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경증치매 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1. 경증치매자 현황

가. 치매자 현황

1) 치매의 정의 및 분류

치매(Dementia)란 후천적 뇌질환으로 인해 기억장애와 함께 실어증, 실행증, 실

인증, 집행기능 등의 장애를 수반하고, 이러한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7)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치매를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에서 생긴 증후군으로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 계산, 학습능력, 언

어 및 판단력을 포함한 고도의 대외 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라고 정의하고, 의식의 

혼탁이 없이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이 손상될 정도의 장애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매를 원인질환별로 분류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전체의 60∼70%를 차지하

고 다음으로 뇌졸중이나 뇌허혈 등의 혈관손상에 의한 뇌혈관성 치매가 약 30%를 

차지한다. 기타 질환으로는 약 8%를 차지하는 루이체 치매와 전두측두엽 변성증 치

매 등 약 70여 개의 원인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매 정도에 따른 분류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척도는 치매 임상 평가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이다.8)

7) 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 p. 22.

8) CDR 척도는 전통적으로 3점 척도를 사용하나 최근 한국판 CDR로 5점 척도가 제작됨. 인

하대·성균관대·용인효자병원 등 최성혜 외 치매연구회,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CDR) 척도의 타당도”, 대한신경과학회지, 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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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DR 0 CDR 0.5 CDR 1 CDR 2 CDR 3

기억력

기억장애가 전혀 

없거나 경미한 

건망증이 때때로 

나타남

경하지만 

지속적인 

건망증; 사건의 

부분적인 회상만 

가능; 
양성건망증

중등도의 

기억장애; 최근 

것에 대한 

기억장애가 더 

심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심한 기억장애; 
과거에 

반복적으로 많이 

학습한 것만 

기억; 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어버림

심한 기억장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실만 

보존됨

지남력 정상

시간에 대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것 외에는 

정상

시간지남력은 

중등도의 장애; 

사람·장소지남

력은 정상이나 

실생활에서는 

장애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상실되어 

있고 장소에 대한 

지남력 역시 자주 

손상

사람에 대한 

지남력만 유지됨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일생생활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업, 

재정문제도 잘

처리

문제해결

능력, 유사성, 

상이성해석에 

대한 

경미한 장애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중등도의 장애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해석에 

대한 심한 장애

판단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함

사회

활동

직장, 쇼핑,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등에서 보통

수준의 독립적 

기능이 가능

이와 같은 활동에 

있어서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약간의 장애가 

있음

사회 활동에 일부 

참여; 언뜻 

보기에 정상처럼 

보이나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 

불가;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잘 할 

수 있어 보임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 

불가; 

외견상으로도 

불가해

보임

집안

생활과 

취미

집안생활, 

취미생활, 지적인 

관심이 잘 

유지됨

집안생활, 

취미생활, 지적인 

관심이 다소 

손상되어 있음

집안일에 

경하지만 분명한 

장애 ‘어려운 일, 

취미’는 포기상태

아주 간단한 

집안일만 할 수 

있고 관심이나 

흥미가 제한됨

집안에서 의미 

있는 기능 

수행이 없음

위생/

몸치장
정상 정상

가끔 개인위생에 

대한 권고가 필요

옷입기, 개인위생, 

개인소지품 

유지에 

도움 필요

개인위생과 

몸치장의 유지에 

많은 도움필요

<표 Ⅱ-1> Clinical Dementia Rating(CDR) 기준

자료: “The Clinical Dementia Rating”, Alzheimer's Diseases Research Center, Washing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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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 평가 척도는 치매에서 감퇴하는 인지 및 사회 기능 영역들을 고루 평가

하기 위하여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 문제 해결, 사회 활동, 집안 생활과 취미, 

그리고 위생 및 몸치장 등 6개 영역을 평가하여 각각 영역에서의 점수를 종합해 

복합 점수를 판단한다. CDR 평가 척도에서 CDR 0.5는 최경도 치매, 1은 경도 

치매, 2는 중등도 치매, 3 이상은 중증치매로 분류된다. CDR 척도별 임상증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워싱턴대학의 알츠하이머 치매연구소에서 발표한 CDR 3 평가 

척도별 제반 증상을 <표 Ⅱ-2>로 정리해 둔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CDR 평가 척도에 따라 분류된 

비중을 보면 최경도 및 경도 치매가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최경도
（CDR: 0.5)

경도
(CDR: 1)

중등도
(CDR: 2)

중증
(CDR: 3 이상)

17.4 41.4 25.7 15.5

<표 Ⅱ-2> 2012년 기준 치매 중증도별 비중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p. 131.

