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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파워먼트 실천의 효과성 연구
최 정 민*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 약]
본 연구는 경증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파워먼트 실천의 효과성을 검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임파워먼트 이론 검토와 노인복지 실천가, 노인복지 전
공 교수, 치매노인, 치매노인 부양자로 구성된 포커스그룹을 통해 경증 치매 노인을 위
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검증을 위
해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8명으로 구성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
램 실시 후 실험집단의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은 유의한 증가를 보인 반면, 통제집단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
그램이 경증 치매노인의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경증 치매 노인의 실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원조할 뿐
아니라,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임파워먼트 개입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 실천적 함의가 있다.
주제어 : 경증 치매노인, 집단 프로그램, 임파워먼트 실천,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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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의 증가로 치매노인의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2012년 50만 명을 넘어서, 2027
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맹제, 2009: 43). 하지만 현재 치매노
인들 중 2/3 이상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 되어 있는 실정이다(서울대학교 병원,
2008: 2). 따라서 치매는 완전한 치료가 어려운 퇴행성 질환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의 대다수의 치매노인들이 심각한 삶의 질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장우
심․이재모, 2006: 240). 이와 같이 현시점에서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중
요한 이유는 “치매 노인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
답이면서(Schermer, 2003: 42), 치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삶의 질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치매 상담신고
센터를 의무 설치하고(김욱, 2010: 296),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예방과
증상 심화 방지로 정책적 목표를 강화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366). 이러한 맥락
에서 최근 학계에서도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주요 이슈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Scilley and Owsley, 2002; Schermer, 2003). 구체적으로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첫째 치매노인의 삶의 질 수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경주․이기령․양
수․전원희, 2008: Silberfeld, Rueda, Krahn, and Naglie, 2002)과 둘째 치매 노인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방법(장우심, 2008; 진성희, 2009; Graff, Vernooij-Dassen,
Thijssen, Dekker, Hoefnagels, and Olderikkert, 2007)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개입방법에 대한 논의는 실천현장에서도 주요
관심이 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개입방법은 단순히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학적 사고
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후 응급처방식 개입에 머물고(양옥경, 최명민, 2005: 114), 문제
의 원인을 클라이언트에게 찾는 병리학적 관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치매 노
인에게 부정적인 스티그마를 경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Kam, 1996: 230). 이에
따라 기존 개입이 치매 노인의 삶의 질을 일관되게 담보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보고되
면서(장우심․이재모, 2006: 264), 임파워먼트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개입이 부각되고 있
다. 임파워먼트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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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케 하는 개입방법이다(Cox and Parsons, 1994: 45; 225). WHO(2007: 52)에서도 치매
노인에 대한 개입 시, 강점관점을 기반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파워먼트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개입의 효과성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 실
천 현장에서는 임파워먼트 실천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양옥경·최명민, 2005),
이미 장애인 분야 등에서는 임파워먼트 개입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
고되고 있다(김미옥․김연수․김희성, 2009). 노인분야 역시, 현재 임파워먼트 개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뿐(Kam, 1996)만 아니라, 일부 개입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김남
희, 2008; Tu, Wang and Yeh, 2006). 하지만, 치매노인과 관련해서는 일부의 임파워먼
트 실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Aggarwal, Vass, Minardi, Ward,
Garfield and Cybyk, 2003), 개입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치매노인과 관련된 임파워먼트 개입 모델의 빈약함으로 인해, 실제 지역사회에서 치매
노인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노인복지기관들 조차도 치매노인에 대한 임파워먼
트 개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 개입이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치매 노인의 실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원조할 뿐
아니라,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임파워먼트 개입의 근거
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치매노인 실태
미국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진단통계 편람에 따르면 치
매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또는 직업 활동에 방해되는 충분한 정도의 지적능력의 손실
로 정의되고 있다. 이때 지적능력은 기억력, 문제해결, 계산과 같은 개인의 복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WHO, 2001: 17). 그리고 WHO의 국제질병분류 제10판(ICD-10)에 따
르면,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
매로 분류되고 있다(WHO, 1996: 18-19). 보건복지부가 전국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
한 ‘2008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8.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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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체 치매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70.7%, 혈관성 치매 24.4%, 기타 질환에 의한 치
매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치매 정도에 따라서는 경도 치매가 68%
에 이르고, 중등도 치매 18.5%, 중증 치매 13.5%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서울대학교병원, 2008: 8, 138). 아울러 치매는 상태가 호전되는 가역성 치매와 치료
가 어려운 비가역성 치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노년기에 가장 흔한 치매가 비기역
성 치매이고, 노인의 약 40～50%가 앓고 있는 질병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2). 특
히, 치매노인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도 이어지
고 있다. ‘2008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치매노인의 부양자는 부양부담으로 4명
중 3명은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및 신체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치매노인 1인당 월 47만
원(연간 564만원)의 부양 및 의료비가 지출되고, 국가 전체로는 연간 약 2조 3천 8백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조명제, 2009: 46-47).
한편 현재 치매를 완치시키는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WHO, 2007: 46), 사
전에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응책이다(조
맹제, 2009: 43). 실제 조기 개입을 통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 발병
을 늦추지 못하는 경우보다 4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
로 밝혀졌다(서울대학교병원, 2008: 17-18). 이러한 맥락 때문에 치매노인 관련 연구의
초점이 경증 치매노인이고, 치매의 진행을 늦추게 하는 개입방법에 맞추어져 있다.

