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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롬의 실존주의 심리치료에 의거한 노인요양시설 디자인 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lderly Nursing Home Design Direction Based on Yalom’s Existential Psych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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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comprehended the fundamental cause of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negative feelings of

loneliness, depression, fear, and loss of self-usefulness as existential issue, since they already went through loss,

death of loved ones, geriatric disease and disabil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how existentialism

and existential psychotherapy theory of Irvin D. Yalom can be applied to nursing home environment design, and

to suggest design directions. Based on his framework of human's ultimate interest, death, freedom followed by

responsibility, isolation, and meaninglessness, interior design suggestions and applicable spaces were presented.

Four cases from Australia, Denmark, Japan and Korea were analyzed according to design suggestions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draw further propositio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Environment should

support nursing home residents to resolve existential issues. (2)Death is the least supported issue on all of the

cases. Environmental elements that can induce residents to think and discuss on death, hospice program and

space for memorial service is necessary. (3)Regarding to freedom, the environment should support resident's

disability to maintain independence as much as possible and residents autonomy and decision should be

respected. Single/double rooms, motorized bed, free and safe usage of kitchen and garden are necessary. (4)For

isolation, Space and time for meditation should be provided. (5)To find meaning of life, environment should

support residents in both physical and cognitive aspect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others. Space for hobby is

necessary for continued creativity and self-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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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사회는 기술과 경제의 발전 덕분에 기본적인 의

식주가 해결되었고, 삶의 수준은 수십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인간은 풍요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내적 빈곤과 우울, 불안에

시달리면서, 실존적인 공허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많은 노인은 산업사회이후 급변하는 사회에서 경

험의 가치가 사라지고, 물질이 최우선되면서 잉여인간으

로 취급되어 상실감과 공허를 느낀다. 65세 이상 노인의

29.2%가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85세 이상은 4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능제한이 있을수록 우울증상률이

증가한다.1) 더욱이 노인이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장기

적으로 신변상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

주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의 상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질

병과 불안, 가족들과 헤어짐 등으로 인해 외로움을 경험

하고 사회적 영역과 행동반경 축소, 기능의 쇠퇴와 만성

질환을 겪으며 존재 소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 신변 케어와 보호, 정서

적 지지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근원적인 고독과

공포, 자기효능감의 상실에 대하여 충분히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

현대의 실존주의 심리치료는 삶의 목표나 의미와 연관

하여 인간의 근원적 갈망에 대한 좌절과 갈등, 즉 실존

적 욕구불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기여하였다. 프랑클(Frankl, V.)은 풍족한 복지국가에서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2012,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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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공허감, 상실감, 정체감의 위기 등의 실존적 공허

감을 겪는 사람들이 많음에 주목하고, 로고테라피를 창

안하여 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

다.2) 얄롬(Yalom, I)은 프로이트, 프롬, 랑크, 메이 등의

심리학 이론 뿐만 아니라 사르트르, 니체,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등의 철학까지 아울러 인간의 실존에 바탕을

둔 이론을 구축하고 심리치료에 활용하였다. 그는 말기

암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에서 자신의 삶에서 깊은 의미를

경험한 사람은 의미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활기차

고 죽음에 직면해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존주의의 많은 부분이 성공적인 노화의 항목들과도 유

사한데,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노인이 자신의 과거

와 현재를 수용하고, 죽음에 직면하여 삶의 의미나 가치

를 찾고 자아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3)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지금, 노인층의 연령도 교육, 경

제수준도 욕구도 다양해졌다.4) 노인을 균일하고 보호받

아야 할 집합으로만 보고 단순히 신체적 보조와 일상생

활, 여가지원, 동정적 태도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이며 노인의 고독감과 우울감

의 그늘은 깊어질 것이다. 요양시설에서 지루하게 지내

야 하는 시간은 너무나 길고, 혼자 견뎌내야 하는 만성

통증은 지속되며 죽음은 명백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

다. 노인요양시설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실존적 문제, 삶의 의미의 해결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존주의 심리치료 이론에 근거하여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실존적 갈등문제의 원인을 정

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존적 문제와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의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직접

적인 선행연구가 없으며 치유환경이론과도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실존주의의 정의와 흐름을 살펴보

고 이를 심리치료 이론으로 정립한 Yalom의 실존적 정

신역동과 해소 방안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항목

2) Victor Frankl, 의미를 향한 소리없는 절규, 오승훈 역, 초판, 청아

출판사, 경기도, 2005, pp.175-177 ;김정현, 얄롬의 실존적 심리치료

와 니체사상, 니체연구, 제22집, 2012.9, pp.131-132

3) 최순옥 외 4인, 노인의 생의 의미 측정 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제33권 3호, 2003.6, pp.422-423; 이현지 외 1인, 요양시설노인이 인

식하는 삶의 의미와 가족지지, 시설환경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비교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58호, 2012.12,

p.234; 임승희 외 1인, 노인요양병원 노인의 품위 있는 죽음, 사회

과학연구, 28(4), 2012.11, pp.112-113; 정영숙 외 3인,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와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제25권 1호, 2012.2, pp.20-21

4) 2015년 현재 1955~63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통계청, 통계로 본 베

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 2010.5.7, p.1)가

60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별로 노인요양시설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

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심리학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았

다. 4개 대분류 아래 정리된 요소들로 호주, 덴마크, 일

본과 우리나라의 4개 노인요양시설 사례를 선정하여 분

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노인요양시설 실존주의 심리치

료 환경요소의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법

을 취합하여 제안하였다.

