논의는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환자의 권리’라는 시각에서 사회복지 논의가

필요하다.

해외 선행 연구에서도 요양원에서 부모를 사별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사전의료계획을 한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준

비를 함으로써 애도 과정을 잘 겪었다고 보고하였다(Schulz·Boerner·Klinger·

Rosen, 2015).

이런 맥락에서 존엄한 죽음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마지막

까지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영적 돌봄과도 연관될 수 있다. 생의 말

기에 요양시설에서 노년기를 보내고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까지 부모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치유에 대한 방

안은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개별적인 방법으로 신앙에 의존하기·봉사활

동·글쓰기 등으로 애도의 과정을 갖고 있었다. 영적 고통에는 실존적 고민, 신이

나 타인으로부터 버림받음, 타인에 대한 분노, 절망, 비탄, 상실감, 죄책감, 수치

감, 고립 등이 있다(노유자 외, 2018). 특히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임

종의 순간 외에도 시설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희망 없이 생사만 확인하는 마음’

41)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대상 범주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환자

의 연명의료결정권은 죽음에 대한 권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법적으로 제도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

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

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

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국립연명의료관

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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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희망을 갖도록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들은 치료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생의

말기는 가족들의 희망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가족들도 희

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것

은 영적 돌봄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들로써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기,

영성 및 믿음 갖기, 의미 있던 사건과 즐거움을 회상하기, 타인에 의해 확인되는

자신만의 가치 찾기, 현재의 처지와 고통에 새로운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영적

활동하기, 단기간의 미래에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기, 타인에 중점을 둔 긍정적

인 목적으로 활동하기, 평온을 희망하기 등 영적 돌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김

춘길·최성은, 2018).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호스피스와 같은 영적 돌봄은 종교를 떠나 환자가 원

하는 종교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호스피스 돌봄은 노인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의사·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영양사, 종교인, 다양한 직업의 자원봉사자들이 팀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호스피스 돌봄에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에 대

한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호스피스 전담 사회복지사는 죽음에

대한 고도의 두려움이나 가족 상호작용의 부조화 등의 고위험 요소를 규명할 수

있도록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였다(Reese and Ramer, 2004; 김계숙, 2018 재인용). 그러나 국내에서 호

스피스 병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사례 관리와 자원 동원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양은숙·

이동훈, 2017).

이런 의미에서 장기요양시설은 앞으로 호스피스 돌봄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호스피스 전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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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적용이 4개의 말기질환(암,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

기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확대되었다(호스피스·완화의료, 2019).43) 요양시설

에서 마지막까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장소로서 요양시설에 호스피스 돌봄

을 확대 적용하고 정서적 지원 역할로써 호스피스 전담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질병에 걸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논

의이다. 참여자들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대처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

은 상황에서 노부모가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으로 치매 상황에 놓여있을 때 적절

한 정보나 상담 체계 등이 없어서 당황스러운 과정을 겪기도 했다. 이것은 참여

자들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가족 자조모임이나 단체를 통하여 치매 대

처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치매나 장애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는 모두 나이가 들어 병이 들면 신체적·정서적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치매를 예전에는 굳이 질병으로 보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지금 의료 체제 시스템 하에서는 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지

나친 효율과 효용성에 갇혀서 육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쓸모없

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것은 노인이 질병이 발병하여 돌봄을 받게 되는 상태를 ‘짐’이나 ‘의존’이 아

닌 인간이 살아가는 단계에서 누구나 반드시 겪는 보편적인 생애 단계로 인식하

게 된다면 노인 돌봄은 아동과 장애인 돌봄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질과 죽

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질병과 장애 그리고 ‘죽음의

질’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 면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영역

이기에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이들의 부모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43)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이용한 인원은 2008년 19개 기관에서 5,046명이었는데, 2017년

에는 81개 기관에서 17,333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았다. 2019년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87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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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 1인가구로 치매가 발병한 상황에서 요양시설로 들어간 사례가 많았다.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죽어감’의 의미를 베이비부머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연구가

출발이었다면 앞으로 새롭게 죽음의 문화를 논의하는 연구는 더욱 필요할 것이

다. 무연고사·고독사·자살과 같은 우리 사회에서 애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죽

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에서 어떤 사회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현 시

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로서 현재 요양시설은 적당한가?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곳은 정할 수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죽어갈 수 있는 죽음의 공

간을 미리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참여자 L씨는 말하였다.