본 보고서에서 ‘경증치매’라 함은 임상평가척도기준(CDR) 1 이하인 경도상태

와 최경도 상태를 합한 것으로 보기로 하겠다. 그렇지만 임상평가 척도상의 기

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 등급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CDR 척도 기준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에서 장기요양 등급자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도 같이 ‘경증치매’의 범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치매상태별 구분 및 치매자 현황 

보건복지부의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58%, 치매자 수는 612,047명으로 추산되고, 2020년에 

84만 명, 2050년에 27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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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유병률도 급상승하여 2016년에 10%, 2050년에는 15%에 도달할 전망이다. 

특히 여성의 치매 유병률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2050년에는 19%대에 달할 것

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에서는 1.3~3.6%이나 연령증가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여 85세 이상에서는 30.5~33.2%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20 2030 2040 2050

남
환자 수 156 166 176 186 196 240 394 625 824

유병률 6.42 6.52 6.62 6.72 6.83 6.95 6.93 8.38 10.11

여
환자 수 385 410 436 462 489 600 879 1339 1886

유병률 11.12 11.42 11.70 11.99 12.27 12.95 12.53 14.81 19.17

전

체

환자 수 541 576 612 648 686 840 1272 1964 2710

유병률 9.18 9.39 9.58 9.79 9.99 10.39 10.03 11.90 15.06

치매노인/

전체인구
1.1 1.1 1.2 1.3 1.3 1.6 2.4 3.8 5.6

<표 Ⅱ-3>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수 및 치매 유병률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p. 133에서 발췌하여 재작성함.

<그림 Ⅱ-1>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 수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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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 비교

자료: 김상우 외(2014), p. 3.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라 치매 중증도별로 치매환자 수를 나누어 

보면 <표 Ⅱ-4>와 같이 경증치매자(최경도+경도)는 전체 치매자의 58.7%인 35

만 9천 명이다.

최경도 경도 중등도 중증 치매자 합계

10.6 25.3 15.7 9.5 61.2

<표 Ⅱ-4> 2014년 기준 중증도별 치매자 수
(단위: 만 명)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p. 136에서 재작성함.

한편, 치매자 61만 2천 명 중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치매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

요양보호 대상자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호

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3등급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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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등급(2014년 6월 말 기준)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인정받은 치매 인

정자는 <표 Ⅱ-5>와 같다.

신청자
등급인정/

외자

등급 인정자 등급외자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A∼C 계

709,308 554,781
393,927 37,208 71,998 284,721

160,854
(100%) (9.4%) (18.3%) (72.3%)

<표 Ⅱ-5>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 현황
(단위: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2014년 6월 말 기준).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70만 9천여 명이 신청하여 등급인정을 받은 인정자

는 39만 4천여 명으로 55.5%에 불과하고, 등급인정자와 등급외자 중에서 등급

을 인정받지 못한 등급외자(A~C)9)는 16만 명으로 29%에 달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보호를 받는 인정자 중 치매환자는 33.7%(132,753명)에 불

과하고 나머지는 중풍, 요통·좌골통, 관절염, 골절·탈골, 암 등 다른 질환으로 인

하여 수발이 필요한 환자들이다. 

계
치
매

치매
+

중풍

중풍
뇌졸
증

요
통

관
절
염

골
절

암
당
뇨
병

백
내
장

고
혈
압

호흡
곤란

골다
공증

기
타

100 27.1 6.6 22.2 9.4 8.4 7.8 1.5 1.4 1.1 0.9 0.6 0.0 13.7

<표 Ⅱ-6>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질병 및 증상별 현황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서 재작성(2013년 말 기준).

정리하면, 현재 치매자는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른 추산치로는 61만 2천여 명이

고,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인정자는 13만 3천여 명에 불과하

9) 등급외 A~C 중 A는 실내이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등급외 B는 실내나 실외이동 모두 가능하고 일상생활

에서 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등급외 C는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

의 문제가 없어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를 말함(윤희숙(2010),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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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의 나머지는 등급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지만 등급외자로 판

명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경도인지장애 현황

치매는 아니지만 정상인보다는 다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사전 임상상태

(Preclinical State)를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라고 한다.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10)은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인지 기능 저하 호소, 동

