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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8대 한국노년학회 회장 모선희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는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노화·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연령주의): 현실과
대응방안(From Ageism towards Anti-Ageism: Realities and Solution)”이라는 주제로
한국노년학회, 국제노년학·노인의학회(IAGG),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노인의 삶의 질(Social Exclusion
and Quality of life of Older Persons)”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 및 토론, 실천현장에서의
사회적 배제 극복 방안, 농촌지역 사례 등 3개 기획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오전에 열린 국제학술대회의 주제인 연령주의와 맥을 같이 하며, 고령사회로 접어
드는 우리 사회의 노인의 현실적 삶과 사회적 배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학회에서는 지난 추계학술대회에 이어 자유세션, 신진학자, 대학원생, 포스터
세션 등을 구성하여 많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고 토론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노년학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다루어지고 학자, 현장 실천가,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후원해 주신 한국서부발전과 공동주최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차흥봉 회장님, 최성재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춘계학술대회를
후원해 주신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원장님, 오늘 발표와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를 동시에 기획하고 모든 진행을 꼼꼼히
지휘해 주신 원영희 학술부회장님과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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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와 노인의 삶의 질1)

박 경 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머리말

사회적 배제론은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의 빈곤정책의 큰 방향을 주도한 관점의 하나이다.
1970년대 이후 장기실업이 지속되고 지속적인 노동에도 불구하고 빈곤선 이하에 머무르는 저소득
자가 증가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결핍 뿐 만 아니라 사회, 심리, 문화적으로 주류집단으
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논의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제기되는 빈곤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소득 지
원 정책이 아니라 사회권 보장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 것이 사회적 배제 관점이다(박병헌,
최선미, 2001; 심창학, 2001). 사회권이란 시민의 권리로서 일정 정도의 경제사회적 복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적 배제란 이러한 사회적 권리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기든스는 또한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메커니즘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배제론은 하류층, 빈곤층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박탈 뿐 아니라 배제의
비화폐적, 비물질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노동권의 배제, 정치적 권리로부터의 배제, 일상적 사회참
여 기회로부터의 배제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적극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활발
하게 전개되었다. 경제활동을 수행함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빈곤의 현상, 가족관계의
다변화, 한부모가족, 빈곤위험의 세대간 세습화 현상이 제기되면서 근로무능력자 지원 중심의 빈
곤정책이 자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빈곤층이 겪는 다층적인 박탈상황을 고려할 때 임시적
소득보조로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보다 적극적인 탈빈곤정책이 강조되었다. 한편 돌
이켜보면 사회적 배제론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사회권의 관점이 새로운 빈곤정책에도 충분하게 반
영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수혜를 받는 조건으로 시민의 제반권리와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1) 본 글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보고서인 「노인 인권실태조사보고서(연구책임자, 박경숙)」의 내용 중 결론 부분을
발표 주제에 맞추어 부분 발췌 보완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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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회의 기획주제가 ‘사회적 배제와 노년의 삶’이라고 정한 의미를 나름 성실하게 반영하여
발표 내용을 준비하려고 하였다. 사회적 배제란 사회권을 부정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주류로
부터 격리키는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빈곤이 아니라 정치권리, 정체
성의 부정, 일상적 사회참여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 삶의 전반적인 소외 현상도 사회
권으로부터의 배제로 파악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의 삶의 문제를 사회적 배제로 파악한다면
노년 삶의 사회적 배제 상황은 노년의 시민권이나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2. 노인 시민권이 제기되는 이유

1) 노인 인권과 시민권 개념화의 딜레마
노인 인권 혹은 시민권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역사적, 사회구성적 관점과 노인 인권
이 제기되는 한국사회구조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의 보편성은 다양한 억압기제에
저항하는 지난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확대되어온 관념이다. 그런데 인권담론은 법제적 관점이 압
도적으로 지배적이어서 인권 주장의 맥락을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인권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은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 억압의 구체적인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인권 의식과 행위가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을 조명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인권인식의 문화적 구속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
으로 독립성과 자유권이 현대인의 보편적인 가치로 선언되고 인식되고 있지만, 이런 보편적 인식
도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적 삶의 구조에서 보편화된 것일 수 있다. 인권의 가치들은 문화적 상대
성을 가질 수 있고 노인 인권이 제기되는 맥락과 내용도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열려진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인권과 시민권도 구분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함을 보호하고 존중되어
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과 책임과 의무 관계를 명시한다. 인간존엄성이 권리로 주장될 수 있는 것
은 인간 존엄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명령에서 도출된다. 인간의 존엄함이 훼손
되는 것은 권력의 폭력에 기인한 것이고 인권을 저해하는 폭력을 통제하는 의무가 명령된다. 인간
존엄성의 보호와 권리 주장은 생명존엄, 정치적 자유권, 자유권, 사회경제 권리와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을 금지한 각종 국제법과 생명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시민권도 인간존엄성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존엄성의 절대적 가치
와 자율적 주체로서의 제반의 권리와 이것을 보호할 책임,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민권은 권리의 원천이 모든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성원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인권과 구분된
다. 생명존엄권, 인간존엄권, 정치경제적 자유, 사회경제권, 문화적 정체성 등 상호 중첩되고 서로
연결된 인권의 여러 가치들이 성원의 자격과 성원정체성에 의해 매개되어 통합과 배제의 논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보편개념과 구분된다. 따라서 시민권은 한편으로 보편적 인권 인식에
뿌리를 두면서도 노년의 권리, 구조적 억압과 권리 보장의 책임주체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명하
게 이해하는 데 적합한 개념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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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시민권이 제기되는 이유
노인 시민권에 주목하는 것은 크게는 노인 일반의 삶, 적게는 일부 노인의 삶속에 억압적 요소
가 상당히 노정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많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돌봄이 필
요한 상태에서 충분한 양질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안전이나 돌봄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족, 사회, 국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에서 노년은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리지워지고 있다. 이렇게 주변적인 지위에 전치된 노인은
매우 흔히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게 된다. 의약 기술에 힘입어 노년의 삶이 대폭 연장되었지만 그
연장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지원 환경이 부재한 상태에서 많은 노인은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
지 않으려고 자살과 존엄사를 선택하고 있다.
노인이 부정되는 이유로서, 연령차별이 일상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주목하게 된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년은 비생산적이라고 규정되고, 무능력/의존의 편견으로 분리시키고, 권위적
이라고 기피되고, 젊은 중심의 인식에서 희화화 되고, 노년의 요구가 배제된다. 노년의 몸, 인지능
력, 태도가 부정적인 시선에서 해석되고 있다. 노인 ‘보호’의 표시는 거의 동시적으로 분리를 함축
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은 ‘나이 듦’이란 이유로 무능, 의존과 비합리적 보수지향으로 규정되고 타
자화 되고 삶의 제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나이 듦의 경험이 숨겨지고, 왜
곡되면서 ‘나이 듦’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부정되고, 배제된다. 연령주의는 나이 듦의 경험에 무
지하고, 그 경험과 요구를 공감하지 못하고,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고 차별하는 사고체계이다.
노년이 부정되는 또 다른 한국사회의 맥락으로 생애를 통해 불평등이 축적되는 계급-복지구조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노동에서의 불평등이 사회복지 접근의 불평등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의 법
적 보편성이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과 작업장에서의 불리가 사회복
지의 보편성의 제약을 매개하여, 노년의 만성적인 빈곤과 불평등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로가 뚜렷
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빈곤을 구세대의 불운이나 개인의 자질 부족에 따른 소수 약자의 문
제로서 바라보는 관점과는 달리, 노년의 빈곤은 특히 앞으로 노년 세대의 빈곤은 노동시장, 작업
장, 사회복지제도의 접근의 불리가 생애를 통해 누적된 박탈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이 주변화되는 한국사회의 문화/제도적 맥락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효 이념이 강제
한 가족중심의 복지기능은 노인에게 가족 이외에는 어떤 자원도 가질 수 없게끔 하는 사회적 무책
임과 불개입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 가족에 위임된 부양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권리의
식을 제약한다. 그 결과 노인의 소외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전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 부양 논리가 노년을 약자화 시키는 은밀한 경로들에 유의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의 복지나 권리증진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념적 기초로서 효를 넘어선 가치를 상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효 이념의 강조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년의 박탈 현상의 원인을 가족문제로 환원하
는 대응의 오류를 조장하기 쉽다. 지금의 노년의 박탈은 효 가치의 약화보다는 과도한 능력, 업적
주의와 젊은 중심 문화가 강화한 연령차별의 영향과 공공성의 토대가 취약한 정치, 경제구조의 영
향이 크다.
다음에서는 노인 시민권이 제기되는 한국사회의 문화, 제도, 계급/불평등구조, 연령차별의 맥락
을 고려하면서, 노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권리 내용과 쟁점들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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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권리와 실태

존엄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해 강조되는 생명존엄, 자기결정, 자유와 사회보장권은 노인의 삶에
도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표 1). 1991년 UN이 발표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서는 독립, 참
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 원칙의 세부내용에서는 적절한 소득/소비/주거
보호와 건강보호에 접근하고, 노동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
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한다. 참여 원칙의 세부내용에서는 정책
결정, 문화공유, 자원봉사, 단체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
다. 돌봄 원칙의 세부내용에서는 질병예방 및 건강보호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
과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살핌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그리고 자아실현과 존엄성의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를 개발하고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
우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2002년 발표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에서는 노인의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인의 개발은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동활동을 통해서 이
룰 수 있다고 제안하고 연령차별금지와 고령화를 세계개발의제로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경희·정은지·남현주·최혜지, 2012). 이처럼 노인의 독립, 사회참여, 돌봄, 존엄성과 자아실현에
대한 원칙은 국제인권장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생명권, 자기결정권, 자유권, 사회보장
권, 차별금지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표 1> UN의 노인을 위한 원칙과 국제인권장전

UN 노인을 위한 원칙
○ 노인은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
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
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독립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
○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
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참여
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
여야 한다.
○ 노인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세계인권선언
제1조- 자유, 존엄권
제12조,13조- 거주,
이동, 통신의 자유
제22조, 25조사회보장권
제23조- 노동권
제26조- 교육권
제27조- 문화참여권
제29조-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
의무
제18조자유
제19조제20조제21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조- 자기결정권
제6조, 7조- 노동권
제9조, 10조, 11조사회보장권
제12조- 건강
제13조- 교육권
제15조- 문화참여권

사상, 양심의
제1조-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제8조-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15조- 문화참여권
정치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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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
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
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전의 최적 수준을 유
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
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
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 ○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
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수준의 시설보호를 이
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
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
자아
를 추구하여야 한다.
실현 ○노인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 문화참여권
제29조-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
의무

제1조- 자유, 존엄권
제3조- 생명, 자유,
신체권
제2조- 차별금지,
공정한 대우
제22조, 25조–
사회보장권

제1조- 자유, 존엄권
제23조- 노동권
제26조- 교육권
제27조- 문화참여권
제1조- 자유, 존엄권
○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제2조-차별금지,
육제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공정한 대우
존엄성 ○ 노인은 나이, 상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제3조- 생명, 자유,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 신체권
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제1조- 자기결정권
제9조, 11조사회보장권
제12조- 신체, 정신
건강
제2조- 차별금지

제1조- 자기결정권
제6조, 7조- 노동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 문화참여권
제1조- 자기결정권
제2조- 차별금지
제12조- 신체,
정신건강

주: 권중돈·김은주·김철중·박지영·이병만·이은영(2008) 『노인분야 인권교육교재』 내용 일부를 재구성함.

실제 소득, 노동, 건강/돌봄, 사회참여, 사회관계, 학대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세계 각 차원
에서 독립과 자기결정, 사회참여, 존엄성, 돌봄의 권리가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현장담당자 집단 인터뷰와 노인 집단인터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노인 시민권 실태에 대한 설문조
사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담당자와 노인 집단 인터뷰를 통해 소득, 주거,
노동, 건강/돌봄, 사회 참여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차별이나
권리 침해를 인지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각 영역에서 권리 실행 주체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각 영역에서 제기되는 노인의 욕구, 권리, 차별의 인지, 경험과 권리 책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문 문항으로 구조화하였다. 설문조사는 몇 차례의 보완과정과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2009년 10월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은 6개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거주하고 2009년 8월 시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률표집을 통해 최종
806명이 선정되었다.
또한 노인 집단과 노인관련 시설 및 서비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인
권침해의 구체적인 양상과 인식을 분석하였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경제적 차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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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의 침해의 구체적 맥락과 상황과 인식을 분석하였다. 집단면접은 인권침해의 다양한 상황
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노인, 일반 여성노인, 일반 남성노인, 일하는 노인, 자원봉사 노인, 장기요양
보호노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각 인권영역에서 노년의 권리 보장에 직ㆍ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노인복지법, 노동ㆍ은퇴 관련 규정, 가족부양법,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의 법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다음은 각 영역별 분석결과를 요약하였다.

1) 소득/주거권
소득안정은 현대인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보편적인 삶의 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노년의
소득안정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노인에서 빈곤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인
경제생활이 취약한 이유로서,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젊을 때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
고 있다. 이런 인식은 노후 소득원이 불안하게 구조화된 맥락을 드러낸다. 노후의 주된 소득원은
가족이전과 근로/사업소득이 되고,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매우 제한된다. 이런 소득원 구조는
소득보장 책임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자신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는 약하다.
노후소득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과 가족부양이 강조되는 것은 노후 소득의 취약성과 불안을 표현
한다. 노후대비에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 노년에도 독립적 생
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산층이 확장된 이유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산층의 확산이 복지의 공공성 확
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한국의 중산층은 노동자계급과 더불어 정치민
주화를 견인한 주요 세력이지만,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편적인 연대의 토대가 구조화하는 힘은 취약
하였다. 중산층의 복지태도는 상당히 개인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주의적 태도
가 강한 또 다른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일반 생산 영역뿐만 아니라 복지영역에도 확장된 영
향도 크다. 복지가 실업산업, 금융강국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확장되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각종 금
융, 효도 돌봄 상품이 시장에 나오고 중상류층 노년을 타깃으로 한 성공적인 삶의 욕구를 촉발하는
마케팅이 확장되었다. 이처럼 시장자유주의의 영향이 노년에 확장된 상황에서 성공적인 노년 담론
과 노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이 강조되었고, 그와 함께 노후 불안은 더욱 가중화되었다.
노후 보장의 개인적 책임이 강조된 또 다른 요인으로 가족부양이 약화된 맥락도 지적될 수 있
다. 독립적 생활력이 취약한 많은 노인이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의
정서적 부담이 큰 것이다. 이처럼 자녀부양이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도 노인 자신의 독립
성을 중요하게 인식한 배경요인이 된다.
정리하면 노후의 소득조건이 취약하고 불안한 배경에는 소득보장의 공공적 기반이 취약하고, 계
급이해가 점점 분절화되고, 복지영역에 신자유주의 영향이 확장되고, 가족부양이 약화된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노후 만성적인 소득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후 소득 정책은 개인책임
과 가족부양이나 공적 연금 어느 곳도 의지할 수 없는 노년에 대한 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
향이 있다. 그런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조정책은 빈곤탈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효과를
이루기 어려운 딜레마를 가진다. 즉 복지 제공자는 수급자격을 통제하려는 이해를 가지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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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는 이해가 결합되면서 복지정책이 오히려 복지에 의존적인 행위를 강화시
키는 역할을 가진다. 노년의 소득안정은 생애과정을 통해 소득생활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때 이루
어질 수 있다. 보다 소득보장이 공공적 기반과 연대에 기초할 수 있도록 구조 변화와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2) 노동/은퇴권
현 고령자의 대부분은 안정된 조직부문에서 노동경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 비공식 부문
에서 상대적으로 덜 조직되고, 그러기에 이직과 전직이 빈번하였던 노동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과정은 어떤 정형화된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직화된 정년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그다지 강하지 않다. 또한 정년제도를 반대하
는 이유도, 그것이 노동기회의 차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기 보다는 일 자체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이유에 따른다. 노인의 노동 차별의 인식은 안정된 노동기회에서의 배제보다는 일자리 기회가 제
한되는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주로 단순노무직이고, 일하는 주된
이유는 생계유지이지만, 또한 일의 의미를 중요시하고 있다.
노인의 노동 욕구가 강한 또 다른 이유로 은퇴 이후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점에 유의할 수 있
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시간보내기가 힘들어지고, 역할 상실에 따른 지위하락과 상실감이
큰 것으로 인식된다. 노동에 매여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활동을 찾거나 소원했던 관계
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 은퇴에 따른
부정적인 경험은 역설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획득되는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노동은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생활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기능적인 주체로 살아가도록 한다. 노동이 제공하는
이런 가치들과 더불어 노동 이외에서는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를 찾기 어려운 노년의 현실도 노동
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켰을 수 있다.
노인은 노동의 욕구를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강한 욕구와
권리인식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기회는 크게 제한되어 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이는 한편으로 한
국 노동권 전반의 취약한 특성과 연관되며, 현 노인 노동자 대부분의 불안한 노동경력의 결과와
연관된다. 이와 함께, 노동기회의 연령차별도 노인의 노동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들은 노동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권리개선을 요구하고 있지
는 않는다. 그리고 불만은 잠재화되고 눌러지고 있다. 분노를 적절히 통제하기 힘든 상태가 내면
적으로 축적되어 갈 수 있다. 권리 주장을 상시화되고 소통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
하다.
노동에서의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많은 일반인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노동권의 취
약함에서 비롯된 부분이 존재한다. 일하고 싶을 때, 자기계발과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것은 비단 노인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노동권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구조 속
에서 노동에서의 연령차별이 더욱 심화되어 노년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행되고 있다. 노
동에서 살펴볼 수 있는 노년의 긴장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조직된 근대적 생활방식과 노동조건이
취약하게 구조화된 한국 현실에서 노년이 노동에서 배제된 맥락과 연결된다. 따라서 노년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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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은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반을 통해 노동권 안정성과 연관되어 연령차별의 시정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욕구가 강화되는 맥락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어렵고 의미 있는 시민
사회 활동이 제한된 부분도 크다는 점에서 공공복지의 정립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3) 건강/돌봄권
전반적으로 노인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잘 돌보아주고, 노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돌봄과 관련된 노인의 요구나 의견이 무시된다고 응답한 노인과 돌봄을 받을 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도 낮지 않았다.
노년기의 돌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노인이 돌봄을 받는 것이 미안하거나 부담스럽다고 응답하
였고, 자신을 돌보는 문제로 인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될까 염려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돌
봄을 받는 것이 미안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서
높이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의 노인들이 노년기에 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기 보다는
돌봄을 받는 자신을 ‘짐’스러운 부정적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돌봄과 관련된 권리 인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재정
적 지원을 제공받고, 일상생활, 신체적 수발/신변관리를 받는 것이,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 존중받
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과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노인의 돌봄은 주로 가족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어떠한 돌봄을 받을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돌봄에 있어서는 노인 자신의 결정이 존중되기보다는 가족
의 가치와 의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노년의 돌봄과 노인의 인권이 오히려 가족
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장기요양시설 입소 시 노인의 의견보다는 가족들이 원해
노인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논의되었다.
최근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노인들의 돌봄에 대한 선호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추후 건강상태가 나빠져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어떤 거주 형태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 노인이
집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비율도 높지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싶거나 집에서 거주하되 가족 외 요양보호사, 간병인, 복지서비스 등 외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싶다는 비율도 높다. 돌봄의 주제공자에 대한 선호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 등의
(준)전문가와 배우자, 아들·며느리 등 가족과 전문가를 동시에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돌봄의 장소와 제공자에 대한 변화된 선호는(돌봄의 책임을 가족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공적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호시설 현장 전문가 FGI에서도 확인
되었다. 일반노인 FGI 인터뷰에서 상당수의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 가
족에게 돌봄을 받기보다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거주하며 돌봄을 받기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노
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노부모와의 동거를 불편해 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지원망 없이 ‘효’ 사상에 의존하여 노인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박경숙 _ 사회적 배제와 노인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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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관련 사회적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다수의 노인들은 현재 돌봄과 관련된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 응답자들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정
책들로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요양시설 확대, 가정봉사원 서비스, 가정간
호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의 확대,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이나 쉼터와 같은 복지 서
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조사에서 상당수의 노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질병으로 인해

활동

의 제한, 치료의 부담, 자존감의 상실 등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한다. 노인에서 질환상태에서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이용도가 높고,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성은 상
당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연장된 노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노인 일반의 욕구가 되고 있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
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들이 확장되고 있지만, 그러나 노년이 활동과 기능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노화의 생물학적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낙관하기 어렵다. 더욱이 노쇠와 질
병의 경험은 그 자체가 삶의 중요한 경험이다. 다시 말하여 삶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불순물이 아
니라, 그 자체 삶의 한 요소로서 해석되고 경험된다.
결국 노년의 긴장은 많은 노인이 노화, 질환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크지만 더 심층적으로는 노
년이 건강의 관점으로 지배된 영향도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삶의 관점이 노년의 삶을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개인의 독립과 활동, 건강이 강조되는 만큼, 노쇠, 질병은 부
정되는데 그 결과 노쇠, 질병을 경험하는 삶의 긴장이 커진다. 노년에도 기능, 활동성에 대한 욕구와
노력과 의지는 크게 확장되었다. 그렇지만 삶에서 피하기 힘든 노화 경험이 불안으로 가득차게 된다.
기능주의적 인식이 노년에 지배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노후의 불안은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불
안과 부담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참여자는 돌봄의 욕구가 강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돌
봄을 받는 것을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상황에서 존엄성이 크게 훼손되고 남에게 피
해를 입힌다고 인식한다. 돌봄상황을 부담스럽고 미안하도록 우리의 문화가 강제하고 있는지도 모
른다. 미안함과 부담감을 내면화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서 가족부양의 윤리를 외치는 목소리는 외
면되고 있는 정당한 절규인지 모른다. 돌봄이 긴장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부양의 틀이 약화된 때
문이 아니라, 돌봄의 가치를 해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이 기능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서 비롯한 것인지 모른다.
돌봄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도 상존하는 돌봄의 욕구는 개별화된 자원을 통해 추구하는 지향으로
이어진다. 조사 참여 노인은 한편으로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어 한
다. 돌봄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도 돌봄의 욕구가 잠재화되지 않고 표출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받
아야 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일상생활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런 도움에서 인격적 대우
를 받는 것이 권리라고 응답한다. 그런데 권리로서 인식하면서도 책임 주체에서는 자기 자신과 가
족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는 약하다. 돌봄의 욕구와 권리인식이 있지만,
가족과 개인의 책임인식에 고착되어 있다. 권리 책임의 주체로서 가족이 강조되는 것은 가족 중심
으로 노년의 돌봄이 규정된 전통의 영향을 반영한다. 경제적 부양에서도, 신체적 돌봄에서도 가족
은 책임의 주체로서 인식된다. 한편 가족 돌봄의 책임에 호소하면서도 부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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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족부양 인식의 약화를 반영한다. 다른 한편 돌봄의 권리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강조된다는
것은 돌봄을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돌봄은 구입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된다. 이렇게 돌봄의 권리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기 보다는 개인이 소유한
자본이나 권력에 따라 지지되는 경향이 주목된다. 이런 맥락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남성처럼 자원지위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돌봄의 권리도 확장되는 경향
이 나타나기 쉽다. 개인화된 관점에서 권리인식이 확장되면서 계약에 기반한 돌봄의 가치가 확장
될 수 있지만, 역시 기능/능력의 관점에 포섭되는 긴장이 잠재한다.
돌봄의 가치가 확고하게 규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왜 돌봐야 하는가’는 갈등의 주제가 되고 있
다. 가족부양의 규범이 약화되고 있고 돌봄의 정의를 해석하는 관점이 부재한 가운데, 노인들은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이유’를 돌봄의 제일 이유로 제시한다. 인류애, 효의 가치, 사회적 기여,
사회권 등의 규범 어떤 것보다 절박한 이유가 생존,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이다.
노년의 돌봄이 긴장하는 것은 한편으로 유병장수의 기간이 압축적으로 확장된 노년의 존재변화
에 비롯한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삶의 존재방식에 비롯하고 있다. 전자의 맥락에서 노년을 건강과 활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
인, 사회적 과제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후자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노력들 자체가 노화와 돌봄을
부담스럽게 하고, 기능과 개별화의 기획에 포섭되게 하는 딜레마를 가진다. 권리인식은 확장될 수
있지만 그것을 견인하는 힘이 개별적 주체인 경우, 기능중심의 삶의 재편과 불평등에 심화에 의해
취약한 노인의 소외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노화와 질병의 경험을 주체적
으로 규정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초가 요구된다. 돌봄의 가치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선언적인 돌봄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돌봄의 관계 속에서 갈등 요소를 규명하는 가운데 돌봄의 가치를 해석되고
구성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4) 노인 이미지와 사회 참여
노인들은 노인 일반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자신과 일반 노인을 구분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차별의 경험 수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권리 의식은 매우 낮았으며, 오히려 연령에 의한 차별을 수용하는 노인들
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노인들은 상당 부분 배우자나 자녀들과 같이 가족 내에 그들의 관계가 한정되어 있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가족 내의 관계에서도 자녀 의존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심지어는 가족의 어르신이라는 전통적 역할 규범과도 크게 차이가 나, 정서적 도움 관계에서
조차 의존적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성별이나 가지고 있
는 자원에 따라 의존성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도움에 있어서는 의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밖의 사회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나, 정서적 도움을
제외하고는 주고받는 도움의 양 자체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웃이나 친구와의 정서적
도움은 자녀와의 그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 내에서의 노인 소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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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전체 노인 대비 비율은 낮았지만, 이들의 만족도는 매
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만족 수준이 높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
어서라기보다는 노인들의 여가와 참여를 충족시켜줄 사회적 방안들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
는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교
육수준이 낮은 노인들을 기준으로 짜인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학력이 높은 노인들의 만족도는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나 참가를 하였으나 지금은 그
만 둔 비율로도 반영되었다.
노인교육 프로그램에서 많은 한계들도 드러났는데,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그 중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학력이 낮거나 나이가 많은 노
인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안에서의 특성·다양성으로 인
한 심리적 부담감, 심지어는 갈등의 요소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양한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인들을 단순한 피교육자나 혹은 여가의 활용자로서만 바라보
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주체성을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사회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에 있어서도 학력의 차이가 뚜렷이 반영되었다. 교육이 높은 노인들을
수록 자기 개발과 사회참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자원봉사가 노인들의 자존감 및 사회참
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많은 노인들이 정책에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대다수의 노인들이 비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정책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주요 정보 원천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
책 정보를 얻는다는 노인들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이용 노인들조차도 정
보를 다른 사적인 영역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취득률이 낮
은 것을 단순히 노인 정보화의 문제만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들은 대부분 사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
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인 영역들을 살펴보면
참여 노인들의 차이와 활동의 특성이 보여 지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정도는 그 자체로 불평
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한 운동단체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과
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노년 기간은 현역의 어느 시간보다 긴 기간이 되었다. 빠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삶의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현역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하나의 공간으
로 몰려 들어온다. 다양한 삶의 이력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진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노년 안으로
진입하면서, 가장 큰 단절은 경험하는 삶은 직업에서 은퇴한 사람들이다. 조직화된 노동에서 벗어
난 경험은 막막함이다. 외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노년의 문화를 관찰한다. 시간의 관리는 온전
히 자신의 의지와 활동에 의존한다. 처음 얼마간은 현역에서의 해방도 느끼고 자신만의 휴식과 배
움, 만남의 시간을 갖지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 역할’의 의미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온
전히 주관적으로 의미를 찾도록 규정된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고, 어느 순간 자신도 노년의 삶
의 한 부분으로 살아간다.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만난다. 노인의 주된 교류는 가족이나 직장동료,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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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자원봉사나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주된 활동은 비공
식적인 관계이다. 기능이 중심이 되는 삶에서 관계를 중시하고 구성하는 삶으로서의 이행이 두드
러진다.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항상 적응적이지는 않지만, 기능 중심 삶에서 왜소되
었거나, 도구화되었던 관계들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계기도 된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특히 그렇다.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일생을 동고동락한 반려자로서, 정서적으로 의지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관계를 구성하는 활동은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다. 그런데 노년이라는 고정된 이
미지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여 노인도 노인은 건강이 쇠약하고, 사회적으로 비활동적이
라고 인식한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이미지와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정형화된 노년의 인식과
노년의 경험사이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노인들은 사회적으
로 규정된 노인의 규정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있다.
생산성과 기능주의의 지배 속에서 그 가치가 삶속에 강하게 내면화할수록, 그리고 노년이 이런
규범에 부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년이 부정될 수 있다. 노년이 부정되는 인식의 영향 속에서
노년의 자아는 노인을 부정하는 인식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성향이 발달될 수 있다. 기능/역할
기대의 단절상황을 강하게 부정하게 되고, 단절을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박경숙,
2004: 130). 기능중심의 편재된 삶의 노년은 한 때는 유지했던 역할과 기능들을 효율성의 기준으
로 배제한 부분이 있다.
노년이 현대 삶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과정은 기능과 효율을 중심으로 삶의 존재방식과 가치가
재편되는 과정이었다. 노년은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된 제도, 관계에서 일차적으로 배제되었고, 특
히 사회안전망의 공공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근대적 발전과정에서 노년의 배제는 일층 가혹하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 비록 전통적인 가치가 노년의 지위를 보호하고 가족부양의 관행이 현대 삶의
격랑 속에서 노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배
제와 부담과 부정적인 시선의 지배 속에서 노년의 욕구가 부정된 측면이 강하다.
부정적인 노년의 정체성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노년에도 제기되었고, 그 움직임은 그동안 노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서 억압되었던 노인들의 욕구의 당당한 분출로 전개되고 있다. 노년의 활동
을 주장하는 노인은 노인 전반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자신을 구분 짓고 있다. 노인은 병들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존경을 받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의존적
이고, 가난한 이미지를 가지면서, 이와 구분된 자신의 정체성은 인권이 보장하고 있는 독립적인
주체관에 준거를 둔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실제 경험하는 노인들의 삶이 무욕에 다름 아니라면,
적극적인 노인 이미지를 주창하는 노인들은 욕구와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한다.

4. 노인의 욕구와 권리인식

노인은 소득, 노동, 돌봄/건강, 사회참여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은
생활만족도와 행복한 삶의 기본적 가치로서 인식되고 있다. 비록 대다수의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
도 노동의 가치는 노년에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노동전반에 대한 권리주장이 적극적인 권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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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이행하지 못하지만 노동권이 노인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돌봄에 대한 권리적 표
현도 돌봄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한다. 그리고 정형화된 노인이미지(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의
존과 기능결핍)와 자신을 분리하는 태도가 강한 것은 독립과 사회참여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의 욕구인식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하고 싶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권
리인식을 가진다. 그리고 권리인식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 자원이 많은 집단에서 더 강
하게 표현된다. 노년내부의 계층화와 함께 권리인식도 계층 지점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욕구를 권리로까지 확장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서 ‘국가시민’의 관계가 파악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나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소득, 돌봄의 권리에서
두드러진다.
한편으로 삶에서 요구되는 이해는 제도의 성격과 가치를 규정하고, 제도의 성격과 가치가 다시
삶의 가치와 이해를 규정하는 관계에 놓이는 경향이 보인다. 이런 제도-인식의 상호 연관에서 보
면, 가족-개인 중심의 욕구/권리인식은 가족과 개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편재된 제도/정책과도 밀
접히 연관을 가진다. 효를 근간으로 한 가족부양의 원리는, 그 긴장에도 불구하고, 노년 복지체계
의 중요한 원리이다. 연금이나 돌봄기회가 보편적이지 않은 것도 제도적 조건이 된다. 사적영역,
공적영역에서 취약한 복지가, 시장기능의 확장으로 메꾸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런 상태에서 권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동일시되어 해석된다.
개인화된 욕구/권리주장은 자유주의적 권리인식과 중첩된다. 소유한 자원을 권리로서 인식하고,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권리는 부정된다. 이런 식으로 개인화된 욕구/권리인식은 점점 계층구
조를 분절화시키는 영향을 가진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욕구/권리 인식은 성, 계급, 교육수준 등
계층적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신의 욕구나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고,
남성은 여성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덜 인식할 수 있다. 중심조직의 관리자와 하도급부문 노동자가
인식하는 권리의 정도와 서로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에서도 비슷한 불일치가 예상된다. 권
력/자원의 위치와 인식은 서로를 정당화한다. 이처럼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권력/재
화 등이 계층화되어 있는 구조에 따라 차등되어 구분되어 인식될 수 있다. 권력과 재화가 위계화
된 사회에서 권리인식 역시 계층화될 수 있다. 계층화된 권리인식의 특징은 계층적 지위에 따라,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국가는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해 계층구조를 변화시키며, 조정하고, 재구조화하는 중요한 계층화
기제이다. 보편적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경우 계층간의 연대의 기초가 강하고, 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은, 국가 역시 계층구조를 구조화하는 중
요한 제도임을 나타낸다. 욕구/권리의 보편적 원리를 얼마나 국가정책에 실현되는가와 일반 사람
들의 욕구/권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연대적인가는 서로 밀접히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어쩜 너무
나 당연하다. 보편적 복지제도를 지향하는 국가성격은 자원과 재화에 대한 권리와 사회성원의 자
율권이 보편적으로 조직된 사회성격의 한 부분일 수 있다. 통합적인 계층구조는 보편적인 권리인
식을 뿌리에 두고 있고, 역으로 보편적인 권리인식은 재화와 권력이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분배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보편화된 권리인식의 특징은 훨씬 덜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 의존적이고,
나와 타의 권리에 대해 덜 차별화한다.
이처럼 권리인식은 개별화되고 계층화된 방식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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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별화된 권리인식은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 의존적이고, 타인의 권리와 구분 짓는다. 독립과
역능성을 확장시키는 힘이 연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에서 개인적 자유의 열망과 불평등이
공생하게 된다. 불평등은 단순히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체의 자유의 확장이 다른 개체의 자
유를 저해하는 관계로 구조화된다.