여섯째, 환자를 ‘머릿수’로 셈하는 요양시설의 상업성 개선에 대한 논의이다.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의 부정적 측면으로 재활 치료보다는 노인 환자들을 수용하

고 관리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환자들을 한낱 ‘머릿수’로 취급하여 인간적인 돌봄

이 아닌 수용 시설의 관리 대상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꼽았다. 참여자 가운데 상

당수가 요양시설의 상업성과 관련하여 “환자를 대할 때 한 명 한 명이 다 돈이

니까 환자들은 상품으로 취급되었다”고 지적하였다(참여자 S). 이것은 현재 우리

나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민간 영리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

를 보이면서 상업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사회복지학계에서도 끊임없이 문제

를 제기하여 왔다.

요양시설에서 노인 돌봄이 시장 서비스 기능에 의존할 경우 빈곤층 등 사각지

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여자들

역시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 이용에서 비용에 대한 경

제적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일곱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은 자신이 선택한 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인환자들의 자율권에 관한 논의이다.

요양시설은 과연 죽음을 맞이하기에 적합한 곳인가? 참여자들 가운데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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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 돌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고 싶은지에 대하여 가능하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둘러싸

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였다. 시설 입소는 참여자 L씨의 아버지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치매 상황에서 노인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부양

가족들의 선택에 의한 입소가 대부분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마지막에 살고

싶은 곳으로 자신이 살던 거처에서 살다가 죽기를 바랐다.

앞으로 고령의 노인 환자들이 요양시설에서의 죽음을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때 우리사회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2019)

에 의하면 일본은 요양시설과 병원 의료기관에서 사망자 수도 증가했지만 자택

에서 사망한 인원도 2005년 13만여 명에서 16만여 명(2016)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44).

지난해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행안부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추진단, 국

토부 주거복지정책과, 도시재생역량과 3개 부처에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

강한 노후를 보낸다’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로 노인 커뮤니티 케

어를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 11. 19).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로 주거 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 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차세대 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사람 중심

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통

합 서비스는 초고령 사회 진입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 구축

을 목표로 병원과 지역 연계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안은 특히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 재

생으로 일본의 가시와 시(市) 도요시키 마을 등 실제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대도

시 중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커뮤니티 케어 제공

의 핵심 목적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 돌봄 특화

44) 미국에서는 사망 인구의 약 20%가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다(2004, Ersek·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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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2019년에는 107개 기관에서 노인맞춤 돌봄 서

비스를 수행해 왔는데 2020년에는 164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이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특징은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돕

는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노인

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45).

이런 점에서 노인 돌봄은 의료·교육·육아 등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를 바탕

으로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늙어 가고 죽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 노인 돌봄 역시 사회적 고립예방 대책 마련 차원에

서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계망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노인 코하

우징 시설46)은 공동 주거시설이지만 요양원과는 다르다. 거주자들은 욕실·부엌·

침실을 갖춘 개인집에서 살되 식당·도서실·취미실 등을 공유한다. 코하우징이 늘

면 국가가 지원하는 도우미 서비스 등 노인 복지 비용도 함께 줄어든다(동아일

보, 2019. 8. 17).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쌓이다 보면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양질의

서비스로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돌봄에 대한 다양한 사례

들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요양시설이 감옥살이나 수용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는 서비스의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개인별로 신체적 건강 상태

나 기호에 따른 다양한 취미·여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

것은 요양시설이 주거 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며, 개인

별로 의복·식단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말하였

다. 또한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공간배열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주거 형태를 기획

45)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정보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1661-2129)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www.1661-2129.or.kr)

46) Co-operative Housing Society: 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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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인별 개성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요양시설의 노인 환자들이 시민의 한 사

람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에서 이뤄지는 시설 돌봄은 노년기의 삶의 질에 대

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요양시설에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할 수 없