2. 치매노인의 삶의 질
삶의 질은 크게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로 설명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지역사회, 수입과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치매 노인에게도 객관적 삶의 질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실천
개입을 통해, 치매노인의 객관적 삶의 질이 변화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실천개입의 평가 측면에서는 자신의 안녕감을 평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이 더 효과
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Shalom and Schwartz, 2000: 178). 주관적 삶의 질이란, 자신
삶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고, 부정적인 정서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가 많은 때, 긍
정적인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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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1998: 151). 따라서 치매 노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평가하여, 긍정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정서보다 많을 때, 치매노인의 삶의 질1)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Scilley and Owsley, 2002; Schermer, 2003).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경
향을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치매노인의 삶의 질 수
준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이경주 외(2008, 278-279)의 연구에서는 치
매노인이 정상노인 보다 자신의 삶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아
울러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치매노인
의 삶의 질은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
적 요인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Silberfeld et al., 2002)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두 번째는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방법에 대한 연구이
다. 장우심(2008: 1036)의 연구에서는 집단인정치료 개입이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
한 증가를 보였고, Graff et al(2007: 1007)의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종료 6개월 후, 실험
집단인 치매노인이 통제집단 보다 전반적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
희(2009: 167)의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증치매 노인의 삶의 질의 변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비판은 치매노인, 특히 중증의 치매노인의 답변
을 신뢰할 수 있느냐이다. 왜냐하면 치매노인의 주요 증상이 삶의 질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Berwig, Leicht and Gertz,
2009; 226).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반론제기에도 불구하고
(Berwig et al., 2009; 229), 방법론적으로 중증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 즉 효과성
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다(Byrne-Davis, Bennett and Wilcock,
2006: 856). 결국 치매노인과 관련된 연구는 중증치매 노인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치매부양자를 통한 연구를 제외하고(Naglie, Tomlinson, Tansey, Irvine and
Ritvo, 2006: 632), 경증 치매노인에게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경증 치매노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1) 이후 논의부터는 주관적 삶의 질을 삶의 질로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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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노인에 대한 임파워먼트 실천의 효과성과 삶의 질 간 관계
삶의 질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평가이고, 이때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정도
따라, 삶의 질의 수준이 달라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첫째, 치매노인의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와 둘째, 개입방법에 대
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가 학계의 주요관심이었다면, 두 번째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방법은 실천현장의 주요관심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삶의 질
은 실천현장의 개입 효과성을 밝히는 주요 변수(Mccullough, Huebner and Laughlin, 2000:
281)이면서, 정부 정책의 성과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Berwig et al., 2009: 226). 특히 우
리나라는 치매노인과 관련된 기관의 정책목표와 성과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보
건복지가족부, 2010: 366).
이와 같이 현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입
방법(장우심․이재모, 2006: 진성희, 2009; Graff et al., 2007)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치
매노인에 대한 기존의 개입은 치매노인의 특징인 기억력, 의사소통, 부정확한 판단 문제 때
문에, 치매노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문가 중심의 개입방법이거나, 약물을 사용해 문
제행동을 제어하는 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Naue, 2008: 316; 서울대학교, 2008:17). 이
로 인해 기존 접근방법이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및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내일
신문, 2006년 5월 26일)과 일부연구에서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일관되게 담보하지 못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류기광, 2007; 장우심․이재모, 2006).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시도가 임파워먼트 모델을 활용한 개입이다.
임파워먼트 모델은 과정, 목적, 결과, 개입방법 등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
태이다(최선화, 2003; Iutcovich, 1993). 하지만, 최근 들어 임파워먼트 모델은 개입방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김미옥 외, 2009; Tu et al.,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임파워
먼트 모델은 다양한 손실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치매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촉진하
고, 특히 임파워먼트 과정을 통해 독립된 개인으로써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원
조하는 개입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Cox and Parsons, 1994: 23-28; Naue, 2008: 323). 특히,
다양한 수준의 임파워먼트 모델의 개입방법 중,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고(최선화, 2003), 실제 다수의 연구(김미옥 외, 2009; Tu et al., 2006: 678)에서 집단 프로그
램을 통한 임파워먼트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잠재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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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치매노인에 대한 임파워먼트 모델의 적용은 치매노인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란
이 일고 있다. 즉, 치매노인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현상에 대한 책임을 치
매노인이나 가족에게 떠맡긴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이혁구, 2000: 341). 하
지만, 임파워먼트 모델에서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임파워먼트 모델은 치매노인과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협력적이면
서, 동등한 관계로 가정한다(Zimmerman and Rappaport, 1988: 726). 아울러 사회복지사가
치매노인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는 치매
노인이 자신의 삶의 전문가이지만(송성자․최중진, 2003: 105), 치매노인 역시, 협력적이고,
동등한 관계인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모델은 치매노인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협력
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먼
저 참여자 선정을 위해 전남지역 복지기관의 협조를 얻어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에 대한 홍보 후,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을 모집하였다. 모집 후 선별검사 도구
(MMSE-KC)를 이용하여 경증 치매노인 27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표집과 관련해서는
27명의 번호를 기입한 종이를 상자 속에 넣고, 이중 번호표 8개를 뽑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고, 통제집단도 실험집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즉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표 1>과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8명을 선정하였다.
<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치매점수
항목