2. 실존주의와 실존주의 심리치료

2.1. 실존주의의 정의와 흐름

실존주의는 20세기 전반에 합리주의와 실증주의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이다.5) 개체로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였으며 19세

기의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20세기의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마르셀 등이 발전시켰다. 단독자로서의 개체이

자, 바탕을 두고 사유하고 행동하는 근원인 나 자신의 존

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류의 진보를 신뢰한 19세기의

낙관주의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쇠퇴하였으며, 실존주의

는 인간 현실이 불안정하고 위험함을 인정하고, 인간은

세계에 던져져 있다는 점, 인간의 자유는 그것을 공허하

게 만들 수 있는 한계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하였

다. 프랑클의 로고테라피, 빈스방거 등의 현존재분석, 롤

로 메이와 얄롬의 실존적 심리치료 등이 실존주의에 바탕

을 둔 심리치료 방법이며, 얄롬은 프로이트 이후 진단적

인 ‘문제증상’들에 초점을 맞춰 치료하던 방식의 관점을

바꾸어 삶의 궁극적 문제들로 옮겨 보려고 하였다.

2.2. 얄롬의 실존적 심리치료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갈등은 인

간 존재에게 주어진 것과 개인이 직면하는 것에서 흐르

는 갈등이라고 보았다. 한계가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에

게 부여된 근본적 관심은 죽음, 자유, 소외, 무의미이

다.<그림 1>

(1) 죽음

우리가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두려워하는 궁극적

인 관심은 죽음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나, 인간은 영

원히 살기를 원하며 자기 존재가 소멸할 것이라는 것은

궁극의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불

안의 일차적 요인이며, 이는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불안이라는 심리적 방어가 일어나 악순환을 가져온다.

그러나 실존적 심리치료에서는 죽음이 궁극적으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죽음을 긍정적 전망으로 보았

다. 죽음을 직시할 때 인간은 존재는 미루어질 수 없음

5)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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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보는 인간의 네가지 근본적 관심

을 깨닫는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살아있는 동

안에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

연하게 생각하고 스쳐지나

왔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집중하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삶의 유한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지만 사실 인간이 죽음을 성찰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사별, 극심

한 질병, 관계의 상실 등은 죽음불안에 대한 자각을 증

가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자유

자유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존주의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자유는 외부적인 구

조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

른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동반

한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자유로울

운명이며 세계와 자신의 삶, 행동과 행동의 실패에 전적

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법칙, 윤리, 가치 등 인간의

기초는 사실 고정된 것이 없으며(Groundlessness) 그 아

래에는 무, 공허가 자리하고 있다. 인간은 오히려 제한이

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를 편안해하나 실제로는 무한

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

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과 행동, 고통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달

을 때 능동성과 변화를 위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다. 자

기 삶의 통제요소가 외부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하여 긴장감, 걱정, 혼란, 낮

은 성취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희망상실, 우울

증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믿지 못하고 외적

인 통제요소에 원인을 돌리는 경향을 보인다.

(3) 소외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

고, 홀로 고통을 겪어야 하며 혼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히 고독한 존재이다. 소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

는데, 첫째로 대인관계적 소외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둘째로 개인내적 소외는 인간이 자신의 느낌

이나 욕구를 억압하면서 ‘의무’를 자신의 소망으로 인식

하고 자기 판단을 불신하거나 잠재력을 사장시킬 때 나

타난다.

마지막으로 실존적 소외는 타인이나 자기 자신으로부

터 느끼는 근원적인 소외로, 자신과 타인과의 큰 간격,

인간과 세상 사이의 분리를 인식하면서 나타난다. 타인

과 만족스러운 교제를 할 때, 자신에 대한 성숙한 자기

인식이나 통합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실존적 소외는 여

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 안

에서 아늑감과 소속감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 그 장막

뒤의 부정형의 세계의 모습이 보이면서 안식처에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는 이화(defamilialization)를 경험한다. 이

러한 실존적 고통의 순간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는 밑바

닥부터 흔들리게 된다.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 상태

를 하이데거는 힘듬(uncanny)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실존적 소외의 경험은 매우 불쾌하며 공포스럽기 때문에

인간은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고 방어수단들을 작동시켜

재빨리 덮어 버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존적 소

외 상태를 인정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하는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습관적 방어방식인 부정(否定)을 버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뛰어들어야 한다. 명상은 소외를 인식

하는 좋은 방법으로 불안 감소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도

와주며 불안에 대처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소외를 극복하려면 타인과 전적이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

어 나가야 한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

는 진정한 대화(부버), 요구하지 않는 이타적 사랑(매슬

로),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성숙한 사랑(프롬)이 필요하다.

얄롬은 이기심 없는 관계,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 성

숙한 돌봄에는 보상이 따르는데 돌보는 사람은 스스로

변화되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며 실존적 고독감이 줄어

든다고 하였다.

(4) 무의미

인간이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우주는 우리에게 무관심

하며 각자가 궁극적으로 혼자라면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우리의 네 번째 궁극적인 관심이다.

산업시대 전에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연의 일부로 느

끼고, 곡식을 파종하여 기르고 추수하여 가족의 양식으

로 삼았다. 그들은 가족과 공동체에 속하였으며 이 안에

서 역할이 주어졌다. 곡식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것

은 삶의 창조를 나누는 일이었으며 의미를 넘어선 일이

었다. 그러나 현대의 직업을 가진 인간은 자연의 세계로

부터 분리되어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을 톱니바퀴로 여기

게 되었으며, 자동화로 늘어난 자유시간은 삶의 의미에

의문을 갖는 시간이 더 늘었다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더욱이 인간의 행위를 뒷받침해 주었던 전통마저 사라져

감에 따라 내적 가치의 부재로 괴로워하게 되엇다.