는 위치에 있는 이들에 대한 가족과 우리 사회의 공동 돌봄이란 가치에서 이뤄

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통합 돌봄모델은 육아·여성·장애인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한 통합모델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다학제 간 연구가 필

요하다.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그리고 죽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교육, 의료 및 간호, 주거 분야까지 다학제 간 통합적

접근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노인’ 제한을 두

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누구든 요양

욕구만 있으면 수발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등급 판정을 받으면 급여 이용이

가능한데, 이런 의미에서 장기요양보험 역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육체적·정

서적 장애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사회복지에 대한 함의 

본 연구가 갖는 사회복지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천적 함의

첫째, 요양시설에서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실제로 무엇인지, 베이비부머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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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수의 사례로 드러

난 치매란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당사자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룬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는 인간 과학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 가운데 빈곤층은 고독사·무연고사·자살 등으로 이어지

는 경우가 많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뤄지기보다는 사

회적 죽음으로써 공동체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서의 사별 체험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시선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양시설에서 죽어감’의 의미를 베이비부머의 관점에서 본

질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출발이었다면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죽음

의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연구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별 가족들을 위한 애도 접근과 필요성이다. 참여자들은 고인과의 관계

를 통하여 사별 반응이 다양하게 드러났다. 특히 참여자들은 마음에 품은 이야기

를 털어놓으면서 자신의 사별 체험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남

성 참여자들은 사별 체험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음으로 부모 상실

의 체험과 이로 인해 겪은 감정의 상처를 풀어 낼 기회가 적었다. 이것은 부모를

사별한 자녀들의 육체적·정서적 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

과(Nadine 외, 2007)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사별 체험을 이해하고

다시 현재의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별 애도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사별 가족을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

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의 죽어

가는 과정과 자녀들의 사별 체험을 다룬 사회복지 차원의 접근과 관심이 미약한

편이었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사별 가족을 위한 애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사

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초 자료로써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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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은 시설에서는 노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정서 지원과 같

은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대부분 식사·목욕·용

변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앞으로 시설 돌

봄이 감정 영역의 정서적 돌봄과 영적 돌봄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돌봄이 이뤄질

수 있어야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 돌봄의 영역을 육체

적 돌봄뿐 아니라 정서적 돌봄, 영적 돌봄까지 확대하여 학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은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를 통

하여 현재 요양시설에서 임종 시 영적 돌봄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돌봄 서비스

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

과 요양시설에서 만성적 병을 앓으며 살아가는 노인환자들을 위한 영적 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함의

첫째, 요양시설에서 노인 환자들에 대한 돌봄을 호스피스 돌봄의 영역으로 확

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 돌봄이 신체적 돌봄, 심리적 돌봄 그리고 영적 돌봄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사목

교육(Clinical Pastrol Education: CPE), 호스피스 활동을 요양시설에서 적용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별 체험을 통하여 드러난 임종 시기의

두려움과 불안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 CPE 그리고 호스피스 돌봄으로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CPE는 현재 일반 병원을 중심으로 심리적·영적 돌봄의 영역

을 강조하며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 12개 요양병원

에서 시범사업으로 호스피스 돌봄 체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원주민중요양병

원 등 12개 요양병원(132개 병상수)에서 시작되어 2019년 12개 병원(171개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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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 2019).47)

그동안 일반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영적 상담 역할을 한 CPE와 호스피

스 돌봄을 공공기관의 요양병원에서부터 확대하여 운영한다면 노인 환자는 물론

가족들이 정서적·영적 상담 역할을 통하여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등의 문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 기관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러한 면에서 영적 돌봄 전문가 양성도 시급하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

이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영적 돌봄 전문가로서 양

성할 필요가 있으며, 호스피스 전담 사회복지사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좀 더 호스피스 돌봄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져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의료진·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종교인 등이 노인 환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망으로 연계되어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존엄하게 죽

음을 맞이하는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요양시설에서 노인 환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에 대한 죽

음준비 교육의 필요성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 돌봄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감정 노동, 신뢰에 기초한 관계적 노동

으로서 복합적 특성을 갖는 여성 돌봄 노동을 재평가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괜

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김혜경, 2009). 본 연구에

서는 시설 돌봄이 노인 환자가 돌봄자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서 돌봄 교육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시설 돌봄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환자가 돌봄자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양질의 돌