연대적 권리인식은 자신의 소유한 자원 이외에도 타인의 권리

에 대한 자신의 책임인식이 크고, 이는 사회의 연대적 책임을 인식하는 지형으로 확장된다.
권리인식은 한편으로 더 나은 삶, 자유로운 삶, 삶에 욕구를 정당화하는 인식이다. 욕구와 권리
의 인식의 경계는 모호하다. 권리의 책임의 주체를 개인이 소유한 자원에 따라 규정하는가 아니면
연대적 책임에 따르는가에서 두 인식의 경계도 모호하다. 권리로서 인식되는 것은 욕구인식의 강
도와 오히려 연관된다. 강하게 원해질수록 그 욕구는 정당화의 자원을 확보한다. 권리로 인식이
되면 그 욕구는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노인의 권리인식은 개별화된 특징을 나타낸다. 소득이나 돌봄의 기반이 개인적 자원에 크게 의
존한다. 개별화된 권리인식은 가족에서 사회에서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거부하여 선
언한 부분도 있고, 시장과 상품화된 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존재들의 선언인 부분도
있다. 성취와 생산성을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중심문화의 영향이 노년에도 확장된
것도 연관된다.
노인의 권리인식은 또한 긴장, 갈등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힘에 의존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인정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권리인식이 성, 교육수준, 경제적 지위 등 계
층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도 개인화된 욕구/권리인식은 권리 획득이 개인의 자원에 의해 차별화
되는 구조에서 형성된 특징임을 드러낸다. 개인적 자원에 의존할수록, 권리에 대한 연대적 인식의
여지는 더욱 제한된다. 노인의 권리인식, 더욱이, 개인적 자원도 취약하고, 국가-시민사회의 책임
관계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권리인식에 대해서, 가족, 사회도 그 권리의 정당성을 심적으로 공감하
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년에도 일하고 싶은 욕구의 정당성을 일반시민이 진정으로 공감하는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회적이고 주변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많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만큼 노동의 가치는 크지만, 예산의 제한 때문에 일자리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 소득보장을 원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원에 의지한다. 여전히 상당한 노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지만, 보상 없는 기여를 제
공하는 것을 내키지 않는 실질적 존재기반이 있다. 개인화된 권리인식이 연대적 권리인식으로 이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의 책임이 가능한 것이 실질적인 조건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권리
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불평등은 부정적일 수 있다. 불평등은 권리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의 기회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5. 맺음말: 노년의 독립인가, 노년의 인정인가?

생명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과 역능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의식은 기능/효율성을 강조하고
발전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규범지워지고 그래서 보편화된 가치일 수 있다. 이 가치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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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할 수 있는, 아니 성취한다고 인식되는 자유의지와 삶의 물질적/정신적 기능을 옹호한다. 또
한 불평등의 억압에서 많은 주체들이 해방되는 것이 정의라고 강조한다. 한편, 자아실현, 인간, 생
명 중심의 권리 도덕 속에서 침해되는 폭력도 유의하게 된다. 끝없는 기능/능력 확장은 주체를 권
력과 힘의 덫에 갇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노년의 긴장은 다름 아닌, 힘과 권력, 기능의 지배 속
에서 이중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능의 관점에서 노화의 경험을 부정한 것이 한 면이
고, 노년 자체가 기능으로 존재하고 인식하게 된 점에서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노년의 삶이 억압되는 부분, 특히 노년에서도 독립성과
역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원리를 부각시키는 의의가 있지만, 기능주의적 권리주장이 내포한 억압
성도 유의해야 한다. 주체적 삶의 가치가 기능, 역기능성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에
서 삶의 경험도 보호될 수 있는 관점은 종래의 기능/독립/자율/역능으로 해석되는 권리인식의 보
편성을 질문하게 한다.
노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총결집은 활동적 노년을 주장하는 지점으로 관통한다.
인권에서 강조하는 기능, 역능성의 자유를 성취할 수 있는 주체에 노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
이 자리 잡는다. 합리적 조직구성에서 노년이 배제되었던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사회관계에
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독립적인 자기 정체성이 노년에도 권리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소득보장, 노동, 돌봄, 건강 모두를 관통하여 이들 삶의 요소들에 대한 권리인식이 개인
주의 관점이거나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시민사회의 보편적 연대나 국가나 사회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취약하다. 권리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석되거나, 전통적인 가족규범의 관점에서 해석된다. 이
는 공공의 가치와 연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권리인식이 오히려 개인화와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지하게 한다. 노인의 권리인식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에 더욱 의존해서 확
장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은 인권담론을 사회구조와 연관해서 그 의미를 해석
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환기시킨다. 권리주장이 제기한 불안하고, 불평등하고 개인화된 사회구
조를 간과한 채 권리주장의 법적 근거만을 선언하는 것은 불평등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노년의 개별화된 권리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현대적 삶의 존재와 인
식의 필연적인 결과도 귀결된 것도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 소득, 건강 등 생산성이 조직된 방
식은 분절적인 계급구조와 취약한 공공성의 기반 속에서 훨씬 개별화되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
로 이어졌다. 노년의 권리인식의 개별화가 강화되는 구조와 결합되는 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때, 다층적인 노인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구상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적 권리담론이나 권리확장 자체가 노년을 부정하는 딜레마도 경계되어야 한다. 기
능을 중심으로 삶이 해석되고 그런 해석이 노년에 확장되면서 노화의 경험이 부정되고 돌봄의 가
치가 긴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년의 삶의 존엄성은 기능의 쇠퇴와 죽음을 껴안
는 존재방식과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들은 나이를 통해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도 인식하지만, 나이를 대접해야 한다는
인식도 혼재되어 있다. 노인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들도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인의 인
권은 나이를 통한 부당한 대우나 사회참여의 기회를 배제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한편, 나이 때문에 대우받아야 하는 주장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연령이 기회의 조건이
되는 제도나 관행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모든 제도, 관계에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연령의 경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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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기능을 유지할 있는 조건들이 노년에도 요구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나이
를 기준으로 부정되지 않아야 하면, 나아가 주체적인 삶과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의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권리들이 요구된다.
세 번째, 기능의 쇠퇴 상황에서도 삶의 존엄성이 보호받을 권리가 주장될 수 있다. 연령차별의
해소, 기능의 유지, 그리고 기능의 쇠퇴한 상태에서도 삶의 가치를 해석할 수 있는 돌봄관계의 존
재는 노인의 권리로서 주장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 정리된다. 한편 이런 가치들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조건들이 중층화 되어 있다. 노인의 권리인식의 확장은 이런 가치들이 노년에 실현되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목소리이지만, 노인의 권리 주장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되지 못하는 뿌리에
는 개인의 권리인식의 확장이 개인 모두의 책임인식으로 확장되는 것이 제약되는, 개인의 권리인
식이 연대적 권리인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불평등 영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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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사회적 배제와 노인의 삶의 질
정진웅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본 발표는 노년의 삶의 질 저하의 문제를 흔히 거론되는 노년의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나이와 함께 심화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와의 관련에서 종합적으
로 살피고 있다. 이 때 사회적 배제의 의미는 노동권, 시민권, 인권, 정치참여권으로부터의 배제와
함께 정체성의 부정, 일상적 사회참여로부터 배제, 심리적, 문화적 배제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이다. 이는 어찌 보면 젊은 세대에게는 주어지지만 노년에게는 부정되는 권리들을 포괄하는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발표는 현 한국사회의 노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현상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성취위주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결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순도 잘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는 노년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이슈로 ‘언
어주체로서의 노년의 배제’ 현상에는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다. 본 토론은 노년의 사회적 배제가
드러나는 한 영역으로서의 ‘노년의 발언권 배제’ 현상으로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노년의 사회적
배제와 밀접히 관련된 노년 배제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언어주체로서의 노년의 배제’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한다.
몇몇 사례를 통해 노년의 발언권 배제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한국사회의 노년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몇년 전 통계로 75세 이상 노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16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위 국가의 노년 자살률의 4배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자살은 누군가가 자신
의 고통을 알리는 최후의 방법이다. 그들의 죽음은 사회가 그들의 고통을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폭로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자살을 통한 ‘폭로행위’는 왕따 피해자나 전태일
이나 노년의 경우나 다 마찬가지로 공론의 장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권리, 즉 발언권을 지
니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의 의사표현 수단이다. 이들의 ‘말없음’이란 자신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데서 비롯된 괴로움에 갇혀 속으로 말을 삼키는 행위다. 이렇게 보면 한국 노년의 높은 자살
률은 아무도 그들의 얘기에 관심도, 들어줄 의지도 없는 현실의 반영이 아닐까? 그렇게 보며 발언
권이란 ‘경청될 권리’이기도 하다.
언제부턴가 노년으로서 자신의 고통을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즉 발언권을 사회적
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술세미나에 청중으로 와 질문의 형식을 빌려 ‘푸념
과 하소연’으로 일관하는 노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노인이라는 단어 좀 쓰지 말라”는 얘기부
터 개인 신상발언 비슷한 얘기들까지 이들의 발언내용은 다양하지만, 그 얘기들이 노년학 학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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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에서 ‘논의될 자격’을 지닌 말로, 즉 정당한 ‘성원권’을 지닌 말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말은 ‘청취’의 대상이 아니라 금방 ‘해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
만 노년학의 임무는 이렇게 배제되는 노년들의 목소리를, 이들의 ‘푸념’과 ‘중얼거림’의 언어를 공
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즉 ‘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해 내는 작업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버이연합의 언어도 이해대상이긴 마찬가지이다.
경청이란 타자의 얘기에서 내 안의 타자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상대방의 말이 들을 만한 가치
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즉 타자의 경험과 견해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신분주의적
으로 연령 위계화된 사회에서 주변화된 노년이 자신의 타자성/이질성을 드러내면 그에 대한 관심
과 배려와 포용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부른다. 하지만 사회적 발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타자의 얘기는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취급된다. 사회적 배제
는 그들의 이야기가 들을 만하지 않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타자로서의 노년의 말은
삭제되고 노년은 돈, 밥, 약을 지원하는 것 같은 ‘정책’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런 점에서 노년학
이 노년의 발언권을 존중하고, 노년의 얘기를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노년학의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년을 학문과 정책의 대상, 객체로만 취급하여 외려 노년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
는 언어권력의 주체가 아닌지 물어야 한다.
노년은 주로 비노년 주체가 마련해 준 거울에 비친 이질적인 객체로 존재했다. 노년 연구도 노
년을 주로 ‘설명’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주체로서의 노년이 사회를 어떻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또 노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주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결과 노년은 자신들의 사회적 발언권이
삭제되고 타자의 언어를 경유해서만 세계와 만나고 소통하고 발언하는 존재가 되었다.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노년학은 노년에 ‘관한’ 학문에 머물거나, 노년 차별의 실상과 노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노년을 삶과 사유의 주체로 세우고 노년주체의 입
장과 시각에서 삶과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노년학은 노년의 목소리,
곧 사회적 발언권이 배제된 노년이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 스스로 말할 권리를 복원하고 증언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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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시민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의 수용
: 기능적 쇠퇴를 수용하며 활동적 생애 말을 준비하는 주체적 노년의 삶
박연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고령자통계(2016)1)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3.2%에 달하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급격한 고령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
용 증대, 노후 보장을 위한 세대간 갈등 등 첨예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노년기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을 경험하
고 있다. 은퇴에 따른 경제적 결핍뿐 아니라 질병과 고독으로 인한 심신의 약화, 노인부양과 보호
를 담당해 왔던 가족체계의 약화와 맞물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저하 등이 다면적이고 복합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고령화에 대비 정도를 평가하는 대응지수는 가장 낮다.2) 따라서 노인들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원
인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1990년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사회적 배제를 이용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제안되었으나 사회적 배제
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각 국가가 처한 상
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정상적
인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권리 등이 제약되거나 실현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
의할 수도 있고, 개인 또는 집단에게 다차원적인 불리함이 부과되는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3)
노인에게 사회적 배제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들이 삶 속에서 어떤 불이익을 경
험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사회적 배제라는 분석틀이 현재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노
년기 및 노인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노인의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제는 서로 연관
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누적되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

1)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2016.9.29)
2) 보건복지부, 2012. 노인건강, 복지 통계
3) 전병주, 최은영 2015. 노인의 사회적 배제, 주거 점유형태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의 상호
작용 효과: 직업 및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7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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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발표자는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를 노년기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
하여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접근하였고, 사회적 주류로부터 배제
되는 노년기의 삶을 인권, 시민권까지 포함하는 견해에서 포괄하여 학술대회의 주제인 ‘사회적 배
제와 노년기의 삶’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인
권,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 즉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권보다 시민권에 근
거하여 보편적 인권 인식에 뿌리를 두면서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노년의 권리, 구조적 억압과 권
리 보장의 책임주체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노년기의 사회적 배제를 고찰 하였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뿐 아니라 건강측면에서 취약하고 안전이나 돌봄 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임에도 적극적
으로 자신의 욕구를 주장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제 3자의 결정에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노년층의 시
민권 제기가 중요하다는 제안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복지체계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한 경제적 결핍과 함께 사회적 역할상실 및 배우자를 비롯한 의미있는 타
인과의 사별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고독, 상실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심신의
기능 저하로 인해 건강문제를 초래하는 등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 더욱이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배제 영역은 다
양해지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강하게 작용한
다. 이러한 배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배제 완화를 통하여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과 삶의 만
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사회
적 활동의 축소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노인 시민권이 제기되는 한국사회의 문화, 제도, 계급/불평등구조, 연령차별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노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권리 내용과 쟁점들을 구체화하여 설명하였다.
실제 소득, 노동, 건강/돌봄 사회참여, 사회관계, 학대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세계 각 차원에
서 독립과 자기결정, 사회참여, 존엄성, 돌봄의 권리가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노
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경제적 차별, 등 노인 인권의 침해의 구체적 맥락, 상황과 인식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인권영역에서 노년의 권리 보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인복지
법, 노동ㆍ은퇴 관련 규정, 가족부양법,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의 법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한 내용을 영역별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소득/주거권, 노동/은퇴권, 건강/돌
봄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배제와 노년기의 삶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노년기의 사전의료결정, 웰 다잉법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와 쟁점들에서 노인들의
자기 결정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함께 제시되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돌봄과 관련된 권리 인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고, 일상생활, 신체적 수발/신변관리를 받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
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노년기의 건강/돌봄권의 측면에서 자기결
정권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돌봄에 있어서는 노인 자신의 결정이 존
중되기보다는 가족의 가치와 의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노년의 돌봄과 노인의
인권이 오히려 가족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은 2018년 웰다잉법 입법 예고
를 앞둔 시점에서 다양한 담론을 도출한다. 자기결정이론에 의하면 환자는 의료진의 지지를 받아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노인 돌봄 영역에서는 가족책임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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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여 가족에게 전적으로 돌봄을 의지하지 않고 사회적 돌봄 정책과 공적지원제도를 요청하는 관
계적 자율성의 관점을 활용하고 있다4).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에서 '노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
중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확립과 시설확충,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노인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하여 올바
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발표자의 ‘노인 이미지와 사회참여’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노인은 기능을 중심으
로 조직된 제도, 관계에서 일차적으로 배제되었고, 특히 사회안전망의 공공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
의 근대적 발전과정에서 노년의 배제는 더욱 가혹하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 비록 전통적인 가치가
노년의 지위를 보호하고 가족부양의 관행이 현대 삶의 격랑 속에서 노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였
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는 내용은 큰 공감이 된다. 무엇보다 제도적 배제, 부담과 부정적인 시
선의 지배 속에서 노년의 욕구가 부정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은 향후 노인의료, 복지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에 대한 개념도 가정, 가족 중심의 돌봄, ‘효’에서 사회적 ‘효’로
변화되어야 하고,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 단면적인
건강상태가 아닌 기능에 초점을 두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 의료서비
스 확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인구 대부분은 노인요양시설보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
망한다. 선진국에서 연구에 의하면 노인 80%가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인 Aging in Place를 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Aging in Place 논의는 대부분 노인주택 혹은 요양시설 등의 개별 건물
단위 차원에서 노인친화적 설계기법을 적용하는 문제로 집중되는 한계도 있다. 노인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노인 건강의 3대 요소가 섭생, 신체활동, 교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인구가 요구하
는 Aging in Place 생활방식은 개별 건물 단위의 범주를 넘어 근린환경, 즉 지역사회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기꺼이 집밖으로 나와서 동네를 걸어 다니며 균형 잡힌 식단의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여가활동도 하며,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해결될
가능성 높다진다. 고령친화, Aging in place 개념처럼 노인이 평생의 삶 동안 익숙한 사회에서 배
제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하다.

심리사회적 노화이론 중의 하나인 ‘사회유리이론’에 의하면 노화는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사회
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즉 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인 개인에 의한 분리와 쇠퇴한 지식
과 기술을 소유한 노년세대를 재교육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보다는 신지식과 신기술을 보유한
젊은 세대를 사회로 영입하는 것인 사회에 의한 분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는 당연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다양
한 문화권을 누릴 권리도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마음 편히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
다. 발표자의 제안처럼 빈곤층이나 독거노인들의 복지 정책에만 치우치지 말고 사회구성원으로 노
인에 대한 광범위한 이미지를 수용하고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노인들을 복지대
상, 복지정책의 수혜자인 의존적인 존재로 보지 말고 명실상부한 시민으로, 시민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이다. 발표 내용을 토대로 노인들이 인

4) 손보미, 2015.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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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사회적 배제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년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만의 책임도 아니고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만의 책임도 아니
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적 쇠퇴를 수용하며 활동적 노년을 지향하는 노년층의 독립, 적극적 주체적
노년의 삶이 노인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박연환 _ 시민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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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사회적 배려와 노년의 삶
손화희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교수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인 “사회적 배제와 노년의 삶”은 우리 사회가 노인의 삶의 문제를 연
구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는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등에 대한 중요한 가치들을 다루
고 있다. 노년의 주체적이고 존엄적인인 삶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을 더 해 갈 것으
로 전망된다.

박경숙 선생님은 노년 삶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노년의 시민권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셨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부정되는 이유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년을 비생산적이라 규정하는 것과 젊
음 중심의 문화가 강화된 연령 차별의 영향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사회가 노인에게 부정적인 낙
인을 하는 경향을 보이면 노인들도 스스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결국 노인
의 사회적 지위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경제적 차별 요
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발표자는 노인의 생활세계 각 차원에서 독립과 자기결정, 사회참여, 존엄성과 돌봄
의 권리가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가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
회 경제젹 차별 등 노인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상황과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노년의 욕구와 권리인식이란 개인의 자원에 의해 차별화되는 구조에서 형성된 특징임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적 자원이 취약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책임관계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권리인식은 가
족, 사회도 그 권리의 정당성을 심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개인화된 권리 인식
이 시민사회의 보편적 연대나 국가나 사회의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노인의 권리 주장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되지 못하는 뿌리에는 개인의 권리
인식이 연대적 권리인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불평등 영향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강조하시는 부분
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노년기 개인화된 권리인식이 시민사회의 보편적 연대에서 인식되어야 함에 공감하면서 최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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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프로보노(Pro Bo No)’와 같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이행이 노인 사
회 전반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프로보노의 어원은 라틴어의 ‘공공선을 위하여’란 의미를 가지
며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보노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적 자원봉사와는 다르다 할 수 있다. 노인이 사회기여에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에 있어 우리나라 노인들의 참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주체적 삶의 한 부분으로 변화되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나이를 통해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노인들도 스스로 변해야 할 것이다.
미국 시인이며 초월론의 창시자 랠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무엇이 행복인가’라
는 시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평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
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 때 이곳에 살
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말하고 있다. 사회로부
터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부정되지 않지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독립적인 노인, 열린 노
인, 주는 노인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때 노인이 주체적 삶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
는 환경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발표자의 지적대로 노년 욕구와 권리인식이 사회적 책임관계에서 인식되어 갈 때 가족, 사회로
부터 그 권리 인식의 정당성을 공감하게 될 것이며, 노년의 삶도 주체적이고 존엄적인 삶의 방향
으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 교육기관, 관련 학회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노년학회가 함께 관여함으로써 오늘 논의된 사회적 배려와 노
년의 삶을 가치를 위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린다.

손화희 _ 사회적 배려와 노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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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농촌지역 사회적 배제 극복방안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당초 예측으론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올해에 고령사회로 변모되었다. 고령화란 결국 노인부양을 누가 할 것인가란
질문하고 연결된다. 고령화 관련지표를 보면 2000년엔 10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였
지만 2050년에는 1.4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독거노인
수를 보면 2015년 독거노인은 138만 명(전체 노인중 20.8%)이었는데, 앞으로 20년간 지금보다 3
배가량 늘어 343만 명(23.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고령화는 경제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의 약화와 연결이 되고, 부양부담은 늘어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나 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노인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부양
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노동능력이 없는 존재, 이렇게 단선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의료의 발달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나아졌고, 직업적 능력도 과거에 비해 축적된 것
이 많으므로 이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노인 개인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 세션에서 발표되는 3편의 논문들은 농촌사회의 노인들에 대해 구체적
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토론자는 3편의 논문들에 대해 독자로서의 호기심을 가지
고 주로 궁금한 점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이정화 교수님의 “농촌지역 노인의 삶: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을 중심으로”는 서남지역 장수마
을 농촌노인들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어 흥미로웠다. 토론자가 궁금했던 점들을 제시해 보
자면 우선 교수님께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쓰셨다고 하는데 심층면접의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궁
금하다. 추측하기로는 양적 조사에 쓰인 설문문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연구방법만 질적 연구를 취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의의가 조금 희석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구곡순담 장수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 내에서만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였다. 물론 2014년과 2016년 데이터의 차이를 보면 그들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
은 일정 정도 가능하겠으나, 교수님께서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비장수마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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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과 구곡순담 마을 노인들을 서로 비교하여 차이를 보는 것이 구곡순담 노인들의 특성을 밝히
는 데에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2014년 자료와 비교할 때, 우울증 겪는 집단은 12.9%->10.3%로 감소했고, 행복감도(1~5
점범위) 3.69 -> 3.49점으로 다소 감소했는데, 두 요인 모두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권오균 교수님의 “농촌노인의 돌봄문제 실태와 지원방안”은 실제로는 농촌 독거노인과 도시 독
거노인의 비교연구이다. 최근 ‘고독사’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독거노인은 소득 상으로나 건강 상의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
다. 그런데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달리 돌봄실태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았
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정책적 욕구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다.

안석 교수님의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불평등”은 기존에 연구된 바가 매우 적은
희귀영역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라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 결과 중에서 보건(지·진료)소를 포함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은 농촌(읍·면
부)이 도시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는데 기존의 가정과 반대로 나타나 그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결론의 내용 중 “IT 이용 – 스마트폰앱 등”을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노
인들. 특히 정보기기의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정보기기는 과연 얼마만한 유용성이 있
을지 궁금하다.

이상으로 간략히 토론문을 작성해 보았으나, 혹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였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본인의 잘못임을 미리 고백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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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결망은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세건강장수프로젝트(KSHAP)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Does social network have impact on elderly's health?
: an analysis of data from KHSAP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박영란 1) · 박경순 2) · 염유식 3) · 이상철 4)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노년기의 사회연결망은 공식적 지위에서의 은퇴 등에 따라 주로 비공식적 사회연결망으로 구성
된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7.7%가 비동거 자녀와
주1회 이상 왕래하고, 72.9%가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친구·이웃의 경우 79.1%가
주1회 이상 왕래를, 60.2%가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정경희 외,
2014).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연결망에서 친구·이웃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더 높아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연결망은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수옥, 박영주, 2001; 김영주, 2009; 오인근 외, 2009; 천의영,
2010; 김은정, 이신영; 2012; Berkman & Glass, 2000; Rutledge et al., 2004). 즉 노인들의 사
회연결망 유형은 건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천의영, 2010), 농촌 노인들
에게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직·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매개효과가 있고(김영주, 2009), 이러한 결
과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오인근 외, 2009). 즉 노인이 사회연결망
을 통해 제공받는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건강을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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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혹은 정신적 건강 등으로 단일 측면만을 측정하고 있고, 신체적 건강도 설문에 의한 주관적
건강 지표에 중점을 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노인의 사회연결망의 구조를 다룬 연구에서도
지지원과의 접촉 빈도 등의 단순한 형태로 사회연결망을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어 다면적인 측면을
가진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다(천의영,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의 변화가 적은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수집한 질병력,
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 지표뿐만 아니라 건강 검진과 채혈을 통해 수집한 골밀도, 체성분, 혈
압, 혈당 및 지질과 같은 바이오 마커(bio-marker)을 활용하는 한편, 사회연결망을 단순한 자아중
심연결망에서 모든 행위자의 사회연결망 자료인 완전연결망(global network)을 수집한 자료를 활
용하여 사회연결망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의학, 간호학,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실버산업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융복합연구로 사회연결망
과 노인의 건강과의 관계를 각 전공 분야의 관점에서 규명하였으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
가운데 일부분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연세건강 장수프로젝트는 연세대학교의 ‘건강한 노년사업단’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
행하고 있는「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KSHAP」이다. KSHAP은 노인의 삶의 질과 노화 과정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 노인의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및 기능적 건강에 관한 통합 지표를 구축하고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패널 조사이다. KSHAP은 미국 시카고대학교가 주관하는
NSHAP(National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KSHAP조사
는 2011년부터 수도작이 주종을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경기도 K군 1개면 지역의 60세 이
상 노인과 그 배우자 전수를 패널로 구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KSHAP 연구의 주요 조사내용은 사회적지지, 세대간 지원 교환, 복지서비스 이용, 사회참여, 생
활만족도,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유병, 의료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지기
능, 신체기능, 건강행태 등을 측정한 설문조사와 신체검사에 의한 생의학 자료, 그리고 조사대상자
들의 의사소통망을 중심으로 지역 전체의 사회연결망 자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KSHAP 1차년도 조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사전에 교육을 받
은 전문 조사요원을 통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조
사에서는 전체 모집단 860명 중에서 814명(95%)의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보건소 검진과 가정
방문 검진을 통해 711명(83%)에 대한 건강검진 조사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가능
모집단 755명 중 710명(94%)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가능 모집
단 707명 중 577명(82%)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박영란 외 _ 사회적 연결망은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145

Ⅲ. 연구 결과

1. 사회연결망과 신체적 건강
Ÿ

사회참여가 농촌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박경순·박영란·염유식, 2015): 사회참여
가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특히 사회참여 유형
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사회참여 유형 중에서 종교단
체활동 참여, 친목사교단체활동 참여, 지역단체활동 참여는 농촌노인의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농촌노인의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에는 지
역단체활동 참여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단체활동이 노인회 또는 부녀회에 소
속되어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등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참여 노인의 유용감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련 삶의 질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Ÿ

농촌노인의 사회연결망과 건강에 관한 연구 - 남녀 노인 비교를 중심으로(박경순·박영란,
2016): 농촌노인의 성별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비교하고 사회연결망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을 성별로 확인하였다. 성별로 농촌노인의 사회연결망은 차이가 있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더 작고, 밀도가 더 낮으며, 상호작용의 강도가 더 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사회연결망과의 접촉빈도가 낮고, 동성노인들과 주로
만나며, 가족(친척)의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결망 요인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요인은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결망 중에서 노
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친구(이웃)의 사회적지지, 사회연결

망의 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성노인은 사회연결망의 접촉성과 동질성도 건강상
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성노인들은 친구(이웃)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
을수록, 사회연결망내 사람들과의 친밀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연결망과 자주 만날수록, 사
회연결망의 동성 비율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연결망과 정신적 건강(심리적 건강)
Ÿ

노년기 사회적 삶과 인지기능(김호영, 2015): 사회참여가 노년기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개관하였다. 인지노화에서 사회참여의 효과는 사회연결망의 크기나 접촉
빈도, 참여하는 사회활동의 수 등의 구조적 측면과 사회지지 및 갈등과 같이 상호작용에 따른
정서교환의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어왔다. 선행연구에서 활발한 사회참여는 인지노화
지연에 대한 효과가 일관되게 지지되는데 반해, 사회연결망의 크기, 사회지지 및 사회갈등 같
은 사회적 삶의 질적 측면이 인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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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관계유형별 사회적 지지와 갈등이 노인의 우울과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 전기, 후기 노년기
를 구분하여(임정연·김호영·염유식, 2016): 전기 노년기에는 배우자,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와 갈등이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후기 노년기에
는 사회적 지지와 갈등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유형별 사
회적 지지와 갈등은 전체적으로 자살 사고 유무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과 주관적
건강을 통제하고도 가족 및 친척의 지지가 유의하게 자살사고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수준이 높고 주관적으로 보고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살사고를 가질 가능
성이 증가하고, 가족 및 친척의 지지가 많을수록 자살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건강
Ÿ

어떤 농촌노인이 경로당에 가지 않는가?(박경순·박영란·염유식, 2015)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경로당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의
특성차이 및 경로당 이용 요인을 확인하였다. 경로당 이용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요
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들이 경로당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
다. 농촌노인의 68.5%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90.9%가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나이,
학력, 동거가족수, 직업이, 건강요인 중에서는 우울감과 인지기능, 사회연결망 요인 중에서는
연결망의 밀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낮을수록, 사회연결망의 밀도가 낮을수록 경로당을
이용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직업이 있는 사람에 비해 경
로당 이용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KSHAP 연구는 활동적 노화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다수준의 다양한 융복합 접근이 필요하는 관
점에서 시작하여 지난 6년에 걸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왔다. 소형단계에서는 사회과학 접근과
생의학 접근을 유기적으로 하나의 연구에서 통합하여 기존의 노년 건강 연구에 있어서 생의학 연
구의 부수적인 연구로서 자리매김 되었던 사회과학 연구를 노년 연구의 핵심 위치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중형단계에서는

중범위를

넘어

미시(뇌

과학)와

거시(age-friendly

community)로 확대하였으며, 농촌 지역의 또 다른 한 면의 고령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완전연결
망(global network)과 bio-marker를 수집하고 도시 지역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자아중심연결망
(ego-centric) 조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활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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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인 관점을 접목하기 위한 시
도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령자들의 건강에 대한 사회연결망, 특히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국내·
외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연구주제를 중
심으로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졌거나 기존 자료에 대한 2차 분석 모델
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관련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의 사회연결망이 심리
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혀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KSHAP은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것이 노인의 건강
의 다차원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데 의의가 있
다. 특히 사회연결망 연구에 생체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지지 연결망 연구와 생체지표를
이용한 건강 연구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KSHAP은 노인들의 사회연결망을 사회연결망 분석에 의하여 종류별로 (배우자 연결망, 자녀 연
결망, 이웃 연결망, 도구적지지 연결망, 정서적지지 연결망 등등) 각각 여러 특성들을 면밀하고 체
계적으로 조사하였고, 건강관련 설문 및 혈액채취 등을 통해 노년의 건강과 사회연결망을 연결하
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고자 다양한 분석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몇 편
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KSHAP은 향후 한국 농촌 노인과 도시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건강상태
와 건강관리 현황, 생활환경 분석 및 추적조사를 통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기여도 및 그 기전
을 밝히고, 새로운 예방 전략을 탐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중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경
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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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는 삶’과 ‘잘 죽는 죽음’ 간의 상관성
: 『주역』의 대대(待對)·변역(變易)논리
A Correlation between Well-being and Well-dying
: Focused on the Logic of ‘Dae-Dae’·’Vyeon-yeog’ of 『The Book of Change』
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

이광모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잘 사는 것(well-being)에 대한 만큼이나 잘 죽은 것(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삶이 없는데 죽음이
있을 수 없으며, 죽음 없는 삶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면 생과 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인식
되어야 하는가. 생(生)과 사(死)의 관계인식에 있어서 이원론적 관점을 취하면 생과 사는 별개의
것이 되고, 반면에 일원론적 관점을 취하게 되면 생과 사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입장(不二)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은 별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보관계로 존재하
는가.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 없이 잘 사는 것에만 집착했을 때 우리에게 죽음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온다. 그래서 ‘잘 살고자 한다면 잘 죽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잘 죽으려면 잘 사
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삶과 죽음의 상관성에 대한 명쾌한 철학적
입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웰빙에 대한 관심에 비례하여 죽음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적절하게 답하려면 최첨단의 과학적 지식을 다 동원하여도 죽음에 대한 단면적인 이해에 그칠 뿐이
다. 그렇다면 죽음의 본질과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명할 것인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인간의 이해와 맥을 같이한다. 죽음의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
전히 하나의 보편적인 죽음의 본질과 개념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죽음에 대
한 본질과 개념이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죽음의 본질을 규정하는 개념 형성이 요구된다.