삶의 의미는 서구 사회에서는 300년 전까지만 해도 기

독교에 기반한 우주 종교적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무신론이 널리 펴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카뮈와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신의

의미를 반드시 스스로 찾아야 하며 그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하였다. 프랭클은 건강한 정신이란 긴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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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가치있는 목표, 과업을 갈

망하고 추구하는 자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떠한 고통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얄롬은 삶의 의미를 이타적인 활동, 대의

명분(이상)에 대한 헌신, 창조성, 살아있다는 즐거움을

찾는 것(The Hedonistic Solution; 쾌락주의), 자기실현,

자기 초월과 인생의 주기(週期)로 항목화하였다.

3. 실존적 심리치료 이론의 노인요양시설

환경에의 적용방안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다루는 네 가지 주제는 일반적

으로 우울하고 불편하여 언급을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이

나,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내재된 이러한 문제를 기피하

고 덮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병 노인은 이

미 이러한 주제들을 병의 과정, 부모와 배우자의 죽음

등을 통해 느껴 왔을 것이며 그들이 우울해 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남아 있는 여생을

행복하고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실존주의적인 성찰

이 필요하며 환경은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단, 환

경적 지원만으로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으며, 상담․대화․호스피스․교육․지역교

류 등의 프로그램이 반드시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1. 실존주의의 네 가지 주제의 적용

(1) 죽음

우리나라도 점점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6) 죽음불안은 노인요양

시설거주노인의 경우 거주한지 오래될수록, 고령일수록

증가한다.7) 그러나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거의 매주 동

료노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요양병원에서조차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되는 데, 주변 노인이

보이지 않을 경우 말하지 않아도 사망했다는 것을 느끼

기 때문에 죽음불안은 오히려 높아지면서도 죽음에 대한

준비는 되지 않는 실정이다.(임승희 외, 2012) 건강한 사

람은 죽음을 진지하게 대면하기 어렵지만, 노인요양시설

에 입주한 고령노인이라면 연령에 따른 변화, 부모, 배우

자, 형제자매 등과의 사별, 심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죽

음에 대한 직시가 일어난 상태라고 예상된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관점에서는 죽음불안을 없앨 수는 없지만,

죽음에 대하여 직시하고 준비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 현

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6) 서영숙 외 1인,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영성이 호스피스 간호수행

에 미치는 영향, 노인간호학회지, 제14권 1호, 2012.4, p.13

7) 신소홍 외 4인, 요양시설 내 재활대상 노인의 지지가 죽음불안에 미치

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6호, 2011.6, pp.2621-2622

본다. 사별한 부모나 배우자의 사진, 과거의 생활상이 그

려진 그림도 죽음직시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계절을 느

낄수 있는 전망과 삶의 주기를 볼 수 있는 생물의 존재

등도 간점적으로 죽음을 암시한다. <그림 2>의 시설에

서는 일부 거주실에서 공동묘지가 보이는데, 운영자는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덩굴식물을 부착하였지만 실존주의

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 직시할 기회를 주는

좋은 예이다.

죽음의 수용을 위해서 1인실의 경우에는 임종이 가까

운 경우 거주실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다인실 시설에서

는 임종을 앞둔 노인과 가족을 위하여 조용한 호스피스

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3> 거

주노인 사망시 추도식 공간과 의식을 시설내에서 준비하

여8) 다른 거주노인들에게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

아들이도록 하고, 공동체로서 함께 고인을 추도하면서

죽음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

다.<그림 4>

<그림 2> 거주실의

묘지 전망

(광주 S시설)

<그림 3> 호스피스실

(서울 D시설)
<그림 4> 시설내의

장례식장

(서울 J시설)

(2) 자유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자유는 자신의 인생과 고통,

그에 대한 태도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과 그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능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과

건강에 선택과 결정을 자유로이 하는 것, 자신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역할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조직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양시설에서는 케어일정, 프라이버

시 부족, 시간적 제약, 익숙한 활동 부재, 과도한 보호로

노인들이 직원에게 의존적이 되기 쉽지만, 오히려 직원

이 도움을 덜 주는 것이 환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

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9) 우리나라에서도

식사 시간과 장소, 케어나 일상활동의 계획, 목욕이나 산

책 등의 개인보호활동에 대한 노인 자신의 영향력이 아

직 낮은 편이다.10) 그러나 선택권, 자기통제감, 독립성,

자기성장, 시간의 건설적 사용능력 등이 시설에서의 삶

에 대한 만족도를 주로 결정한다.

8) Elizabeth Brawley, Design Innovations for Aging and Alzheimer’s,

Wiley, Hoboken, 2006, p.272

9) Proot, I 외 5인, Patient autonomy during rehabilitation:the experiences

of stroke patients in nursing h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7, 2000, pp.271-272

10) 최재성 외 2인, 노인요양시설의 문화변화 패러다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4호, 2011.11,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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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식사준비시 노인의

참여를 권장하는 넓은 부엌

(일본 S요양시설)

<그림 6> 취미실의 직조기

(덴마크 S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생의 마지막까지 살게 되는 주거공간

이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1～2인실이 대세가 될 것이다.