일 연령 및 교육수준에 비해 인지 기능의 저하정도, 일상생활 능력의 정상적 유

지 여부 등이다. 대체로 치매의 자연경과 상태를 ｢경도인지장애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고도 치매 →종말기 치매｣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는데,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의 전조단계이며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조사한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7.9%로 추산되었다.11) 동 

조사에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2012년 27.8%, 

2014년 27.9%, 2040년 29.6%, 2050년에 31.2%로 완만하게 증가하며, 그 숫자도 

2012년에 164만 명, 2014년에 178만 명, 2020년에 225만 명, 2040년에 489만 명, 

2050년에 562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이 방대한 규모의  경도인지장애자가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경도인지

장애자가 언제 얼마만큼 치매로 이행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경도인지장애

자의 치매전환에 대한 국내 의료전문기관들의 조사 및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보건복지부의 “치매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의학적 인지기능 저하의 기준은 나이와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정상인지기능의 1.5 표준편차임(보건복지부지정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

터(2010), ｢치매임상진료지침｣, p. 23). 

11) 보건복지부,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pp. 1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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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65세 이상 노인 중 경도인지장애자 수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p. 14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2005년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도인지장애 

진단 후 18개월이 지나 동일한 평가를 하였는데 경도인지장애자 중 9%가 치매

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는 경도인지장애가 나타난지 

약 1년 후에 15~20%가 치매로 전환되고 6년 후에는 약 80%가 치매로 전환된다

고 하였고, 한림대학교는 경도인지장애자의 약 15~20%가 매년 치매로 진행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2) 

해외 연구사례의 경우,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 환자를 추적한 결과, 4년간에 

48%(1년당 평균 12%)가 치매로 전환되었고,13) Petersen RC et al.(2001)은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된 자는 진단 이후 1년 안에 약 12%가 치매로 전환되고, 6년 안

에 약 80%가 치매로 전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4) 미국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이 경도인지장애자 270명을 10년간 관찰한 결과, 매년 이들 중 10~15%씩 

치매가 발병, 6년 동안 80%가 치매로 이행되었다.15) 樫本直樹(2012)는 MCI는 

12) 동탄성심병원 홈페이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홈페이지 참조. 

13) Bowen J et al.(1997), pp. 763~765.

14) Petersen RC et al.(2001), pp. 1985~1992. 



경증치매 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23

노화에 의한 기억장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그 질환자체가 진행성이며, 1년 안

에 MCI자의 10% 정도, 4년에 약 절반 정도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16) 따라서 국내외 연구 및 설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

체로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후 매년 10~15%, 4년 안에 약 절반인 48%, 6년 

안에 약 80%가 치매로 전환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둔해졌지만 아직은 치매 상태가 아니고 

정상인에 가까운 시점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경우, 치매치료와 요양을 어떻게 해 나갈지 그리고 장기요양자금 마련이나 치매

자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신중히 생각해 보고 정상

적으로 인지 판단이 가능할 때 대비해 놓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경증치매 상태

OECD(1997) 기준에 따르면 ‘경증장애노인(Moderate Disability)’이란 일상생

활활동(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걷기, 앉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옷 갈

아입기, 식사하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용품 사러가기, 전화걸기, 버스전철 타기, 가벼운 집

안일 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17) 한편, 서울대학교 지역

의료체계 시범사업단에 따르면 경증치매정도란 사회생활이나 직업상의 능력이 

비록 상실되었더라도 아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적절한 개인위생을 

유지하며,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분류하고 있다.18) 

권진희 외(2008)가 등급외자 31,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증

15) 헬스조선(2007. 6. 26),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 때 잡아라”.

16) 樫本直樹(2012), pp. 66~72. 

17) 최인덕(2009), p. 38.

18) 서울대학교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199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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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자는 대부분 신체기능 중심의 기본적 일상생활 기능(ADL)은 대체로 양호

하나 수단적 일상생활기능(IADL)은 자립이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고 인지기

능은 여러 영역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예컨대 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에서는 ‘목욕하기, 옷 벗고 갈아입기’에 부분도움이 필요하였고, 수단적 일생생

활기능에서는 ‘교통수단이용하기, 몸단장하기, 빨래하기, 식사준비하기, 집안일

하기, 금전관리, 교통수단이용하기, 근거리 외출하기’에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

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기능 영역에서는 ‘방금 전에 들었던 이

야기나 일을 잊어버림’,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짐’, ‘계산을 하지 못

함’, ‘오늘이 며칠인지 모름’ 등의 인지장애가 크게 나타났다.