구분

치매점수

20점
21점
22점

빈도(%)
실험집단
통제집단
3명(37.5%)
6명(75.0%)
3명(37.5%)
2명(25.0%)
2명(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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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1)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과정 및 내용
본 연구는 경증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임파워먼트 실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 실천가 3명, 노인복지 전공 교수 1명, 치매노인
1명, 치매노인 부양자 1명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의 운영을 통해, 경증 치매노인에
맞는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자가 치매
노인, 임파워먼트, 삶의 질과 관련된 문헌검토를 통해서 개념정의, 특징, 프로그램 등
을 정리하였다. 이후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전공 교수 1명이 수정 및 보완
하였다. 그리고 정리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연구자와 노인복지 실천가 3명이 임파워
먼트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치매노인의 특성,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고려
하였고, 프로그램이 임파워먼트 이론과 부합하는지 점검하였다. 아울러 임파워먼트 실
천 프로그램 개발 후, 기존의 병리적 관점의 프로그램과 차별화하기 위해 어떻게 임파
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서는 연구자, 노인복지 실천가, 치매노인, 치매노인 부양자가 참여한 회의를 실시하였
고,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 구성내용, 진행절차 등을 논의하였다. 경
증 치매노인과 치매노인 부양자의 경우 임파워먼트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지식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개념을 실생활과 관
련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할 경우, 연
구참여자와 라포 형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또한 실천가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기존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진행시 실천가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반적인 임파워먼트 실천과정
에 대해서 연구자가 모니터링 또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회의는 총 2
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이들 회의를 통해서 일부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을 수정 및
삭제하고 최종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은 <표 2>와 같이
자기긍정, 문제해결능력 향상, 적극적 태도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임파워
먼트 실천 프로그램은 2013년 2월과 3월 2달에 걸쳐 총 10회기를 진행하였다. 각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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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소재
복지기관에서 실시하였다. 아울러 실험집단의 경우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진행기
간 동안 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기타 집단 프로그램은 참여하지 않았다.
<표 2>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내용
영역
자기긍정
프로그램

프로그램
1회기) 자신 이해하기
2회기) 나의 강점 이해하기
3회기) 자기결정권 이해하기

문제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문제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적극적
태 도 증진
프로그램