신체적 억제 없는 환경, 자신이 자유로이 가지고 있던

가구나 물품을 배치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거주실,

직원을 호출하지 않고도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전동침대,

원할 때 차나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이

부엌, 장애가 있어도 세면, 양치, 옷 선택시 스스로 최대

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인 보조가 필요

할 것이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의 건강에 대한 원인, 증

상, 예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설에서 진행할 경우

에 선행대처 능력이 강화되어 원래 수행했던 사회적 역

할수행수준이 향상되므로11) 자신의 질환에 대하여 지식

을 얻고 계획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등이 필요하다. 거주

단위 내에 원할 때 쉽게 접근하여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을 제공하면 회복 의지를 자극하고, 스스로 노력하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3) 소외

노인요양시설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여러 가지의 소외

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세 가지 소외 중 대인

관계적 소외는 마음이 통하는 다른 노인, 직원, 자원봉사

자들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

다. 지금까지 시설노인의 고독감에 대한 해결책은 정서

적지지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활동참여 등 대인관계적

소외의 해소에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내적 소

외는 시설생활에서 깊어질 수 있는데 시설의 프로그램과

방침에 따르는 동안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압하면서

내적으로 불만이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거주노인 중심의 케어와 노인의

선택에 우선가치를 주는 문화의 변화(Culture Change)가

적용되어 긍정적으로 성과를 검증받고 있는데,12) 이러한

움직임은 내적 소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반면, 진정 인간을 공포스럽게 하는 실존적 소외에 대

해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두텁게 쌓아

온 안식처로서의 환경의 형상은 한순간에 질병과 함께

상실되고, 낯선 환경에 던져져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 만성통증으로 인한 지속되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 나누어 져 줄 수 없으며 죽음은 혼자 직면

하여야 한다. 자신의 실존적 소외 상태에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소외를 인지하고 불안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깊은 명상이 필요한데, 개인실이 없다면

대체로 소란스러운 시설에서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공

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전 존재를 다른 존재에

게 향하는 대화, 이기심 없는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실

존적 고독감을 줄이고 성장할 수 있다. 대화와 돌봄에

11) 문수경, 중풍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가족지지와 선행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제27권 3호, 2007.8, p.574

12) 최재성 외 2인, op. cit., pp.62-63; Elizabeth Brawley, op. cit., pp.147-162

대한 공간적 지원은 각각 대인관계적 소외, 무의미의 이

타주의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적용에서는

명상에 관한 공간만을 다루었다.

(4) 무의미

인간이 의미, 목적, 가치 없이 산다는 것은 상당한 고

통과 우울함을 야기하나, 개인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

스로 발견하여야 한다. 삶의 우주적 의미는 종교적인 의

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은 신의 고차원적인 뜻

을 알 수 없지만 신의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뜻한

다. 우리나라 노인중 약 2/3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중 70%가 종교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13) 영

성과 종교가 삶의 의미나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므로14) 종교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에도 종교 공간과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얄롬이 제시한 삶의 세속적이고 개인적

인 의미항목을 환경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으로 재조

직하여 이타주의, 창조성과 자아실현, 살아있다는 즐거움

을 찾는 것(쾌락주의)의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다.15)

이타주의는 자선과 봉사를 행하는 것, 타인에게 죽음

에 대한 태도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남을 돕고 쓸모있

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다. 시설에

서는 노인봉양의 전통적 관념과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

때문에 노인을 무력한 케어의 대상자로 바라보나, 신체

나 인지능력이 불편하다고 남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은 아

니다. 자원봉사노인이 비참여노인보다 우울이 낮고 삶의

의미가 증가하며,16) 요양시설에서도 신체적으로 불편하

지만 인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다른 치매 노인의 식

사를 살펴주고, 직원의 일을 도우면서 기쁨을 느낀다고

하였다.17) 몸이 매우 불편한 경우에도 자원봉사자와 방

문자 등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삶의 지혜를 이야기

하여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요양시설에

1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op. cit., p.217

14) 박수경 외 1인,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신체 장애노인의 심리적 임파

워먼트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제26권 1호, 2005.1, p80; 정순

둘,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

국노년학, 제27권 4호, 2007.11, p.839

15) 이외에 이상에 대한 헌신, 자기 초월과 인생의 주기(週期)는 삶의 의

미에서 중요한 내용이지만 환경적 지원과는 관련이 적어 제외하였다.

16) 김수현, 노인의 사회봉사 참여가 신체적 건강, 우울, 사회적지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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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실내환경 적용요소 적용공간

죽음

죽음을 직시

- 사별한 부모나 배우자의 사진
- 과거의 생활상 그림이나 사진
- 4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전망
- 삶의 주기를 볼 수 있는 생물
- 시설 내 무덤의 존재나 전망

거주실
공용거실
식사공간
치유정원

죽음을 삶의 일부로
수용

- 추도식 공간
- 호스피스실

추도공간
거주실/
호스피스실

자유 자유와 책임

- 신체적 억제 없는 환경
- 자신이 자유로이 가구나 물품을 결정

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거주실
- 세면/양치/옷 선택 등의 자기 관리를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원환경
- 노인이 원할 때 간식, 차 등을 만들

어 먹을 수 있는 간이부엌
- 치유되겠다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상시 운동,
재활할 수 있는 공간적, 환경적 장치.

- 질환과 재활에 대한 교육 공간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치유정원

거주실
화장실
간이부엌
공용거실
재활공간
교육공간
치유정원

소외

대인관계적 소외
- 다양한 크기의 대화공간, 여가 프로

그램 공간

공용거실
식사공간
취미공간

개인내적 소외
- 노인의 욕구에 맞추어 일과시간의 조

절이 가능하도록 작은 거주단위, 식
사공간을 거주단위 내에 제공

거주실
공용거실
식사공간

실존적 소외
- 사색, 명상공간
- 조용한 개인실

거주실
공용거실
치유정원
종교공간

무의미

우주적
의미

종교적 헌신 - 종교 공간 조성 종교공간

개인적
의미

이타주의

- 다른 노인, 직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환경

공용거실
식사공간
취미공간
교육공간

창조성,
자아실현

- 예술뿐만 아니라 요리, 놀이, 독서,
정원가꾸기 등 창조적이고 차원을 높
일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

간이부엌
취미공간
교육공간
치유정원

살아있다는
즐 거 움 을
찾는 것

- 양질의 간접조명
- 햇빛, 전망,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큰

창
- 방문한 가족, 친구와 편안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거주실
공용거실
식사공간
치유정원