1) 송호대학교, 교수, lkm@songh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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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전통사상과 문화에 지배적 영향을 끼쳐온 주역의 세계인식원리
가 삶과 죽음의 관계설정에 주는 시사점을 규명하려는데 있다. 즉 주역의 상관성과 동시성의 ‘대
대(待對)’ 인식원리와 생성적 순환론의 ‘변역(變易)’ 인식원리를 통하여 삶과 죽음의 관계성을 규명
하려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역의 세계인식 원리에 근거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규명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규범적 연구가 기본이 되며, 주역에서의 존재와 인식, 그리고 가치의 관점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
점을 취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저서, 연구논문, 간행물 등을 고찰하는 문헌연구로 질적
연구방법을 따른다. 이미 텍스트화 된 [주역]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객관적 관점을 취하기
위해 문헌 속의 명제는 명확히 해석하고 언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것은 논의에서 제외할 것이다.
그리고 [주역]은 우리에게 경전(經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역의 모든 것이 옳다
거나 진리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다만 철학적 관점만을 견지하고자 한다. 주역을 해석한 문헌 또한
무척이나 많아서 정통적 해석의 입장만을 인정하는 편견을 가질 수 있으나 가능한 한 다양한 해석
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할 것이다. 다만 연구 목적에 따라 강조하려는 의미만은 개념적으로 확정
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Ⅲ. 연구결과

1. ‘대대(待對)’ 상관성(相關性)의 인식원리
‘대대(待對)’란 마주 대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로 『주역』의 세계 인식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대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일체 만물과 개념들은 상대가 되는 짝과 ‘동시
에’, ‘상호전제’를 통해 존재한다는 인식원리이다. 『주역』은 대대 인식원리를 음양 대대의 대비를
통해 보여준다. 음효(--)와 양효(―)의 변화하는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64괘에서도 건괘(乾卦)와 곤
괘(坤卦), 태괘(泰卦)와 비괘(否卦), 손괘(損卦)와 익괘(益卦), 기제괘(旣濟卦)와 미제괘(未濟卦) 등이
대대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음양(陰陽), 천지(天地), 강유(剛柔), 남녀(男女), 존비(尊卑), 고
저(高低) 등의 개념 대비를 통한 대대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모음이 있어(聚) 흩어짐이 있고
(散), 오는 것이 있어(來) 가는 것이 있으며(往), 삶(生)이 있기 때문에 죽음(死)이 있다. 결국 생과
사의 문제 또한 상호 상대를 통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대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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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대(待對)’ 동시성(同時性)의 인식원리
대대는 두 개가 서로 대립·분리된 ‘상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하
나의 상황을 나타낸다.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에서 음과 양은 하나의 기(氣)가 다르게
표현된 두 측면일 뿐이다. 대대는 현재 마주 대하고 있는 현존재로 이해되며, 상대적 전제를 내포
하고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대상화된 이분법적 의미의 상대는 아니다.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에 무엇에 대(對)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상대적이다. 음양(陰陽), 선악(善惡), 미
추(美醜), 고저(高低) 등은 어느 한 쪽만이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존재하려면 이에 대(對)하는 어떤 것이 함께 존재해
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현존재인 삶은 그 상대적 의미인 죽음을 상호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주역』의 대대적 사고 관점에서의 삶과 죽음은 뗄 레야 뗄 수 없는 일원론적 관점의
상관적이고 동시적인 관계로 인식된다.

3. ‘대대(待對)’ 간 상함성(相含性)의 인식원리
『주역』의 음양 대대 관계는 음과 양의 분리가 아니라 상함적(相含的) 관계이다. 대대하는 음양
이 서로를 품는 상함적 관계는 괘(卦)의 구성논리로도 설명된다. 소성괘에서 두 개의 음효(陰爻)와
하나의 양효(陽爻)로 구성된 진(震), 감(坎), 간(艮)괘를 양괘(陽卦)라 하고, 두 개의 양효와 하나의
음효로 구성된 손(巽), 리(離), 태(兌)괘를 음괘(陰卦)라 한다. 또한 대성괘에서도 각각의 위(位)에
따라서 모두 양인 건괘(乾卦)에도, 2, 4, 6효에 음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고, 모두 음인 곤괘(坤卦)
에도 초, 3, 5효에 양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삶과 죽음의 대대관계 또한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4. 변역(變易)의 인식원리
『주역(The Book of Change)』은 변화에 관한 책이다. 역(易)이란 바뀌어 변화한다는 뜻이다.
변역(變易)의 원리인 ‘유행(流行)’은 모든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모
든 현존재는 대대(待對)의 끝없는 유행(流行)으로 이루어진다. 중천의 해는 기울고, 달은 차면 기울
며, 천지의 영허는 때에 따라 진퇴를 거듭한다. 그러나 유행은 그냥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길(一陰一陽之謂道)’을 따라 부단히 생성되고 순환되는 변화이다. 이런
유행의 변화는 강(剛)/유(柔), 천(天)/지(地), 영(盈)/허(虛), 생(生)/사(死) 등 대대관계의 짝들이 상
호 감응하고 의존하며 유행하여 드러난다. 이들은 시계열적 인과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일원론적 동시성이라는 현존재적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불연속의 연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
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실에 적응하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식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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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주역의 대대적 사고는 삶과 대대적 관계에 있는 죽음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 삶과 죽음은 결코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는 일원론적 관점의 상관적 인식이며 변화의 순환
론적 동시성의 사고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죽음은 완전한 끝남이 아니라 한 상황의 끝남
이고 이는 또한 새로운 미제(未濟)의 시작임을 보여준다.
첫째, 『주역』의 대대(待對) 상관성(相關性)의 세계인식원리가 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함의이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이치이며 자연스런 현상이다. 현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가치 있는 삶을 열망하게 된다. 그
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주어진 삶에 소극적으로 순응만하거
나 또는 삶의 욕구만을 추구하며 집착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삶과 죽음은 결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자각하는 가운데 주
체적으로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죽음이라 할 수 있는가.
둘째, 대대(待對)의 동시성(同時性) 원리의 시사점이다. 현 존재인 삶(生)은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 상대적인 죽음(死)에 대(對)하여만 존재할 수 있다. 대대적 관점에서 생(生)·사(死)
란 어느 한 쪽만 존재할 수 없는 불이(不二)의 관계로 인식된다. 삶이 없는 죽음이나, 죽음 없는
삶이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대대적 관계의 모든 개념들은 상호감응(相互感應)하며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상반되는 것이 서로 감응한다는 것은 곧 서로 상생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생·사 대대의 상생 관계는 결국 삶의 문제에 죽음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끼치고, 현재의 삶는 죽음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다는 것이며,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살았음을 반추하는 것이 된다.
셋째, 대대(待對) 상함성(相含性)이 주는 함의이다. 생사(生死)에 관한 이원론적 관점의 당하는
죽음과 일원론적 관점의 준비하여 맞이하는 죽음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큰 차이가 있게 된
다.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면 준비 없이 당하는 죽음은 나쁜 죽음임이 분명하
다. 모든 인간은 잘 살고(well-being) 잘 죽기(well-dying)를 소망한다. 그러나 주역의 대대적 관
점에서 보면 웰빙과 웰다잉은 서로를 품고 있는 상함적 관계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을 품고 있고,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살았음을 품고 있다. 웰빙을 논할 때는 반드
시 웰다잉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를 각기 별개로 인식
하는 한 ‘비인간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넷째, 변역(變易), 즉 유행(流行)의 인식원리이다. 주역에서는 잘 살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
과로 잘 죽게 되었다는 인과적 직선적 변화를 말하지 않는다. 비록 흥망, 성쇠, 생사의 순환적 변
화가 곧 인과적 법칙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저 이런 변화의 상황은 계속되며 흘러갈 뿐인 것이다
(流行). 이렇듯이 영원히 지속되는 변화가운데 존재론적 인식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행위 원리와
지침을 구체화함으로써 가치론적 입장을 정립해야 함을 보여준다. 인간은 존재론적 인식을 통해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변하여감을 수용할 때, 잘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며, 함께 더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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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고 배려하며 깊이 성찰하는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 생과 사는 서로를 품고 함께 존재하
며 현현하는 또 다른 모습들이기 때문이다.

삶이 있어 죽음이 있으며,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죽을
수 있어야 하고,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만 한다는 주역의 상관성과 동시성의 인식론은 우리에게
생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한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대면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현재의 삶을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준비와 생사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생사관은 자신의 정체
성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나의 삶과 죽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
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죽음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는
철학적 관점이다. 잘 산다는 것이 오로지 성장과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진대 현재 우리의
삶은 외면적인 물질적 성취와 내면적 비인간화가 불안한 공존을 하고 있다. 자살사망률 OECD 국
가 중 1위, 증가하는 소득만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삶의 가치를 무엇에서 찾을
것인가. ‘좋은 삶’에 관심을 기울여온 것처럼 ‘좋은 죽음’의 실존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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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년기 건강의 변화가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Subjective Health Change on the Marital Satisfaction Change of
Spouse in Middle and Old Ag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염지혜 1) · 전미애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평균가족원수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이전 세대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생
활주기에서 부모역할을 수행한 이후의 시기가 늘어났다(정현숙, 유계숙, 2013). 그러나 이 시기에
부부에게는 질병이 증가하고 기운이 떨어지며, 친구나 주변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경험 때문에 자
신이 늙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기가 된다. 한편 배우자의 유무는 노년기의 삶의 질이나 정신건
강, 사망이나 행복, 우울 등의 중요한 지표로 손꼽히는 선행/영향 요인이다. 그만큼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노년기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고, 배우자의 유무만큼이나 중요한 요인이 부부관계 만
족도일 것이다.
부부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짝을 이루는 대상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관
계를 자기 및 상대방효과로 설명한다(Kenny, Nasby, 1980; Kenny, 1996). 그리고 주수산나, 전
혜정,

채혜원(2015)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사회정서적

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과 호위대 모델(Convoy model)로 설명한 바 있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
(Cartensen, 1992)은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데, 그 이유는 노인의 선택에 의해 소
수의 중요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가
족이나 친구로 사회적 관계망을 제한한다는 이론이다. 노년기로 갈수록 부부관계의 의미가 더욱

1) 책임연구자 : 염지혜 (중원대학교, 부교수, yeomwisdom@gmail.com)
2) 공동연구자 : 전미애 (총신대학교, 부교수, miaechu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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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해진다(주수산나 외, 2014)는 설명이다. 또한 호위대 모델(Antonicci & Akiyama, 1995)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어려움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며 친밀하
고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1차 관계망에 대해 설명하는데 “배우자는 개인의 필요에 가장 즉각
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노년기에 나타나는 건강의 변화
에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되는 배우자의 반응은 어떠할까? 또한 Quirouette와 Gold의 연구(1992)
에 따르면, 남편의 주관적 안녕감의 상승은 아내의 정신건강의 긍정적 요인이 되지만, 아내의 주
관적 안녕감의 상승은 남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아내 자신의 건
강보다는 남편의 건강이 아내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정석, 최형주, 2011)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노년기 건강 변화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의 변화가 남편과 아내 사이
에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1. 중년기 건강의 초기값과 변화가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
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노년기 건강의 초기값과 변화가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
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종속변수

독립변수주

배우자의부부관계

관적건강

만족도

주관적건강

만족도_

_초기값

초기값
만족도_

주관적 건강

변화율

_변화율
통제 변수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배우자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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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한국 중・노년기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가 남녀에 따라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1차부터 4차까지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 1차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설문에 참여한 45세 이상 중・노년기 응답자를 추출하여 45-64세 중년집단(N=3217,
남=1539, 여=1878)과 65세 노년집단(N=1477, 남=908, 여=569)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변수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배우자가 인지하는 부부관계 만족도로 0점에서 100점의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 독립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본인이 인지하는 건강이 부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1=매우좋음, 5=매우나쁨).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응답자의 배우자가 인식하는 부부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배우자의 연령을 연속변수로 통제하였다.

4. 연구방법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중노년집단에서 성별에 따라 주관적 건강 변화에 따른 배우자의 부부
관계만족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고찰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와 배우자의 부부관계만족도가 선형인지 검증하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
여 비교하였다. 기저모형, 형태동일성,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 경로동일
성 검증을 실시하고 각 연령집단에서 남녀 두 집단 간의 모수 변화를 카이제곱 변화량과 적합도
지수의 변화량으로 점검함으로써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모수는 어떤 것인지 밝혀냈
다. 분석을 위해 AMOS 20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중년집단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이 남녀 모두 나쁠수록 배우자가 인식하는 부부관계만족
도의 초기값은 낮았으나 남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 때 아내가 인지하는 부부관계만족도가 유
의미하게 더 낮았다. 남편과 아내 모두 주관적 건강이 악화될수록 배우자가 인식하는 부부관계 만
족도의 변화율은 낮아졌으며 남녀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년집단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 초기값이 남녀 모두 나쁠수록 배우자가 인식하는 부부관계 만족도의 초기값은 .01 유의수준
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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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 및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 45-64세
모수

남

녀

X²변화량

TLI변화량

주관적건강 초기값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초기값

-.359***

-.185***

28.583***

.004

주관적건강 초기값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율

.033

-.090

1.503

.000

주관적건강 변화율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율

-.343***

-.298***

41.626***

.006

연령 → 주관적 건강 초기값

.155**

.228***

1.235

.000

연령 → 주관적 건강 변화율

.083

-.026

.848

.000

연령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초기값

.038

.112

.556

.000

연령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율

.018

-.043

.246

.000

교육수준 → 주관적 건강 초기값

-.274***

-.349***

8.396**

.001

교육수준 → 주관적 건강 변화율

.089

.166**

1.255

.000

교육수준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초기값

.134***

.087*

1.001

.000

교육수준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율

-.052

-.018

.125

.000

가구소득 → 주관적 건강 초기값

-.112***

-.058*

1.398

.000

가구소득 → 주관적 건강 변화율

.053

.044

.026

.000

가구소득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초기값

.130***

.118***

.239

.000

가구소득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율

-.135*

-.054

.766

.000

배우자의 연령 → 주관적 건강 초기값

.073

.055

.153

.000

배우자의 연령 → 주관적 건강 변화율

-.033

.047

.362

.000

배우자의 연령→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초기값

.054

-.040

21.027***

.003

배우자의 연령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율

-.123

-.037

.466

.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통제
변수

.009

주: 표준화 계수를 제시함. * p<.05, ** p<.01, ***p<.001

<표 2>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 및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 65세 이상
모수

남

녀

X²변화량

TLI변화량

주관적건강 초기값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초기값
주관적건강 초기값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율
주관적건강 변화율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율

-.360***
-.026
-.110

-.238*
.078
-.079

3.587†
.500
.110

.001
.000
-.001

.169*
.164

.112
.028

86.415***
.036
.532

.025
-.001
.000

연령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초기값
연령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율
교육수준 → 주관적 건강 초기값

.059
.034
-.269***

-.032
.024
-.228***

.827
.003
1.401

.000
-.001
.000

교육수준 → 주관적 건강 변화율
교육수준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초기값
교육수준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율

.169*
-.006
.039

.146
.056
.125

.303
.709
2.083

-.001
.000
.000

가구소득 → 주관적 건강 초기값
가구소득 → 주관적 건강 변화율
가구소득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초기값

-.105*
.045
.041

-.179***
.156
.066

2.589
1.546
.137

.001
.000
-.001

가구소득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율
배우자의 연령 → 주관적 건강 초기값
배우자의 연령 → 주관적 건강 변화율

-.031
-.005
-.186

-.130
.064
-.064

.802
.543
.301

.000
.000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연령 → 주관적 건강 초기값
연령 → 주관적 건강 변화율

통제
변수

배우자의 연령→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초기값

.043

.108

335

-.001

배우자의 연령 →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율

-.116

-.131

.004

-.001

주: 표준화 계수를 제시함.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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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첫째, 중년집단과 노년집단 모두 그리고 남녀집단 모두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아내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많은 연구에
서 보여주었던 남편은 아내의 특성에 덜 영향을 받는 반면 아내는 남편의 특성에 더 민감하게 영
향을 받는다는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김시연,서영석, 2010; 김정석, 최형주, 2011; 손
정연, 한경혜, 2015; Quirouette, C., &Gold, D. P. (1992).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보면 아내들
의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이나 여성의 가족중심적 성향은 비단 노년기 부부뿐 아니라 중년기 부부
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중년집단에서는 남녀집단 모두 6년의 조사기간 동안 본인의 건강이 저하되는 경우 배우자
가 느끼는 부부관계 만족도도 더불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남녀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남편과 아내의 건강 악화가 동일한 수준으로 나빠질 때 아내의
부부관계 만족도 감소가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의 감소보다 유의미하게 덜 감속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본 결과는 상대방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년기 부부관계 만족도의 상대방효과를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노인집단에서는 남녀집단 모두 6년의 조사기간 동안 본인의 건강 저하가 배우자가 인식하
는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남녀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도 않았다.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을 적용하여 부부관계 만족도의 종단적
상호영향을 보았던 주수산나, 전혜정, 채혜원의 연구(2015)에서 자기효과의 크기가 더 강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자기효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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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시 노인의 일상생활 연구
: 한 주 동안의 신체활동, 사회적 활동과 행복감
How was your week?:Daily physical activity, social contact, and happiness
of Korean urban elderly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한경혜 1) · 최희진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1주일간의 일상생활일지(daily diary) 자료를 통하여 한국 도시노인의 일상에서의 행
복감의 변화양상과 관련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행복감에 대한 기존연구
들은 주로 단발성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행복감 수준을 측정하면서, 행복감을 개인
의 안정적 특성으로 간주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삶
전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순간 느끼는 정서경험들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반응으로써 경험되는 행복
감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가 등과 같은 일상경험의 내용
(contents)에 따라 행복감이 일정정도 변화(fluctuate)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평범하지만 반
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역동적 양태와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확인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일주일 동안 노인들이 경험하는 행복감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즉 개인 내 에서의 행복감 변화(within person change)를 탐색하
고자 한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신체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하루 동안 교류한 대인맥락
및 신체활동 정도와 그날의 노인의 행복감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앞서 행복감을
살펴본 기존연구들은 노년기 행복감이 노인의 성별, 가족구조, 경제적 자원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해왔다(백경숙, 권용식, 2007; 윤명숙, 이묘숙,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년기 일상에서의 행복감 변화양상이 달라지는

1) 책임연구자 : 한경혜 (서울대학교, 교수, ghhan1970@naver.com)
2) 공동연구자 : 최희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생, drothy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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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활동 및 신체적 활동과 행복감과의 관련성이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자료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본질문지 조사, 1주일간의
생활일지 조사, 그리고 활동량계(Activity Monitor)를 이용하여 신체활동량과 활동강도에 대한 자
료 수집을 병행하는 multi-method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본 조사는 2016년 10월~11월에 실시되
었으며 서울 및 수도권의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총 178명의 노인들이 기본질문지와 생활일지 작성을 통한 자료수집에 참여하였다. 생활일지는 그
날 하루 동안 만난 사람, 방문한 장소, 수행한 활동, 그리고 정서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1주일 동안 매일 취침 전에 노인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스스로 생활일지를 기입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생활일지조사 참여자
중 활동량 관련 정보 수집에 동의한 20명은 생활일지조사가 진행되는 동일기간 동안 매일 활동량
계를 착용하였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활동량계를 착용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수집된 활동량과 활동 강도에 대한 정보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활동량
계를 착용한 시간이 하루 10시간 미만이면 개인의 활동량이 과소 추정된다는 선행연구(Gorman,
E. 등, 2013)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 활동량계를 착용한 일자가 4일 이상인
노인 17명의 자료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활동량 조사에는 일본 OMRON에서 제작한 HJ-350IT를
사용하여 하루 동안 걸은 총 걸음 수와 매 1분마다 측정한 착용자의 활동강도(MET) 정보를 수집
하였다. 매 1분마다 측정된 MET 수치는 Gorman et al.(2013)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MET값
이 1이상 1.5이하이면 정적 활동, MET값이 1.6이상 2.9이하이면 저강도 활동, 그리고 3.0이상이
면 중고강도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 측정변수
행복감은 생활일지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는 문항(6점 척도)에 동의한 정도로 7일 동안 매
일의 일상적 행복감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관계는 그 날 비동거 자녀를 만났는지 여부, 친구를 만
났는지 여부, 그리고 이웃을 만났는지 여부로 측정하여 변수화 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
주유형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기본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체활동 정도와 강
도는 활동량계를 통해 수집한 하루 동안의 총 걸음 수, 정적활동(1≦MET≦1.5)에 보낸 시간, 그리
고 중고강도 활동(3.0≦MET)에 보낸 시간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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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절차 및 분석방법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생활일지조사에 참여한 178명의 자료를 활용한 분
석이다. 먼저 기술 분석을 통해

일주일동안 행복감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였고, 다음으로는 매일

경험하는 사회적 교류에 따른 일상적 행복감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HLM)분석
을 실시하였다. 생활일지 조사는 동일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매일의 일상경험을 반복응답한 자료
이므로 일상경험 변수가 개인특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적 자료(nested data)의 특성을 가진
다. 이와 같은 내재적 자료의 경우,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독립성 가정을 위배하므로 HLM이 최
적의 방법인 것으로 권장된다. 두 번째 분석은 생활일지조사와 활동량수집 조사에 모두 참여한 17
명 sub sample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하루 동안 수행한 신체활동 강도에 따라 행복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 23.0과 STATA
13이 사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그림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주일 동안 행복감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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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행복감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
level1
자녀와 만남(A)
친구와 만남
이웃과 만남
level2
성별(남성)

모형 1
Coef
S.E.
0.07
(.06)
0.19**
(.06)
-0.01
(.06)

연령
교육수준(ref.고졸)
중졸이하
전문대졸이상
거주형태(ref.자녀/손자녀와 함께 거주)
배우자와 둘이 거주 (B)
독거 (C)
상호작용
(A)*(B)
(A)*(C)
상수항
4.23***
(.06)
무선효과
0.56*
(.07)
ICC
0.545
N
1168

모형 2
Coef
S.E.
0.07
(.06)
0.18***
(.06)
0.01
(.06)

모형 3
Coef
S.E.
0.01
(.09)
0.18**
(.06)
0.00
(.06)

0.09
0.01

(.14)
(.01)

0.10
0.01

(.14)
(.01)

0.28†
0.26†

(.17)
(.15)

0.29†
0.30*

(.16)
(.14)

-0.09
-0.34†

(.13)
(.18)

-0.10
-0.38*

(.14)
(.18)

0.06
0.34†
4.09***
0.55*
0.545
1121

(.14)
(.19)
(.14)
(.07)

4.10***
(.14)
0.53*
(.07)
0.531
1121

†p< 0.1 *p<0.05 **p<0.01 ***p<0.001
<그림 2> 행복감에 대한 거주형태와 자녀만남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3> 신체활동에 따른 행복감 수준 차이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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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요약 및 논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감 수준과 행복감의 일주일간 변화양상은 노
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행복감 수준이 낮고, 변
동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학력의 노인보다 중졸 이하의 학력과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들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복감의 증감패턴에 있어서는 학력에 따른 일
정한 경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거주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독거노인이 행복감 수준이 현
저하게 낮으며 일주일간 느끼는 행복감의 변동 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교류에 따른 행복감의 개인 내 차이를 확인한 결과, 행복감은 친구
와 만나지 않은 날에 비해 친구와 만난 날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이나
이웃과의 만남은 행복감의 개인 내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상적 행
복감의 개인 간 차이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지 확인한 결과, 학력 및 거주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보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거나,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 일상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독거노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에 비해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p < 0.1), 거주형태에 따라 일상적 행복감의 개
인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특성이 조절하는지 탐색한 결과, 자녀를 만나는 경험이 일상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노
인의 거주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은 자녀를 만난 날 일상적 행복감이 배
우자 동거 노인 및 자녀/손자녀 동거 노인과 달리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
와의 교류가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에 특히 중요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넷째, 하루 동안 중고강도
활동을 한 시간이 긴 날은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노인이 경험하는 행복감이
지니는 일상성과 역동성을 확인하였다는 점, 둘째, 친구와의 만남이 행복한 노년의 일상을 위해
가지는 중요성, 셋째, 노인 1인가구가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독거노인의 행복에 자녀와의 만남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 신체활동과 행복감과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종합하면, Multi-method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노인이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사
회적·신체적 활동과 행복감의 관련성을 보여줌으로서 노인들이 일상의 행복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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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근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유입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2016년 현재 총
29,137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으로 이주하였지만 오랜 시
간동안 다른 정치적·경제적 이념과 사회제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질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이질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
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령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노후빈곤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는 남한사회와의 통합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2013)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중 40~60대 인구비중이 2004년에는 전체의
20.5%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48.42%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속
도가 OECD국가들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고령인구비율 증가는 이
보다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
움은 매우 높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무려 70.9%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6.0%의 약 12배가량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노후준비여부는 40.5%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 72.9%에 비해 약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앞으로 고령
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 강남대학교, 조교수, yeongran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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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유입과 인구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및 사회적 응집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들이 초기정착단계와 젊은 층의 자립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장기적인 관점
에서 이들의 생애주기별 특징을 고려해 노후를 대비한 맞춤형 정착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노후준비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경제활
동시기인 30대 이후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때(이윤경외, 2013), 국내거주 중장년 북한이
탈주민들을 중심으로 안정적 노후준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온전한 구성원으
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남과 북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통합모
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 번째 목적은 연구재단지원으로 2차 년도
(2017. 9.1~2018. 8.30)에 수행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노후준비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설계·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현재 하나원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
민들의 초기 사회정착시기에 금융지식과 금융사기 예방관련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북한이탈
주민들이 실제 경험했던 금융환경과 대한민국에서 경험하는 금융환경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
을 위한 금융교육은 단순히 초기 대한민국 정착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애주기
별로 대한민국에서 정착한 이후에도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
지는 국내에서는 남북하나재단과 금융감독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간헐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금융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융피해예방
차원에서 실시되어 온 것이 현실이며, 미래대비 금융투자나 노후준비 등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연
합뉴스,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장년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기반에서 금융 이
해력을 증진시키고, 금융관련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노후준비금융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근
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등에서 실시한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한 금융교육과 노후준비프로그램 및 먼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자 한다(Pallassana R. Balgopal，2000；Durana, J. 2010；Immigration, L. 2006).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고령층에 직면하고 있는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경제적 노
후준비를 위한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노후
준비를 저해하는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분야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
을 위한 금융 이해력 실태조사는 단순히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이해력수준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
니라 이들의

금융서비스 이용과 노후준비 욕구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금융용어와 북한식 용여와의 대조를 통해 금융 이해력
의 이해 수준을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에서 정확히 측정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한 사례들을 활
용하여 금융생활 정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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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의학분야에서 시작된 증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 EBP) 방법을 사용하
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최근 사용된 과학적 근거와 자료, 조사들을 중심
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년 동안 실시하는 다년과제로 1차
년도에는 중장년(30대중반~60대) 북한이탈주민의 노후준비관련 금융 이해력 실태조사 및 구조분
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북부하나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관리·정착지원을
하고 있는 거점기관으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모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아니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들의 소득수준은 다양하여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만 40~64세인 이유는 본 연구가 노후준비에 대한 지식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이미 노후를 맞이한 분이기 때문에 노후준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만 40세 미
만 대상자는 아직 노후준비에 대해 구체적·실제적 준비를 하기에는 연령이 낮아 제외되었다. 연구
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는 본 연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과 일반통계학의 분석이 가능한 인원 100명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탈북이주민들은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북부하나센터에서 정착지원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문건
을 배포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로 최대 인원 100명을 목표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안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광명시)과 북부하나
센터(서울시 노원구) 지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모집문건을 배포하고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대상자만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 모집 방법은
연구대상자가 모집문건을 보고 참여의사를 유선과 이메일로 전달한 후, 연구책임자가 대상희망자
중 연령과 나이를 기준으로 최종참여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상희망자 중 연령
(40대, 50대, 60대)과 성별(여성/남성)이 일부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탈북이탈주민을 방
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에 대한 금융 이해력
(Financial Literacy)에 대한 질문 및 금융생활의 애로점 등을 포함하였다. 기존 금융 이해력 설문
과는 달리 북한에서 사용한 금융용어들과 병행표기하여 문화적·용어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설문면접조사는 시간 및 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
민에 대하여 각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금융 이해력 질문은 미
국 RAND 연구소 금융 이해력센터(Financial literacy Center)와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적인 금융 이해력 질문과 함께 금융생활 정착의 저해요인들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Lusardi & Mitchell, 2007b). 금융 이해력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은 구조방정식모델
(Structural Equation Model)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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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조사에 응답한 100명의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연령으 50.1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
은 비중을 차지하여 남성이 26명(26%), 여성이 74명(74%)이었다. 현재 국내에 이주한 북한이탈주
민 중 여성비율이 2017년 현재 71%로 여성의 남성보다 많은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
본 분석구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SES)라는 잠재변수
(latent variable)는 교육수준(Education), 생활수준(Living Level), 가구소득수준(income)인 3개
의 관측변수로 구성되었다.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 잠재변수는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
융태도라는 3개의 관측변수로 이루어졌다.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SES)이 금융 이해력
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 이해력이 금융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정하에 구조방정식 모
형(SEM: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다.

금융 이해력과 금융노후준비와의 관계 (표준화된 계수)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카이스케어값은 일반적으로 샘플수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본 연구에
서와 같이 100개 이하의 샘플수를 가지고 있거나 200개 이상의 샘플 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CFI, NFI등을 활용하는데 일반적으로 0.95보다 높은 경
우 매우 적합하고, 0.80 이상인 경우에도 적합도가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RMSEA는 0.05보
다 적은 경우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델의 적합도는 NFI를 제
외하고는 매우 높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잠재변수간의 관계는 표준화된 계수를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p=0.20) 금융 이해력에 (+)양의 효과를 11.517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회경
제적 수준이 증가할수록 금융 이해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금융 이해력과 금융노후준
비에 미치는 계수는 0.56(표준화 지표)으로 통계적(p=0.003)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였다. 금융 이해
력이 높을수록 금융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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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정착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제와 정치적 체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령화라
는 현상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들이 중장년기에 선제적으로 금융관련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 6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70%가 기초
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중장년 북한이탈주민들이 고령층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금융 이해력을 증대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 단순한 교육보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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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근린 환경 유형과 삶의 만족
Neighborhood Environment Types and Life Satisfaction in Late Lif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노인은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아동, 청․중년층에 비해 집 밖 외출을 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젊
은 세대에 비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의 직접적
인 영향에 놓이게 된다(Glass et al., 2003). 또한, 노인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 악화, 경제적
제약, 사회적 네트워크의 축소, 사회적 지원의 상실, 사회적 고립 등은 개인이 환경적 요구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ahl and Lang, 2003; Clarke and
Nieuwenhuijsen, 2009; Yen et al., 2009). 특히, 독거노인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은
지역사회내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높고 자신이 속한 환경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만, 노인이
지닌 협상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이 부족으로 인해 환경적 장애요소에 더 취약하게 된다(Markham
and Gilderblom, 1998; Debnam et al., 2002; Clarke and Nieuwenhuijsen, 2009;16 재인용).
이로 인해 고령사회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그리고 지지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ugiyama and Thompson, 2007).
본 연구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근린환경과 삶의 만족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한다. 본 연구는 사
회적 환경이 아닌 물리적 환경에 주목하며,2) 물리적 환경 중에서도 근린환경에 대한 도보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식료
품 가게, 정거장이나 지하철역, 의료기관 등이 노인이 거주하는 집과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노인이 실제 거주하는 근린환경 유형들이 노인의 삶의 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keunna@daum.net
2) Diez Roux와 Mair(2010)는 건강과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을 물리적 환경(neighborhood physical
environment)과 사회적 환경(neighborhood social environment)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은 녹지공
간, 여가시설, 교통환경, 주거의 질, 편의시설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환경은 안전, 범죄, 사회적 연결, 웅집력, 규범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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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에 수행한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하였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리 응답을 제외하고 노인이 직접 응답한 10,28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근린환경 지표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사인 근린환경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여섯
가지 근린환경 지표를 활용하였다. 노인실태조사에서는 ① 시장, 수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②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③ 읍면동 사무소, ④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⑤ 종합복지관, 장
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⑥ 버스․지하철역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응답범주는 ‘걸
어서 5분 미만=1’, ‘걸어서 5분~10분 미만=2’, ‘걸어서 10분~30분 미만 =3’, ‘ 걸어서 30분 이상
=4’로 구분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거주지에서 여섯 가지 지역사회 이용기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서열척도로 질문한 문항을 거주환경 지표로 활용하였다.