4회기) 긍정적인 미래 준비하기
5회기) 문제해결
6회기) 의사소통
7, 8회기) 소그룹 임파워먼트
9회기) 자기주장향상 프로그램
10회기) 지역사회나눔 활동

프로그램 내용
□ 인생회고(인생곡선 그리기)
□ 자신 이해하기(이고그램)
□ 자신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나의 장점 나무 만들기)
□ 나의 강점을 발표하고, 자신에게 상장 수여하기
□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나의 결정 이해하기
- 일주일 계획 결정하고, 발표하기
□ 미래의 나 전시회 : 긍정적인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미래의 나와 대면하기
□ 자신의 소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망상
자 만들기
□ 미래설계에 필요한 “나의 도움처 찾기”
□ 마음전달법 익히기, 별칭짓기
□ 집단화 그리기
□ 칭찬하기 프로그램 : 상대방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것을 통해 상호역량강화
□ 나의 주장 “나무만들기”
□ 가족, 공무원에게 소원과 관련한 “편지쓰기”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동네 꽃심기)

2) 프로그램 운영 원칙
최종 확정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기존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
그램의 주요 비판이 실제로는 병리적 모델들을 활용하면서, 결과만 임파워먼트적이라
고 해석한다(양옥경·최명민, 2005: 13, 119)는 점을 고려하여,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
램 운영에 있어서 운영원칙을 수립하였다.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원칙은
Saleebey(1992)의 강점관점을 활용하여 송성자․최중진(2003: 105)이 제시한 6가지의 원
칙을 참조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치매노인의 강
점을 존중한다. 치매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긍정적인 성향과 능력, 재능과 자원,
욕구와 소망 등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치매노인은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치매
노인은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대인관계,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 자원,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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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셋째, 치매노인의 동기는 강점을 조장할 때 증가한다. 치매노인과 그
가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기술 등을 발견하였을 때 자발적이며 지속적
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며, 자신이 정의한 강점을 계속적으로 의식하고 일상생활에서 확
인할 수 있을 때 동기는 강화된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치매노인의 협력자다. 치매노인
이 자기 문제와 상황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
면 협력관계의 형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 다섯째, 치매노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치매노인은 피해자라는 의식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섯째, 모든 환경은 자원이다. 모든 환경은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자원과 가능
성을 갖고 있으며 환경 그 자체가 자원이다. 이러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원칙은 매회기 프로그램 실행 이전에 연구자, 실천가, 연구참여자가 함께 숙지하였다.

3.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실험 설계 방식인,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모
형(Pre-test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실험집단의 사전-사
후 점수변화(○2 ○1)와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변화(○4 ○3) 즉,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간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무작위
할당

실험집단

사전검사
○1

개입
×

사후검사
○2

통제집단

○3

→

○4

[그림 1] 전-후 실험 통제집단설계

4. 측정도구
1) 치매노인 선별 도구
치매 측정 도구는 학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척도인 MMSE-KC를 이용
하였다. MMSE-KC 선별검사 도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2008년 치
매 유병률 조사’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 MMSE-KC는 총점이 30점 만점이
고, 경증은 20점 이상, 중증은 10점∼19점, 중증은 9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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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질
삶의 질 척도는 자신 삶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고, 부정적인 정서에 비해 긍정
적인 정서가 많은 때, 긍정적인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Campbell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를 이용하
였다. Campbell은 주관적 삶의 질 척도를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는데,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삶에 대한 느낌)을 측정하는 8문항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재는
단일문항의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삶에 대한 느낌(행복감)’을 묻는 문항은 두 개의
형용사를 짝지어 제시하고 있고, 응답은 7점 척도로 이루어진 짝진 형용사의 어느 한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5점 리
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이명신, 1998: 39-40).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인지된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자신의 잠재역량과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해 가는 심
리적 과정을 의미한다(최정민·이수애·박민서·권구영, 2011: 68). 이러한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Rogers, Chamberlin, Ellison and Crean(1997)이 개발하고, 최명민 외
(2006)에 의해서 타당화 과정을 거친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명민 외
(2006)는 요인분석을 통해 4문항을 삭제하고, 자기긍정, 문제해결 능력, 적극적 태도와
같이 3개의 하위요인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임파워먼트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임
파워먼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경증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임파워먼트 실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참여자(실험집단)가 8명에 불과해
정규성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비모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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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을 이용하였고, 집단(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사전 동질성 검증과 임파워먼트와 삶
이 질 점수의 변화량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간의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 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Wilcoxon-signed ranks test
를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성별의 경우 실험집단은 남
성 2명(25.0%), 여성 6명(75.0%)이고, 통제집단은 남성 3명(37.5%), 여성 5명(62.5%)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실험집단이 70대 4명(50.0%), 80대 4명(50.0%)이었고, 통제집단은
70대 5명(62.5%), 80대 3명(37.5%)으로 보고되었다. 아울러 교육수준은 실험집단은 무
학 4명(50.0%), 초등학교 졸업 이상 4명(50.0%)이었고, 통제집단은 무학 5명(62.5%), 초
등학교 졸업 이상 3명(37.5%)로 확인되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성별
연령
교육수준