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식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요

47) http://hospice.cancer.go.kr/square/stat.do.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 (2019). 보건복지부·

중앙호스피스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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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설에서 시설 돌봄은 관계성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 환자들

과의 공감·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설 종사자를 양성하는 과정에

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 교육과 질병 수발과 관련된 정서적 이해를 위

한 감정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와상 환자에 대한 휠체어 이

동, 식사 수발, 용변 수발에 대하여 육체적 돌봄을 담당할 남성 요양보호사의 양

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역시 시설 돌봄은 유럽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돌봄 종사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대부분 돌봄 종사자들은 여성·유색인

종·이민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도 조

선족 동포들이 돌봄 종사자로서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돌봄 종

사자들이 낯선 이주민들이 일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 하였다. 사회적 약자들이 돌봄을 담당하게 되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러운 일’(dirty work)로 취급되고 있다(Glen, 2000). 이것은 돌봄을 제공하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반 일

리치를 측은하게 여기고 돌보았던 게라심 처럼 배려하고 보살피는 돌봄이 당연

시 되는 사회가 되면 자신이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돌보는 이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 같

은 사회적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무엇보다 돌봄을 주는 사람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고 당사자들도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돌봄을 개인 책

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진정한 ‘돌보는 사회 만들기’가 가능해

질 것이다.

한편 요양시설에서 돌봄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정 돌봄과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

으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증명하였는데, 죽음 교육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이들은 교육 시행 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종 및 사후 처치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황지영, 2017). 또한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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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환자는 물론 가족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가 필요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요양

시설에서 일하는 돌봄 종사자들이 인간의 죽어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요양

시설 종사자와 노인 환자들, 그리고 환자들 사이에 소통과 공감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 돌봄을 위한 요양시설은 공공성을 증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영

리 기관을 중심으로 점차 전환하거나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로써 요양시설을 확대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장기요양 서비스 분야는 비영리 민간 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서

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재정이 지원되고 다양한 공급 기관

이 이용자의 선택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사회 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도 서비스

공급자로 허용됨에 따라 사설 유료 노인 시설이 공급자로 참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장기요양기관이 설립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privatization), 혹은 시장화(marketization)로 확대되는 것을 사회복지 학계에서

는 비판을 하고 있다(양난주, 2014).

이미진(2014)의 선행 연구에서도 우리나라는 요양시설 가운데 국·공립 시설이

부족하고, 개인 소유 시설의 난립으로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추

진한다고 비판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시장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규제

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전용호, 2012). 양난주(2014)의 연구에서는 영리·비영

리를 떠나 요양시설의 상업성이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참

여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영리 기관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종교 시설 등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시설 돌봄에 대하

여는 비교적 긍정적 체험을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자신의 종교 여부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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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관일수록 좋은 돌봄을 체험하였다. 특히 종교 기관인 경우 요양시설 서

비스 관리 체계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돌봄

과 헌신을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느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영리 기관에 허용하는 것보다 종교 시설, 혹은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 민간 기관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장화에 대한 적극적 규

제와 함께 공공 부문에서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시설을 늘려 가는 방안

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 중심의 시장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사회 서비스의 질 향상, 사회

서비스의 공급 모두가 시장의 ‘이윤’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봉·최예륜·호성희, 2007).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 노인 돌봄은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

각지대의 해소나 사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편적 복지로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의 민간 부

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공공 부문의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4.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및 한계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인 돌봄은 다양한 사회적 노력을 통한 공적 돌

봄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돌봄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관점으로 다뤄졌기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돌봄 종

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요양시설에서 노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간병인들의 인권 문제 등 실제 체험을 담아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묶어서 요양시설로 다루었다. 참여

자들 가운데 남성 노인들은 대부분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에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았다. 중증 환자일수록 요양병원을 선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돌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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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고,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욕구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요

양병원보다는 요양원을 선택하였다. 장기요양 등급이 높을수록 재가 < 요양병원

<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성 질병인 치매나 뇌졸중인 경우 요

양원을 선택하였으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진 노인은 요양병원을 선

택하고 있었다(신혜리, 2016). 현재 병원 이용으로 인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에 근거한 요양병원의 역할은 노