3.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은 건강상태, 경제 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여가․문화
활동, 그리고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의 만족도의 평균 사용

4. 독립변수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련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취업여부,
연평균 가구소득), 건강특성(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개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관계적
특성(비동거 자녀, 친인척, 친구 및 이웃과의 연락빈도)을 통제변수로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노인의 근린환경 유형 분석을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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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근린환경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좌승 검증, 집단간 평균비
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노인의 거주환경 유형이 삶의 만족에 실질
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노인의 거주환경 유형 분석을 위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Mplus 7.3 버전을 활용하였으며, 그 외 변수의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 집단간 평균차이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은 SPSS 21.0 버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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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근린환경 유형은 여가․복지 도보제한형(20.3%), 여가․복지 원거리형(15.5%), 균형근접형
(7.8%), 상점․교통형(35.8%), 교통근접형(10.1%), 격리형(11.3%) 등 여섯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으
며, 앞의 네 개 유형은 도시형에 가까우며 교통근접형과 격리형은 농어촌형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
고 있다. 근린환경 유형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균형근접형에 비해 상
점․교통형과 격리형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밖에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배우자 집단
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건강상태(주관적 건강, 만성질환개수, 기능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나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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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근
린환경유형이 노인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주요 편의시설과의 근접성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전세임대주택이나 실버노인주택, 공공임
대주택 등 노인 대상의 주거지역을 선정할 때 근린환경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노
인들의 자가용 보유율이 낮고, 고령운전자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인 대상 주택선정에 있
어 도시 외곽보다는 근린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지역사회기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성(mobility)이 낮은 노인들의 허약(frailty)과 장애 이행
을 지연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영위하기 위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소 규모의 여가복지시설
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삶의 만족을 기준으로 할 때, 근린환경 취약유형은 상점․교통형(35.8%)과 격리형(11.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형은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장소와의 도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노인들이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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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야하는 어려움은 완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내 이동지원체계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근린환경 취약계층이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취
약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도시지역의 노년기 근린환경에 관한 심층연구도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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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독거노인의 성별 독거 인식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Perception of Living Alone by Gender : Narrative Analysis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Jeju Area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심경수 1) · 오윤정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80세 이상 장수노인 비율 등의 수치에서 전국 평균
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 고령화 진행 지역들 중 하나이다(진창남 외,
2016).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전체 제주 지역 노인인구의 약 50%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
다(제추특별자치도, 2015).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3)(2015년 기준 49.6%)이 가장 높
게 나타나는 국가로서, 노인 빈곤과 밀접한 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연구는 주요한 사회적 관심이 요
구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각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사 연
구가 활발한 이 시기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성별의 차이가 점점 두드러지는 제주 지역의 독거노인
에 대한 관심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노인여가활동의 성별차이, 성별에 따른 성인식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취약계층 성별 우울 요인 등에 대한 연구는 성별에 따라 진행되어져 왔다
(김은경, 2014; 이현기, 2007; 임경민 외, 2015; 정순둘, 2007). 제주지역의 경우, 과거부터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 독립성 등이 강조되면서, 타지역과 다른 제주만의 독
거에 대한 성별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주 여성독거노인
이 갖는 생활의 어려움을 사례관리를 통해 분석한 고보선(2014), 제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연구한 고보선과 유용식의 연구(2002), 그리고 김양이와 송기오가 분석한 제주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연구(2010) 등을 바탕으로, 제주 독거노인이 갖는 독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성
별을 중심으로 분석, 그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 지역의 독거노인에 대
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1) 책임연구자 : 심경수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kyungsoos@jejunu.ac.kr)
2) 공동연구자 : 오윤정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keaiyj37@jejunu.ac.kr)
3)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가구 중 소득이 중위가구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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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야기 속에 내재된 개인 삶의 맥락을 분석하는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
중 하나인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를 통해 접근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을
시간성을 기초로 하여 사회, 역사적 맥락을 통한 분석방법으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김세은, 2012; 민성은 외, 2015).
본 연구 주제에 적합한 참여자 선정을 위해 독거 이후 제주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현재
원스톱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인터뷰가 가능한 5명(남성-2인, 여성-3인)을 정
하였다. 특히, 독거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그들이 고유한 특성과 독거노인으로서의 경험과 인식
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보일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
한 동의를 확인한 후 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면접에서는 라포를 형성한 후, 주요 질문 내용은 전반적인 일
상의 삶과 복지 서비스 욕구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생활력, 건강, 노년기의
올로 된 삶에 대한 적응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심층면담은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참여자별로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1회당 2-3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 참여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실시되었다. 심층 인터뷰의 전 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여 녹음되었고,
녹음된 내용은 그대로 전사하여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별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참여자1

여

93세

독거
생활기간
50년

자녀 등 친지
연락정도
일품팔이, 자녀 지원 며느리와 잘되는편

참여자2

여

86세

30년

노인일자리 참여

거의 안됨

귀 염증, 두통

참여자3

남

72세

20년

기초수급대상자

전혀 안됨

참여자4

남

72세

42년

기초수급대상자

여동생만 가끔

협심증, 통풍
불면증,
하체퇴행성

참여자5

여

78세

13년

기초수급대상자,
노인일자리참여

손주 가끔

경제수준

건강상태
관절염, 난청

불면증, 뇌경색

분석 결과, 우선 남성 노인과 여성노인의 독거의 원인에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독거를 받아
들이는 감정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성 노인의 경우, 독거의 원인이 사별이 아닌, 배우
자의 가출로 인해 생겨남에 따라 독거 초반에는 분노하거나, 자포자기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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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후에는 일에 몰두하거나 이웃들과 어울리는 등 독거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일상
적인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3)
“뿔뿔이 혼자되고 머..좀..선생님 말씀대로 암만해도 타락이라고 그럴까..자포자기한 상태가 되버
렸죠..”(중략) “일에 몰두하다보니까 좀 좋았던 편 같아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니까..”(중략)
“지금도 머 만성이 되가지고, 이제는 머 전혀...머...아주 정말 오히려 더 이제 혼자 있는게 편한..”
(참여자 4)
“딸 두명이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느날 내가 일 갔다와서 보니 애어멍이 데려가 버렸수다.”(중략)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꺼번에 한상에 모셩 제사를 직접 올렴십주”(중략)“젋었을땐
돌을 사다가 쌓고 남의 집 정원관리를 했주”
여성 노인의 경우, 독거의 원인이이 배우자 사별로 발생하여서인지 남성 노인과 달리 자녀 또는
손주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독거라는 자체에 대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1)
“4.3사건에 할아방 어서부난 아들 하나 낭 그냥 나 혼자만 세상을 살았주게”(중략) “나 손지가 3개
왕손지가 3-4개 되시난 그것만 생각허영 그자 사는 거라 아무 생각도 없이””일년에 혼번 왐주게.
벌초허래“(중략)”아들도 착하주게. 지하나만이라도 그자~ 겅 동그랗게 살고 손지들이영 보글보글행
나고허영이네, 그자 그걸로 생각행 살긴 사는디..“
(참여자5)
“이 하르방 아들, 사남매 키웠어, 사남매. 일곱 살, 아홉 살, 다섯 살, 세 살 그렇게 해 가지고”
(중략)어머니 다리는 어떵 낫았수가?이라도, 안부전화도 어서, 거난 나가 그런 것이 너무 섭섭해
막 그냥..십 년 넘게 손지들 봤수게~ 십 년 넘게”
참여자 2의 경우, 과거 제주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던 첩문화의 당사자로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는 가운데, 작은집 부인으로서 자기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던 첫째 부인 밑에
호적이 다 올라가 있어, 본인 아이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자녀들과 연락이 거의 안되는 타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2)
“안 살았어요~ 그냥 아이들 낳고, 그것도 헤어진거나 마찬가지지요. 저 집이 있으니깐 가버리니깐.
아이 셋 하고 나하고 계속 남의 집 빌어서(울먹) 오늘날까지 남의 집에서”(중략)“살아도 혼자서 그냥
있다가, 아이들 제일 큰 아이가 고등학교 때 혈압으로 쓰러지니까 아이 공부도 못시키고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힘으로 시청 청소하면서 그 아이들 대학교 다 시켰어요. 여자애 하고 남자애 쌍둥이
낳아서 셋을 그냥 힘든디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아이들 안찾아옵니다. 안와요. 전화도 한
번 오지도 않고, 이 선생님(관리사)이 한 번씩 와주고, 찾아오는 사람은 이 선생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옵니다.“
두 번째, 남은 여생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에 비해 이웃과
살갑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거를 받아들이면서 남은 여생을 원가족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좀 더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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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3)
“여기 있다보니까 아시는분들 좀 계세요. 혼자 있는거 아시니까..머..전화하고, 전화가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나오라고 그러고, 성읍쪽에도 놀러 같이 가자고 하고, 또 머 시간나는대로 와서 점심
식사나 하자그러고 이러니까..크게 머 지금 외롭다거나, 이렇게 혼자된 소외된 기분도 없고..”(중략)
“현재는 불편이 없는데..도움이 된다라면 조금 더 수급비나 조금 더 올려줬으면..”
(참여자 4)
“종교나 신앙생활은 없이 지냄수다”(중략)“내가 안아플땐 동네사람들이 여기와서 온종일 살다시피
했는데..”(중략)”오일장 가서 가멍 오멍 사람구경해서 좋고, 우동 사먹고,,“
여성 노인의 경우, 종교생활 등을 통해 외로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홀몸으로 병환
시에 대한 걱정, 또한 원가족(자녀 또는 손주)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심층조사 내내 묻어났다.
(참여자 2)
“성당에 다니믄 나 죽으면 저 따이 교리 선생이거든요..교리 가리키고 있으니깐, 거기다니면서
이렇게 해 볼까 하니까...“(중략)”다니긴 다니지만은, 죽으믄~ 성당에서 이런 어머니를 왜 그냥 뒀냐고
하믄 자기가 이제 망신당할까바 창피해해서 예~“(중략)”아직까지는 막 누워서 앓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머리 어지러움증 올때는 막 걱정스러워서, 혼자서 걱정이 됩니다. 그 정도 되고 자신이
안찾아보면 자식 욕 먹을까바, 일절 나가 말 안하지요”
(참여자 5)
“2004년에 아저씨가 살다넨 사고로 돌아가시고, 2008년도부터 교회나가기 시작했수다..2008년
부터 교회 다녔지마는, 성경책 벌써 저거 두서너 번, 네 번 읽어서 네 번!”(중략)“교회 성경책 쓰는
필사 노트가 다로 있습니다게..”2008년도 8월28일날 교회 다녀와서, 그날 저녁에 막 정신 이상된
사람 모냥으로 손지들 반찬 해놓은 것도 모르고,(중략) 병원에 가 MRI 찍었더니 뇌 혈관이 새끼손꾸락
만큼 막혔습디다게..겅허난 우리 목사님이 그 때 와서 손잡고 막 기도를 하고, 자꾸 방문도 해주고
겅했수다게“(중략)”저 벽에 그림들 손주들이 유치원 다니고 이럴 대 그려놓은 거 다 갖다 여기 붙여
놓고..“

Ⅳ. 논의

본 연구는 제주지역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서비스센터4)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남-여 노인을 대상
으로 독거에 대한 인식 차이를 생애사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제주지
역 독거노인의 성별 인식 차이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우선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독
거 이후 주변과의 어울림보다는 자녀 양육 및 자녀의 성공을 위한 경제활동이 지속되었고, 이는
원가족에 애착, 그리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남성 독거노인의 경우, 독거 초기에는 부적응의 시기
4)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독거비율은 고독사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2011년 보건복지부 산
하 기구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독거노인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8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

를 겪으나, 그 시기가 지나면 이웃과의 왕래 및 본인의 일을 수행함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
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원가족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
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순둘(2007)의 연구에서 여성노인은 자녀성공을, 남성
노인은 부부간 동반자적 삶을 중요시한다는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로서, 남성-여성 독거
노인의 독거에 대한 인식차이는 성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과거 첩문화로 인해 자신이 낳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에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한다. 여성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안하면 수
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 여성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가족을
대신할 지역사회의 공동 부양 지지체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병-의원 이용접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병원진료 셔틀차량 운행 서비스 제공 및 독거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말벗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남성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안하면, 독거 초기시기의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 및 삶의 활력을 위한 사교 및 모임활동 연계, 일자리 연계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한정한 성별에 따른 독거의 인식차이를 파악하고
자 한 탐색적 연구로써 전국의 독거노인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독거노
인 대상자 특성(출신지, 직장생활 경험유무, 현지에서의 네트워크 정도 등)을 좀 더 구체화하고,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심도있게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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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베이비부머의 평생학습 경험과 그 의미
Exploring retired baby boomer's learning experiences in south Korea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하지영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주된 일자리2)를 퇴직한 베이비부머3)의 평생학습 경험을 배경·동기, 형태, 기
능·결과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개개인의 경력경로 및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심층 분석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삶의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정책
적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일군의 베이비부머들을 3년
간 추적 조사(향후 10년 이상 지속 예정)해 온 결과, ‘학습 또는 배움’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후
에 직업적 경력 및 사회적 참여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된 요인들 중 하나로 밝혀졌다(김은석 외,
2016). 이에 해당 사례자들의 학습 경험과 그러한 경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 및 맥락 등을 기 수집
된 자료를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 논의하고자 했다. 그동안 다양한 연령
대를 포함하는 성인(adult)의 학습 참여 동기 또는 요인에 관한 연구(Houle, 1961; Morstain &
Smart, 1974; 이숙원, 2002), 학습동기 또는 목표와 관련한 학습효과 및 성과에 관한 연구(김애
련, 2004; 최운실, 2005; Marriam, Caffarellra, & Baumgartner, 2007; 양은아, 2010; 정기범,
2014), 학습의 심리적 치유 효과와 삶의 변화에 관한 연구(김정희, 2016) 등이 진행되어온 가운데,
노인 대상에 있어 전나영(2007)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
의 자아통합감 수준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김정주, 유현옥, 서환환(2016)은 만65세 노인의 비형

1)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 jyha2001@naver.com
2) 주된 일자리란 모 연구에서 정의한 대로, 경력경로 상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자리이면서 임금(연봉)이 가장 많았던 일
자리를 지칭한다.
3)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1955~1963년에 출생하여 전체 인구의 14.6%(약 7,125천명)를 차지
하는 세대를 의미한다(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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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학습활동 및 무형식 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우울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양적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50대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학습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중·고령자 또는 노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에 관한 것이나
다수의 전직지원교육 또는 퇴직준비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실태, 효과 등에 관한 연구들은 차치하
고, 고학력 중장년층 퇴직자의 사회공헌프로그램 참여 만족, 프로그램 효과, 개선점에 관한 이해선
(2014)의 연구, 은퇴 교사의 학습경험과 그에 따른 직업적 소명의식의 변화과정을 탐색한 김진한
(2017)의 연구 정도로 수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편이고, 주로 대졸,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 특정
전문직 베이비부머 퇴직자에 한정한 한계가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베이비부머의 평생학습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16년에 수행한「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
단 연구(3차년도)」의 연구 참여자 총 60명 가운데 학습 또는 배움이 퇴직 이후 경력 유지 및 삶의
적응에 유의미하게 관여해온 것으로 파악되는 베이비부머 11명(18.3%)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모 연구를 비롯한 본 연구의 대상은 2014년 1차 본조사 시점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지 1년
미만 경과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과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및 센터를 통해 모집하거나 눈덩이 표집을 통해 선정되어 종단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이해하
고 그 참여에 서면 동의한 사례자들 중에 2년 후인 2016년 2차 본조사에 또한 서면 동의하고 참
여한 사례자, 그리고 성별과 학력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가 표집한 사례자를 포함한다. 이중 본 연
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11명의 사례를 최종 선정하였다.

2. 분석자료
모 연구는 2013년에 설계되어 현재 2014, 2015, 2016년 3년간 세 차례에 걸친 1:1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가 수집된 상태이다. 1차 본조사를 제외하고 박사급 질적연구 전문가인 연구진이 각자
담당한 연구 참여자와 직접 1:1 심층면담을 해왔다. 매해 심층면담은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졌고 모든 대화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 전용기기로 녹음되었다. 녹음
된 파일은 비밀 유지와 작업 후 파일 폐기를 서약한 별도 인력에게 제공되어 빠짐없이 녹취록으로
작성되었고, 그 녹취록을 공동 연구자들이 근거이론의 분석방법을 활용해 주요 의미를 생성, 분석
하여 영역별로 기록(이하 1차 분석)하고 그 하단에 의미별 해당 녹취내용을 스크립트로 남겼다. 이
1차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각 사례별 코딩 또는 범주를 상위범주로 개념화하는 2차 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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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기본적으로 사례별 1차 분석 후에는 정기적인 연구진 회의를 통해 내용의 간주관성
(intersubjectivity)을 추구해왔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은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당해의 조사 및 분석 내용에 관한 동료검증(peer review)을 실시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했다(김은석 외, 2014; 2015; 2016).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 경
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맥락을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는 모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목적
은 2016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경력을 유지하거나 사회적 참여를 지속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퇴직
자의 학습 경험과 그 의미를 더욱 심층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모 연구 3차년도 연구 참여자 60
명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11명의 3년간 1차 분석, 2차 분석 자료들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3. 분석방법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베이비부머의 학습 경험이 갖는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한 분
석 방법은 총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성인 또는 평생교육 및 중·고령 베이비부머의 학습 경
험에 관한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평생학습 경험을 분석하는 준거 틀로서 ① 평생학
습의 배경 및 동기, ② 평생학습의 형태, ③ 평생학습의 기능 및 결과라는 세 가지 상위 주제를
설정하였다. 둘째, 상기의 준거틀을 기반으로 11명 각각의 사례별 자료에 대한 개방코딩을 실시했
다. 개방코딩은 연구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 어구, 문장, 문단 등을 파악하여 반
복적인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통해 사례 간 수렴되는 특성을 발견하며 세
부 주제(theme)를 도출하고 나아가 수렴·도출된 특성에 기반하여 표집한 연구 참여자를 유형화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심우정, 김은석, 하지영, 2016). 본 연구는 이러한 개방 코딩 과정에서 사
례 간 수렴되는 특징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위 준거틀에 비추어 의미심장하다고 판단되는 단일 사
례의 내용도 하나의 독립된 하위 주제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마지막 단계로, 1차 개방 코딩 결
과로 도출된 세부 주제에 따라 분해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전체 맥락을 고려하며 다
시 읽고 사례 간 비교를 지속 반복하면서, 세부 주제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학습의 배경 및 동기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베이비부머의 학습은 그 배경 및 동기의 차원에서 퇴직 전후 개인에 따라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및 적응 전략’이라는 특성을 주로 갖는 가운데에 연구 참여자 개인에 따라서
는 ‘지속적 자기성장과 나눔’, ‘생활 자체’라는 내재적인 가치를 복합적으로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세부적으로 ① 퇴직에 대한 위기감 인지에 따른 대처, ② 퇴직 후 재취업 및 제2경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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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③ 주된 일자리와 다른 업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 ④ 지속적인 성장 및 전문화를 위한 것,
⑤ 계속 해야 되는(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2. 학습의 형태
평생교육 분야 일군의 학자들은 학습을 의도하거나 유발하는 교육주체나 형태 혹은 계획성 여
부, 교육이 시행되는 공간, 학습자 개인의 의지나 자율성 여부 등에 따라 평생학습을 크게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인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형식적(formal) 학습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
르기까지 제도화되어 있는 교육체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 할 수 있다. 비형식적(nonformal)
학습은 정규 학교교육으로 대표되는 형식적 교육체제 외에 다양한 의도적, 체계적 교육활동을 통
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가리킨다. 반면, 무형식적(informal) 학습은, 특정한 교육목표나 그것을 달
성하기 위한 체계나 형식이 없는 가운데에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학습 또는 배움을 말
하며, 환경과의 접촉, 다양한 사회경험 및 체험을 통해 내적으로 발생하는 우발적 학습(incidental
learning)을 포함한다(Coombs & Ahmed, 1974; Mannan, 1974).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의 평
생학습은 대부분 ① 비형식적이고 ② 무형식적인 형태를 띠는 가운데에 안정적인 재취업과 함께
퇴직 이후에도 ③ 형식적 형태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3. 학습의 기능 및 결과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학습이 갖는 기능 및 결과로는 정보 지식의 습득, 졸업장 및 학위의 취득
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 각자의 고유한 맥락에서 ① 학습 → 하고 싶은 일(전수傳授)
→ 치유, ② 학습 → 하고 싶은 일(나눔, 봉사 및 기여) → 즐거움과 보람, ③ 인식 및 관점 전환
→ 자아 확장->행동 변화, ④ 개조 → 자기 용도의 변경 및 재창조, ⑤ 학습 또는 배움은 끝이 없
다는 깨달음(30-남) 이라는 내재적 가치와 함께 ⑥ 학습 → (건전한) 사회적 관계 → 학습 또는 배
움의 선순환, ⑦ 학습 → (건전한) 사회적 관계 → 학습 또는 배움/재취업 및 제2경력 → (건전한)
사회적 관계 창출의 선순환이라는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이기도 한 의미들이 도출되었다.

Ⅳ. 논의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베이비부머의 평생학습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의미있는 활동이자 하고 싶은 일, 가치있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러한 일의 가능
성을 높여주는 유익한 활동이었다. 이는 누구나 경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여건 속에서
진정한 ‘나’로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 삶을 좀 더 행복한 것으로 가꾸고자 하는 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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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욕구의 발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학습 또는 배움에 대한 인식과 욕
구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현재 서비스 중인 교육프로그
램들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정보와 기회가 적시에 제
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고용 분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소위 ‘노인네 일자리’라고 불리는
단순 소득보장만을 위한 정책에만 주력하기보다는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행복한 자아실현을 위해
‘학습-일-일자리’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원하는 일을 계
속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습기회, 일과 학습이 함께 하는 가운데에 서로간의 나눔
과 성장이 가능하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및 기회 제공,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일자리들의 문제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이 중요하고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모 연구를 비롯한 후속 연구에 있어서 첫째,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학습 또는 배움 경험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또한 그 연구의
대상과 내용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거나 아니면 고학력 특정 대상에 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베
이비부머의 학습 또는 배움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관
련하여 둘째, 간과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의 일상학습 및 무형식 학습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하여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 경험과 함께 무형식적 학습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창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성에 비해 부족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학습 또는 배움 경험 사례를 더욱 발
굴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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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년층의 사회자본 인식 유형화 및 특성 분석
The Categorization of Perception toward Social Capital for Korean Older Adults
서울대학교 SSK 고령사회연구단

홍석호 1) · 황선영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전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노인문제
에 대처하는 정책제도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자본이 노인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학계의 조명을 받고
있다(이기홍, 2005; 손용진, 2010; 장유미, 2011; 장유미, 2012; 정순둘·성민현, 2012; 김상원,
2015; 김진현, 2016; 최지민·김순은, 2016; 어유경 외3, 2017). 사회자본은 개인 혹은 집단 간의
네트워크에 내재된 신뢰나 상호호혜적인 규범과 같은 자원을 일컫는다(Lin, 2001; 한상미, 2007;
곽현근·유현숙, 2011; 정순둘 외4, 2012). 국가나 지역단위의 사회자본의 수준이 노인문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이기홍, 2005; 손용진, 2010; 김상
원, 2015; 김진현, 2016; 최지민·김순은, 2016; 어유경 외3, 2017).
본 연구에서는 노인 개인이 인식하는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 및 참여의 수준과 이를 통해 발
생하는 신뢰와 호혜성의 가치를 노인의 사회자본이라 정의한다. 노인의 사회자본을 분석하는 단위
는 노인 개인 혹은 소규모 집단이지만 노인의 사회자본이 가지는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퍼트
남이 주장하는 신뢰, 호혜성, 참여와 같은 규범적 가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정순둘 외4,
2012; 이현주 외2, 2013).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자본은 노인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변화나 참여적
행동에 영향을 미쳐 노인문제를 감소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학자들이 분석적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네트워크, 참여, 신뢰, 호혜성 등을 구성요소로 하
여 이를 유형화하기 위해 시도하였다(김일석·곽현근, 2007; 한상미, 2007; 곽현근·유현숙, 2011).
사회적 자본을 크게 구조적 사회자본(structural social capital)과 인지적 사회자본(cognitive
social capital)로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대표적 예다(Uphoff, 2000; 한상미, 2007; 곽현근·유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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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구조적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의 존재와 특성을 일컫는
다. 구조적 사회자본은 거시적으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구조나 제도부터 미시적으로는 지역의
기관 혹은 집단 간의 네트워크까지를 포괄한다. 인지적 사회자본(cognitive social capital)은 규
범, 가치 , 태도, 신념, 신뢰 등을 일컫는다. 인지적 사회자본 또한 거버넌스부터 지역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까지 분석단위가 다양하다(한상미, 2007; 곽현근·유현숙, 2011).
<표 1>과 같이 사회자본을 구조적 사회자본과 인지적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
되 개인들간의 네트워크 수준과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에 따라 유형화하기도 했다(Paxton, 1999;
한상미, 2007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Paxton(1999)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자본의 양상
차이를 분석하되 네트워크에 참여 요소를 추가하였다.

<표 1> 사회자본 구성요소 사이의 역동성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와 참여

구분

신뢰와
호혜성

높음
높음

사회자본이 존재
신뢰 있는 교환관계

낮음

네트워크와 참여는 존재하나 신뢰 있는 교환관계 낮음
교류 보증해줄 제 3 필요

낮음
신뢰 또는 호의는
존재하나 상호작용에
문제 중개 필요
사회자본
존재하지 않음

출처 : 한상미(2007: 219)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네트워크 및 참여적 측면을 중심으로 노인의 성별, 연령, 가족형태,
학력, 소득, 지역 등에 따라 노인의 사회자본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한국 노년층
의 사회자본은 차별화되게 양상화될 수 있고 이에 미치는 요인들 또한 다양할 것이라 상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년층의 사회자본의 차별적 양상과 이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심도 있게 분
석한 논문은 드물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관계망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
라 분석하고 있다. 이는 사회자본의 인지적 측면보다는 구조적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등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뢰와 호혜적 규범과 같은 인지적 사회자본과
더불어 네트워크와 사회참여 등의 구조적 사회자본까지

포괄적으로 그 내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회자본의 차별적 양상에 미치는 영향요인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요인을 크게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가족형태, 결혼유무), 사회계층적 요
인(학력, 생활수준, 주택소유형태), 정치종교적 요인(정치성향, 종교), 주거환경적 요인(거주지역, 주거
형태)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노년층은 사회자본 인식에서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2. 한국 노년층의 사회자본 인식 유형별 특징은 무엇인가?
3. 한국 노년층의 사회자본 인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계층적, 정치종교적, 그리
고 주거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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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표본
2014년 6월과 7월에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작위로 32개를 선정한 후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여 만 65세 이상의 1,060명을 임의 대면인터뷰 방식으로 서베이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3.01% Point였다. 참가자의 평균나이는 약
74세였고, 여성은 약 60%였으며, 결혼생활 유지자가 64%,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
지자가 63% 경기도와 서울 거주자가 약 1/3(30%) 정도를 차지하였다.

2. 주요 변수
가.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자본의 척도는 개인이 인식하는 신뢰, 네트워크, 사회참여,
규범의식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김태종 외(2006)에서 활용된 조사도구를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고정은, 이민홍, 2015). 첫 번째 하위차원의 지표인 신뢰는 타인들을 신뢰
할 수 있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4문항(α=.659)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사회자본의
하위지표인 네트워크는 이웃, 친구, 친인척, 그리고 그 밖의 지인들과의 교류 정도를 묻는 5문
항(.785)으로 구성되며, 세 번째의 시민 참여는 주민모임, 시민운동단체, 동호회, 봉사단체, 정
당 및 정치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등에 참여하는 정도를 묻는 6문항(.676)으로 구성된다. 마지
막으로 규범의식과 관련된 하위지표는 사회규범, 국민의 의무 이행, 법 집행관련 개인의 의식
의 5문항(.868)을 물어보았다.
나. 인구학적 변인: 노인이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나이, 성별, 결혼, 그리고 동거가족의
변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다. 사회계층적 변인: 노인들의 사회계층적 특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변수(학력, 생활수준, 주택소
유)가 사용되었다.
라. 정치종교적 변인: 정치성향은 응답자들의 주관적 정치적 태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질문
과 범주형 명목변수인 종교를 포함시켰다.
마. 주거환경적 변인: 주거환경적 변인을 나타내는 거주지역과 주거형태 변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분석 방법
전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자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
석을 수행하였고, 사회자본 인식의 하위 척도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핵심 연구 분석 방법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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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노인들의 사회자본 인식과 유형
사회자본의 인식 수준 평균점은 신뢰가 3.69점, 규범이 4.09점, 네트워크가 3.07점, 그리고 참
여가 2.11점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인지적 사회자본인 신뢰와 규범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구조적 사
회자본의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K-평균 군집분
석에서 군집간의 거리와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3개의 군집 모형을 선택하였다. 군집 1
(생각만형)에는 350명(36.5%)의 노인들이 속해 있으며, 인지적 사회자본인 신뢰와 규범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이나, 구조적 사회자본인 네트워크와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248
명(25.9%)의 노인들로 구성된 군집 2(나홀로형)는 인지적/구조적 사회자본 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
났고, 361명(37.6%)의 노인들이 속해 있는 군집 3(신뢰교류형)은 군집 2와는 반대로 인지적/구조
적 사회자본 수준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사회자본 수준은 높고 인지
적 사회자본 수준이 낮은 ‘형식적교류’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2. 노인들의 사회자본 인식 유형별 특성
평균연령에서 생각만형(75.1세)에 포함된 노인들이 나홀로형(73.5세)과 신뢰교류형(73.6세)의 노
인들보다 높았고, 교육수준은 신뢰교류형의 노인들이 생각만형과 나홀로형의 노인들에 비하여 높
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생활수준의 인식에 있어서는 신뢰교류형의 노인들은 평균 2.8점으로 2.5점
을 나타낸 다른 두 유형의 노인들에 비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자가 주택소유 비중도 신뢰
교류형의 노인들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향과 관련해서는 나홀로형(3.2점)의 노인들
이 다른 두 유형의 노인들에 비하여 진보적인 성향에 가까웠고, 종교에서는 생각만형의 노인들은
불교 신앙자(39%)의 비중이 높았고, 나홀로형의 노인들은 어떠한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42%)
노인들의 비중이 높았으며, 신뢰교류형의 노인들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앙자의 비중의 전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생각만형의 노인들은 농어촌지역(34%)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나홀로형의 노인들은 도시지역(60%)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신뢰교류형은 상대적
으로 도농복합지역(28%)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와 관련해서, 생각만형의 노
인들은 단독주택(52%)에 거주하는 비중은 가장 높고, 아파트(31%)에 거주하는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나홀로형의 노인들은 아파트(50%)에 거주하는 비중은 가장 높으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9%) 등에 거주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특징이 나타났다.