구분
남성
여성
70대
80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이상

빈도(%)
실험집단
통제집단
2명(25.0%)
3명(37.5%)
6명(75.0%)
5명(62.5%)
4명(50.0%)
5명(62.5%)
4명(50.0%)
3명(37.5%)
4명(50.0%)
5명(62.5%)
4명(50.0%)
3명(37.5%)

X2

Sig

.291

.590

.254

.614

.533

.500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의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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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임파워먼트 차이를 검증하면, 점수범위 1점에서 5점 사이에
서 실험집단은 2.18점(SD 4.43)이고, 통제집단은 1.94점(SD .22)으로 조사되었고, 두 집
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삶의 질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점
수 차이를 검토하면, 행복감은 점수범위 1점에서 7점 사이에서 실험집단이 1.83점(SD
.15)이고, 통제집단은 2.28점(SD .49)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만족도는 점수범위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실험집단이 1.65점(SD .92)이고, 통제집단은 1.63점(SD .52)으로 확인되었
다. 아울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행복감, 생활만족도)의 유의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 임파워먼트 사전 동질성 비교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실험집단

8명

2.18

.43

10.13

통제집단

8명

1.94

.22

6.88

실험집단

8명

1.83

.15

6.50

통제집단

8명

2.28

.49

10.50

실험집단

8명

1.65

.92

8.13

통제집단

8명

1.63

.52

8.88

구분
임파워먼트
행복감
생활만족도

U값

Z값

Sig

19.00

-1.369

.171

16.00

-1.694

.090

29.00

-.347

.728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사전·사후 점수변화 비교분석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임파워먼
트 실천 프로그램 전과 후 어떠한 집단 내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Wilcoxon-signed 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먼저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실시 후 임파워먼트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집
단은 사전점수가 2.18점(SD .43)에서 사후점수 2.92점(SD .45)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
지만, 통제집단은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삶의 질 하위요인인 행복감과 생
활만족도를 살펴보면, 행복감의 경우 실험집단은 사전점수가 1.83점(SD .15)에서 사후
점수 2.83점(SD .3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인 반면, 통제집단은 통계적 유
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생활만족도는 실험집단2)은 사전점수가 1.65점(SD .92)
2)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초기에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강점보다는 단점을 그리고 자신의 삶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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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후점수 2.63점(SD .5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지만, 통제집단은 통
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이 경증 치매노인의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표 5>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의 사전․사후 변화 비교
구분

집단구분(N)

임파워먼트
행복감
생활만족도

평균(표준편차)

Z값

Sig

2.92(.45)

-2.524

.012

1.94(.22)

1.99(.21)

-1.656

.098

실험

1.83(.15)

2.83(.31)

-2.527

.012

통제

2.28(.49)

2.31(.48)

-.632

.527

실험

1.65(.92)

2.63(.52)

-2.271

.023

통제

1.63(.52)

1.75(.71)

-.577

.564

사전점수

사후점수

실험

2.18(.43)

통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변화량 비교분석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임파워먼트와 삶이 질 점수의 변화량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그 내
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먼저 임파워먼트 점수 변화량은 실험집단은 .74점, 통
제집단은 .05점으로 나타나, 실험집단의 변화량인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삶
의 질의 점수 변화량은 안녕감은 실험집단은 1.01점, 통제집단은 .03점으로 나타났고,
실험집단의 변화량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실험집단은 1.00점,
통제집단 .13점으로 나타났고, 실험집단의 변화량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임파워먼트, 행복감, 생활만족도 변화량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 대해 치매가 악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는 모습들을 진술하였다. 하지만, 프로그
램 진행 중 자신의 강점을 기록 또는 구술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강점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강점
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초기 연구
참여자의 수동적인 태도와 달리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거나, 가족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아울러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운영 시 가족의
관심과 지원이 많았던 연구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에 비해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이 높은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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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변화량 비교
집단구분
(N)