인복지시설로서 요양원의 기능과 다르므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별도로 분리하

여 다룬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불치의 질병으로 생활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요양시설이 죽음의 장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요양

시설 입소 기간과 관련하여 6개월에서 18년까지 제한을 두지 않았기에 격차가

컸다.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을 선정할 때 사별 시기와 입소 기간 등 선정 방

법을 세분화하여 사별 애도 과정을 연구할 때 동질집단으로 참여자를 구성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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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동의서

 연구제목 : 요양시설에서 부모의 죽음을 맞이한 자녀들의 사별 체험 연구

            -베이비붐 세대 자녀를 중심으로

 소속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과

 연구책임자 : 강영미

본인은 <연구 참여자를 위한 설명서>를 읽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연구의 위험과 이득에 관해 들었으며 문의사항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고,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수집하는 개인 식별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목소리 녹취파일 등)를 현행 법률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며, 본인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 성명              서명               날짜          
   대리인(해당되는 경우) : 성명           서명           날짜          
   동의획득자 : 성명           서명           날짜          

    *연구대상자 및 대리인 란은 연구참여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성명,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부록1> 연구 참여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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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IRB 심의결과 통보서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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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연구 참여자 M씨 면담 사례

참여자 M 143. 그래서 지금… 저번에 주신 글을 보니까… 부모님께 편지 쓰기라
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딱 첫 마디 외에는 쓸 말이 없더
라고요. 아버지께는 수시로… 어떤 때는 청소하다가도 불끈 아버지가 생각나면 눈
물이 확 쏟아져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근데 엄마에 대해서는 그때 아팠던 거 그
거… 그게 아련하면서… 그래요 엄마 편안하게 쉬시라고… 이 정도지 엄마에 대해
서는 막 애틋함 그런 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 저길 하면서… 나는 과연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 두려워 지더라고요.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산다 하고 지네들한테 했지만… .때론 지네들한테 부족한 게 
있었고 섭섭한 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나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도 뭔가 아이들한테… 내가 정말 의식이 있
을 때 아이들하고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화해할 건 화해하고… 풀 건 풀고 
가야지 나중에 내가 우리 아이 가슴에 응어리는 남기지 않을 것 같다는 거… 내가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항상 내가 불편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더 불편했거든요. 엄마
는 의식도 못해도 나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엄마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
겠다는 거…

연구자 질문 Q)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
데… 또 하나 질문이 생각이 난 게… 입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라도 선생님 같은 
상황이었으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엄마하고의 그런 관
계가. 그런데 말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그렇게 힘들게 서울에서 지방
까지… 마지막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까지 가셨던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
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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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M 144. 제가 엄마하고의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공백 기간에 제가 일
을 하면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주 못 갔던 거… 그런 게 너무 엄마한테 미
안했던 거예요.

참여자 M 145. 네네. 그때 못 했으니까… 서울에 있는 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정
도 내려갔겠죠. 그렇게 갔다 오면 지네들이 그렇게 유세를 떠는 거예요. 나는 엄마
한테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일 때문에 못 갔는데… 일이 아침 6시 40분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에 한 번 
갔다 와도… 주말에는 또 당직이 있어서요. 토요일이나 주일날에 한 달에 한 번씩 
당직이 걸리니까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들하고 한번 내려갔다 
오면 일주일이 피곤한 거예요.

연구자 Q) 아. 그런데 그렇게 가셨는데… 만약에 역으로 가정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갔다… 그랬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참여자 M 146. 아유. 그러면 더 후회스러웠을 거 같아요. 후회가 남지요. 내가 그
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좀 더 해소가 된 거 같아요. 내가 그래도 할 도리를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 하려고 했었다는 자기위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생
겼던 거 같아요. 그것도 안 했으면 제가 엄마를 보내 놓고 나서 더 후회하고 가슴 
아팠을 거 같아요.