3. 노인들의 사회자본 인식 유형의 영향 요인
준거집단인 생각만형과 비교하였을 경우, 나홀로형의 결정요인은 나이(OR = 0.97, p =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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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OR = 0.68, p < .001), 천주교(OR = 0.38, p = .031), 도시지역(OR = 2.84, p < .001),
도농복합지역(OR = 2.56, p = .001), 단독주택(OR = 1.96, p = .026), 그리고 아파트(OR = 2.64,
p = .001)로 나타났다. 즉, 인구학적 변인 중 나이가 많을수록, 정치종교적 변인으로 보수적인 정
치성향이 강할수록,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노인과 비교하여 천주교를 믿는 노인일수록 나홀로형이
기보다 생각만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환경적 변인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과 비교하여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에 거
주하는 노인과 비교하여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생각만형보다 나홀로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뢰교류형의 결정요인은 성별(OR = 0.58, p < .005), 무학(OR = 0.39, p = .002),
초등학교 졸업(OR = 0.49, p = .004), 그리고 중학교 졸업(OR = 0.49, p = .008), 생활수준(OR =
1.32, p = .011), 기독교(OR = 1.83, p = .009), 도시지역(OR = 2.50, p < .001)과

도농복합지

역(OR = 3.12, p < .001) 등이 나타났다. 즉, 이것은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일수록, 학력에서 고등
학교 이상 졸업자가 아닌 무학일수록, 초등학교 졸업일수록, 중학교 졸업일수록 신뢰교류형보다는
생각만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기독교를 믿는 사람
일수록, 도시 혹은 도농복합지역 거주자일수록 농어촌과 비교하였을 경우 생각만형보다 신뢰교류
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노년층은 3 가지 유형별 사회자본의 내재적 뚜렷한 특징들을 지니며, 외
재적 특징에서 특히 사회계층적, 정치종교적, 그리고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서로 간에 차이를 나
타냈다. 또한 사회자본이 형성되지 못하는 나홀로형의 경우, 정치종교적 요인과 주거환경적 요인
두드러지게 작용함을 볼 수 있었으며, 반대로 사회자본이 잘 형성된 신뢰교류형의 경우, 사회계층
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종교와 주거지역이 공통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표집방법과 척도 사용의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결과들은 노인복지 분야에서 실천적, 정책적, 연구적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실천적으로
네트워크와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비공식적 지지를 활용하려는 노력과 젊은 노인들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
발이 중요함을 제안한다.

정책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성향의 정치활동과 종교생활을 지원

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 사회자본 또한 취약해 지기 쉽기 때문에 노인 빈곤 퇴
치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그리고
종단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자본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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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에서 환자 안전에 관한 연구: 기관 특성에 따른
노인 부적절 약물 사용의 차이
A Study on Patient Safet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Difference in the use of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b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환경연구소1),

정영일 1) · 김홍수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기능상태가 취약하여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OECD 2013년 보고서는 장기요양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환자안전을 꼽았고 특히
약물사용 오류 문제에 주목한 바 있다(OECD/European Commission, 2013). 장기요양자는 만성
질환과 취약한 상태로 약물 사용이 많고, 약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미
국 연구에서는 노인입소자의 약 40~50%가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은 경험을 보고한 바 있다
(Gupta, Rappaport, Bennett, 1996; Corsonello et al., 2012).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나 실증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입소자 개인 수준의 특성을 중심으로 부적절 약물 처방 관련 요인
을 파악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특성이 약물관련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본 실증연구는 부족하였
다(장일영, 이영수, 전민경, 조형우, 오진선, 이윤경, 2013, Hwang, Kim, Lee, 2015). 기관 차원의
대응을 통해 환자안전문제의 발생과 위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실증 연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근거
생산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의 약물사용과 관련된 환자
안전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기관 특성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책임연구자 : 정영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조교수, extra012@snu.ac.kr)
2) 공동연구자 :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hk652@snu.ac.kr)
이 연구발표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과제고유번호: NRF-2010-0002802)과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고유번호: HI13C2250) 지원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이며, 책임연구자의 학위논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임

192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자의 약물사용과 관련된 환자안전문제의 현황을 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검증된 외재적 관점인 Beers’ criteria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Beers criteria는 미국노인병학회
에서 전문가 델파이 방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자에게 사용을 통해 기대된 효과보다 부
작용이 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분류된 약물군을 의미한다(American Geriatrics Society,
2015). 이 기준은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검증된 바 있다. 장기요양시설 91개소의 노
인입소자 1,230여 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포괄기능평가 정보, 처방약물 정보, 기관 정보를 통합하
여 약물사용문제 현황을 기관수준에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다수준 분석을 통해 개인수준 정보를
통제한 후에도 기관수준 특성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받는 Beers criteria에 해당하는 약물을 1개
이상 복용한 경험이 있는 입소자는 전체의 67%, 2개 이상 복용한 경험이 있는 입소자는 33%였다.
기관 수준으로 보면, 2개 이상의 부적절 약물을 복용한 입소자의 비율에 따라 5분위를 나누어 기관
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부적절 약물을 경험한 입소자 비율이 상위 5분위(5th quintile)에 속
하는 기관에서 부적절 약물을 처방받은 입소자 비율의 중위수가 56%였고, 하위 1분위(1st quintile)
에 속한 기관에서 부적절 약물을 처방받은 입소자 비율의 중위수는 8%로 기관별 차이가 컸다.
부적절 약물 사용에 관련 기관 수준 요인은 단별량 분석 결과, 설립년도가 장기요양 도입 이후
인 경우, 설립형태가 개인인 경우, 위치가 도시인 경우, 돌봄인력 수가 낮은 경우, 환자안전 문화
가 낮은 경우에 상위 5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개인 수준의 특성으로 일반적 요인과 기능상
태, 의료이용 현황 및 중증도를 통제한 다수준분석 결과 장기요양 기관의 평균 의사방문횟수가 많
을수록, 종사자가 인식한 환자안전문화가 낮을수록, 설립형태가 개인인 경우에 부적절 약물 사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기관평가 결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Ⅳ. 논의

입소자의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부적절 약물사용 현황의 차이가 큰 것은
기관 차원의 대응과 전략에 따라 약물사용의 안전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특히 국외연구결과와 같이 의사방문이 빈번하여 처방빈도가 잦은 것은 위험요인으로 다학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종사자가 인식한 환자안전문화 수준은 약물과 관련된 안전문제에도 관련되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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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기관의 설립형태에 따라 약물사용관리
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다. 장기요양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절 약물
사용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기관평가 항목에서 적절한 약물 사용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장기요양 기관에서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
한 장기요양 기관과 관리 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 장기요양에서 약
물사용 관련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현황에 대한 다각도의 파악과 장기요양분야의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 생산이 이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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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요법이 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bright light therapy(BLT) on sleep in institutionalized elderly
(Application of blue and white light)
신성대학교 간호학과1)

김현정 1) · 오진주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수면은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로서 수면장애 시 식욕상실,
우울, 정신질환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노인에서는 수면양상이 변화하여 수면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3, 4단계 수면시간이 짧아져 질적으로도 저하되는데 이는 노화의 생리적 변화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빛에의 노출은 생체 시계의 동기화를 통해 활동리듬, 수면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Hoof, et al., 2009) 멜라토닌이나 코티졸과 같은 신경 내분비 호르몬
을 조절하는데, 노화과정에서

감각기능의 퇴화, 신경세포의 감소로 인한 망막으로 부터의 신경신

호에 대한 반응저하 등은 일주기 리듬장애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수면변화가 초래된다(Freund,
et al., 2011; Hardeland, 2012). 이러한 생리적 변화와 더불어 노인의 수면문제를 악화시키는 주
요 요인으로 거주 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자경 등, 2010). 특히 요양시설 입소노인은 빛에
노출되는 빈도가 적고, 이로 인해 SCN이 부적절하게 기능하게 됨으로써 일주기리듬장애가 발생하
기 때문이다(Skene & Swabb, 2003). 실제 연구에도 입소노인들의 공간이 어둡고(Shochat et al.,
2000)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부족하여 시설 환경이 노인들의 수면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Ancoli-Israel et al, 1997a).
수면장애는 약물사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요양시설에서의 수면유도제의 장기간 복용은 내성 형
성, 낮 동안 졸림, 수면제 의존 경향의 증가는 물론 연하장애,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낙상위험성까지 초래한다. 이에 따라 고조도의 빛이 인체의 생체시계를 동기화시키고 호르몬의 정

1) 책임연구자 : 김현정 (신성대학교, 조교수, cottage906@gmail.com)
2) 공동연구자 : 오진주 (단국대학교, 교수, jinjoo@dankook.ac.kr)

김현정 외 _ 빛 요법이 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에 미치는 효과

195

상적 분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자극이 된다는 이론적 근거한(Duffy et al.,1996) 빛 요법이 수면장
애 치료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빛 요법은 부작용이 적고(Chesson et al., 1999) 정신과적인 문제나 우울(Bassa et al.,. 2013),
수면문제 개선 등(Hoof et al., 2009)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정신과협
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도 그 효과가 항우울제 사용과 동일하고, 환
자도 쉽게 받아들이므로 약물을 거부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요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Robert et al., 2005).
빛 요법에 대해서는 빛의 밝기와 기간, 중재 시간 등이 연구자마다 상이한데, 중재 기간은 효과
파악을 위한 1회성 실험을 제외하고는 5일에서 약 3주가량(Ancoli‐Israe et al., 2002; Fetveit et
al., 2004; 김신미, 1999; Dijk et al., 20212) 진행되었고, 노출 조도는 2,500 lux에서 10,000 lux
의 범위(Ancoli‐Israe et al., 2002; Fetveit & Bjorvatn., 2004; Chong et al., 2013; Akyar &
Akdemir, 2014; 김수옥, 2002; 김신미, 1999; 서영숙, 2011; 김윤아와 성미혜, 2015; Dowling et
al., 2005; Ho et al., 2002;

Dijk et al., 2012)였으며, 노광시간은 30분에서 2시간(Akyar &

Akdemir, 2014; Ohashi et al., 1999; Fetveit & Bjorvatn., 2004; 김신미, 1999; Dowling et al.,
2005) 이었지만 광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적용시간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빛 요법 중재
시 대상자의 자세나 빛에 노출되는 눈의 범위, 조도계의 측정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논문에서만 기
술되어 있어 연구에서 실제 제시한 노출조도와 대상자에게 입사되는 빛의 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
악하기 어렵다. 빛 요법의 적용 시간은 오전(Ancoli‐Israel et al., 2002; Fetveit & Bjorvatn.,
2004; Akyar & Akdemir, 2014; 서영숙, 2011; Dowling et al., 2005; 김윤아와 성미혜, 2015) 혹
은 오후(Chong et al.,, 2013; 김수옥, 2002; 김신미, 1999; Ho et al., 2002)에 시헹되었으며 노인
에게 흔한 전진성 수면위상 증후군의 일주기 리듬 조절을 위한 빛 노출 시간대는 저녁이 적당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Someren & Kushida, 2013; Burgess & Molina, 2014; 홍승봉, 2013).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백색광원을 사용하였으나(김신미, 1999; Rahman

et al., 2013;

Jung et al., 2010; 조숙행, 1998; 김수옥, 2002) 최근, 푸른색의 단파장 광원에서 우울이 개선되고
(Dowling et al., 2005; Glickman et al., 2006) 백색광보다 멜라토닌 억제효과와 일주기 리듬 변
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호연 등, 2012; 김경실, 2013; Glickman et al., 2006).
우리나라에도 빛 요법 연구가 치매노인(김수옥, 2001; 김신미. 1999, 서영숙, 2011), 성인(김윤
아 와 성미혜, 2015 김경실, 2013)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노인에게 적용된 국내 연구의
경우 광원의 색깔도 대부분 백색 광원 한 가지만을 사용하였고(김수옥, 2001; 김신미. 1999, 서영
숙, 2011) 또한 광원 색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조도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Glickman et al., 2006). 더욱이 중재효과 측정 시 생리적인 변수의 측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빛 요법을 적용한 후 수면에 미치는 효과를 생리
적, 객관적, 주관적 측면에 걸쳐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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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연구 중재 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시행되었으며 충남 A시에 소재하는 요양시
설에 입소중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푸른색 빛 요법 21명, 백색 빛 요법 22명, 대조군 23
명에게 적용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유사 실험 설계 연구이다. 실험군1, 2와 대조군 모두
중재 전·후 타액 코티졸, 수면 효율, 수면의 질을 측정하였다. 실험군1에게는 일상생활조도에서 푸
른색 빛 요법을, 실험군2에게는 일상생활조도에서 백색 빛 요법을, 대조군에게는 일상생활조도에
만 노출되도록 하였다. 빛 노출 시각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시행되었으며, 반사조도 약
2,500 lux를 30분간 적용한 중재를 10일 동안 시행하였다. 수면 효율은 Fitbit Flex(Fitbit, Inc.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수면의 질은 수면 측정도구A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결과 빛 요법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타액 코티졸 수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수면 효율, 수면의 질은 중재 후 유의하게 증가되어 빛 요법이 수면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
다(Table 1). 또한 푸른색 빛 요법과 백색 빛 요법 모두 대조군보다 수면 효율, 수면의 질은 유의
하게 증가되었지만 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Comparison of Saliva cortisol, Sleep Efficiency, Quality of Sleep
(N=66)

Pre-test
Variable
Saliva cortisol

Sleep Efficiency

Quality of Sleep

Exp.1 = blue BLT

Groups
Exp n  

Post-test

M ± SD

M ± SD

Difference
M ± SD



Kruskal-Wallis
test   
0.08 ( .962)

10.04±4.60

8.53±5.49

-1.88±5.03

-1.51 ( .130)

Exp n   11.99±10.85

8.34±5.68

-3.64±11.11

-0.84 ( .399)

Cont n  

9.46±4.95

8.47±5.60

-0.99±3.10

-1.34 ( .181)

Exp n  a 58.48±5.97

66.46±6.57

9.78±3.18

4.02 (< .001)

10.80 ( .005)

Exp n  b 56.12±7.86

64.84±9.13

8.72±4.15

4.12 (< .001)

(a,b > c)

Cont n  c 57.32±7.69

58.13±9.23

0.80±3.64

0.93 ( .354)

Exp n  a 35.14±6.52

42.05±8.32

6.90±6.38

3.70 (< .001)

15.17 ( .001)

Exp n  b 36.05±6.68

44.45±5.97

8.41±5.66

4.08 (< .001)

(a,,b > c)

Cont n  c 34.96±7.95

35.52±7.36

0.57±2.95

1.27 ( .467)

Exp.2 = white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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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적용된 빛 요법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수면 효율은 58.48∼57.32%, 수면의 질은 34.96 ∼ 36.05점의 분포로 타 입
소노인 연구결과들에서 정상 성인이나 지역노인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한 결과와 유
사해 입소노인의 수면을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 빛 요법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타액 코티졸 수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수면 효율, 수면의 질과 수면 만족도는 중재 후 유의하게 증가되어 빛 요법이 수면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푸른색 빛 요법과 백색 빛 요법 모두 대조군보다 수면 효율, 수면의 질
과 수면 만족도는 유의하게 증가되었지만 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타액 코티졸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선행연구와는 다
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렇듯 빛 노출과 코티졸 간의 상호관계가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보이는 이유
는 빛 요법 시 빛 노출 강도, 적용시간 등이 연구자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빛 요
법의 효과를 위한 표준화 된 환경 설정 프로토콜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코티졸
측정 방법의 문제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아침 기상 직후 측정하였지만 코티졸의 초일주기성으
로 인해 대상자의 일주기 리듬 중 가장 최고점의 코티졸 농도 지점을 찾았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대
상자들이 아침에 깨어나서도, 기상하지 않고 계속 누워있거나 다시 가수면 상태로 들어가기도 하는
등 연구자가 통제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코티졸 측정을
위해서는 Cortisol Awaken Response(CAR) 분석 방법을 사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면 효율은 푸른색군은 58.48%에서 66.46%로, 백색군은 56.12%에서 64.84%로
증가되어 시설 치매노인 및 병동 노인들에 대한 연구, 빛을 적용하여 수면의 향상을 나타낸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차이들
은 중재 시기 및 측정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중재 시 소실(washing)
시기를 둔다거나 수면 효율 측정을 주관적 설문지에 의존한 연구는 실제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의 수면 중재를 위한 연구는 중재시간을 정확히 설정하고, 효과
측정 역시 객관적, 주관적 효과를 모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빛 요법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고광도의 빛을 직접 쬘 경우는 안구자극, 구토, 두통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요법 동안 조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강한 빛 자극에 의한 각막 또
는 망막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광원을 직접 쳐다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면에 반사되는 반사광(난반사)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광원보다 눈부심을 줄였고, 특히 빛 요법 동안 놀이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노인들이 일정한 거리 내에서 광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환경은
빛을 직접 눈에 노출시킨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되며 수면에 대한 중재효과가 나타난 중요한 원인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푸른색과, 백색 빛 요법을 시행하였는데, 실험군 모두 대조군보다 수면 효율, 수
면의 질이 증가되었지만, 조명 색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노인을 대상으로 두 색을 동시

198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

에 적용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직접적 비교를 할 수 없으나 일부 다른 연령의 대상자 혹
은 실험환경에서 푸른색이 더 효과적인 수면효과가 있다는 결과들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런 결과
들 역시 대상자의 연령이나, 중재시간 등의 차이에 기인한 바가 있을 수 있으나, 노인 대상자들이
밝은 빛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더욱이 진행과정에서 대상자들이 푸른색 빛을 낯설어하는 것을
볼 때 조명의 색이 중재효과를 방해하는 외생변수로 작용했을 수 있다.
빛의 색에 따른 수면 효과에 차이가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동공면적은 감소하고
특히 보라색과 푸른색의 짧은 파장 대에서 가장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도 관련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노인에게 빛 요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세팅한 조도와 망막에 전달되는 빛의 양은 다를 수 있
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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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죽음불안, 사회적 지지가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탄력성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Depression, Death Anxiety,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Living Alon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장연식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국가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심리
적․사회적 지지의 의존도가 높은 독거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원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점
을 확인하고 정서적인 요인과 심리적 안녕감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를 밝혀야 한다.
독거노인의 정책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물질적 지원 중심이 되어온 반면에 심리적인 측면의
정서적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독거노인의 우울, 죽음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는 탄력성의 매개효과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
다. 독거노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서적 요인,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의 정
서적 요인을 잘 관리하고, 비록 정서적 요인이 잘 관리되지 못하더라도 탄력성을 통하여 위기나
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정서적 특성 중에서 우울과 죽음불안과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즉, 독거노인들이 정서적
으로 취약하여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응을 돕
는 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경로로 작용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1) 대전보건대학교, 조교수, 2000dustl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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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정서적 요인과 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을 살펴봄
으로써 변수들 간에 인과관계의 구조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설계되었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독거노인의 우울 및 죽음불안,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탐색적․확인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우울, 죽음불안, 사회적 지지와 탄력
성인 매개기능의 요인들이 심리적 안녕감의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경로가 설정된 후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독거노인의 정서적 요인과 탄력성에 관련된 변수들과 함께
심리적 안녕감의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
였다.

1. 연구모형
연구의 모형은 5개의 잠재변수와 18개의 측정변수와 함께 6개의 통제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정
서적 요인은 독립변수의 기능, 탄력성은 매개변수2)의 기능, 심리적 안녕감은 종속변수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통제변수의 기능을 한다.

＜표 1＞ 연구모형의 측정변수 구성

내생변수

외생변수
(독립)
우울
(자신, 환경, 타인)
죽음불안
(사건, 공포, 시간, 생각)
사회적 지지
(이웃, 가족, 친구)

(매개)

(종속)

(통제변수)

탄력성
(통제, 적응,
희망, 긍정)

심리적 안녕감
(성취, 관계,
애착, 지배)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지역,
경제, 건강, 부양)

2) 매개변수인 탄력성이 독립변수인 우울, 죽음불안,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
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β계수가 매개변수 추가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
지는 경우에는 완전매개, β계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부분매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Baron and Ken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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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한 관련된 이론들의 분석을
근거로 설문조사와 함께 연구문제와 모형 및 가설수립으로 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의 검증을 위한 자료의 실증적 분석을 위
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결과와 함께 논의와 결론 및 제언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 독거노인의 정서적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련된 매개변수의 관계
를 살펴볼 것이다. 이에 추정되는 관련 변수들을 기초하여 인과관계의 경로와 영향력을 구조방정
식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탐색을 통해서 관련된 변수들의 구조적인 관계
를 타당성 있게 모형검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오차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통제변수를 투
입하여 기초모형과 수정모형의 검증으로 변수들 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분석
한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거주중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9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2016년 3월 8일부터 15일까지 65세 이상의 남․여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로부터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여 대전․
충남지역에서 광역시, 시․군‧구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2곳에서 독거노인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생
활관리사를 통해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 간에 거쳐 대면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88부를 최
종분석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수 간 차이에서 우울은 성별, 학력, 건
강상태, 경제상태에서, 죽음불안은 성별과 학력에서, 사회적 지지는 성, 연령, 학력, 지역, 건강상
태와 경제상태에서, 탄력성에서는 성, 연령, 학력, 건강상태, 경제상태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성,
학력, 건강상태, 경제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우울과 죽음불안 및 사
회적 지지 변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에서 우울은 부적인 관계, 사회적 지지는
정적인 관계에서 직접적인 경로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미치고 있으며, 죽음불안은 직접적인 영향
력이 유의미하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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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거노인의 우울과 죽음불안 및 사회적 지지 변수가

매개변수인 탄력성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에서 우울은 부적인 관계, 사회적 지지는 정적인 관계에서 직접적인 경로의 영향력이 유의
하게 미치고 있으며, 죽음불안은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독거노인의 매개변수인 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관계의 경로와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
다. 즉, 우울과 죽음불안 및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인 탄력성과 결과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직
접적인 경로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거나 부적관계의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었지만, 회복력의 적응
기제인 탄력성이 매개변수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심리적 안녕감이 강화되는 영향력으로 나
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 차
이분석에서는 여성이고, 학력이 낮고,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나쁜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죽
음불안 차이분석에서는 여성이고, 학력이 낮은 경우 죽음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차이
분석에서는 여성이고, 연령이 높고, 농촌이고,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사회적 지지는 높
게 나타났다. 탄력성 차이분석에서는 남성이고,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고,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탄력성은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차이분석에서는 남성이고, 학력이 높고, 건강상
태와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심리적 안녕감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독거노인의 우울, 죽음불안,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 자료
로 분석한 결과에서 전체 변량에 관한 예언변수의 설명력은 89.4%(R2=.894)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지수와 비교적 변량에 부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거노인의 우울과 죽음불안 및 사회적 지지의 변수 중에서 우울과 죽음불안을 제외한 사회적 지
지 만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험적인 타당성 이론으로 확보되었다. 그러므
로 독거노인의 우울과 죽음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은 극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요인은 더욱더 강화하여 부정적 요인들을 보완할 수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전략적 적용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거노인의 정서적 요인과 매개변수인 탄력성의 경로와 영향력이다. 독거노인의 정서적
요인들이 매개변수인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분석결과에서 전체 변량에 관한 예언변수의 설명
력은 49.1%(R2=.491)로 높지 않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지수도는 비교적 변량에 부합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거노인의 우울과 죽음불안 및
사회적 지지의 변수가운데 우울과 죽음불안을 제외한 사회적 지지 만이 탄력성에 대한 유의한 영
향력이 미치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으로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인 우울은 탄력
성에 부적인 관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죽음불안도 부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영향력의 결과
로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탄력성에 정적관계에서 경로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독거노인의 탄력성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 의미 있는 회복력의 변수로 작용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탄력성이 매개효과로서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에서 직접적으
로 유의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독거노인의 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의 변량에 대한 예언변수로서
설명력은 89.4.%(R2=.894)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지수는 비교적 변

장연식 _ 우울, 죽음불안, 사회적 지지가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203

량에 부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매개기능의 역할을 강력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타당성이 이론적으로 확보되었다.

Ⅳ. 논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울과 죽음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사회적 지지 만
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탄력성이라는 적응기제의 간접적
인 경로를 통해서 우울과 죽음불안에 대한 위기와 상처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수준 높
은 심리적 안녕감으로 회복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우울과 죽음불안이 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력을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탄
력성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의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었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탄력성이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의 역할로 변화시키는 위기극복과 회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해주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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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의 자살시도 경험
A Study on the Suicidal Attempt Experiences of the Rural Elderly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정명희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가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농촌은 젊은 층의 이농과 함께 노인
들의 지역사회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윤성은, 한경혜, 2011). 농촌
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고령비율이나 독거비율, 기초생활 비율은 높고 교육수준은 낮아서 인구경
제학적 특성상 열악하다(채은희, 이효영, 2006; 김영주, 2008; 홍봉수, 2010). 농촌 노인의 가족적,
경제적 특성의 열악성과 함께 농촌 지역사회의 특성상 노인복지시설이나 복지서비스는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은 노인으로서 갖는 문제와 농촌지역이 갖는 지역적 문
제를 이중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 인, 2006; 채은희 외, 2006; 김은정, 2011). 이러한
농촌 노인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농촌 노인의 자살문제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1위이며,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자살문제가 심각함을 발표하였다(2015.10.3
일자 보도자료). 실제, 우리나라 농촌지역 자살율(郡단위, 인구 10만명당 46.97명)은 도시(區단위,
인구 10만명당 30.09명)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3).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노인자살 증가율을 보면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의 순으
로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지역에서 노인자살률과 자살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자살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인자살 연구들의 한계점과
농촌이라는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노인의 일상을 담는 삶의 공간에서 이들의 자살시도 경험은 어떠
한지에 대한 심층연구가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연구목적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자살
을 시도하였다가 생존한 노인들의 주관적 경험은 어떠한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개인은 물론 가족 및 농촌 지역사
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박사후 연구원, morning1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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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라는 공간적이고 생태체계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노인자살 예방과 개입전략, 그리고 정책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과정

본 연구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농촌 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의 본질에 집
중하여 현상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농촌 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Giorgi의
연구방법은 시간적 맥락에 따라 개인의 상황적 독특성과 개개인의 공통경험을 통합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최초 면담일시로부
터 최대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강원 W지역에 거주하는 3명의 농촌 노인이다. 여성노인은 2명, 남
성노인은 1명이며, 연령은 77세부터 82세로 후기고령 노인에 해당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
년 4월 26일∼7월 5일까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Ⅲ. 연구결과

도출된 연구결과, 6개의 구성요소와 19개의 하위구성요소, 58개의 의미단위 요약으로 나타났다.
농촌 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으로 도출된 구성요소들은 6가지로 <시련의 굴레에 파묻힘>, <삶의 좌
절감과 한계에 다다름>, <고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함>, <죽음을 완성하고자 했으
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음>,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수용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옴>,
<짊어질 멍에와 잡은 희망으로 아슬아슬 살아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촌 노인의 자살시도 경
험에 관한 6개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본질적 주제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역동적으로 연
결이 되고 있다. 이러한 6가지 구성요소별 하위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요소
인 <시련의 굴레에 파묻힘>은 ‘휘몰아쳐온 시련들’과 ‘켜켜이 쌓이고 쌓인 한’ 그리고 ‘외면당한
채 외딴 섬에 살아감’ 등의 하위구성요소들로 도출되었다. 둘째 구성요소인 <삶의 좌절감과 한계
에 다다름>은 ‘병 투성이가 된 몸,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옴’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
감’ 그리고 ‘짐 되기 싫음’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구성요소인 <고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함>은 ‘아주 오래된 각오와 준비’, ‘고통을 통제하기 위한 선택’, 그리고 ‘죽음에 무뎌짐’ 등의
하위구성요소들로 구분되었다. 넷째 구성요소인 <죽음을 완성하고자 했으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음>은 ‘은밀하게 후회 없이 시도’와 ‘삶과 죽음의 끈을 잡는 이들’, ‘생존자에게 찾아오는 번
뇌’ 등의 하위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구성요소인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수용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옴>은 ‘삶과 죽음은 신만이 주관함’, ‘나의 업보로 떠안음’, ‘나에게 힘을 주는 마
을 자원들’, 그리고 ‘버티며 살아갈 용기를 내봄’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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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짊어질 멍에와 잡은 희망으로 아슬아슬 살아감>은 ‘짊어져야 할 짐’과 ‘살아갈 희망 붙들기’,
‘자연을 바라보며 다시 부여잡은 삶의 의미’로 이루어졌다.
농촌 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의 본질적 의미구조를 살펴본 결과, 삶과 죽음의 의지는 개인의 문제
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온 외부압력의 충돌로 인해 생(生)과 사(死)의
갈등에서 오는 고통을 통제하기 위해 자살시도가 있었다. 이들은 생존하여 다시 살아갈 극복의 의
지를 다지지만 제자리인 고된 현실 속에 약한 삶의 의지를 지닌 채, 여전히 죽음의 의지가 공존하
며 불안정한 회복의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농촌 노인들의 자살시도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개인은 물론 가족, 농촌지역이라는 공간적
이고 생태체계적인 구조를 체계와 맥락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그림 1).