<표 1> 실존주의 심리치료이론의 노인요양시설 환경 적용

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낮은

편이다.18) Calkins는 치매노인의 수집벽 등의 문제행동

을, 생산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나타나

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19) 거주노인이 원하면 생활 속

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림 5>은 일본의 시설로, 거주노

인이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의미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

도록 식사준비시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창조성은 많은 개인적 장애나 사회적 제한이 있었던

예술가들에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왔으며,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준다. 예술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3권 1호, 2013.2, pp.62-63

17) 송병남 외 3인,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의미있는 작업’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0권 2호, 2012.5, pp.45-46

18) 최재성 외 2인, op. cit., p.70

19) Margaret Calkins 외 6인, Creating Successful Dementia Care Settings,

Health Professions, Baltimore, 2001, p.69

뿐만 아니라 요리, 놀이, 연구, 정원가꾸기 등 어떤 활동

도 창조적이 될 수 있으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자아

실현은 통찰, 지혜, 합치, 미 등 자신의 잠재성을 찾고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시설의 여가프로그

램은 미술, 노래, 원예치료 등으로 우울이나 고독감을 낮

추는 효과는 있지만20) 단순한 취미생활일 뿐 개별화된

개인의 잠재성에 대한 탐구나 발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6>는 덴마크의 노인요양시설에 부속된 커뮤니티

센터의 취미실로, 직조․비즈․염색․종이공예․사진 등

다양한 창조작업과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탐구를 지역사

람들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다.

살아있다는 즐거움을 찾는 것(쾌락주의)은 현재의 삶

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고, 사용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

이다. 앞의 개념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노인

시설의 호스피스에서는 양질의 간접조명, 햇볕과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외부로 통하는 큰 창, 가족과 친구

방문을 위한 넉넉한 개인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1)

3.2.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노인요양시설 환경의 적용

앞에서 기술한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실내환경적용 항

목과 내용, 주로 적용될 공간을 <표 1>에 정리하였고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노인요양시설

환경적용항목과 적용공간

4. 노인요양시설환경 분석

20) 양은진, 통합예술치료가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우울감과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제19권 3호, 2012.6, pp.2-3

21) Elizabeth Brawley, op. cit., pp.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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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외관

위치 호주 캔버라 덴마크 힛샬스 일본 치바시 한국 부산

건립연도 2007 2003 2007 2003

정원 100 24 100 89

거주단위수/

인원
6개/16~18명 2개/12명 10개/10명 3개/ 30명

방문

조사일
2013.6.25 2014.7.21 2008.11.19

2006.11.3.,

2015.2 전화통화

<표 2> 분석대상 노인요양시설

사례1 호주 A시설

공간

사진

성당 강당 개인실 공용거실

치유정원-수공간 조용한 알코브 독서공간 취미공간

대분류 소분류 실내환경 적용요소 분석 평가

죽음

죽음 직시
거주실에 거주노인의 가족 사진이 있음. 공용공간에 과

거의 생활사가 그려진 그림.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전망.
●

죽음 수용
성당과 강당이 이동식 벽으로 연결되어, 거주노인 사

망시 벽을 터서 장례식이나 추도식 공간으로 사용함.

자유 자유와 책임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1인용 거주

실. 전동침대 비치. 간이 부엌 없음. 치유정원 자유롭

게 이용 가능. 교육공간과 지원환경 조성됨.

●

소외

대인관계적

다양한 형태의 대화공간과 시설 내 활동 프로그램 제

공. 주변 커뮤니티의 자원봉사, 유아/청소년과 노인의

연계프로그램 등을 진행함.

●
개인내적

거주단위는 16~18명으로 규모는 보통이며 식사공간이

거주단위 내에 있음.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려고 노력.

실존적
조용한 침실 이외에도 거주단위내에 다양한 알코브가

조성되어 있어 사색과 명상이 가능함.

무의미

종교적 헌신

시설내에 가톨릭 성당공간이 있으며 가톨릭, 성공회,

에큐메니컬 등 다양한 종파의 예배와 모임이 정기적

으로 진행됨.

◐

이타주의
거주노인이 다른사람을 돕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기는

어려움.

창조성․

자아실현

재봉틀, 컴퓨터가 비치된 취미실, 독서공간이 있음. 북

클럽, 게임, 타이치, 음악, 티타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정기적으로 운영.

삶의 즐거움

자연풍경을 바라보고 햇빛을 끌어들일 수 있는 큰 창

이 충분함. 가족이나 친구 방문시 이용할 수 있는 카

페테리아, 게임공간, 대화공간이 조성됨.

사례2 덴마크 B시설

공간

사진
과거생활상 그림 개인실 화장실 간이부엌

거실공간 높이조절 조리대 채소 온실 고창있는 복도

대분류 소분류 실내환경 적용요소 분석 평가

죽음

죽음 직시 과거의 생활상을 담은 그림.

○
죽음 수용

사계절 자연의 모습. 바다에서 배와 자동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음. 종교공간, 추도식 없음.

자유 자유와 책임

거주실이 1인실로 넓고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이 쉬움.

전동침대 있음. 안전바, 샤워의자 등이 있음. 거주실에

냉장고와 조리대가 구비된 간이부엌이 있어 노인들이

샌드위치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음. 자유로이 정원

을 산책할 수 있음.

●

소외

대인관계적

다양한 크기의 대화공간이 있음. 주 5일 출근가능한

직원을 고용하며, 직원 이직률 낮음. 주변인구가 적어

커뮤니티를 끌어들이기는 어려우나, 관련 직종 학생들

의 실습이 이루어짐.

●

개인내적

노인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고 맞출 수 있도록 함. 거

주단위는 12명으로 작으며 거주공간 내에 식사공간이

있음.