항목 비중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 82.0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모른다 41.2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23.0

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모른다 15.7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11.7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 57.6

의사소통이나 전달에 장애가 있다  4.2

계산을 하지 못한다 56.8

하루 일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3.7

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한다 1.8

<표 Ⅱ-7> 등급외자의 인지기능 영역의 상태 
(단위: %)

자료: 권진희 외(2008), p. 138.

위에서 살펴본 도움의 필요도는 수발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자해성향이

나 공격성, 배회성 등을 갖고 있는 경우 비록 치매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지켜보기 감독’이 필요하다. 평가시스템

19) 권진희 외(2008), 노인의 기능저하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Ⅰ), 국민건

강보험공단, pp.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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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루 종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중증에 해당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는 단순히 치매노인을 하루 종일 지켜보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최중증 등급

을 받지 못한다. 특히, 경증치매의 경우에는 비교적 인지상태가 양호한 시간대

가 있고 치매상태에 빠져드는 시간대가 사람마다 다르고 불규칙하게 나타나므

로 부양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기를 하고 돌봄을 해야 하

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경증치매자의 요양보호 내용과 한계

가. 장기요양등급 및 경증치매자 요양보호 현황

치매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부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와 함께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면 가정방

문을 통하여 기능 상태별로 요양필요도를 평가 후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국민건

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를 통한 판정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이 때 등급판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양인정조사 평가항목은 신체기능(12개), 인지기능(7개), 행동

변화(14개), 간호처치(9개), 재활영역(10개) 등인데, 주요 평가항목이 신체기능

에 치우쳐 있어서 심사 대상자를 장시간에 걸쳐 정확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체적 기능 상실을 수반하지 않는 치매 등의 인지기

능 저하자의 경우에는 현행 판정도구를 통해서는 등급인정을 받기 어려운 구조

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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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독일 등 외국에서도 인지적·심리적 장애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기능의 제약이 증명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판정도구의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21)

등급 판정 결과는 세부등급으로 구분되는데 2014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

의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확대·개편되었다. 

  신체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외B 등급외C
등급외A

인정점수            95            75           60            51             45              40

  구체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그림 Ⅱ-5>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평가 체계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조 작성. 

20) 이윤경(2012a), p. 5; 김찬우 외(2012), p. 37.

21) 남현주(2014),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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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3등급이 3등급과 4등급으로 나뉘고, 이전의 등급외 A자 중 치매자를 수용

하기 위하여 새롭게 5등급(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었다. 5등급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인정되면 요양등급 인정서와 함께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이 포함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된다. 동 계획

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

를 받게 된다. 서비스는 등급별로 정해진 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 부담하여 이용하게 된다. 재가급여의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14년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표 Ⅱ-8>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자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71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등급외 경증치매자의 경우 2014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부터 어떠한 장기요양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전

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

보호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A형의 등급외자에 한하여 치

매특별등급인 5등급으로 인정22)된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제도로부터 월 766,600

원(본인부담금 114,990원 포함)이 지원되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접근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가에서 주 3회 이상 1회당 최대 2시간 동안 인지활동형 방문요

22)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의 인정요건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이고 동시

에 의학적으로 치매환자로 확인된 자만 인정됨. 특히, 의사소견서에는 치매진단을 내리

게 된 치매검사 결과 등 근거를 제시하고 대상자의 치매로 인한 장애정도에 대한 평가

가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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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였

다. 치매특별등급 해당자가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1일 8시간씩 

최대 22일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1일 2시간씩 최대 

26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자체적으로 경증치매자 보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3) 서울시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등급외 치매자를 위하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사업을 시행하여 평일 오전 8시

부터 야간 22시까지 운영 가능한 시설을 심사·선정하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로 인증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정원의 20% 범

위 내에서 등급외자 본인부담금 34만 2천 원을 받고 등급외자를 받도록 권고하

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등급자도 대기상태

에 있고 등급외자를 받을 경우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손실이 우려되어 등급외자

를 수용하기를 꺼려하는 현실이다. 또한, 서울시는 맞벌이 가정 및 노노(老老)

가정의 경제적·정신적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등급외자 치매전용 데이

케어센터｣24)를 신규로 2014년에 1개소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 밖에 서울시는 등급외 치매자의 인지재활치료 및 돌봄을 위하여 

｢기억키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25) 이와 같이 경증치매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

계획은 이제 막 시행된 초기단계로 아직은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증치

매자를 위한 별도의 요양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서울시(2014. 4),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 서울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침 
참조. 