<그림 1> 농촌 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에 나타난 생태체계적 구조

Ⅳ. 논의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농촌 노인들의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성요소인 <시련의 굴레에 파묻힘>에서는 농촌 노인들의 생애를 둘러싸고 자살을 하게 되기까지
의 억압적인 가부장적 배경과 오랫동안 내재된 자살위험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구성요소에
서는 농촌 노인들이 살아온 생애 기간 동안 축적된 복합적인 생태체계적인 요소들이 발견된다.
즉, 가족과 외부로부터의 삶의 고통, 낮은 농업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상실로 인한
외상, 알코올 문제와 가정폭력, 친족과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와 고립으로 인한 폐쇄성과 공동체성
붕괴, 질긴 부양부담, 배신과 상처로 인한 깊은 화(火)와 한(恨)의 경험이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
구성요소인 <삶의 좌절감과 한계에 다다름>은 농촌 노인들이 자살생각과 계획, 준비를 하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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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다르게 되는 자살 요인들을 나타내준다. 이 구성요소에서는 열악한 농촌 노인들의 건강문
제로 인한 의료비 문제와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한 경제부담, 부정적인 노화에 대한 수용과 죽
음에 대한 두려움, 열악한 농촌지역에 살아가는 삶의 이중고는 결국 삶에 대한 무기력과 무망감,
그리고 좌절감이 되어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세 번째 구성요소인 <고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
해 죽음을 준비함>은 자살을 생각하고 준비한 과정에 대한 경험이다. 이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농촌 노인의 자살생각과 준비과정은 아주 오래된 각오와 준비 기간 속에서 구체적인 자살방법의
탐색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농촌 노인들이 경험한 주변인들의 죽음과 장례문
화는 자살생각은 물론 구체적인 모방자살까지 이어지게 되는 독특성이 발견되며, 깊이 뿌리박혀
있는 농촌의 음주문제 역시 자살의 고위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 구성요소인 <죽음을
완성하고자 했으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음>은 농촌 노인들의 자살시도에 대한 경험이다. 이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농촌 노인의 자살시도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철저히 은밀하게 단행되었
다. 자살시도 후, 농촌 노인들은 폐쇄적이고 효와 체면을 강조하는 유교문화 속에 깊은 죄책감과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농촌 노인들의 자살시도 방법에
있어서는 치명성이 높은 수면제와 농약, 그리고 목맴으로 나타난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구성
요소인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수용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옴>과 <짊어질 멍에와 잡은 희망으
로 아슬아슬 살아감>은 자살시도 후의 경험이다. 이 구성요소들에서 농촌 노인들은 다시 살아난
자신들의 삶을 조상이 지은 죄와 짊어질 업보로 받아들이는 강한 샤머니즘 사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 노인들은 자신의 죽음과 가족의 부양부담의 책임을 가지고 여전
히 죽음의 의지가 공존한 채, 불안정한 회복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농촌 노인들은 자신의 좋은 죽
음과 자식 잘됨을 희망하며, 자연이 주는 위로에 의지하여 삶을 재통합해 나가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후기고령이 될 때까지 농촌 노인들은 논, 밭을 일구고 살아오며 ‘땅’과 ‘자연’은 생
계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정직과 보람을 가져다는 배움의 터이자 인간에게 받을 수 없는 심리·정
서, 영적인 지지체계인 위로를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자살시도 경험을 가진 농촌 노
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활력의 원천을 자신이 살아온 생애에서 늘 곁에 있어 주었던 ‘자연’
에 의지하며 불안정한 회복의 과정에서 살아갈 의지를 부여잡고 있다. 이처럼 농촌 노인들의 자살
시도에 대한 회복과 생존과정에 있어 ‘땅’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연에 의지하여 삶을 위로
하고 재통합해 나가는 과정은 이제까지 기존 연구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주요한 발견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시하는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은
농촌 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이해를 개인 및 가족은 물론 농촌 지역사회라는 환경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맥락, 특히 생활공간이라는 생태체계적인 맥락에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를 통해 본 연구는 동일한 농촌 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이라 하더라도 이들 앞에 놓인 생태체계적인
맥락 속에서 생물학적, 심리적, 전통문화적 관점들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대상에 관한 연구와 다차
원적인 이론적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농촌지역의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변화되어가는 공동체 문화와 자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토착자원을 활용한 농촌지역사회 차원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과 역동성을 잘 아는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 경로회장 등의 토착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이슈들을 모으는 구축작업과 리

208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

더 양성,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하다. 셋째, 농
촌 후기고령노인의 심각한 자살문제를 고려한 실현 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이 되려면 자원의 열악성
과 낮은 익명성, 그리고 체면문화가 강한 농촌 지역사회의 이해에 기반한 예방, 위기대응, 사후개
입 체계에 초점을 맞춘 정책설계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 노인의 자살시도 방법에 나
타난 수면제와 농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철저한 규제와 관리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문화가 강한 농촌의 경우에는 가족은 물론 이웃의 누군가가 자
살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2차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의 측면에
서 자살예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농촌 지역사회라는 ‘공간’적인 맥락에서 농촌 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와 차별성이 있겠다. 후속 연구에 있어서는 노인자
살 연구 접근에 있어 경도되어 있는 병리적 관점에서 강점 관점으로의 전환을 통해 당사자의 관점
에서 삶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고 능동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해결의 단서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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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1) · 김미혜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2017년 4월 현재 전체 13.8%로(통계청, 2017) 고령사회를 목전
에 두고 있으며, 2050년에는 이 비율이 크게 늘어나 38.2%가 될 전망이다(He, Goodkind, &
Kowal, 2016). 우리사회의 고령화 대응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불안감
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김유진,
2011).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 중에서도 차별적 행동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정서는 상대적으로 노인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노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은 노인으로 하여금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노인의 차별경험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84%,
캐나다 노인의 91%정도가 1회 이상 노인차별을 경험했다고 한 연구결과가 있으며(E. B.
Palmore, 2004), 영국의 경우 일상생활 및 노동시장 등에서 약 18%~37%의 노인이 차별을 경험
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Rippon et al., 2013; van den Heuvel & van Santvoort, 2011). 우
리나라의 경우는 2003년의 김욱의 조사에서는 1개 이상 차별을 경험한 노인이 86%라고 보고하였
고, 2013년의 천희란과 김일호의 연구에서는 45.8%가 노인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한 바 있다(김욱, 2003; 천희란 & 김일호, 2013).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노인의 차별경험(김욱, 2003; 천희란&김일호, 2013), 노인에 대한
1) 책임연구자 : 김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생, kokocoo@nate.com)
2) 공동연구자 :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kmh@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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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나 이미지 등의 인식(남석인, 2008; 원영희, 2003; 이금룡, 2004; 정동하, 2009), 노화불안이
나 노년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같은 광범위한 개념이 포함된 연령주의를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어왔
다(오혜인, 주경희, & 김세원, 2015; 정순둘, 송아영, & 전혜상, 2015; 정순둘 & 정주희, 2014).
그러나 노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별행동만을 세분화하여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폭력이 전이된다는 입장에서 차별을 경험했던 피해자가 또 다른 차별의 가해자가 될 것인
가에 대해 노인차별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남석인(2008)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남석인
(2008)의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또 다른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남석인, 200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세대의 차별경험이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년에 주목한 이유는 이들이 사
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중추세대로서 노인과 가장 근접한 세대이기 때문에 노인에게도 가
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이 경험한 차별의 수
준과 우리사회의 노인 지위인식 간의 상호작용이 노인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1년에 실시된 제 9차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의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총 1,535명이 조사되었으며(김상욱, 김지범, 문용
갑, 신승배 & 장상수, 2012), 이 중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중년 611명을 추출한 후, 무응답과
응답거부로 인해 분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599명의 응답지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로는 김주현(2012)의 연령주의 척도 중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 3항목의 평균값을 사용하
였으며, 차별경험은 지난 1년간 본인(또는 가족)이 사회적 지위, 학력, 성별, 나이, 종교
, 출신지 및 거주지, 외모로 인한 차별 및 ‘성추행경험이 있는지를 물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항목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조절변수로 우리사회 노인지
위 인식은 우리사회의 노인차별이나 편견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심각하지 않다” 1점~ “매우
심각하다” 4점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1점을 심각한 차별적 지위로~4점을 평등한 지
위로 하여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전체적인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및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관계
를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tata14를 활용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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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결과

연구결과 중년의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의 수준은 2.22점(5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또한 중년이 경험한 차별 경험의 수준은 0.72개로 1인당 평균 1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간 경험하는 차별경험의 수준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효했으며, 설명력은 14%
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차별경험 수준과 조절변수인 노인 지위인식은 종속변수인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별경험수준과 우
리사회 노인지위에 대한 인식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나(β=-0.060, p<.05), 조절효과가 있
음이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효과크기를 비교해본 결과 차별경험수준과 우리사회 노인지위
에 대한 인식의 상호작용항의 효과크기(B=-0.274)는 노인편견(B=0.3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차별경험의 수준이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리사회 노인 지위인식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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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중년의 차별경험과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의 수준이 다소 낮은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가
능하다. 먼저 통계 결과 그대로 우리나라 중년은 차별을 적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
는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의 수준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가
지고 있는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국가의 경우 집단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고려하여 집단 내의 다른 성원들과 조화하
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소원근, 2012), 집단주의의 특성상 자신에 경험한 차별에 대해 집
단을 위한 자기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하여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이 적을 수 있다(박재홍, 2010).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보고된 것
에 비추어 볼 때(김욱, 2003), 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연구 참여자의 응답이 과소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노인과의 접촉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것
과 달리(김지연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노인과의 접촉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차별행동
이 높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노인과의 관계가 조부모 양육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본 연구
대상인 중년의 경우 노인의 직전 세대로서 노인부양과 같은 직접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차별경험 수준이 높고, 우리사회의 노인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면 상호작용 효과
가 나타나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가 노인에 대해 어떠
한 인식을 갖는가에 따라 개인이 노인을 대하는 차별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때문에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노인의 차별적 이미지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즉, 우리사회 전반의 차별을 줄이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인식을 높일
때, 실질적으로 노인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받은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을 끊고 노인차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야 차별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차별 민감성은 어릴 때부터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행동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 선애리, 2016). 그러나 대부분의 개입이 아동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중년의 경우에는 차별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찾기 어렵다. 이들의 많은 수
가 평일에는 직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어린 자녀가 있는 중년의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에 관한 민감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바쁜 직장인의 경우 별도의 시간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짧은 시
간을 투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중년이 경험한 차별이 타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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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차별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타주의와 평등주의의 확산이 대안이 될 수
있다(김미혜, 김수진, 류주연, 2017). 40~50대의 중년은 배려가 많은 세대로 인식되며, 이기적인
면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마크로밀엠브레인, 2012), 이러한 특징은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차별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타주의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
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전 사회적으로 평등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될 경우 차별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
다. 선행연구에서도 중년이 노인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윤경, 2007), 본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높으면 노인차별행동에도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임에 따라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
지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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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욕구의 좌절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 호혜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on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 of reciprocity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권은주 1) · 김순은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노인 자살의 급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인
의 자살 시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살 완료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며 시급한
대책을 요하는 문제이다(양순미·임춘식 2006; Miller, Segal, and Coolidge, 2001). 여성노인과
남성 노인의 자살률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의 결과에 주목하여 보면, 여성노인이 소득, 학력, 학
대경험에서 남성노인보다 모두 불리한 조건을 가짐에도 자살률은 월등히 낮다. 이러한 남녀노인
간의 차이는 앞서 지적된 변수들 중 사회적 관계망 요인이 노인 자살의 가장 직접적이며 강력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자살을 관계 요인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Joiner(2005)의 대인심리이론(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이다. 그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은 죽음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
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포착되었다. 특히 인식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과 좌절
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의 두 가지 심리적 경험이 죽음에 대한 욕구를 촉발시키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인식된 짐스러움은 낮은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나의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속한 조
직에 더 나은 선택일 것’(Joiner, 2005; 문경주 외2, 2015에서 재인용)이라는 생각을 포함하며, 좌
절된 소속감은 타인이나 집단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여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기본적
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불러일으키는 죽
1) 책임연구자 : 권은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생, karma0508@snu.ac.kr)
2) 공동연구자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sekim0313@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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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대한 욕구가 실제 자살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인 자살능력(capacity for suicide)의
요인과 결합되면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가진다. 선행연구에서 대인심리 이론은 다양한 인
구집단의 자살 의도에 대해 일관되고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난다(김보미·유성은,
2012; 하정미 외2, 2010, 추경진·이승연, 2012; 유계숙·손현겸, 2015; 박준식·김영범, 2015).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에 대한 지각은 개인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관계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 맥
락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은 사회적 기대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
고 욕구를 조정한다. 사회자본 이론은 사회 수준에서 관계, 행위, 기대 등을 일종의 자본으로 이해
하는 이론으로서 그 기능적인 역할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그 중 호혜성의 영향력에 대해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 이론에서 강조하는 일반화된 호혜성은 상대방에게 후하게 베풀어야 할 의무나 규범을
의미한다. 호혜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개인은 타인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책무
와 욕구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호혜성이 높은 사회에서 그러한 규범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될 때 오히려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따
라서 자살의도가 더욱 높아지리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는 호혜성이 사회적 약자인 노인세대에게
있어 기능적인 방식으로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노인기는 은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 등을 겪게 되는 시기이므로 위의 가정으로 설명하기
에 더욱 적합하다.
노인집단은 균질한 집단이 아니라 성별과 연령대 등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는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Aihara 외(2009)의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
이 높고 사회자본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김창엽(2016)의 연구
에서는 남성노인의 경우 독거노인 비율과 이혼율, 사회 신뢰가 지역 자살률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
성은 그렇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존의 대인심리 이론의 가설을 검증하고 호혜성이 그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앞서의 가설을 정리한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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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노인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기준을 따랐
다. 따라서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자료를 대상으
로, 연령이 65세 이상인 케이스만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KGSS의 2012년 자료에는
joiner의 대인심리이론을 측정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였다. 먼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산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종속변수가 자살 생각 여부(0, 1)의 이분형
변수(binary variable)이므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로는 SPSS 24.0을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표 4> 변수유형과 특성
변수유형

종속변수

변수

원문항 내용

척도

자살 생각

105. 귀하는 과거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거나 경험을 하신
0=아니다
적이 있습니까?
1=그렇다
지난 1개월간 나는 .....
(원자료를 재코딩)
3) 자살에 대하여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인식된
짐스러움

106-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 또는 내 자신을 실
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 2~8점,
게 되었다는 느낌
106-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또는 어떤 (4점 척도의 2문항 합산)
면에서건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

독립변수
좌절된
소속감

107-4)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5~15점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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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많지
않다
(5점 척도인 원자료에서 역
107-7)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 코딩, 3문항합산)
지 못했다
40-2)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0=여자
1=남자
(원자료를 재코딩)

연령(만)

40-3) 이 분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65세 이상 케이스만 선택

혼인상태

0=기혼 및 동거
40-4) 이 분의 혼인상태는 기혼,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동거 1=비동거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함께 사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원자료에서 재코딩)

최종학교

42.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0=무학
1=초등(국민)학교 혹은 서
당, 한학
2=중학교
3=고등학교
4=전문대학 이상
(원자료를 재코딩, 전문대
이상의 경우 다른 카테고리
와의 빈도수 차이, 원래의
분류 간의 질적 차이가 크
지 않다고 가정함)

종교여부

27.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원자료를 재코딩)

취업여부

46. 현재 귀하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0=아니다
1=그렇다
(원자료를 재코딩)

가계 상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22. 귀댁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 3=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십니까?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원자료에서 역코딩)

성별

통제변수

조절변수

1=매우 나쁘다
2=다소 나쁘다
3=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4=다소 좋다
5=매우 좋다
(원자료를 역코딩)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74. 전반적으로,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호혜성의
규범

1=전적으로 반대
2=상당히 반대
92. 시민권이나 정부 및 이웃과 관련된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3=약간 반대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동의도 반대도 아님
5=약간 동의
4) 나는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
6=상당히 동의
7=전적으로 동의
(원자료를 역코딩)
89.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공공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
니까?
1) 지역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
(예: 환경개선, 치안, 지역 분위기 활성화 등)

0~3점
호혜적 행동 2) 스포츠, 문화, 예술, 학술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예: 스 (원자료를 0,1 값을 가진
변수로 재코딩, 3문항 합산)
포츠 지도, 전통문화 촉진, 기술적 지식 혹은 기술 제공 등)
3) 사회적 취약 집단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예: 장애인, 아동, 노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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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전체 노인 집단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 0은 노인자살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하여 투입, 분석한 것이다. 모형
1은 모형 0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한 것이며 모형 2는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full model이다. 모형 1에서 자살 생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 변수이며 둘 다 자살 생각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독립변수들이 일정하다면 인식된 짐스러움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 생각을 하게 될 가
능성(Odds)은 약 110%증대된다. 또한 좌절된 소속감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좌절된 소속감은
24%증가한다. 따라서 결국 가설 1-1, 1-2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 2에서는 호혜성의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드러났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어 전체 노인 집단에서 호혜성은 대인관계 좌절과 자살 생각
의 관계에 조절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남·녀 노인 집단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노인집단을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전체 집단에서와는 달리 인식된 짐스러움만이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으며 통제변수 중 연령변수가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 증가에 따른
승산의 증가 정도는 18%이다. 또한 두 변수 모두 자살 생각의 승산을 높이는 정적(+) 영향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들이 일정하다면 인식된 짐스러움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
살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Odds)은 약 760%정도로 엄청나게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 노인 집단에서는 결국 가설 1-1을 지지,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 2에서는 좌절된 소속감과 호혜성의 규범의 주 효과가 드러났
다. 둘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좌절된 소속감을 느낄수록, 그리고 호혜성의 규
범이 강할수록 자살 생각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Exp(B)값인 자살 생각을 하게 될 가
능성(Odds)이 각각 786%, 2100%로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 생각
의 관계를 호혜성의 규범이 조절하는 것으로 드러나 가설 2-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주 효과와는 달리, 호혜성의 규범이 높은 사람이 좌절된 소속감을 경험할 경우 자살 생
각을 경험할 승산은 약 32%정도의 감소를 보였다.
남성노인집단은 변수 중 좌절된 소속감 변수만이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Exp(B) 값은 1.354로 좌절된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가 1늘어남에 따라 자살 생각은
35% 정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 노인이 호혜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가설 3은 기
각되었으며 반대로 여성노인의 경우 호혜성의 규범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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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첫째, 전체 노인집단에서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의 변수는 유의미하게 자살 생각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인심리 이론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기존의 연구
에서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1차 자료를 통해 검증한 관계를 2차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인심리 이론의 가설이 강력함을 드러낸다. 또한 전체 노인집단에서 호혜성의
주 효과와 조절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노인 집단에서 조절 효과를 확인
한 것에 비추어 보자면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
성을 시사한다.
둘째, 여성노인 집단에서는 호혜성의 규범 변수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으나, 좌절된 소속감과 자
살 생각 간의 관계만을 조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호혜성의 규범은 그 자체로는 자살 생
각을 하게 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반면, 좌절된 소속감과 상호작용할 때는 자살 생각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호혜성의 규범(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시민성의
덕목은 그 자체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으며 그것이 사회관계망 맥락 안에 있을 때만 긍정적 결과
를 가져온다는 Putnam(2000)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호혜성의 규범 자체로는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하여 자살 생각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관계나 관계의 좌절을 해석할 때
는 이러한 규범이 긍정적인 인식 틀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여성과 남성 노인집단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좌절된 소속감 변수가 자살 생각의 가능성
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의 경우 호혜성의 조절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으며 모든 변수 중
좌절된 소속감만이 유의미하게 자살 생각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노인의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보다 고립이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로 여성노인이 연령, 인식된 짐스
러움, 좌절감, 호혜성 등 관계에 대한 중층적인 문제를 지니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 같은 성차는
정책에 있어서 여성노인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성노인에 있어
서는 고립을 해결하는 데 정책자원을 집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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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의 일상 접촉과 아동의 연령차별주의
: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에 대한 구분된 분석을 통하여
The effects of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on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 of reciprocity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민애 1) · 한경혜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최근 연구(한경혜 외, 미발행 원고)에 따르면, 아동들은
자기보고식으로(Self-reported) 측정된 명시적 태도에서 노인과 젊은 사람에 대해, 일견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응답오차를 방지한 암묵적태도에서는 노인을 부정적인
것과 강하게 연합하여, 편견표출의 여부와 달리 암묵적으로는 전반적인 아동에게 연령차별적 태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차별주의가 이처럼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연령차별주의
예방과 개입의 시점이 아동기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동의 연
령차별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접촉이 편견을 완화시킨다고
보는 접촉이론에 근거하여 연령차별주의에 대한 ‘노인과의 접촉’ 효과에 주목하고자한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노인은 친족관계인 조부모와 비친족관계인 이웃노인으로 나눌 수
있다. 두 집단과의 접촉은 상이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친족의 의미와 영향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이웃노인과 조부모와의 접촉이 아동의 연령차
별주의에 갖는 영향력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아동의 노인 접촉 경험을 입체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 조부모와 이웃노인 접촉 경험을 모두 반영하여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상에 대한 접촉의 증가가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접촉이론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질이 보장되지 않는 접촉의 양적 증가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태도
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접촉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1) 책임연구자 : 석민애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대학원 가족학전공, 석사과정생, aiminnng@gmail.com)
2) 공동연구자 : 한경혜 (서울대학교 교수, ghhan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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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한 검증이 요구된다.
아울러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경우 단순한 평균적 특성을 넘어 어떤 개인적 경험적 요인과 관
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명시적 연령차별주의만이 아니라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접촉이론에 근거하여 조부모
및 이웃노인접촉 경험의 ‘양’과 ‘질’적인 측면이 연령차별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 연령차
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두 가지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서울 및 수도권 7개 초등학교 4~6학년 초등학생 503명을 대상으로 2016
년 5월 20일 부터 7월 8일 까지 수집한 ‘한국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프로젝트의 자료(연
구책임자: 한경혜)이다. 이 자료는 만8세~11세 연령의 참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척도,
설문문항, 검사지를 아동 맞춤형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3)이다.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하나
의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초등과정 1교시에 해당되는 4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와 설문을
진행하며 질의응답을 받는 집단면접조사방식(Collective interview survey methods)으로 수집되
었다. 종속변수는 두 종류이며 ‘명시적 태도’는 3분 범주형 변수로 노인에 대한 평가가 젊은이에
대한 평가보다 부정적인 경우 ‘젊음 선호’를 의미는 -1로, 노인에 대한 평가와 젊은이에 대한 평
가가 동일한 경우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0으로, 노인에 대한 평가가 젊은이에 대한 평가보
다 긍정적 이어서 ‘노인 선호’를 보이는 경우 1로 코딩되었다. ‘암묵적 태도’도 3분 범주형 변수
로, 젊은 사람에 비해 노인을 부정적 이미지와 강하게 연합하면서 긍정적 이미지와 연합은 약할
때 ‘노인-부정’을 나타내는 –1로,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와의 연합강도가 동일한 ‘연합없
음’은 0으로, 그리고 노인과 부정적 이미지 사이의 연합이 약하고 긍정적 이미지 사이의 연합이
강한 ‘노인-긍정’은 1로 코딩되었다. 주요 독립변수 중 ‘조부모 접촉량’은 동거경험 여부로, ‘조부
모 접촉질’은 “조부모와 만나면 즐겁다”와 “우리가족은 조부모와 여행이나 다양한 활동을 자주 함
께 한다”에 대해 1~10점으로 응답한 두 척도의 평균값으로, ‘이웃노인 접촉량’은 접촉의 빈도를
‘거의 만나지 않는다’ 부터 ‘자주 만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으로, ‘이웃노인 접촉질’은
‘어르신들을 만나면 무엇을 하는지 해당되는 응답을 모두 골라주세요’에 대한 응답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0)상호작용 없음 1)피상적 접촉 2)일정한 대화 3)함께하는 활동으로
재부호화 하였다. 통제변수4)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학년, 아버지의 직업이 포함되었고,
추가적으로 ‘조부모와 부모 간 관계의 질’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
시에, 조부모 접촉의 양과 질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조부모와 부모의 관계질은 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숫자가 클수록 관계가 좋음을

3) Babcock et al. (2016)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간이조사 및 예비조사를 거쳐 한국 문화에 적용 가능 하도록 번안하였
고,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연구진들이 함께 검토 작업을 거쳤다.
4) 통제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면의 한계로 자료집에서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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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분석방법은 암묵적 태도의 경우, 범주들 간에 ‘노인에 대한 부정적 연합강도’를 기준으
로 분명한 서열성이 있으며, 결과해석에서 ‘연합없음’의 범주가 주요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서열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다. 반면 명시적 태도는 실제 태도와는 별개로 겉으로 드러내고자
‘의도한 태도’이므로 각 범주들이 분명한 서열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0이 ‘중립적인
태도의 표방’을 나타내므로 다른 범주들과는 독립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각 범주에 속
할 승산을 보여주는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종속변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명시적 태도는 젊음선호(33.40%), 중립(31.73%), 노인선호
(34.86%)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반면, 암묵적 태도는 노인-부정(87.24%), 연합없음(5.97%), 노
인-긍정(6.79%)중에 노인-부정에 대부분의 표본이 편중되어 있었다. 두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는 <표 1>과 <표 2>에 각각 제시되었다. 우도비 검정을 통한 로지스틱모델 검정 결
과 명시적모델의 설명력은 유의한 반면 암묵적모델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α<.05). 명시적
태도의 경우 조부모 접촉질과 이웃노인 접촉질이 유의한 설명변수였으며, 조부모 및 이웃노인과의
접촉량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에 성별과 아버지직업,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도 명시적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반면 암묵적 태도는 모델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조부모 접촉량과 통제변수
인 조부모와 부모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Ⅳ. 논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명시적 태도는 아동의 성별, 아버지의 직업,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질,
조부모 접촉질, 이웃노인 접촉질과 관련되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젊음 선호나 중립적 태도
대신 노인선호를 보고할 확률이 높았고,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준)전문직인 아동에 비해 사무직일
때 중립 보다는 노인선호를 보였다. 또한 부모와 조부모가 사이가 좋을수록 노인과 연소집단 한
쪽에 대한 편중된 선호보다는 중립적인 응답을 보였고, 조부모 접촉질이 좋을수록 젊음보다 노인
선호를 보고할 가능성이 컸다. 이웃노인 접촉질은 ‘일정한 대화’라는 중간 수준의 교류일 때만이
유의하게 상호작용이 없는 아동에 비해 젊음 선호보다는 중립적 응답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암묵
적 태도는 두 변수가 유의하였으나 전체적인 분석모델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변수의 효과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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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아동의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대한 다항로지스틱분석
중립
(vs. 젊음선호)
OR
s.e.

중립
(vs. 노인선호)
OR
s.e.

노인선호
(vs. 젊음선호)
OR
s.e.

0.029** 0.034
0.194
1.214 0.147† 1.144
상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별(준거집단: 여성)
0.937
0.241 0.375*** 0.258 2.501*** 0.255
남성
1.085
0.169
1.121
0.157
0.968
0.155
학년
0.09
1.027
0.081
부모조부모 관계질 1.247** 0.107 1.214*
아버지 직업(준거집단: 관리,(준)전문직)
0.582
0.199 0.540† 0.325
1.077
0.329
사무직
1.059
0.441
1.385
0.419
0.765
0.448
서비스,판매직
0.721
0.257
1.202
0.368
0.599
0.374
기능,조립직
조부모 관련 변수
동거경험 (준거집단: 동거경험 없음)
0.997
0.273
0.939
0.271
1.061
0.271
있음
1.054
0.089
0.875
0.087 1.204* 0.086
조부모 접촉의 질
이웃노인 관련 변수
1.170
0.125
1.110
0.111
1.054
0.105
접촉빈도
접촉의 질(준거집단: 상호작용 없음)
2.045
0.913
2.129
0.461
0.961
0.392
피상적 접촉
2.418* 1.070
1.843
0.449
1.312
0.383
일정한 대화
1.212
0.887
1.896
0.78
0.639
0.701
함께 활동
63.60***
LR X2
24
d.f
409
n
주: 1) 괄호는 준거변수를 나타냄
2) †p<0.1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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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아동의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에
대한 서열형 로지스틱분석
OR

s.e.

1.241
1.125

0.302
0.184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별(준거집단: 여성)
남성
학년

부모-조부모 관계
1.223†
아버지 직업 (준거집단: 관리,(준)전문직)
사무직
0.765

0.110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조부모 관련 변수

0.349
0.702

0.598
0.416

2.092*
0.982

0.306
0.104

이웃노인 관련 변수
접촉빈도
0.855
접촉의 질 (준거집단: 상호작용 없음)

0.125

동거경험 (준거집단: 없음)
있음
조부모 접촉의 질

피상적 접촉
일정한 대화
함께 활동
LR X2
d.f
n

2.572
2.285
1.699
18.15
12
415

1) †p<0.10, *p<0.05, **p<0.01 ***p<0.001

0.363

0.586
0.586
0.959

조부모와 부모의 사이가 좋을수록, 조부모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아동이 노인을 부정적 이미지와
연합할 가능성이 낮았다.5) 둘째, 노인 접촉의 ‘양’과 ‘질’은 연령차별주의의 서로 다른 수준에 영
향을 미쳤다. 접촉의 질은 명시적 태도를 설명한 반면, 접촉의 양은 명시적 태도가 아닌 암묵적
태도와 약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셋째, 조부모 접촉과 이웃노인 접촉의 영향력이 다소 상이했다.
이웃노인 접촉의 영향은 명시적 태도에 한하여 나타났으며 일정수준의 대화를 경험하는 경우 중립
적인 응답을 높이긴 하였으나, 상호작용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노인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
은 아니었다. 반면 조부모 접촉의 영향은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에 걸쳐 나타났으며 접촉질이
높을수록 표면적으로 노인선호를 보고하고 접촉량이 많을수록 암묵적으로 노인을 긍정과 연합하였
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노인을 많이 그리고 긴밀하게 만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표면적으로 또는
내면적으로 연령차별적일 가능성이 낮다. 암묵적 연령차별주의가 인구학적 특성을 불문한 대부분의
아동에게 팽배함에도, 그나마 이러한 연령차별주의의 표출을 완화시키는 지점에 노인접촉의 질이 있
으며, 특히 조부모와는 더 높은 접촉 질이 담보될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조부모와의 잦은
교류가 아동의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를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미약하게나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는 상이한 과정으로 형성되고 서로 다른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들은 모두 개인특성과 가족 및 지역사회환경 변
수로, 이 변수들로 구성된 모델은 명시적 태도의 분산은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이면의 암묵적 태
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Karpinski와 hilton(2001)이 주장한 것처럼 암묵
적 연령차별주의가 개인특성이나 가족 및 환경 변수로 환원할 수 없는 거시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
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지지하며, 그간 명시적 측정을 기준으로 탐색된 연령차별주의
요인들이 나타낸 편견완화 효과는 연령차별주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령차별주의의 표출의
정도를 완화하는 한정적인 효과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령차별주의의
보다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거시변수에 대
한 탐색이 요구된다.
셋째,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웃노인 경험보다 조부모 경험이 연령차별주의에 보다 일관되고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조부모 경험은 노인에 대한 편견 표출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긍정적
인식 자체를 함양하는 것과도 미약하게나마 관련되었다. 반면 이웃노인 경험은 연령차별주의의 표
현에 한정된 영향을 발휘했으며 방향이 일관되지 않았다.6)

5) 암묵적 모델이 유의하지 않음에도 일부 변수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원인을 무엇일까(Karpinski와 hilton, 2001)?
그리고 Tam et al.(2006)의 논의에 따르면 암묵적 태도는 개인적 경험보다는 거시적인 문화에서 학습한 무의식적 태
도를 반영한다. 모델이 유의하지 않은 본 결과는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 대부분이
개인특성과 가족경험 변수이기 때문에 투입된 설명변수의 개수에 비해 암묵적 태도의 분산에 대한 전체 변수의 총설
명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델 설명력이 낮은 경우 예측의 정교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
도 두 개의 변수에 한해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것은 개인적 수준의 변수 중에서 두 변수에 한해서는 미미한 영향이더
라도 암묵적 태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Tam과 동료들(2005)이 대학생의 암묵적 연령차
별주의의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 다양한 변수들 중 노인과의 ‘접촉빈도’만이 유일하게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를
예측했던 결과와 동일하며,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부모 접촉량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더라도 암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6)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는 지면상의 한계로 구두발표와 추가 원고에서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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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수급의 젠더 차이에 관한 연구
Gender Differences in the Receipt of Elderly Care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함선유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노인에 대한 돌봄은 제공 주체에 따라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식