구분
임파워먼트
행복감
생활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순위

실험집단

8명

.74

.16

12.50

통제집단

8명

.05

.07

4.50

실험집단

8명

1.01

.23

12.50

통제집단

8명

.03

.14

4.50

실험집단

8명

1.00

.76

10.88

통제집단

8명

.13

.64

6.13

U값

Z값

Sig

.00

-3.376

.001

.00

-3.371

.001

13.00

-2.146

.050

Ⅴ. 결론
본 연구는 경증 치매 노인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가능케
하는 임파워먼트 증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있다.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는 임파워
먼트 이론 검토와 노인복지 실천가, 노인복지 전공 교수, 치매노인, 치매노인 부양자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
그램을 최종 확정하였다. 그리고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8명을 구성하였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을 10회기 실시하였다.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먼트 실천 프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동질성 검사를 실시
하였고, 임파워먼트,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모두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결과를 기반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프
로그램 전과 후 어떠한 집단 내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실험집단의 경우, 임파워
먼트와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인 반면, 통제집단은 변화량의 유의성
이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임파워먼트와 삶이 질 점수의 변
화량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임파워먼트와 삶이 질 점수의 변화량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이 갖는 사회복지적 함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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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치매노인에 대한 개입방법은 단순히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학
적 사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후 응급처방식 개입에 머물고 있고(양옥경, 최명민,
2005: 114), 또한 문제의 원인을 클라이언트에게 찾는 병리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실천
은 치매 노인에게 부정적인 스티그마를 경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Gutierrez,
Parsons and Cox, 1998: 169; Kam, 1996: 230). 이에 따라 기존 개입이 치매 노인의 삶
의 질을 일관되게 담보하는 못한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장우심․이재모, 2006: 264),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파워먼트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개입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
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 둘째, 기존 치매노인의 프로그램이 실천가가 프로그램의 제공자와 통제자의 역할
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치매노인의 프로그램 참여를 제약하는 기제가 되었다. 하지
만, 본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은 치매노인이 자신의 삶의 전문가(송성자․최중진,
2003: 105)로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 본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경증 치매노인이 프로그램을
100% 참여하였다. 셋째, 본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 임파워
먼트 실천원칙을 이해하고 실제 실행함으로서, 전문가주의적 관점이 투영된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 구성에 실
천가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을 실천가가 운영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실천가의 임파워먼트 실천 동기가 강화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
다. 하지만, 연구자가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거나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에 연구자의 영향력이 포함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천가가 독립적으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본 임파워먼
트 실천 프로그램의 실험집단이 8명에 불과하고, 전라남도 1개 기관에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
이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임파워먼트 실천 프
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
그램의 효과성은 실험 설계 방식인,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모형(Pre-test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을 통해 검증되었다. 하지만,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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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과 다른 이론에 기반을 둔 집단 프로그램과의 효과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과 기
존에 실천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그 효과의 차이를 검증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양적방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치매노인들 간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추후연구에서는 양적연구방법 이
외에도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임파워먼트 실천 프로그램의 진행에서 나타나는 치
매노인 간 역동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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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ffects of the Practice of Empower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Elderly Person with Minor
Dementia
Choi, Jeong Min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intervention of
empowerment on the quality of life in elderly person with minor dementia.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empowerment theories and developed an empowerment practice
program for elderly person with minor dementia using a focus group including the
practitioners of welfare for the elderly, professor specialized in welfare for the elderly,
elderly person with dementia. and caregiver for elderly person with dementia. In
addition, the subjects consisting of a test group (n=8) and a control group (n=8) were
selected to verify the empowerment practice program. The analysis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empowerment and the quality of life for the test
group after implementing the program,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powerment and the quality of life for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empowerment
practice program developed by this study was confirmed to be highly effective in
improving empowerment and the quality of life for elderly person with minor dementia.
In addition, this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term of not only its developed
program's aid in improving the actual quality of life in elderly person with minor
dementia, but also suggesting the basis for the intervention of empowerment by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mpowerment intervention program.
Keywords: Elderly person with minor dementia, Group program, Practice of
empowerment, Quality of 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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