24) 일본의 경우, 2012년 현재 要지원 1·2를 대상으로 하는 경증 데이케어센터인 ｢개호예

방통소개호사업소｣가 32,714개 설치되어 있는 바, 이는 경증치매를 중증치매나 다른 중

증질환자들과 같이 케어할 경우 인지프로그램 등의 진행이 불가하여 요양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임.

25) 기억키움학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2013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2014년 

현재 4개 운영 중이나 2020년까지 25개로 확대할 계획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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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증치매자에 대한 공적보호제도의 한계

경증치매에 대하여 전국단위의 공적보호가 실시된 것은 2014년 7월 1일 치매

특별등급인 5등급의 실시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선공약에 따라 2013년 

7월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통한 치매노인 노후 돌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하여 추진한 결과이다. 이미 본 장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심사를 위한 평가항목이 신체기능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구조적

으로 경증치매자는 등급인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있었다. 따라서 치매자를 

대상으로 경증자 중 상층부에 있는 등급외 A형에 한하여 장기요양보호를 하기

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의 예상으로는 대상자 규모가 2014년 중 34,888명이 되

고 2015년도에는 43,715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26) 치매특별등급서비스

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총 6,383명이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542명으로 이용자는 약 

8.5%에 불과한 상태이다.27)

원시연(2014)에 따르면 경증치매에 대한 최초의 공적보호제도인 치매특별등

급 요양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특별등급에 제공

되는 서비스와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간에 격차가 있어, 수급대상자가 해당 

서비스를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즉, 도입취지는 경증치매노인이 인

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전

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수급자들은 기존에 3등급에서 제공하고 

있던 가사지원서비스의 연장선에서 치매특별등급서비스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 결과, 등급외 A 판정을 받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가사

지원을 받던 경증치매노인들이 장기요양 5등급으로 전환되면 가사지원은 없이 

인지활동프로그램만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로 머

무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다고 하여 5등급자에게 가사지원서

26) 김상우(2014. 8), p. 17.

27) 원시연(201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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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와 인지재활서비스를 둘 다 제공할 경우, 가사지원서비스만 받고 있는 4등

급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로,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요양보호사들이 아직 교육 커리큘럼을 완전히 수료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문제이다. 셋째로, 치매특별등급 인정자들이 이용할 

주·야간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2014년 9월 말 기준, 

1~3등급 이하 수급자가 약 30만 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주·야간보호시설은 전

국에 1,605개소이고 정원은 28,549명에 불과하다.28) 넷째로, 기존 치매관리사업

과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도입의 상호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도 있다. 원시연(2014)은 현재의 치매특별등급지침으로는 치매특별등급 도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한다.29)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의 치매특별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대

부분 시설의 수용상태가 포화상태여서 신규로 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곳을 찾기 어렵고,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급자 가족이 선호하는 

가사지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지훈련프로그램에 본인부담금(약 11만 

원)까지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시행지침으로도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재정규모가 2014년도 1,185억 원이

나 2017년에는 4,069억 원까지 증가하여 전체 장기요양급여비 지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9%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30)되고 있어, 수정확대도 용이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직은 시행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확한 평가를 내

릴 수는 없으나, 경증치매자의 요양보호체제가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

용이 투입되고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 서울시의 경우, 등급외 A~B의 요양수요는 13,999명이나 서비스공급은 3,260명으로 요양

수요충족률은 23.3%로 매우 부족한 상황임(서울시 복지건강실(2014), 서울시 치매·요

양종합대책, p. 2).

29) 국민건강보험공단 워크숍(2014. 11. 25)에서 관계자들과의 토론과정에서 제기되었음(원시

연 2014).

30) 김상우(201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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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영보험상품의 한계

민영보험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장기간병보험에는 주 계약 또

는 특약상품 안에 치매보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개 생명보험회사를 제외

하고는 생·손보사의 보장내용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곳은 없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생보사와 손보사의 치매보장 상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중증 상태 시 경증 상태 시

생보

사

∙ 지급사유: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확정 시/CDR 3점 이상 시

∙ 지급액: 특약가입금액 또는 기본보험금의 

α% 또는 정액금액  

∙ 지급사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경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최
초 1회 限)

∙ 지급액: 특약가입금액의 20%
(D사, L사)

