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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요

행복지킴이복지센터 ⎟ 김 경 숙  요양보호사 

특히 초기치매의 경우는 정성과 사랑으로 믿

음을 주면서 인지활동을 병행하면 증상 호전

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보다 더 요양보호사로서 크나 큰 보람

과 자긍심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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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누구나 겪는, 겪어야 하는 일이지만 누구나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해서 그 짐이 쉽고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

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10년간 지켜보면서 저는 종종 마음이 슬

퍼지곤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억도, 주변에 대한 기억도 점점 사라

지고 결국 아무것도 혼자 하지 못하는 아기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안

타깝고, 아무리 잘해드려도 점점 손쓸 수 없이 나빠지기만 하는 모습

이 무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 다 못 쏟은 정성을 쏟고 싶은 마음으

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치매가 호전되거나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지활

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부

터 그 희망의 이야기를 나눠 보려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이00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에 인

지프로그램 책을 가지고 오면 “다 필요 없어 안 해! 가!”라며 소리 

지르고 활동을 거부하셨고 저는 속상하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마음

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해서도 더 노력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르신이 어색해하셔도 어

르신을 오며 가며 안아드리고 갖은 노력을 하면서 어르신과 가까워 

지다보니, 어르신의 거부반응이 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상처에서 나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글자

가 있는 책을 들이밀었던 것이 죄송했지요. 그래서 저희의 인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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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계획은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글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림 

위주의 자료를 이용하고, 어린 시절 어르신이 했던 실뜨기, 뜨개질, 

새끼 꼬기 등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전달해 드리

려고 했습니다. 되도록 짚신이나 참빗 등의 물건을 실제로 구해서 보

여드리기도 하구요. 젊은 시절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하니 어르신도 

흥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회상활동도 이루어져 어르신의 젊은 시

절 이야기도 듣게 되고 대화도 재미있어 졌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웠

던 ‘절차기억’이 작동이 되어 어르신이 점점 달라지시는 모습이 놀

라웠고 인지활동에 대한 보람을 더 느꼈습니다. 나중에는 책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고 제가 오는 것을 무척 기다리고 가끔은 마당까지 

마중 나올 정도로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박00어르신을 만난 지는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자녀도 없이 혼

자 사시는 어르신이 치매에 걸렸으니 저를 만나기전 어르신의 살림살이

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 역시 집안일이나 도와주길 바라

는 다른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걸 왜 해?’하며 프로그램에 흥

미를 못 느껴 하셨습니다. 난감해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하고 어르신을 가

만히 살펴보니 어르신은 책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기에는 너무 흥이 많

고 몸 움직이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노래를 부

르고 춤을 추거나 PET병으로 핀을 만들어 볼링, 젠더시합을 하거나 새끼

를 꼬고 바느질을 하는 등 몸을 움직이는 흥미 있는 활동을 위주로 프로

그램을 만들어서 적용해보았습니다. 어르신에게 맞는 활동으로 프로그램

을 바꿨더니 어르신도 신이 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어느덧 치매인

지 모를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셨습니다. 어느 날 방문하니 가스레인지와 

밥솥 사용 방법을 기억해 내셔서 ‘같이 먹으려고 찌개 끓여놨어’하면

서 찌개를 내미시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찌나 뭉클 하던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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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00어르신에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의 문제는 ‘자존심’이었

습니다. 이분은 많이 배우신분이라 인지 활동 시 “내가 어린앤가 이

런 거 하게” 라며 자존심 상해하며 통 참여를 안 하려고 하셔서 난

감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르신이 잘 하는 것 중에 인지활동이 될 

만한 것을 더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자...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

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잘하시는 주판과 한문을 오히려 어르신께 

제가 배우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르신

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셨던지, 무척 뿌듯해 하시

며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보니 갈수록 자존감

이 향상 되어 다른 인지활동도 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종 

제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시던 망상이 나타나는 횟수나 정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치매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나빠지기만 한다고 생각 했었는

데 이런 경험들을 하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기치매의 경우는 정성과 사랑으로 믿음을 주면서 인지활동을 

병행하면 증상 호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보다 더 요양보호사로서 크나 큰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일을 하

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지날수록 행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