실존적
조용한 개인실이 제공됨. 복도와 야외에 사색과 명상

이 가능한 조용한 공간이 있음.

<표 3> 사례 분석내용4.1. 분석대상 시설

분석대상 시설은 직접 방문조사한 호주, 덴마크, 일본,

우리나라의 여러 노인요양시설 중 비교적 최근에 건립되

어 건축환경이 노인치유환경의 가이드라인을 대체로 충

족하고 있으며, 실존주의 심리치료이론과 관련된 항목에

강점이 있는 시설들로 선정하였다. A시설은 죽음과 관련

하여 종교공간와 추도식에, B시설은 자유와 관련된 개인

공간과 자율에 강점이 있는 시설이며, C시설은 소외와

관련하여 작은 거주단위와 개별화 케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시설은 복지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역사

나 환경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만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더 최근에 지어진 세련된 시설도 많지만, 노인들이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며, 면회실

이 흥미롭게 조성된 D시설을 선정하였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제 시행 이후 시설서비스가 전면적 케어와 보

살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D시설처럼 무료시설이 지

니고 있던 노인의 자립이나 상조, 의미있는 활동에 대한

접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쉽다. 시설담당자와 통화

를 통하여 최근 현황을 파악하였다.

4.2. 시설별 분석내용과 충족도

각 시설의 분석 내용과 평가는 아래 <표 3>과 같다.

공간사진은 항목의 순서와 맞으며 특징이 나타나도록

<그림 7>에서 제시한 공간의 순서에 맞추어 배열하였

다. 분석내용은 <표 1>의 대분류 아래 환경요소들을 중

심으로 하였으며 표 우측에 각 대분류별로 실내환경 적

용요소의 충족정도를 기호로 표기하였다.22)

22) 기준은 대분류별로 실내환경 적용요소를 만족하는 개수를 합산하

여 ●: 2/3이상 1이하, ◐: 1/3이상～2/3미만, ○: 0이상 1/3 미만으

로 하여 평가하였다(적용요소의 총 개수가 7개인 죽음, 자유, 무의

미는 ●: 5～7, ◐: 3～4, ○: 0～2, 5개인 소외는 ●: 4～5, ◐: 2～

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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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

종교적 헌신 종교시설 없음.

●

이타주의

공용부엌을 휠체어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하부장이 없는 조리대를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직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창조성․

자아실현

보행이 불편한 거주노인 중 한 명이 채소온실을 담당

하여 야채를 키우고 직원과 다른 노인에게 노하우를

알려줌. 온실은 화단을 높이고 턱이 없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워커로도 이용이 용이하도록 함.

삶의 즐거움

복도 전체에 고창이 있어 실내가 매우 환하면서도 그

림자가 지지 않음. 충분한 개인공간이 있음. 식사공간

의 전망이 흥미로우며, 노인과 직원이 함께 점심식사

를 함. 날씨가 좋을 때는 외부 정원의 테이블에서 차

를 마시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함.

사례3 일본 C시설

공간

사진

개인거주실 화장실 공용거실 골목같은 공간

식사공간 치유정원 불당 프로그램실

대분류 소분류 실내환경 적용요소 분석 평가

죽음
죽음 직시

죽음직시를 위한 기제는 없음. 중정과 옥상정원에서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음. ○

죽음 수용 종교공간이 있으나 추도식 행사 없음.

자유 자유와 책임

규모는 작지만 1인용 거주실이어서 자신의 가구와 물

품을 가져올 수 있음. 10실 중 2실은 다다미실로 구성

하여 거주노인의 선호에 따라 방을 선택할 수 있음.

전동침대 있음. 간이부엌은 없으나 부엌출입이 가능하

고, 자유로이 정원 산책 가능.

●

소외

대인관계적

공용거실이 소규모의 여러개의 공간으로 분절되어 다

양한 크기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 지역주민의 자연

봉사가 활발하며 재단의 복지관련학과 실습공간으로

사용되어 노인의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음. 유치

원, 보육원 어린이와의 교류도 실시. ●

개인내적
거주노인 각자의 개성과 생활 리듬을 존중하며 거주

단위는 10명으로 작음.

실존적
명상 공간이 많음. 불당, 불당 옆의 산책로, 작은 코너

공간들이 있음.

무의미

종교적 헌신
불당과 매주 법회가 있어 거주노인과 가족, 지역주민

이 이용함. 매일 불공을 드리는 노인도 있음.

◐

이타주의
식사준비, 가사일등에 거주노인이 참여 할 수 있으나,

현재 중증노인이 대다수여서 대부분 직원이 함

창조성․

자아실현
취미를 위한 공간은 없음.

삶의 즐거움

창이 많아 실내가 밝고 환기가 잘 됨. 가족과 친구방

문시 이용할 수 있는 거주단위 내의 다다미실, 1층의

찻집 공간이 있음.

사례4 한국 D시설

공간

사진

4인용 침실 화장실 공용거실 거실의 식사공간

어항과 의자 텃밭 텃밭 진입로 면회실

대분류 소분류 실내환경 적용요소 분석 평가

죽음
죽음 직시

공용거실에 물고기가 있는 어항이 있음. 창과 텃밭에

서 4계절을 느낄 수 있음. ○

죽음 수용 호스피스 공간이나 추도식 공간 없음.

자유 자유와 책임 거주실은 다인실이고 협소하여 자신의 공간에 대한 ◐

조절이 어려우나 자신의 물품을 놓을 수 있음. 요 또

는 수동식 침대 사용. 간이부엌 없음. 화장실은 안전

손잡이 등이 구비되고 가까워 자기관리 용이함. 공용

거실에 상시 걷기 연습, 자전거 타기 등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 치유 의지와 행동을 보조.