손보

사

∙지급사유: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4등급 판정자

∙ 지급액: 특약가입금액 또는 매월가입금액×
지급기간 동안의 금액

없음

<표 Ⅱ-9>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장기간병보험 보장 비교

현재 경증치매보장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2개 생명보험회사에 불과하

다. 이 또한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치매로 진단확정되

었을 때 정액으로 지급하고 종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증기간 내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증보험금 지급액은 중증치료보험금의 10%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20%인데, 최대 중증치료보험금이 5,000만 원이어서 경증치료보험금은 최고 500

만 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증치매의 정의는 L사의 상품 요약서에 따르면 인

지, 지각, 기억력 등 대뇌활동에 장해가 발생한 질환으로서 알츠하이머 또는 퇴행

성 병변으로 인한 대뇌질환으로 진단된 사람이 신체활동의 제한여부에 관계없이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

(CDR)에서 0, 0.5, 1, 2, 3, 4, 5의 7등급 중 1 또는 2로 평가된 경우를 말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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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앞부분에서 기술하였지만, CDR 1점은 경도상태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억장애 측면에서는 중등도로서 최근 일에 대한 기

억장애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둘째, 지남력 측면은 시간에 대해 중

등도의 장애가 있어 실생활에서 길찾기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 측면에서는 중등도의 장애가 있고, 셋째, 사회활동 측면은 

언뜻 보기에 정상처럼 보이나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CDR 

2는 중등도 상태로서 심한 기억장애가 나타나며 과거에 반복적으로 많이 학습

한 것만 기억하고 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어버리며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상실되

어 있고 장소에 대한 지남력 역시 자주 손상되며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 측면에서는 심한 장애상태로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한 상태이다. 

여타 생보사들이 CDR 3 이상의 중증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

하여 L사와 D사가 CDR 1의 경증과 CDR 2의 중등증에 대하여 보장을 하는 것은 보

장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CDR 0.5의 최경증은 보장하지 않

으므로 경증을 모두 보장하는 셈은 아니다. 그러나 경증치매가 발병할 경우 평균적

으로 3~5년간에 걸쳐 매월 150만 원 전후의 요양비용이 소요되고 제Ⅴ장에서 분석

하는 바와 같이 경증기간 동안에 약 5천만 원 전후의 요양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

안하면 보험으로 보장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L사의 경증치매

특약보험은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년 경과 후부터 보장하므로 계약 후 1년간은 보장

이 되지 않는다. 

손해보험회사들은 CDR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서 내린 요양등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1~4등급의 등급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보험

금을 지급하나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등급외 A와 동일수준)과 등급외 B~C급의 경

증치매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액 수준은 보험가입금액을 1회 한정으로 지

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월 가입금액을 지급기간(예: 5년/10년/15년) 동안 지급하는 

31) 경증치매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

단하며 그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 확정됨(L사의 동 보험

상품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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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 있어서 중증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등 본인 부담

분을 충족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보험사가 경증치매 보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등급판정을 하

는 전문의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등급판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판정경계선에 있

는 환자나 가족의 경우 치매증상을 강하게 주장하여 임상평가 시 최대한 인정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모럴헤저드가 작동하기 쉽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경증치매

에 대하여 민영보험으로 최경증 상태까지 보장을 확대하거나 보장액이나 보장기간

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리스크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경증기의 요양비용

을 민영보험상품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32)

4. 가족수발의 한계와 부작용

가. 가족수발의 한계

경증치매자가 제도상으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니 가족들이 경증치매

자들을 수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증치매자의 증상은 

하루 종일 치매상태는 아니지만 언제 치매상태에 빠져들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켜보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주수발자로서 곁에 있어야 하며 

또한 주수발자의 외출, 부재 시에 대비해 부수발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주

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31.8%이고 또한 그나마 있는 주수발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

은 경우가 50.6%에 달하며 부수발자가 없는 경우도 약 70%에 달한다.33) 게다가 주

수발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평균연령이 61.3세의 고령으로 주수발과 수발 스트레스

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32) 경증치매 보장에 대한 민영보험상품(예: 경도개호일시금보장특약)은 경증치매 예방에 주

력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소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1회성 진단자금으로 지급

할 뿐 경증기간 내내 보장하는 상품은 취급치 않고 있음.

33) 선우덕 외(2011), p. 189; 한편, 이혜자(2006)에서는 주부양자의 약 50%가 며느리로 조

사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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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우자
자녀/
며느리

간병인
가사

도우미
가정

봉사원
없음

등급외 A 33.9 27.1 0.8 1.0 0.8 26.9

등급외 B 20.4 27.2 1.2 0.0 0.0 35.8

등급외 C 16.7 25.0 0.0 0.0 0.0 54.2

<표 Ⅱ-10> 주수발자 주요 현황
(단위: %)

자료: 선우덕 외(2011), p. 189.