참여자 M 147. 네. 그때 엄마하고 그게 안됐었더라면 두고두고… 동생들한테도 그
렇고 남들한테도 그렇고… 정말 내가 양로원 할머니들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내 엄
마한테 제대로 못 했다는 게.. 그게 아마 나의 이중성… 이런 걸 보게 되면 내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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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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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parental bereavement experience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who 
is the first generation to entrust their par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due to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Long-term care insuranc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ransitioning 
the responsibility of elderly care from the individual to the public. 
However,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confirmed that long-term care 
facilities have expanded in size, yet the quality of care unable to keep 
up. In Korea, perceptions of parental care have traditionally been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ut familial conflicts over elderly care 
have also been a rising social problem. In this sense, this research 
intends to explore what baby boomers experience through thei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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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human science. In addition to this approach, the paper 
investigates the baby boomers’ long-term care facilities bereavement 
experience through the lenses of etymology, literature, and art.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ten baby boomers that lost their 
parents in a long-term care facility. The participant had to be par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born in 1955-1963), whose age ranged from 
the late fifties to the early sixties and had lost their parents in a 
long-term care facility.

Participant selection was done by using reputational case 
selection, and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supplementing the snowball 
sampling method for the saturation of data collection. The theme in this 
study is [The return of life, the journey ‘home’] to describe the 
participants’ experience of losing their parents. Finally, this paper 
extracts 13 revealed themes and 4 essential themes from the 
participants’ experiential statements and organizes them based on 
phenomenological writing.

The data analysis was categorized based on the four concepts set 
by van Manen: Lived space, Lived time, Lived body, and Lived 
relationship. The four themes are as follows: [the two face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 between hospitality and inhospitality] based on Lived 
space, [Igochigo(以苦治苦)](Managing pain through pain) from Lived time, 
[Gazing at the ‘Suffering Body’] from the Lived body, and [Facing 
‘oneself’] from the Lived relationship. 

The essential theme of the bereavement experience reveal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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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hrough Lived space was the “the two face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s described by [the two face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 between hospitality and inhospitality]. On the positive side, participants 
perceived long-term care facilities as ‘The Good Samaritan’ caring for 
their parents on behalf of them. However,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was more negative than positive, mainly because 
long-term care facilities treated the elderly as a means for profit rather 
than a human being. They were also viewed as a prison cell, a place 
where parents can not breathe, and as the end destination of life. The 
“the two face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was revealed by the 
recollections of participants who had positive experiences as well as 
those with negative experiences. 

In Lived time, [Gazing at the ‘Suffering Body’](Managing pain 
through pain), participants had the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concept 
of dignified death when they had to decide whether or not to provide 
their parents with life-prolonging treatment in the face of death. The 
conflict they faced was between “Life Before Death” and “Death Before 
Life.” This experience allowed the participants to consider death not as 
an end, but rather a beginning to eternal life. 

From the lens of the lived body, the essential theme was set as 
[Gazing at the ‘Suffering Body’]. The participants claimed that the 
experience of losing their par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remained 
as guilt that will haunt them for years. Also, the participants who took 
care of their parents themselves described the experience as consuming 
24 hours of their lives, ultimately making their own lives miserable. 
While passing through this long, dark tunnel, the participants shed 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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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mpassion witnessing their parents’ suffering bodies.
In the aspect of the lived relationship, [Facing ‘oneself’] was 

identified as the essential theme. It was a self-portrait that captured the 
ruined and miserable lives of the participants. As they saw themselves in 
the lonely, miserable deaths of their par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participants reflected upon death. Since it was a path that everyone 
had to walk eventually, the participants worried that they, too, would 
one day be a heavy burden on their children. Now, they can face Good 
Death by putting aside the financial burden and familial conflict of who 
would take care of their par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Parental bereavement for the participants was a process of 
rediscovering the meaning of life and restoring the meaning of oneself. 
By designing a positive future, participants were able to open a new 
chapter in their life (人生五季).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between caregivers and eld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providing an education of death in schools 
and to caregivers at long-term care facilities. To provide emotional 
support for bereaved families, it proposed to expand social welfare 
intervention in the approach of mourning and that hospice care should 
be applied to long-term care facilities.

Keywords: Baby Boomer, Long-Term Care Facilities, Elderly Care, 
van Manen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Human Science, Parent 
Bereavement Experience, Dignified Death, Mourn, Community Care, 
Hospice Care, Good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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