소외

대인관계적

공용거실에 다양한 크기의 대화 공간과 여가 프로그

램 공간이 있음. 고등학교 학생들의 요양보호사체험이

이루어져 세대간 교류가 활발함.

◐
개인내적

무료시설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 제한된 공간에 거주인원이 많음.

거주 단위가 커서(30명) 노인 개개인의 개성이나 생활

리듬에 대응하기는 어려움.

실존적
다인실이고 공용거실도 트여 있어서, 혼자 있을 수 있

는 조용한 공간이 없음.

무의미

종교적 헌신
특정한 종교 공간은 없으나 기독교재단으로 강당에서

매주 주일예배가 있음. 거주실에 종교관련 물품 있음.

●

이타주의

거주실에서 관리가 쉬운 식물을 가꿈. 잔존능력유지와

소근육유지를 위해 콩고르기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

함. 핸드레일이 가구 등으로 끊겨 있어 환경적으로 직

원이나 다른 노인들을 돕기는 어려움.

창조성․

자아실현

면회실에 거주노인들이 프로그램시간에 만든 작품을

전시함. 텃밭이 있음. 10여명의 거주노인들과 호미질

을 하며 가꾸었으나 현재는 중증노인이 많아 진입로

의 계단이용 어려움. 소수만 참여하고 있음.

삶의 즐거움

거주실을 채광이 좋은 위치에 배치하여 쾌적함. 복도

는 다소 어두우나 공용거실 겸 식사실도 창이 있어

밝음. 외부에 휠체어로 접근가능한 산책로와 휴식공간

이 있음. 식사는 소란스러운 분위기임. 1층에 면회실

이 있는데, 거주노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컴퓨터, 아

케이드 게임기도 설치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함.

4.3. 시설분석 종합과 디자인 제안

실존주의 심리치료이론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의 현황을

종합하면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가장 환경적 지원

이 잘 되어 있는 관심항목은 자유와 소외였으며, 그 다

음이 무의미였다. 죽음에 대한 지원이 가장 부족하였다.

죽음 자유 소외 무의미

호주 A시설 ● ● ● ◐

덴마크 B시설 ○ ● ● ●

일본 C시설 ○ ● ● ◐

한국 D시설 ○ ◐ ◐ ●

<표 4>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본 노인요양시설 현황 종합 

(1) 죽음

죽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전

망, 과거의 생활사나 사진 등이 있었으나 그 종류와 수

가 적었다. 우리나라 D시설에 비치된 다년생 실내식물과

물고기는 죽음 직시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창과

외부 텃밭에서 계절을 느낄 수 있었다. 죽음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사진 등을 둘 장소가 필요하다.

죽음 수용을 위해, 먼저 떠난 이웃을 기리는 추도식을

제공하는 곳은 A시설뿐이었다. 죽음을 기피하는 문화와

직원의 시간 제약 이외에도, 위독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임종을 맞게 되는 문제, 노인요양시설에 수년을 거주하

였어도 주거가 아닌 임시 거처로 여기는 가족의 사고와

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 죽음 직시와 수용을 위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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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실, 호스피스실을 짧은 추도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A시설처럼 종교공간과 강당을 인접시키고 이동식 벽으

로 연결하여 장례식과 다른 행사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2) 자유

신체적 억제는 없었으며, A, B 시설은 자신이 사용하

던 가구, 물품을 자유로이 둘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개

인 거주실이 있었고, C시설도 규모는 작지만 개인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었다. 우리나라 시설은 아직까지 다인

실인데, D시설은 법규에 맞추어 리모델링하여 4인실이

기본이며, 1인실도 소수 설치되었다. 최근 지어지는 시설

들도 대부분의 거주실을 4인실로 하고, 비급여 추가요금

이 있는 1인실을 몇 개 추가하여 구성하는데, 4인실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가구는 물론이고 자신의 물품도

자유로이 두기 어렵다.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앞으로

의 수요를 생각한다면 4인실은 1～2인실로 리모델링하기

쉽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A～C시설 모두 전동침대

가 구비되었으나 D시설은 수동식 침대로 자세를 바꾸고

싶을 때 매번 직원에게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노인의 자

유를 크게 제한한다. 전동침대는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

다. 화장실은 모두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고 안전손잡이

가 잘 부착되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환경이

조성되었다.

개인 간이부엌은 B시설에만 있었으며 A, C 시설은 휠

체어 이용 노인의 부엌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A, B, C시설 모두 자유로이 정원 이용이 가능하였고 D

시설은 직원 도움으로 외부 정원에 나갈 수 있다. 재활

기구는 다른 시설은 재활시설이 다른 층에 있어 접근이

어려웠으나, D시설은 재활기구가 공용거실에 있어 회복

에 대한 의지를 자극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상시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우리나라 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자유로운 부엌, 정원,

재활기구 이용은 안전을 우려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사

실 자택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리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편안하게 이용하면서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느

낄 수 있도록 이 공간들을 직원이 관찰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고 안전하게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3) 소외

대인관계적 소외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시설에서 다양

한 규모와 형태의 대화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외부 커뮤

니티, 학교, 어린이 등 세대간 교류도 이루어지며, 단위

공간 내에서 여가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개인

내적 소외 측면에서는 A～C시설에서는 개인의 생활리

듬, 개성과 욕구를 맞추려 하고 있으며 특히 B, C시설의

거주단위당 거주노인이 10～12명으로 적어서 서비스가

용이할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 시설은 아직 역사가 짧

고 인력이나 비용문제 등으로 거주단위가 커서 개별화된

케어가 부족하다. D시설 거주단위 노인수는 물론 많은

편이지만, 최근 건립된 시설들도 20여명인 경우가 대부

분이다. 개인내적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주단위

노인수를 축소하여야 한다.