주수발자가 종일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22%였고 반나절 정도 생업에 종사

하는 경우도 약 18%에 달하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51%였다.

구분 4시간 이하 반나절(4∼8시간) 하루종일 일하지 않음

등급외 A 7.1 8.8 21.9 55.5

등급외 B 8.7 13.5 22.1 49.0

등급외 C 0.0 22.7 27.3 50.0

<표 Ⅱ-11> 주수발자의 생업종사 시간
(단위: %)

자료: 상동.

한편, 현대사회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치매노인을 수발할 재가부양 여력도 축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통계청의 맞벌이 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1,178만 

가운데 맞벌이 가구가 42.9%인 505만 가구이고 외벌이 가구가 42.2%인 497만 

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의 맞벌이 비율이 약 50%로 나타났고 60세 이상

에서도 29%가 맞벌이었다.34) 

경증치매자가 주수발자의 부재나 맞벌이 등 생업종사로 가족에 의한 수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 경우 결국엔 자택이 아닌 타 시설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물론 주수

발자를 대신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이웃, 간병인, 가사도우미, 가정봉사원 등 다른 수

발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로부터의 수발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34) 이투데이 뉴스(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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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가정 내에서 방치되거나35)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장기요양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현황을 보면 치매자가 30%를 차지하고 중풍

이 37.9%, 노인성 질환이 27.3%, 암이 6.1%, 기타 13.1%를 차지하고 있다.36) 치매

환자 중 경증치매자가 얼마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수영

(2010)은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들이 대거 입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7) 등급

인정자의 경우 요양시설은 2009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평균 50~60만 원인데 반

하여 요양병원은 120~160만 원으로 2~3배의 경제적 부담이 있다. 경증치매자인 등

급외자는 금년 7월에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을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수발을 할 수 없거나 부양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본인 부담하에 요양병원에 입원

시켜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나. 가족수발의 부작용

1) 치매노인 학대

치매노인의 부양은 노동강도가 높고 장기적이라는 특성상 부양자의 신체적·심

리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이 때문에 부양제공자는 부양체계에 있어서 ‘숨겨진 

환자(Hidden Patients)’나 ‘여러 문제에 시달리는 제2의 희생자’라고 까지 일컬어

지고 있다.38)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족수발에 의지하는 바가 

큰 실정인데, 가족수발 중에 자주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

라 할 수 있다. 

35) 등급외자노인이 수발자 없이 종일 혼자있는 경우는 37.5%임. 권진희 외, 앞의 책.

36) 최인덕(2009), p. 100.

37) 김수영(2010), p. 27.

38) Fengler & Goodlich(1979); 이혜자(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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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

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2012년에 학대피해로 

접수된 5,570건에 대하여 성별,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경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자기
방임

정서적 
학대

계

남자
175 387 6 278 24 180 572 1,622

10.8 23.9 0.4 17.1 1.5 11.1 35.3 100

여자
365 655 57 1,048 47 214 1,562 3,948

9.2 16.6 1.4 26.5 1.2 5.4 39.6 100

계
540 1,042 63 1,326 71 394 2,134 5,570

9.7 18.7 1.1 23.8 1.3 7.1 38.3 100

<표 Ⅱ-12>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3), p. 101.

정서적 학대가 남성노인 35.3%, 여성노인 39.6%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는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 - 방임”,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방임 - 신

체적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방임에 대해서 피해노인의 연령별로 보았

을 때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여 90대 후반에서는 거의 40%에 육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 장소로는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가 총 학대건수의 85%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생활시설 학대가 6.3%, 이

용시설 학대가 1.0%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학대자를 유형별로 보면 “아들이 가

장 높은 45%이고 그 다음으로 딸이 11.6%, 배우자가 9.2%”로 나타났으며 며느리, 

사위, 손자녀를 포함한 가족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90.2%에 달했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유형은 “아들 - 배우자 - 딸” 순이며, 방임의 경우는 “아들 - 딸 - 기관”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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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살인 및 치매자살

치매자의 부양가족들이 수발로 인한 부담 및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39) 치매살인은 수발에 지친 가족이 수발 스

트레스의 한계를 느껴 치매자를 살해하는 것이지만 이는 일면 노인학대의 한 형태

에 해당한다40). 최근 발표된 일본의 “2013년 자살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한해에 