돌

봄은 돌봄 제공자가 공공영역 혹은 민간영역의 계약적 관계를 통하거나 돌봄 수급자와의 직접 고
용을 통해 유급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비공식 돌봄은 배우자/파트너, 가족원과 친척,
친구, 이웃 등이 제공하는 돌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비공식 돌봄은 돌봄 수급자의 본래 사회
적 관계 내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며,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제공된다(OECD, 2005).
비공식 돌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돌봄 수급의 패턴은 젠더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가령, 비공
식 돌봄이 주로 기존의 사회적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비공식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Bonsang, 2009).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자녀와의 교
류가 잦고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이 더 넓기 때문에 재가 돌봄과 비공식 돌봄을 더 많이 받는다
는 것이다(박경순, 2012). 반면, 대부분의 비공식 돌봄이 자녀보다는 배우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비공식 돌봄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성인 자
녀의 노부모 수발 의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함선유, 2016), 노부모와의 동거 비율도 낮아
졌기 때문이다. 자녀가 노부모를 돌보지 않을 경우 취약 고령자는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 차이와 부부의 연령 차이를 고려할 때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사
별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배우자가 생존하더라도 돌봄 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로 인하여 남편은
아픈 아내를 돌보는 시간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젠더 차이의 가능성에도 이를 주목
한 선행 연구가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편,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의 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로 다른 비공식 돌봄의 수급 양상은 공식 돌봄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1)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생, sunyu.h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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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부터 활발히 이
뤄졌다. 둘의 관계가 보충(supplement)인지, 보상(compensate) 또는 대체(substitute)인지는 돌
봄 정책의 방향과 서비스 설계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서구 선행 연구에서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는 크게 ① 과업 특정(task specific), ② 보상(compensatory), ③ 보충
(supplementary), ④ 보완(complementary), ⑤ 대체(substitute) 등의 5가지 모델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비공식-공식 돌봄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의 양
상이 젠더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5차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을 활용하고자 한다. KLoSA는 2006년부터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된
종단 조사로, 은퇴와 노후 소득, 건강상태 등 고령자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가 설계
되었다. 특히, 돌봄과 관련하여 돌봄을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를 총 5명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이들이 제공한 돌봄 일수와 시간에 대한 문항도 포함되었다. 이들 변수를 활용하여 돌
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누가 얼마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활용하여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돌봄 제공자와 그 제공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14년 5차 조사 응답자는 7,029명이고, 이 중 주요 변수의 결측치가 없는 응답
자 중(6,948명)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최종 분석 대상은 856명이다. 이중 남성은 412명이며,
여성은 444명이다.
실증 분석은 2단계 프로빗 추정법과 토빗 분석을 적용하였다. 우선,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
제공자 간의 상호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2단계 추정방법을 활용하였다. 돌봄 수급자는 여러
돌봄 자원들을 동시에 고려하며, 돌봄 자원들은 상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Greene, 1983). 따
라서 각 돌봄 자원을 내생적으로 보고 상호적인 영향을 통제한 뒤 각 돌봄 자원이 미치는 영향력
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급 시간 분석에 있어서는 시간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돌봄 수급 시간 자료의 경우 돌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
시간이 0인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는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 모서리해(corner solution
outcome)의 특징으로 종속 변수의 제약을 가정하지 않은 OLS 회귀분석을 적용할 경우 추정의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Wooldridge,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Type
1 토빗(Tobit)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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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에 대한 기술통계를 확인한 결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 중 74%는 공식 또는 비공식
돌봄을 받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돌봄을 받는 비율이 4%p가량 더 높게 나타
났다. 공식 돌봄의 경우 남성은 8.5% 가량이 수급 받은 반면 여성은 16%가 수급을 받아 여성의
수급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비공식 돌봄의 경우 남성이 72.6%, 여성이 64.0%로 여성의 비율이 남
성에 비하여 8%p가량 높게 나타났다. 비공식 돌봄 제공을 받는 경우 그러한 돌봄을 누가 제공하는
지를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남성 중 65.3%는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는 반면, 여성은 16.2%만
이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 이외의 가족원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비율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수급 시간을 살펴보면, 공식 돌봄
의 경우 여성의 월간 수급 시간이 238.3시간으로 남성의 209.4시간에 비하여 높았으며, 그 이외의
대부분의 비공식 돌봄은 남성의 수급시간이 여성에 비하여 높았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받는 돌봄
에서 남성은 아내로부터 128.3시간의 돌봄을 수급 받는 반면,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84.5시간을 수
급 받아, 월평균 44시간가량이 차이 났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수급 받
을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급을 받더라도 돌봄 시간이 더 작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남녀 간의 돌봄 수급의 비율과 시간 차이는 남녀의 여러 조건의 차이와 견주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가령,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평균 연령이 더 높으며,
ADL과 IADL의 수치가 높다는 점에 비추어 남성에 비하여 더 큰 돌봄 욕구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
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훨씬 더 높은 돌봄 욕구를 갖고 있음에도 실제 비공식 돌봄의 수
급률은 남성에 비하여 더 낮으며, 돌봄의 시간 역시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가구의 소득이 더 낮았으며, 독거의 비율도 남
성에 비하여 10배 가까이 높은 23%를 나타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는 비율이 낮은 이유를 일부 설명한다. 한편 동거자녀의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0.5명가량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수급 양상이 젠더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단계 프로빗
분석과 토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식 돌봄 수급과 그 시간에 성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젠더는 공식 돌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통계
의 결과와는 상반되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높은 공식 돌봄 수급률이 여성의 효과라기보다는 높은
장애 정도에 따른 것일 수 있다. 한편, 비공식 돌봄의 수급에 젠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성일 경우 비공식 돌봄의 수급률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의 시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다양한 돌봄 제공자로부터 돌봄
을 제공받고 있으나,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을 통제할 경우 실제 비공식 돌봄의 수급 시
간은 남성보다 유의하게 낮아진다.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은 남성과 달리 동거자녀의 수가 비공식
돌봄의 수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통계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하
여 동거자녀의 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자녀의 돌봄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과 맥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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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비공식 돌봄의 수급 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은 동거자녀의 수나 독거여부와 같은 비공식 돌
봄의 제공가능성은 돌봄 수급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인의 건강상태만이 비공식 돌봄 수급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성의 경우 동거자녀 수와 독거여부가 비공식 돌봄의 수급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과 남성 모두 공식 돌봄은 비공식 돌봄의 수급과 수급 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거자녀의 수와 같은 비공식 돌봄의 수급 가능성은 남성의 경우 공식
돌봄의 수급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공식 돌봄의 수급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돌봄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공식-공식
돌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분류 기준을 참고해 볼 때, 여성은 보상 관계를, 남성은 대체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돌봄 수급 양상이 여성과 남성이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돌봄 수급과 수급 시간의 양상을 확인하고, 2단계 프로빗 분
석과 토빗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식 돌봄은 수급 여부와 수급 시간에 있어 유의한 젠
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식 돌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수급률과 수급 시
간이 모두 유의하게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러 명의 돌봄 제공
자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음에도, 건강상태 등을 통제하였을 때 비공식 돌봄의 수급은 남성에 비하
여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는 비율과 그 시간이 상당히 높았
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 여성은 비공식 돌봄의 주요 제공자이나 정작 본인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때 이러한 비공식 돌봄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의 관계가 젠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식 돌봄 수급 시 비공식 돌봄의 수급 가능성과 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낮아졌다. 그러나 비공식 돌봄의 가능성이 공식 돌봄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여성의 경
우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보상하는 관계이며, 남성은 대체하는 관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똑같이 공식 돌봄이 제공되더라도 여성의 경우 본인의 관계망 내에서 돌봄을 제
공 받을 수 없을 때 공식 돌봄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Lyons and Zarit, 1999), 남성은 비공
식 돌봄과 공식 돌봄 간의 선호 관계가 없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는 비공식-공식 돌
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젠더 관점에서 보다 역동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결과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은 비공식 돌봄의 수급률과 그 시간, 제공자의 양상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
다. 또한 실제 수급에 결정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의 선택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여성과 남성은 같은 공식 돌봄 제도 하에서도 다른 욕구를 가질 수 있으며, 돌
봄의 만족도와 같은 돌봄의 성과(outcome) 역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돌봄에 관한
연구와 제도 설계 시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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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복지 허브화 사업과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의
연계 방안 연구
A study on linkage between local Welfare Hub Service and elderly care service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1) · 정종화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 복
지기관 간 연계체계구축을 통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그 핵심 목표로 추구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많은 복지 허브화 모델은 공공전달체계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민간 기관과의 협력부분을 어떻게 연계구축할 것인
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독거노
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Care)』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노인돌봄기
본서비스사업’과 지자체의 여건과 복지수요 등을 고려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의 복지 경력자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이하 생활관리사)에
대한 준 사례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취약계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를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민간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에 복지 허브화사업의 전
달체계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사회연계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1) 책임연구자 :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부센터장, kkhm1003@naver.com)
2) 공동연구자 : 정종화 (삼육대학교, 교수, welfare3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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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설문조사 : 독거노인지원센터 생활관리사 1,220명, 서비스관리자 240명
(2) 복지 허브화 사업 선도지역 담당자 인터뷰(노원구, 남양주시, 거창군 외)와 노인복지 전문가 자
문, 노인복지 현장전문가 FGI(노인복지기관 센터장,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실시
(3) 분석방법 : 서비스제공기관의 현황,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특성, 기관 및 조직특성, 사례관리
적인 측면에서의 직무실태 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기술분석 및 T-test, 상관분석 및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의 특성, 사례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직무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등에 대해 SPSS 18.0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 실태조사 분석결과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현장 전문가 FGI조사 결과
생활관리사들은 종합사정표에 의해서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리자는 이 계획에 대한 조정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
문에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에 서비스관리자들이 담당하는 사례 수가 너
무 많다보니 업무의 과중부담으로 작용을 하여 사례관리를 기피하려는 문제가 발생, 사례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의 사례관리 역량강화
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사례관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모두 의견이 일치하고는 있지만 내
부교육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효과적인 사례관리 교육을 위해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서비스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성별은 여성이 91.9%, 연령대는 40대가 39.2%, 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이상이 57.3%로
서비스관리자는 여성이면서 2~40대의 연령층과 고학력자임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
98.5%, 생활수준은 보통 이상이 89.1%,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모두 소유(1급 20.4%, 2급 79.6%)
그 외의 기타 자격증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도 다수 소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근무 경력은 37~60개월(3년~4년이하) 20.4%, 61개월 이상(5년 이상) 26.5%로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근무경력(타 기관 포함)은 12개월 이하(1년 이하)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13~24개월
24.6%를 합치면 2년 이하 근무경력인 경우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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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의 이해는 전체 평균 3.85점으로 보통 이상이며, 직무 기능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평균
이 4.20점으로 업무에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과업의 중요성과 자율성
은 각각 3.72점과 3.66점으로 기능의 다양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과업의 중요
성의 문항 중에서 ‘나의 업무수행결과가 타 부서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3.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자율성 문항 중에서는 ‘나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나의 재
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3.50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직 내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
특히 클라이언트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서비스관리자의 역할 및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도광조, 2009).
기관 및 조직특성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3.54점으로 보통 이상이며, 슈퍼비전 3.72점, 네트워크
수준 3.44점,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관의 지지가 3.34점으로 슈퍼비전에 비해 네트워크 수준, 사
례관리업무에 대한 기관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사례관리적인 측면에서 직무수행 정도는 3.84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직무과정별 수
행정도를 보면 개입계획 4.00, 실행 3.98, 서비스점검 3.84, 서비스평가 3.87, 사후관리 3.29, 사
례회의 3.48, (생활관리사에 대한)슈퍼비전 4.14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도광조(2009)의 연구에서 초기접수(intake)와 사정은 상대적으로
평균 이상의 수행 수준을 보였지만 개입계획과 실행과정에서 수행수준이 떨어졌고 평가과정은 가
장 낮은 수행수준을 보였다는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사후관리는 3.29로 상대적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나, 서비스 종결 이후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생활관리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성별은 여성이 99.4%, 연령대는 50세 이상이 70.1%.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52.8%로 생
활관리사들은 50대 이상의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 98.4%, 생활수준은 보
통 이상이 83.7%,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는 26.0%에 불과하였다. 기타 자격증 중에서 요
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58.0%로, 과반수이상의 생활관리사가 요양보호사 자격
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9.7%로 조사되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업무근무경력(타 기관포함)은 61개월 이상이 44.1%, 37~60개월이 24.0%로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사례관리교육 이수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가 80.4%로, 각 기관별로 사례관리교육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직무특성의 전체 평균은 3.75점(표준편차 .49)로 보통 이상이지만 하위차원별로는 기능의 다양
성 3.81점, 과업의 중요성 3.84점, 자율성 3.56점으로, 자율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평
균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서비스관리자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의사결정의 기회
나 의사결정권 과정에 최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및 조직특성의 전체 평균은 3.86점으로, 하위차원별로는 슈퍼비전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
으나, 네트워크 수준과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관의 지지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적 측면에서의 전체 직무수행 정도는 4.04(.4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직무과정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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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를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3.96점, 기초사정 4.12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4.38점, 민간자
원개발 및 연계 3.68점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4.3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관
리사의 업무 특성(주 2회의 가정방문과 주 3회의 안부전화)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민간
자원개발 및 연계는 3.68점으로 평균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정도를 보이며, 이는 전문지식
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에 따라 기초사정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는 사정과 상담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영역이므로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례관리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차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기초사정, 상담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정기적이면서 전문적인 사례관리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업무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초사정,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간
자원 개발 및 연계에 있어서는 61개월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업무를 한 생활관리사의 수행정
도가 가장 높았고, 기초사정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에 있어서는 12개월 이하의 생활관리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연구결과
연구결과 FGI나 설문지 등에서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의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정기적
인 사례관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빈도분석 결과 서비스관리자는 2년 이
하 근무경력인 경우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생활관리사는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사례관리교육 이수 여부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통계가
80.4%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의 일반적 특성, 직무특성, 조직특성을 독립변
수로 하고 사례관리적 측면에서의 직무수행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력이 5년 이상 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읍면동 허브화사업과
연계하여 복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Ⅳ. 논의

연구결과로 아래와 같이 연계모형을 도출하였는데 이 연계모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허
브화 모델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제안한 것이다. 연계모형 <그림
1>과 연계모형 <그림 2>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복지정책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며 그 안에서 독거노인전달체계 또한 변화를 요
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지역 내 찾아가는 서비스의 제 일선에서 움직이는 독거노인생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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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오랜 기간 활동을 통해 축적해온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발굴과 지원에 대한 역량을 기반
으로 하여 변화하는 지역복지에 생활관리사 활용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 독거노인지원센터 지역서비스 연계모형(안)

<그림 2> 준 사례관리자 전달체계 모형(안)

첫째, 생활관리사를 준 사례관리자 기준조건 강화 및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의 독거노인의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준사례관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된 생활관리사 중 희망자에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지식 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준사례관리자로 활동하는 생활관리사는 통합사례관리자로 복지 허브화센터로부터 받은 대
상자나 발굴 대상자 등에 대해 타 기관 의뢰나 서비스 연계를 해주고, 연계하기 전에 거동이 불편
한 노인을 집중 방문·상담 또는 유선 확인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 돌봄서비스 기본대상자 중 종
결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타서비스 연계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또한 복지서
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중간전달체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돌봄 기본 수행기관의 역할도 <그림 1>과 같이 복지사각지대 및 은둔형 독
거노인 발굴과 지역복지 허브화센터에서 요청한 대상자 연계 및 관리, 지역자원 연계 및 후원자원
개발·연계, 통합사례관리자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준사례관리자 또는 복지
허브화 요원’ 교육진행(수료증 발급), ‘복지 허브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요보호 독거노인 발굴·상담·자원연계·사후관리 등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중추적인 복지전달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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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이 있는 남성 어르신의 가정 내 역할 재정립 및
인식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Change and Reestablishment of Domestic Roles:
Focused on Elderly Men Living with the Family"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유민경 1) · 최윤정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에 걸쳐 삶을 이어오는 징검다리 세대로
전통사회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어르신들은 자연스레 전통사회의 부모역할을 이해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다.3) 하지만 오늘날의 가정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가 변화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화 되면서 기존의
가부장제도와 가족가치관의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아버지 역할과 관련된 가치나 규범, 신념 등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반면 아버지 삶의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직업세계는 변화속도가 느려 이들의 비동시성으로 갈등을 겪는 아버지들
이 나타나게 되었다4). 경제적 부양이 주 역할이었던 아버지 역할이 다양해지고 비중도 점자 커지게
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아버지 역할은 변화된 가족구조에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회의 맥락
으로 비추어 볼 때, 보다 나은 아버지상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5)
1) 책임연구자 : 유민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주임, 1004dbalsrud@hanmail.net)
2) 공동연구자 : 최윤정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부장, uhjisun@hanmail.net)
3) 윤재희(2010), 장년기 역할활동이 노년기 자아통합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4) 최영태(2006),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아버지 역할 인식변화에 주는 영향,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
5) 한창균(2015), 아버지교육 참여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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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적 부양자로서 전통적 아버지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던 50대 이상 남성들은 퇴직 이
후 새로운 아버지 역할에 대해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정 내 역할 부재로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고독감과 소외감,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 내 부적응의 결
과로 황혼이혼 등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던 30~50대 시기에 가정에서 수행하던 역할과 은퇴 이후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은퇴 이후 중․노년기 아버
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송혜림 외(2010)6)는 아버지 역할이 아버지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아버지 교육에 관해 현도영(2007)7)은 아버지 학교가 아버지의 역할과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밖에 여러 연구에서도 아
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역할 증진과 가족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년기 아버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아버지 교
육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여 개입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동거가족이 있는 노년기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 내 역할 재정립 및 인식변화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집단상담, 가족참여, 자조모임 등)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가족문제 예방의 방안모색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동거가족이 있는 남성 어르신 대상 아버지 교육이 가정 내 역할 재정립 및 인식변화
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사전·사후 검사 및 질적 평가를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16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가장(家長) 좋
은 아버지 학교’8) 프로그램 참여자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6) 송혜림, 고선강, 박정윤, 권혜진, 김유경, 진미정(2010), 가족친화환경 측면에서 본 남성의 아버지 역할수행 실태, 한국
가족자원경영학지.
7) 현도영(2007), 가족 내 아버지 역할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가장(家長) 좋은 아버지 학교’는 자기성찰을 위한 집단상담과 소통강화를 위한 가족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총 20회기(14회기 집단상담, 4회 가족참여, 1회 가족나들이, 1회 수료식)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은 주 1회, 90분씩 진
행하였다. ‘가장’은 ‘매우’와 유사한 의미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동음이의어로 ‘제일 좋은 가장
으로서의 아버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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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를 국내에서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
를 사용하였으며, 양옥경(2001)이 개발한 가족관계척도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자아존중감 변화9)

자아존중감

N

평균

사전

11

27.9

사후

11

30.08

가장 좋은 아버지학교 참여자 11명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살펴보면, 사전 평균 27.9점에서 사후
평균 30.8점으로 평균 2.18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전원이 상승하였다.

2. 가족관계 변화10)

가족관계

N

정서친밀

인정책임

수용존중

평균

사전

11

30.36

27.09

17.36

74.81

사후

11

32.45

28.45

18.09

79.0

가장 좋은 아버지학교 참여자 11명의 가족관계 변화를 살펴보면, 사전 평균 74.81점에서 사후
평균 79.0점으로 평균 4.19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전원이 상승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친밀 2.09점, 인정책임 1.36점, 수용존중 0.73점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가족 간의 소통과 관련된 정서친밀 영역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인터뷰 결과11)

9)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0) 양옥경(2001)의 척도로 정서친밀 11문항, 인정책임 7문항, 수용존중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
정적 가족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11)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와 참여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1:1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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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자 및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경우 가정 내에서 아버지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역할의 필요성을 인지하
게 되었다.
둘째, 가족의 경우 참여자의 실천을 통해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 변화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
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아버
지 교육이 아버지로서 역할 재정립 및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어 가족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Ⅳ. 논의

본 연구 및 프로그램 개입을 통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아버지 역할 재정립에 대한 참여자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년기 남성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기존의 아
버지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버지 역할의 필요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색하는
등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둘째, 노년기 아버지 역할 재정립에 따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개별 인터뷰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까지 좋은 아버지라고 자만했던 것 같아 부끄럽다’, ‘여태까지 나만 몰랐던 나의
고집, 앞으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지킬 것을 나 자신과 약속하고 싶다’, ‘배운 대로 했는데 생
각보다 할 만 했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많이 배웠고,
스스로 변화함을 느끼고 있다’ 등의 응답을 통해 역할 재정립에 따른 긍정적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가족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배우자 개별 인터뷰에
서 ‘프로그램을 통해 더 화목하고 부부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아 좋다’, ‘단순한 대화, 짧은 통화
만으로도 아들이 아버지가 변했다고 한다.’,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더 빨리 변했을 텐데 아쉽다’,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 좋고, 감사드린다.’, ‘다음 기회에도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등 소감
을 통해 일상에서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노년기 남성어르신이 가장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가족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과 필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년층의 가족가치 및 태도의 변화가 사회구조 형태와 사회구성원의
행동 변화속도에 비해 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년기 아버지 역할재정립 및 인식변화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예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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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의 특성상 평균 76세 이상 11명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통제집단이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전체 남성 노인으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양적 평가보다는 개별 인터뷰를 통한 질적 평가에 주
력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역할 상실과 가족관계 변화를 겪는 시점인 은퇴를 앞둔 50세 전후의 장년층을 대
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운영으로 노년기 역할 재정립 및 가족관계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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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세션

한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 연구
The Study on Volunteer Fieldworker’s Perception about Volunteer-Promoting
Strategies for Korean Senior Volunteers
한림성심대학교 사회복지과

이현주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노후의 여가생활을 어떻게 생산적으
로 보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제시하는 국가적으로 당면한 과제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생산적인 사
회참여를 수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이다. 2000년 전후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급속히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4%에 불과하다. 또한 지금까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지만(고양곤, 1999; 박태영, 1999; 박용순, 2001; 이금룡, 2002; 민복
기, 2006; 심미영 외, 2004; 조성숙, 2009, 강용규, 2012) 이들 대부분이 현장실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였으며 특히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 대한 점
검이나 그 실효성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인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그들이 생각하는 실천적 대안
들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방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과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림성심대학교, 부교수, hilov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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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자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노인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자원봉사 업무경력 2년 이상의 실무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눈덩이표집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직접적 내용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이론이나 선
행연구에 대한 개념적 타당화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다. 먼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방
안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내용을 묶어 12개의 카테고리를 도출하었고 추후 새롭게 발
견된 내용은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카테고리 내에서 노인자원봉사 담당 실무자들
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12개의 카테고리는 ‘노인의 인식 변화와 동기
부여’, ‘노인의 심신에 적합한 자원봉사의 개발’, ‘노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훈련’, ‘노인자원봉
사자 그룹 구성 및 운영 지원’, ‘체계적인 인정과 보상체계의 확립’, ‘중도탈락 방지 방안의 모색’,
‘다양한 모집방법의 활용’, ‘노인자원봉사자 관리전담 실무자의 배치’, ‘노인자원봉사자 관리 지침
이 필요’, ‘정기적 슈퍼비전 및 평가’, ‘최소한의 경비 지원’, ‘주무부처의 일원화’로서 각각의 장애
요인과 실천적 대안이 도출되었다. 여기서는 제한된 지면관계상, 새롭게 발견된 6개의 노인자원봉
사 활성화 방안들과 그에 따른 장애요인과 실천적 대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주 제

장애 요인

기관들 간의
유기적 네트워킹

• 타 기관 실무자간 의사소통이 어려움
• 지역 내 기관들의 역할 중첩
• 실적으로 인한 기관들 간의 파워게임

• 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간의 연계
• 지자체가 주축이 된 실무자 모임 운영
• 상호 연계를 위한 연구가 필요

베이비부머세대
참여 유도책 마련

•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부족
• 자원봉사보다 취업을 더 선호함

• 맨투맨 접근을 통해 노인의 욕구 파악
• 지식인층 은퇴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실무관리자 양성

• 역량 있는 실무자 유치를 위한 충분한
대우의 부재

• 대학에서의 자원봉사실무자 역량 교육 강화
•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가의 양성

일자리사업과의
상생 방안 모색

• 자원봉사 하던 노인이 다 일자리로 감
• 자원봉사와 일자리 부처 간 상호연계
부족

• 자원봉사와 일자리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 자원봉사와 일자리간의 제도적 연계가 필요
• 참여도가 낮은 봉사는 일자리사업으로 전환

민간주도의
중립적 정책 수립
사회적 인프라
확충

실천적 대안

• 정부부처의 일관성 없는 정책

•

민간영역에 믿고 맡기는 과정이 필요
• 정부, 학교, 현장간의 열린 소통과 정책
수립 • 국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사회적 요구에 못미치는 현장 인프라

• 성공사례 홍보를 통한 노인에 대한 편견해소
• 현장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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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방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현 시점에서 한국 노
인자원봉사의 실천현장을 중간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노인자원
봉사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실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자원봉사와 관련된 현장실무자, 자원봉사기관, 대학, 관련 학계, 정책입안자들에게 주
는 각각의 시사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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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서비스 접근 과정
: Levesque의 모형을 중심으로
Access to social services among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Application of
Levesque's framework
서울대학교 SSK 고령사회연구단

어유경 1) · 고정은 2) · 김순은 3)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노인자살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우울 증상을 느끼는 노인이 관련 서비스를 적시
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각 서비스 접근성
의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각각의 차원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접근과정 또한 역동적이고 복잡하다
는 점이 최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Beland & Stoddart, 1994; Hornbrook et al., 1985;
Levesque et al., 2013). 다시 말해, 서비스 접근 과정은 서비스 접근의 다양한 차원들이 서로 영
향을 미치고 각 단계 간에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이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노인들이 우울을 경험할 때 서비스에 어떤 과정을 거쳐 접근하
는지, 서비스와 노인들의 다양한 특성들이 이러한 과정에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포괄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 책임연구자 : 어유경 (서울대 SSK 고령사회연구단, 연구보조원, yugyeongeo@gmail.com)
2) 공동연구자 : 고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조교수, jungeunko@khcu.ac.kr)
3) 공동연구자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sekim0313@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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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이 연구는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이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을 질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
다. 접근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Levesque의 접근성 분석틀(A conceptual framework of access
to health care)을 기반으로 한다(Levesque et al., 2013). 본 분석틀은 기존의 접근성 논의를 종
합한 것으로, 환자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또한 접근성의 다양한 차
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들과 환자의 능력(ability)이 긴밀하게 연관됨을 보여준다. 즉,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다. 따라서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이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
하는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때 다양한 접근성 차원들이 환자의 능력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이 연구는 실제 우울을 경험한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 과정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취한다. 서울
소재 한 노인복지관의 이용자 및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고, 1:1 인터뷰를 실
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 우울을 경험한 34명의 인터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참여자
의 서비스 접근과정을 내용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하게 나타나는 접근 과
정상의 특징 및 접근성 차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분석 결과,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났다. 첫
째, 서비스 필요(needs)는 서비스 필요 인식 단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서비스 필요에 대한 인
식과 서비스 탐색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였다. 셋째, 노인들은 이미 이용 중인 서비스 중에서 우
울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를 탐색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더하여, 우울을 경함하는 노인이 서비스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성 차원들이 상
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첫째, 서비스 수용성(acceptability)과 적합성(appropriateness)은 긴밀
하게 영향을 주고받았다. 둘째, 노인들의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 수용성(acceptability)이 증
가하였다. 셋째, 서비스 적합성은 노인의 참여 능력(ability to engage)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노인이 서비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 달랐다.

Ⅳ. 논의

노인이 우울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우울감이 심각하게 진행된 후 개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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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 당사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관련 서비
스를 알리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우울 증상이 관찰되거
나 우울감을 직접 호소하는 노인에게는 지역사회 내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관을 구체적으로 추천
하고,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때 자녀 혹은 가까운
친구의 추천이 효과적이다. 셋째, 노인이 새로운 서비스 혹은 기관을 이용할 때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하도록 지원하고 보람 있는 활동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우울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
도록 독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가능한 나이가 적을 때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
스에 접근하여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서
비스 접근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울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비교적 작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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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by the Life Managers for Elderly People Living Alone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양재석 1)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으
며, 이에 따른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독거노인의 우울
증과 자살 그리고 고독사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국
가에서는 노인돌봄기본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노인돌봄기본사업은 독거노인생활관리
사가 1인당 25명 정도의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면서 직접 방문 및 전화 안부확인, 생활교육, 자원연
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접적인 대인서비스의 특성상 독거
노인생활관리사와 그들의 역할은 독거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독
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독거노
인생활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dpflzk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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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준비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노인돌봄기본사업 수행기관 중 편의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10개 기관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316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분석에는 316명(100%)의 설문지를 최종자료로 활용하였다. 서비스 질의 경우
Parasuraman(1985)이 개발한 서비스 우수성 측정을 위한 SERVQUAL 모형을 사용하였고, 자아
효능감은 Sherer,Maddux,Mercandante,Prentice-Dunn & Jacobs(1982)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김아영(1996)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장세진외 27명, 대한직업
환경의학회(2005)에서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척도를, 사회적
지지척도는 심리척도 핸드북Ⅱ(2000),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서울:학지사를 사용하
였다. 서비스 질을 종속 변수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관련 사항, 자아효능감, 직무스트
레스, 사회적 지지 등을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써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20.0

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9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은 54세, 평균근무기간은 65개월 정도였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및 대졸’이 56.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고졸’이 36.1%였다. 직업선택의 동기는 ‘적성과
흥미를 고려했다’가 39.2%로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서비스의 질의 영향
력에 있어서는 연령(β=.089, P=.114), 최종학력(β=.042, P=.462), 생활수준(β=.018, P=.751), 건강
상태(β=-.071, P=.207)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기간(β=.153, P=.007)만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자아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등과 서비스 질의 관계
에서는 자아효능감(β=.190, P=.001)과 사회적 지지(β=.224, P=.000)는 양(+)의 영향을 미치므로 서
비스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 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β=-.202, P=.000)은 음(-)의 영향으로 서
비스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각각의 결정계수를 보면 자아효능감(R²=0.036), 사
회적 지지(R²=0.050), 직무스트레스(R²=0.041)로 매우 낮은 설명도를 나타냈다. 또한 독립변수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상관계수=.260,P=.000), 자아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상관계수=-.060, P=.288),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상관계수=-.171, P=.002)로 자아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양(+)의 영향을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자아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독거노인생
활관리사의 근무기간이 길수록,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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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
무기간, 자아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
초로 할 때,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및 정책적으로 독거노인생
활관리사들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
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단 본 연구의 대상 뿐 아니라 대인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노인
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제공인력에 대한 역량강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설문조사가 서울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설문방식이 자가 채점방식으로 특히 서비스 질의 평가
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자아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의 각각의 세부요인(영역)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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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생활만족에 요양보호사가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are givers on life datisfaction of the elderly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김희진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의학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과 생활의 편리 등 삶의 질 향상과 생물학적인 요인인
수명 연장은 되었으나 노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의하면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1위이다. 행복한 가족이 있는 노인이라면 그러한 선택을 했을
까? 노인의 부양문제가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 65
세 이상 노인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은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영국, 독일 등 국가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증가,
가족의 부양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족구조가 변화되면서, 예전에는 여성이 집에서 가족의 모든
일을 도맡고 있었으나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한국 사회의 노인 부양문제는 이젠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
서는 노인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노인장기
보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노인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 사회보
험방식은 요양보호사를 보내어 노인들의 삶에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Ⅱ.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들의 부담 경감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데, 실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연구하려 한다.

1)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hopefer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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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요양보호사가 미치는 영향으로 노인생활 만족도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조사를 통해 삶의 질이 변화되는 것을 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for 18.0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T-검
정,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인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하여
분석하고, 대상 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회귀분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노인의 생활만족
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요양보호사를 성별, 연령, 거주상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만족도를 이
용하여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은 서비스 태도와 말투, 표현에 따라 느끼는 만족도가
달랐으며 요양보호사의 공감 표현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통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 현장
에서 함의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의 교환이론의 입장에서 노인들의 지식과 삶의 연륜으로 형성된 지혜를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자신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며 사회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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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년 여성의 가족기능에 따른 건강행태와 피로도 비교
Comparison of Health Behaviors and Fatigue by Family Function in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세명대학교 보건바이오대학 간호학과

황선아 1) · 권유림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중년 및 노년여성은 각종 만성질환 및 폐경 경험 등으로 신체적 건강위기와 가족과의 갈등 등으
로 정서적 건강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중년기의 이러한 위기는 가족 간의 애정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 여성의 가족기능에 따라 신체적
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건강행태와 피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건강행태, 피로도 정도를 파악하고, 가족기능에
따른 건강행태와 피로도를 비교하여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지역사
회 중년여성 36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19명을 제외한 348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 하였다.
가족기능은 가족간 적응도, 협력도, 성장도, 애정도, 친밀도를 평가하는 5문항으로 구성된 Family
APGA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건강행태로는 운동, 음주, 흡연, 카페인 섭취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피로도는 신체적 피로 증상에 대한 7문항과 정신적 피로 증상에 대한 4문항 총 11문항 구성된
Chalder Fatigue Scale(CFS)로 측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6월이었다.

1) 책임연구자 : 황선아 (세명대학교, 조교수, sawhang@semyung.ac.kr)
2) 공동연구자 : 권유림 (안산대학교, 조교수, kyr1016@a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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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5.1(±8.3)세로 40대(26.7%), 50대(39.1%), 60대(31.0%)가 골고루
분포되었다.
2. 연구 대상자 중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는 233명(67.0%)이었으며, 그 중 198명(85.5%)이
주 3회 이상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254명(73.0%)이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음주
를 하는 경우라도 주로 주 1회 미만인 경우가 86.2%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한
346명(99.4%)이 흡연 경험이 없는 비흡연자였으며, 카페인의 경우는 266명(76.4%)이 규칙적으
로 섭취한다고 응답하였다. 피로도의 경우 신체적 피로도가 9.12(±3.30)점, 정신적 피로도가
5.14(±1.95)점으로 전체 피로도 총점의 평균은 14.26(±4.92)점이었다. 가족기능이 좋은 경우는
140명(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자의 가족기능에 따른 건강행태와 피로도를 비교한 결과 가족기능이 좋은 그룹이 규
칙적인 운동(68.6%)을 하는 비율이 높고, 음주(25.7%)를 하는 비율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카페인 섭취는 가족기능이 좋은 그룹이 77.1%로 매우 좋지 않은 그룹
63.0%보다 높은 비율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피로도는 신체적 피로도,
정신적 피로도 및 전체 피로도 모두에서 그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결과 가족
기능이 보통이거나 좋은 그룹이 가족기능이 낮은 그룹보다 피로도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결과 가족기능이 좋은 집단에서 신체적인 피로도가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생활사건 스트레스 문제해결에 있어서 상호간 협력하게 되고, 집안일 등에서
도 서로 돕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점이 피로도를 낮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중·노년 여성이 호소하는 만성적인 피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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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마네트 중재가 경로당 여성노인의
활력, 인지 및 신체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 사례연구
Effect of a Dual-task net-step exercise on energy, cognitive and
physical function in Korean older adults : Pilot study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홍승연 1) · 유승은 2) · 이규연 3)

Ⅰ.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낙상 및 치매노인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관리 및 신체기능 향상의 필요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노화 과정에 의한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권
장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외국의 선행연
구 중, 후마네트가 노인의 인지기능과 보행기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후마네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한 후마네트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시킴으로써 낙
상 및 치매 예방의 중재 효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편의표집법을 통하여 Y시 K대학교 근처 경로당 노인을 선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자

1) 책임연구자 : 홍승연 (강남대학교, 부교수, yoni91@hotmail.com)
2) 공동연구자 : 유승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학부생, asdf7718@naver.com)
3) 공동연구자 : 이규연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학부생, 56299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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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참여한 8명 중 사전 측정, 중재, 사후 측정에 모두 참여한 최종 5명(평균 연령 83±2.06
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은 11주 간 진행되었으며, 중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측정으로 주관적 건
강상태평가, 활력 및 우울 측정, 인지기능(MMSE-DS)평가, 신체기능측정(SFT : Senior Fitness
test 중 양팔 벌려 한 발 들기, 탠덤서기, TUG)을 측정하였다. 통계학적 검정은 SPSS 12.0을 이
용하여 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1주간의 프로그램에서 사전 측정·중재·사후 측정에 모두 참여한 5명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건강상태, 활력 및 우울 검사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상태
와 활력은 각각 사전 측정보다 사후 측정에서 0.43점, 4.8점이 상승하였고, 우울에서는 0.4점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인지기능, 신체기능 중 외발서기, 탠덤서기 평가 또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으나, 평
균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인지기능은 1.2점, 신체기능 중 외발서기는 3.47초, 탠덤서기는
0.4초로 각각 소폭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TUG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사전측정치
대비 평균 3.10초로 감소하여 자세 이동성이 향상되었다(Z=-2.02, p<0.05).
후마네트 중재가 경로당 노인의 신체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TUG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상태, 활력, 우울, 인지기능 및 평형성에는 차이는 없었으나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은 모두 인지기능의 정상범위에 해당되므로, 단기간의 후마네트 중재프
로그램을 통해 인지기능 향상이라는 연구목적을 이루기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
를 연구하기 위한 표본 집단의 수와 기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수정보완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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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기요양보호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impacts of job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on burnout
among care workers in long-term care settings in South Korea
하와이주립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범중 1) · 임효연 2) · 전혜연 3) · 안준희 4)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에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년층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
호 종사자는 종종 많은 양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높은 수준의 소진에 직면
한다. 이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
소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계속되어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소진은 요양보호사의 정신과
신체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진은 간
병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질을 떨어뜨린다. 해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소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직무만족도와 직무자율성이 소진에 중요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자율성과 직무
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
기 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노인요양보호사들의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1) 책임연구자 : 김범중 (하와이주립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교수, bjk2001@hawaii.edu)
2) 공동연구자 : 임효연 (세종사이버대학교, 부교수, yellyhy@sjcu.ac.kr)
3) 공동연구자 : 전혜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hyeyoun.jun@gmail.com)
4) 공동연구자 : 안준희 (호서대학교, 교수, ja390@hoseo.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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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400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편의 표집을 이용하여 보조 생활 시설, 간호
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이용기관 및 시설에서 설문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
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University Research의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조사 대상자)는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만원에 상
당하는 비용을 받았다.