실존적 소외의 극복에 필요한 명상공간은 1인실이 있

고 골목같은 벤치공간, 불당, 치유정원과 산책로가 있는

B시설이 가장 잘 지원하였다. 개인실이나 공용거실보다

따로 분리된 명상공간이 제공되는 것이 사색과 집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D 시설은 공간이 트여 있어서 개방감

은 있으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다. 공용

거실의 TV는 A, B, D시설에서 틀어 놓았는데 공용거실

의 TV시청시간이 길고 소리가 시설내부에서 울리는 경

우에도 고요함을 요하는 명상에 방해가 된다. 명상을 위

해서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필요한데, 모두 참여해

야 하는 하루의 일과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바쁜 것도 좋

지 않다.

(4) 무의미

종교적 헌신을 위한 종교시설은 A, C시설에 있었고 D

시설에서는 강당에서 종교서비스가 주 2회 제공된다. 건

립 또는 운영업체의 종교색에 따라 종교공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정부에서 직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 덴마크의 시설은 B시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

정종교를 위한 시설이 적다. 우리나라 시설에서는 종교

를 가진 노인이 많고, 종교활동이 무의미의 해소를 도우

므로 종교공간이 필요하다.

이타주의의 관점에서는 거주노인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시설에서 유용한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중

요한데 이를 위한 환경적 지원은 거의 없었으며, 거주노

인이 대부분 신체적으로 중증노인이어서 도움을 주는 것

이 어려웠다. 수건 접기, 수저 놓기 등 시설의 일중 많은

부분이 일상생활과 연관된 활동이기 때문에, 재활과 남

을 돕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창조적 개발

과 환경적 지원, 가족의 이해가 따라야 할 것이다.

A, B시설은 창조성, 자아실현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

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C, D시설의 경우 식사공간에서

미술, 원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프로그램이 끝

난 후에는 이용하기 어려우나, A시설은 취미실이 따로

있어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북클럽, 바느질 모임 등이

있어 대화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였다. B시설은 작은

외부 온실과 화단을 무장애공간으로 계획하여, 거주노인

이 자랑스럽게 유기농야채를 기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D시설에는 시설 내 텃밭과 프로그

램이 잘 되어 있어서 10여명의 치매, 경증노인들이 호미

를 들고 채소를 가꾸면서 즐거워하였는데, 등급제 시행

이후 신체장애가 심한 노인 우선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

다 보니 접근이 어려워 지금은 소수밖에 참여하지 못하

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신체적 특성이 균일하게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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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만 거주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치

매등급입소 등으로 신체적, 인지적으로 다양성이 확보될

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우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취미공간, 텃밭과 온실조성은 창조성과 자아실현을 지원

한다. 휠체어나 워커 사용자가 접근하고 이용하기 쉽도

록 경사로, 단을 높인 화단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삶을 즐기기 위한 환경으로 자연 풍경, 채광, 환

기 등은 A～D시설 모두 잘 되어 있었다. 거주노인과 방

문자는 A, B시설에서는 넓은 거주실과 공용공간에서, C

시설은 거주단위내의 담화공간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

다. D시설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시설에서 그렇듯이 면회

공간을 1층에 두었는데, 화제를 풍부하게 하도록 다양한

노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손자녀도 시간을 보낼 수 있도

록 오락기, 컴퓨터 등을 두었다. 즉 편안한 개인 거주실,

거주 단위내의 아늑하고 편안한 대화공간, 화제와 손자

녀를 고려한 면회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차나 간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입주 노인의 외로움과 우울,

공포, 자기효능감 상실등의 근본적 원인이 실존적 문제

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실존주의와 얄롬의 실존주의 심리

치료가 어떻게 노인요양시설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얄롬은 인간의 실존적 근본 관심은 죽음, 자

유, 소외, 무의미라고 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에서 이를

고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내환경 적용방법과 적용공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

로 호주, 덴마크, 일본, 우리나라의 시설을 분석하여 현

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설계시 고려해야 하

는 내용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실과 이별, 질병, 주위의 죽음을 겪어온 노인

요양시설 입주노인에게 죽음, 자유, 소외, 무의미의 실존

적 문제는 큰 의미를 가지며, 이의 해소를 보조할 수 있

는 환경이 중요하다.

둘째, 죽음은 노인요양시설환경에서 가장 지원되고 있

지 않은 문제이다. 죽음에 대하여 직시하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족 사진 등의 요소와 이를 놓을 수 있는 장

소, 호스피스 프로그램, 거주노인 사망시 추도식을 제공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수용하여 능동성을 회

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거주자가 최대한 자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장애를 지원해 주어야 하며 거주자의

자립과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 예로 1～2인실의 구

성, 전동침대, 안전하고 자유로운 부엌과 정원 이용 등이

있다. 우리나라 시설은 사고시 가족과 직원간의 책임소

재 분쟁 때문에 노인을 과보호하여 잔존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노인․직원․가족이 자유와 안전 간의

적절한 수준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외 중 대인관계적 소외와 개인내적 소외의 환

경적, 프로그램적인 해결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우

리나라 시설은 거주단위 노인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이에 반해 실존적 소외는 아직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데, 실존적 소외를 해소하는 방법의 첫 단계인

성찰과 명상을 위하여 고요한 공간과 시간이 반드시 제

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남

을 도와줄 수 있고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의 신

체적, 인지적 상황에 적절한 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며 창

조성, 자아실현의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취미공간이 마

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노인

의 실존적 문제의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환경조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는 상담, 대

화, 호스피스, 교육, 지역교류 등의 프로그램이 동반되어

야 할 것이며, 심리학, 사회복지, 간호, 실내디자인 간의

지속적인 융합적 협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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