268명이 ‘개호·간병피로’로 자살하였던 것을 보면41) 치매수발로 인한 부담과 스트

레스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치매 부양가족의 자살이나 살해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보도

된 존속살인에 대한 경찰 집계통계가 있을 뿐인데,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 2012년에 50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국민 전체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1년 기준 31.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남성이 10만 명당 80명, 여성노인이 

129명이고 특히 80대 남성노인의 경우 114명, 여성노인이 213명으로 세계 최고

이다. 노인의 자살통계가 직접적으로 치매자살과 관련 있는 통계는 아니나 노

인의 자살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질병고통 및 건강임을 감안할 때 치매로 인한 

고통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경우 공식적 치매살인 통계는 없지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간 발생한 언론기사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350건의 치매살인 사건이 발생하였

고 이 중 3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2) 김원경(2014)이 1920년 이후 

2014년 3월 까지 언론에 보도된 45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43) 자살 및 살인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치매가족의 살인 19건, 살인 후 

39) 권중돈(1994), ｢한국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40) 染谷淑子, 高齢者虐待:日本の現状と課題, 東京, 中央法規, p. 138.

41) 일본 내각부(2014), 平成25年度における自殺の状況. 

42) 加藤悅子(2008); 김원경(2014), p. 225에서 재인용.

43) 김원경(2014),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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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10건, 치매가족의 자살 9건, 동반자살 7건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치매가족의 살인’, ‘살인 후 자살’, ‘동반자살’의 경우, 모두 배우자가 치매 배우자

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

았다. 반면에 ‘치매가족의 살인’은 아들이 주된 가해자로 나타났으며, 아들에 의

한 치매 모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족의 자살 이유로

는 치매 당사자의 다양한 증상(인지장애, 난폭한 행동, 폭언 등)에 대한 스트레

스가 가장 컸고, 또한 치매가족의 살인 이유로도 치매 당사자의 증상에 대한 스

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족의 살인 후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신체적 부담이었는데, 치매가족 

본인의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되자 더 이상 수발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 또

는 치매당사자를 더 이상 돌볼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치매당사자를 살

해하고 자신도 뒤따라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매로 인한 자살과 살인의 문

제는 노인학대의 연장선상에서 치매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는 수발부담과 부양 스트레스, 부양자가 치매수발을 혼자서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자포자기 등 극단적인 부작용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3) 치매노인 실종

치매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지남력 장애와 근시기억 저하이다. 자

기가 서 있는 시간, 공간 그리고 자기가 상대 하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을 지남력이라고 하는데, 지남력 장애란 이러한 시

간·장소·방향에 대한 감각,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에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한

다. 또한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근시기억 장애로 인하여 최근에 일어난 일, 방금 

전에 있었던 일 등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먼 옛날에 있었던 원시기억만 남아 있

어 어릴 적의 추억의 장소나 예전에 살던 집 등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근시기억 장애로 인하여 자신에게 남아있는 원시기억의 장소로 배회하게 되

거나 지남력 장애로 집을 찾지 못하여 배회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한 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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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되는 치매자가 전체 실종 노인 1만여 명 중 약 70%인 7천여 명에 상당하여 수많

은 치매 배회자가 발생하고 그 부양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8 계

노인(65세 이상) 6,967 7,995 9,361 10,665 7,821 50,794

치매환자 4,246 5,659 6,566 7,607 5,119 36,849

치매환자비율 60.9 70.8 70.1 71.3 65.5 72.6

실종치매환자 발견 4,222 5,617 6,529 7,558 5,082 36,632

<표 Ⅱ-13> 치매노인의 실종 발생 현황
(단위: 명, %)

자료: 김태희(2013), p. 7.

4) 근로 상실

치매 간병을 위해 자택에서 방문요양사를 하루 종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고비용을 들여 주간보호센터에 보내 주간 동안 요

양과 돌봄을 받으려 해도 정원외 수용의 여유가 대부분 없으므로 이마저도 이용

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벌이 가족 중 한쪽이 근로포기를 하

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치매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직장인의 78%가 치매환자의 ‘일

상생활수행능력(ADL)’ 장애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그만둔 비중은 전체의 27%였고, 51%는 근로시간을 단축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약 15시간이었다.44)

치매환자는 경증상태라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 배회하다가 실종되거나 원시기억이 

나는 곳으로 찾아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누군

가가 곁에서 ‘지켜보기’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한쪽이 

근로상실 또는 단축을 하여 경증치매 노인의 곁을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하겠다. 

44) 데일리한국 뉴스(20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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