Ⅲ. 연구결과

회귀 모델 (An ordinary least-square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소진을 종속 변수로 직
무자율성, 직무 만족도 및 사회 경제적 지위를 독립 변수로 분석하였으며,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
도는 소진과 중요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연구결과는 직무자율성을 높이면 효과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을 통해 소진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의 동기 부여를 높이고 소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관리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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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 현황
Oral health status of nursing home residents in South Korea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1),

최지혜 1) · 김홍수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고령화는 건강 인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국소적으로 생각됐던 노인
의 구강건강도 중요한 건강요인으로 인지되고 있다. 노인의 구강은 노화로 인한 구강 내 다양한
변화와 전신질환 등으로 더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치유를 지연시키고 난치성이 되기
쉽다. 그러나 노인은 전신건강을 더 우선시하고 구강질환을 당연한 노화로 받아들여 치료와 관리
에 소홀히 하게 된다. 특히 일반 건강한 노인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동반된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구강건강은 스스로 자가 위생관리가 어려우며, 구강문제가 발생하여도 적절한 치과 치
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이러한 장기요양시설 노인 구강보건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으로 작년
부터 장기요양시설 구강보건서비스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설 안에서 다양한 상태에 있는 노인의
특성과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적절한 구강건강 관리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입소 노
인의 구강건강 증진과 구강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구강
건강 상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1) 책임연구자 : 최지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과정생, choi2jh@snu.ac.kr)
2) 공동연구자 :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hk65@sun.ac.kr)
이 연구발표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고유번호: HI13C2250) 지
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최지혜 외 _ 국내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 현황

263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 시용된 연구 자료는 2013년 노인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장기요양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 서비스 공급자의 특성과 입소자의 건강, 기능 상태를 조사한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 의료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2차 분석한 것이다. 조사에 사용된 연구 도구는 장기요
양 이용자의 포괄적 기능평가도구인 인터라이 장기요양시설 평가도구(interRAI LTCF)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 요양시설 표본 91개의 입소 노인 1,469명이다.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는 훈련된 평가자에 의해 관찰된 구강건강 문제인 구강 내 온전치 못한
치아나 염증 등의 출혈이 있는지 여부와 노인이 보고 또는 호소한 구강문제인 구강 내 통증, 저작
불편감과 구강 건조증 유무로 측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약 24%가 관찰된 구강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부러졌거
나, 조각난 흔들리는 온전하지 못한 치아가 있음이 가장 많았다. 약 29%의 입소 노인이 구강건강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는 호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 또는 안면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
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보고 또는 호소한 구
강건강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유형의 의료급여 대상 노인인 경우, 비 급여
노인에 비해 구강건강문제를 더 많이 보고 또는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소 기간이 길어질수
록 관찰된 구강건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착용 유무의 경우 입소 노인의 약 31%가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의치를 착용한 경우 착용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관찰된
구강건강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는 입소 노인의 약 3~4명
중 1명이 구강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문제 해소
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장기요양시설 구강보건서비스 제공과 질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 현황을 기초로 구강건강 관련 요인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맞춤 구강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장기요양시설 노인구강보건서비스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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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과 가족부양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이 인지기능,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사례연구
Effect of group-based cognitive training on the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dementia elder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 pilot study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홍승연 1) · 장혜정 2) · 박수빈 3)

Ⅰ. 연구배경 및 목적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유병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2012년 52만 명으로 2025년 100만 명, 2043년 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치매 유병률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 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치매는 질병의 특성상 조기
진단, 관리 그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는 알츠하이머병으
로 이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기능 저하는 자아존중감 상실,
우울, 활력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1차 주수발자인 가족부양자들에게도 나
타난다. 국가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중재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
매노인 및 가족부양자의 인지기능을 향상하며 치매노인과 부양자 간의 친밀감을 형성시킴으로써
우울의 완화 및 활력,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

1) 책임연구자 : 홍승연 (강남대학교, 교수, yoni91@hotmail.com)
2) 공동연구자 : 장혜정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학부생, lep0rem@naver.com)
3) 공동연구자 : 박수빈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학부생, dkflfkd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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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Y시 치매예방센터 등록 치매노인 8명, 가족 6명을 대상으로 5주간의 다국적 문화를 이용한 인
지기능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위하여 프로그램 전후의 건강, 우울,
자아존중감, 인지기능 설문조사를 하였고, 통계검정은 SPSS ver.20.0을 이용하여 Wilcoxon
Signed Rank 검정을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치매노인 8명과 조호가족 6명을 대상으로 다국적 문화를 접목시킨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5주간
실시하여 사전⦁사후평가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우울감은 평균 3.4점에서 2.9점
으로 0.5점 감소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SF-36의 활력점수는 235.7점에서 285.7
점으로 평균 점수 50점이 소폭 상승했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게 상승하였다(z=-2.77, p<0.5).
자아존중감은 평균 29.1점에서 29.6점으로 0.5점 향상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인
지기능(MMSE-DS)점수도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Ⅳ. 논의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는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으로 중요한 사회문제
라고 할 수 있다. 인지기능이 저하되면 자아존중감 상실, 우울과 활력 감소 등을 초래하며 부양가
족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본 연구는 치매노인과 조호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국적 문화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5주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여 치매노인과 치매가족의 활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 이번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은 사전·사후 측정기간을 제외한 프로그램 진행 횟수
는 총 5회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다소 부족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
지만 대상자의 인터뷰, 수업관찰결과와 평균을 비교했을 때, 인지재활 및 우울감 완화, 활력 및 자
아존중감 향상 효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에 비추어서 몇 가지를 제언하면, 첫째,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적절한 중재의 효
과 검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12주 이상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인지기능저하 노
인 혹은 치매노인, 그리고 1차 주 수발자인 가족부양자들의 자아존중감, 상실, 우울, 활력 등을 위
한 다양한 중재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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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경험 분석 :
포커스그룹 면담
A study on nursing students’ volunteer experience for
dementia elderly people: focus group interview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김두리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치매는 기억력 감소를 동반하는 비가역적인 만성 퇴행성질환으로 인지저하 및 행동, 기분장애,
의존성증가에 따라 기능저하를 유발하여 다른 질환보다 돌봄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크므로 가족들
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다. 따라서 최근 치매광역 센터 및 치매지원센터가 개설되었으며 치매환
자를 위한 치매관련 교육, 봉사, 홍보활동을 통해 치매돌봄문화 확산되고 있으며, 전 국민 치매인
식을 개선하기 위한 치매파트너 활동이 생성되었다. 치매파트너 활동은 대학생, 일반인들이 모두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치매극복의 날, 치매극복 걷기대회, 국가치매관리 워크숍 등이 있으며,
치매파트너들은 치매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치매환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최근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치매파트너의 역할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이 중에
서도 대학생 치매파트너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적용과 시간활용이 매우 용이하여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학생 치매파트너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학생들의 치매파트너 활동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파트너 활동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추후,
간호대학생을 위한 치매환자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1) 건양대학교, 조교수, kdr2015@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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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파트너활동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면담을 적용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D시 치매광역센터에서 치매파트너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한 K
대학 간호대학 2학년 30명(5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면담을 수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전 질문개발을 수행하였으며, 면담수행은 1회 60~80분 소요되었다. 질문에 대한 더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도출되지 않을 때 까지 자료수집이 수행되었다. 최종 수집된 면담자료는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파트너 활동의 경험은 ‘치매전
문가가 되어감’, ‘치매예방 홍보 전도사가 됨(치매예방 홍보를 위해 노력함)’, ‘세대 간 소통의 기
회가 됨’, ‘예비간호사로서의 나를 준비함’의 4개로 범주화되었다. 이에 각각 하위범주로 ‘치매전문
가가 되어감’은 치매관련 지식증가,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알게 됨, 치매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함,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었다. ‘치매예방 홍보 전도사가 됨’의 하부범주로는 스
스로 치매예방 수칙을 수행함, 가족들에게 치매예방의 중요성 설명함, 주변사람들에게 치매예방활
동 홍보함, 친구/가족들에게 치매파트너 활동을 권유함이었으며, ‘세대 간 소통의 기회가 됨’은 노
인과의 첫 만남이 됨, 노인에 대한 편견 사라짐이었다. 마지막으로 ‘예비간호사로서의 나를 준비
함’의 하부범주는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는 기회, 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습득함, 보호
자의 마음을 이해함, 미래의 관심분야를 생각해 보게 됨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은 치매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부
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고령화 사회와 함께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감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간호대학생으로서 스스로 해결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한 학년을 대상으로 분석
한 내용으로 추후, 지속적인 반복 연구를 통해 이들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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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화를 활용한 회상 프로그램이
경도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례연구
Effect of reminiscence intervention with traditional fairy tale on the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in elders with dementia: pilot study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홍승연 1) · 김혜민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노인 인구와 치매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기대수명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
서 이미 치매에 걸린 치매노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치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치매와 우
울증이 같이 나타나게 되면 치매증상을 악화시키며 치매환자의 40%에서 우울증이 관찰된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의 우울감 개선 및 치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러 외국 연구에서 노인에게 적용한 회상요법은 자존감 강화, 자기인식 강화, 우울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회상요법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전래동화를 활용한 회상프로그램이
경도치매 노인의 인지능력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S구 노인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경도치매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8
주간의 전래동화를 이용한 회상 중재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는 우울감, 활력, 인지

1) 책임연구자 : 홍승연 (강남대학교, 부교수, yoni91@hotmail.com)
2) 공동연구자 : 김혜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학부생, hee_0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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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MMSE-DS) 변인을 프로그램 전과 후를 비교하였으며, SPSS 23.0으로 Wilcoxon signed
rank, descriptive stat을 이용하여 검정하였고,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8주간의 프로그램 후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의 우울과 활력, 인지기능(n=10)은 모두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은 사전 1.90에서 사후 1.40로 평균 0.5점 감소
하여 긍정적인 우울 저하의 추이를 보였고(z=-0.417, p<.05), 인지기능은 사전 20에서 사후 18.30
으로 평균 1.7점 감소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z=-0.985, p<.05).

Ⅳ. 논의

8주간의 전래동화를 활용한 회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노인은 인지기능과 우울에 있어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상대적으로 짧은 프로그램 시행 기간, 적은 샘플사이즈 등의 제한으로 본 연구의 주요 지표들에
유의한 향상은 유도하지 못했으나, 제한된 향상을 보임으로써 향후 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경도치매노인의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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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돌봄 제공자의 주관적 부담과 객관적 부담의 영향요인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Burden and Objectiv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in
Dementia Patients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화 1) · 최해경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급격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치매환자의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가족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
족 돌봄 제공자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주로 가족 돌봄 제공자의 주
관적인 부양부담에 초점을 두고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주관적인 반응을
평가하는 돌봄 부담도 중요하지만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평가하기 위한 시
도가 필요하다. 돌봄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돌봄 활동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객관적인 돌봄 부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치매환자에게 제공되는 재가 급여 서
비스는 시간으로 제공되어 가족이 돌보는 시간을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족의 객관적
인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선행연구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기능상
태, 가족 돌봄 제공자의 특성 등도 주관적, 객관적 부담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주관적인 부담과 객관적인 부담
수준을 살펴보고 돌봄 대상자 요인, 돌봄 제공자 요인, 돌봄 상황적 요인이 주관적인 부담과 객관
적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책임연구자 : 이선화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miso@cnu.ac.kr)
2) 공동연구자 : 최해경 (충남대학교, 교수, kchoi@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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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를 일차적으로 돌보는 주 가족 돌봄
제공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치매환자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말하여, 주 가족 돌봄 제공자는 치매환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아들, 며느리, 딸, 사위)
로 한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면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부실응답에 대한 처리 후 259부가 분
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활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측정은 먼저, 치매
환자의 ADL, IADL, 인지기능, 행동문제를 포함한 기능상태를 돌봄 대상자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돌봄 제공자 요인은 가족 돌봄 제공자의 성별, 경제활동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측정하였고, 돌봄 상황적 요인은 공식 재가서비스 이용 유무와 부 돌봄 제공자 유무로
살펴보았다. 종속변수 측정관련해서 주관적 부담은 22문항으로 구성된 Burden Interview(Zatit,
Orr, & Zarit,1985)를 합산하여 사용하였고, 객관적 부담은 가족 돌봄 제공자가 하루 평균 치매환
자를 돌보는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치매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주관적 부담 수준은 47.49점(SD=13.95), 최소 6점, 최고 80점으
로 나타났고, 0-4점까지의 5점 변환평균점수로는 2.16점(SD=.63)으로 중간값 2점을 약간 상회하
는 수준이다. 객관적 부담수준의 측정지표인 주 돌봄 제공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평균 4.87
시간(SD=2.73), 최소 1시간에서 최고 14시간으로 나타났다. 재가 치매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주
관적인 돌봄 부담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33.9%로 적합한 모
형으로 나타났다(F=14.114, p<.001). 주관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동문제( =.307,
p<.001), 주관적 건강상태 (  =-.164, p<.001), 가족주의 가치관(  =-.130, p<.05)순으로 확인되었
다. 즉, 치매환자의 기능상태중 행동문제가 심각할수록, 주 돌봄 제공자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
게 인식할수록, 가족주의가치관이 낮을수록 주관적인 돌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
적 부담에 영향요인 모형의 설명력은 3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적합도를 보였다
(F=16.036, p<.001). 객관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IADL( =.224, p<.01), ADL( =.211,
p<.01), 경제활동유무( =-.204, p<.001), 성별(  =-.165, p<.01), 행동문제(  =-.154, p<.05), 주관
적 건강상태(  =-.143, p<.01), 공식서비스 이용 유무(  =-.131, p<.05), 부 돌봄 제공자 유무( 
=-.127, p<.05)순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
어 도움이 필요할수록, 가족 돌봄 제공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여성인 경우, 치매환자의
행동문제가 심각하지 않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할수록, 공식 재가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는 경우, 부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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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돌봄 대상자 요인, 돌봄 제공자 요인, 돌봄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주관적인 돌봄 부담과 객관적인 돌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확
인하였다. 주관적 부담에는 치매환자의 행동문제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돌봄 제공
자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객관적 부담에는 치매환자의 ADL과 IADL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돌봄 상황적 요인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로는 치매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주관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치매
환자의 행동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대처기술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자기 돌봄 기술 교육 등의 가
족 돌봄 제공자의 건강 증진 개입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치
매환자의 일상적인 수행능력을 지원하는데 할애하는 가족 돌봄 제공자의 돌봄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재가 요양 급여의 확대와 치매환자의 돌봄 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치매 케어매니저 도입, 경
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일-돌봄 병행지원을 제시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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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여성노인의 우울에 독거의 영향
Impact of living alone for depressive symptoms of widowed older Korean women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전경숙 1) · 최경원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1인 가구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노인 1인 가구
는 고령자 가구의 32.9%를 차지하며 이들 중 여성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해당한
다(KOSIS, 2016). 약 15~20년 전만해도 여성노인이 혼자되었을 때 대부분이 성인자녀와 동거를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노후생활만족도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Yoo, 1987) 사별 후 홀로 사는 것은 우울 및 자살생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
녀와의 동거는 사별노인의 우울 및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보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Jeon, 2007).
그러나 2010년 고령자 주거형태 조사에 의하면, 노인은 노후에 혼자되었을 때 80%이상이 자녀
와 따로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전히 혼자 사는 노인이 더 우울한지, 독거가
우울의 위험을 높이는지,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노인의 우울에 더 유리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거 상태에 있는 사별여성노인의 특성과 우울 수준을 확인하고 독거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책임연구자 : 전경숙 (목포대학교, 부교수, gsj64@naver.com)
2) 공동연구자 : 최경원 (한국교통대학교, 조교수, kwchoi@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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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자는 전체 조사대상 노인 10,451명에서 장애가 없는 사별
한 여성노인 2,7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변수
∙ 우울: 노인의 우울은 15문항의 단축형 한국판 노인우울척도(Standardiz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 Version, SGDS-K)으로 측정하여 우울집단 선별을 위한 최적절
단점 8점이상을 우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독립변수: 주요 관심변수는 독거여부로 1인 가구 노인과 자녀, 부모 또는 친척 등과 동거하
는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독거의 우울에의 영향을 설명하는 변수에는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수준, 등가가구소득, 경제활동여부), 사회지지 자원 특성(자녀와의 관계, 친한 친구와의
관계, 사회활동 참여)과 건강특성(만성질환 여부)를 포함하였다.
∙ 기타 보정변수: 연령, 종교, 및 거주지역은 보정변수를 하였다.

3. 분석방법
∙ 사별여성노인의 독거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심리사회적, 및 건강관련 특성의 차이와 각
특성에 따른 우울의 분포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평균비교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령, 종교, 거주지역 등을 보정한 상태에서 독거의 우울에의 효과를 확인하고(Model 1) 우
울에의 독거영향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기존연구에서 확인된 노인
우울 관련 요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Model 2~ Model 8)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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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사별여성노인의 60.7%가 독거상태이며 이들은 동거상태 노인에 비해 시골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노인의 분포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연령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경
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독거여성노인은 동거노인에 비해 일을 하는 경우 및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지지
자원에 있어서는 독거여부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분포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독거노인이 친한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가 유의하게 동거노인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특성 변수인 만성질환
여부는 독거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령, 거주 지역 및 종교여부를 보정한 상태에서 사별여성노인이 독거를 하는 경우 동거하는 경
우에 비해 우울의 위험이 1.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거의 우울에의 부정적 영향은
만성질환여부,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자녀와의 관계, 친한 친구와의 관계 및 사회적 참여활동
여부를 각각 투입하여도 상쇄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거의 우울에의 부정적 영향이 가구소득수준을
투입하였을 때 사라지고 오히려 가구소득 수준의 차이를 통제한 이후 독거노인은 우울위험이 동거
노인 우울위험의 7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Ⅳ. 논의

사별여성노인에서 독거의 우울에의 부정적 효과는 건강문제 또는 사회적 지지자원의 부족이 아
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독거여성노인의 빈곤문제가 해결된다면 오히려
독거노인이 동거노인에 비해 우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만 해결된다면 사별여
성노인은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혼자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그동안의 자녀
양육 및 배우자 돌봄 부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더 이상 자녀와의 동거로 인한 손자녀 부양부담
등을 지속하기 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갖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들 삶의 지향
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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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task activity가 노인의
우울, 활력,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 : 사례연구
Effect of dual-task activity on depression, vitality and physical function
in older adults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홍승연 1) · 박진아 2) · 한

민 3)

Ⅰ. 연구배경 및 목적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 노인 우울증 환자 증가로 고령층의 의료비문제와 더불어 노인의 건강관
리 및 신체기능 향상의 필요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 우울의 증가는 의료비
부담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더불어, 일반인 보다 자살 위험률이 41배로 의료비뿐
만 아니라 각종 병의 유병률, 사망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많은 외국 선행연구들은 가
벼운 운동이 우울노인의 우울증 개선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반면, 국내 논문의 경
우 우울노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ual-task 패러다임(sensory stimulation- visual stimuli & stepping
activity)을 적용한 7주간의 dual-task activity가 우울 노인의 우울, 활력,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K대학은 S시 노인정신 건강증진센터의 협조를 통해 기관 담당

1) 책임연구자 : 홍승연 (강남대학교, 부교수, yoni91@hotmail.com)
2) 공동연구자 : 박진아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학부생, dlftkd20@naver.com)
3) 공동연구자 : 한 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학부생, hmin55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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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보낸 후, dual-task 프로그램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1
명을 대상으로 7주간의 dual-task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위하여 7주 전
후의 신체기능측정(SFT:Senior Fitness test 중 TUG와 양팔 벌려 한 발 들기), 우울 및 활력 측
정, 인지기능(MMSE-DS)평가, 주관적 건강상태평가를 실시하였으며 SPSS 23.0을 이용하여
Wilcoxon signed rank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7주간의 dual-task 프로그램에서 평균연령 80.09±3.11세의 11명이 최종 사후 건강평가를 마쳤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 및 활력(n=10)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 활력 점수는 사전보다 사후에 4.91점 소폭 상승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평형성(n=10)
측정결과, dual-task activity전 4.68초에서 9.35초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z=-1.988, p<.05). 반
면, 이동성(n=9)은 dual-task activity전 7.16초에서 8.33초로 평균 1.17초가 증가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z=-2.075, p<.05). 인지기능(MMSE-DS)은 11명이 사전 24.73점에서 사후 24.82
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지만, 측정자 11명 중 1명이 7주 후 정상 범주로 재 범
주화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Ⅳ. 논의

7주간의 dual-task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울노인의 경우, 우울, 활력, 인지기능에서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 평형성 능력은 향상되었고, 이동성 능력은 하락되었다. 본 dual-task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수와 프로그램 기간의 제한으로 주요 지표들에 대한 유의한 향상은 유도하지 못했
으나, 제한된 향상은 보임으로써 향후 수정 보완연구를 통하여 노인 우울 및 가능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278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

노인의 차이연령과 노화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ifference Age and Anxiety about Aging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김은영 1) · 한정란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의 노인들은 의학 및 과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도 활력 있고 건강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연령을 대부분 중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
신의 노화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이는 물리적 시간과 관련되어서는 매우 객관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당사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관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연령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
인 노후를 보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실제 연령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연령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연령과 노화불안이 노년기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에 출석하는 노인 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연령을
알아보기 위해 Barak와 Schiffman(1981)이 개발한 인지연령 척도를 사용한 이금룡(2008)의 연구
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연령은 ‘감성연령’, ‘외모연령’, ‘행

1) 책임연구자 : 김은영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사, smileey@hanmail.net)
2) 공동연구자 :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 hjr@hanse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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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령’, ‘관심사연령’의 네 가지 하위영역에 대해 주관식으로 측정하였고, 차이연령은 실제연령에
서 주관적 연령을 뺀 나이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노화불안은 Lasher & Faulkender(1993)의 ‘노
화불안척도(AAS: Anxiety about Aging Scale)’를 노인용으로 수정한 Watkins & Ferroni(1998)
의 ‘노인의 노화불안척도(AAAS: Anxiety about Aging Scale for the Elderly)’를 한국어로 번역
한 김순이(2005)의 척도를 활용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인에 대한 두
려움’, ‘심리적 불안정’, ‘외모에 대한 걱정’으로 세 개 하위요인을 분류하였다. 노인 생활만족도는
최성재(1986)의 노인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연령은 평균 67.03세로 실제 역연령보다 7.67세 낮은 것으로 나타
났고, 차이연령은 관심사 차이연령이 10.1세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행동 차이연령이 8.9세, 감
성 차이연령과 외모 차이연령이 5.9세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노화불안을 살펴본 결과 노화불안의 요인 중 심리적 불안정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불안정이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정희, 2013)와 같은 결과이다. 한편, 사
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일을 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안 좋을수
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았다.
셋째, 조사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3.40점으로 중간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여자노인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좋을
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델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만 투입하였고, 모델 2에서는 차이연령 변인을, 그리고 모
델 3에서는 노화불안 변인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였다. 그 결과, 모델 1에서는 성별, 연령, 주관적 경
제수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고 저연령이고 주관적
경제수준과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6.1%
였다. 모델 2에서는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그리고 감성‧외모‧행동 차이연
령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저연령이고 주관적 경제수준과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감성‧행동 차이연령이 크고 외모 차이연령은 작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설명력은 모
델 1보다 3.5% 증가한 29.6%였다. 모델 3에서는 주관적 경제수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감성‧외
모‧행동 차이연령, 노화불안 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정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경제수준과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감성‧행동 차이연
령이 크고 외모 차이연령은 작을수록,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정이 낮
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모델 3의 설명력은 모델 2보다 21.7% 증가하여 5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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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자신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수
용하고 인정하며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화에 대비한 교육과 다양한 노년기 향유 프로그램의 개
발 및 제공이 필요하고,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 노화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년 준비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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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의 경제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동네 배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conomic Exclusion on Suicidal Ideation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
Focused on Meditating Effects of Community Exclusion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이보람 1) · 이정화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년 넘게 OECD회원국 중 가장 높고, 그 중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
통계청의 2005~2013년 사망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80세 이상의 자살률이 20대에 비해 5~7배
가 높았고, 도시보다 일부 농촌의 자살률이 5배가 높아 세대와 지역에 따른 ‘자살률 양극화’도 심
하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자살 동기를 분석한 결과, 질환·장애(37.5%), 경제적 어려움(28.1%) 다
음으로 외로움, 고독(15.9%), 가정불화(11.0%)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이렇듯 건강, 경제
적 어려움, 외로움이나 소외감으로 인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살을 생각할 가능
성이 높다. 특히, 경제적 배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농
업이 주인 농촌 노인들은 농토를 기반으로 거주와 생업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오랫
동안 같은 마을에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마을에서의 배제는 자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배제와 동네배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경제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동네배제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책임연구자 : 이보람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박사수료생, 553488@naver.com)
2) 공동연구자 : 이정화 (전남대학교, 교수, jyjh02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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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라남‧북도의 총 11개 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28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마을회관이나 조사대상자의 집을 방문해서 일대일 면접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도구로서 경제배제는 스스로 자신의 경제 배제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지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동네배제는 영국의 SEU
(Social Exclusion Unit, 2006)가 개발하고 김태준(2010)이 번안⋅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 자살생각의 측정은 Beck et al.(1979)가 개발하고 오영은 외(2014)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자료분석은 Windows용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단순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유의성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노인의 경제적 배제(범위 1~5점)는 평균
3.42(SD=1.05)로 중간 점수인 3점보다 높아 비교적 경제적 배제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동네배제(범위 1~4점)는 평균 1.78(SD=.54)로 나타났고, 자살생각(범위 1~5점)은 평균 2.06
(SD=.73)으로 중간점수보다 낮지만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자살생각 정도가 상당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촌노인의 경제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네
배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인 경제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
는 영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4, p<.001).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경제적 배제
가 매개변인인 동네배제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29, p<.001).
마지막으로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동네배제가 종속변인인 농촌 노인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독립변인인 경제적 배제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매개변인인 동네
배제가 종속변인인 농촌 노인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46, p<.001).
그리고 이 때 독립변인인 경제적 배제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어졌 동네배제가 경제적
배제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완전매개(full mediation)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개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농촌 노인의 동네배제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농촌노인의 경제적 배제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동네배제가 유의미한 부분매개인임이
검증되었다(Z=4.31, p<.001). 즉, 농촌 노인의 경우 경제적 배제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
치지 않고, 동네배제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하여 동네
배제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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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농촌노인의 경제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동네배제의 매개효과
N=283
Model 1
독립-> 종속
B
β
.190
.125
.005
.047
-.012
-.019
.007
.005
.009
.006
.019
.027

Model 2
독립 -> 매개
B
β
-.019
-.003
.080
.172**
.147
.053
.320
.050
.598
.093
.099
.031

Model 3
독립 + 매개-> 종속
B
β
.192
.126
-.003
-.032
-.027
-.043
-.027
-.018
-.053
-.036
.009
.012

주관적 건강상태

-.099

-.157*

-.336

-.121

-.064

-.101

경제적 배제

.164

.238***

.879

.288***

.073

.106

.104

.458***

구분

통제
변수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만성질환 수

동네배제
F-value

6.011***

5.862***

14.755***

R²

.151

.148

.330

R²변화량

.179

Dummy :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 1 = 유, 0 = 무

Ⅳ. 논의

농촌 노인의 자살생각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배제는 자살생각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나 마을배제를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농촌 노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인 마을주민으로부터의 배제는 농촌
노인에게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자살생각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노화로 인하여 의존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다른 가족원과 동거하지 않는 농촌 노인의 경우 가까이
사는 이웃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촌 노인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해서 경제적
으로 어려울지라도 각자의 집에 고립되지 않고 마을 주민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공적인 개입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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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경험한 노인의 치유·회복 프로그램
‘마음으로 안아드려요’
Treatment & Recovery Program for the Elderly Who Have Experie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 ‘We’ll Embrace You’
서울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김대심 1) · 김재연 2) · 신지은 3)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친족의 학대비율이 높고 시설학대 발생사례도 증가
추세이다. 가정 및 사회에서 노인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의 기본인권이 침해당하게 되면서 노인 당
사자는 물론 노인의 가족,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의식 향상과 함께 인권침해 경험을 가진
노인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이 절실해지고 있다.

Ⅱ. 연구방법

인권을 세부적인 권리로 나누어 존엄권(평등권, 생존권), 시민권(자유권, 재산권), 경제권(노동권),
사회권(주거권, 건강권), 문화권(교육권, 문화생활권)에서 침해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프로
그램과 사회기여 활동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상호간의 지지집단을 형성하고 심리적인 건강을 회
복하며, 참여노인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책임연구자 : 김대심 (서울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부장, bigmind97@hanmail.net)
2) 공동연구자 : 김재연 (서울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kjy20002@naver.com)
3) 공동연구자 : 신지은 (서울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ddong3749@gmail.com)

김대심 외 _ 인권침해를 경험한 노인의 치유·회복 프로그램

285

<자체기준표>

번호

권리

배점항목

배점

가

인간의 존엄권

현재 학대·폭력·자살시도·침해 경험 및 상황

20

사생활·의사표현·이동의 자유여부

5

타의적 재산박탈 경험여부

10

사회적 관계 (가족·이웃·모임) 단절여부

10

국민기초생활 수급

15

기초노령 연금 수급

10

노인일자리 참여

5

해당 없음

0

주거 불안 여부

10

본인의 질병에 대한 치료 경험여부

10

우울증 진단 결과

10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수강여부

5

문화 활동 참여여부

5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참여의사 표현여부

10

나

다

라

시민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마

문화적 권리

바

참여의사

사

담당자 의견

10
합 계

120

<연구방법>

목 적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침해 대처능력 향상

상호간의 감정표현력 향상 및 감정적 상처
완화

지역사회 기여활동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증대

지지집단의 형성을 통한 정서적 교류 및
친밀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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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인권감수성 교육

20명*3회*2년 실시

원예치료 프로그램

20명*12회*2년 실시

연극치료 프로그램

20명*14회*2년 실시

해결중심 집단상담

9명*10회*2년 실시

화초나눔 봉사

20명*4회*1년 실시

인형극 교육 및 봉사

6명*45회*1년 실시

자조모임

20명*12회*1년 실시

발표회

20명*1회*2년 실시

모노드라마 제작

20명*1회*2년 실시

Ⅲ. 연구결과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 원예치료, 연극치료, 해결중심 집단상담, 화초나눔 봉사,
인형극 교육 및 봉사, 자조모임, 발표회, 모노드라마 제작 프로그램을 2년간 진행한 후 우울척도
및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전·사후로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① 우울척도: 정상(5점 미만), 우울가능성 높음(5~9점), 우울증 진단필요(10점 이상)의 척도 사용
결과 사전검사에서는 참여자 평균 7.1점에서, 사후검사 참여자 평균 4.7점으로 우울감이 개
선되었다. 또한 우울증 진단필요 대상자는 사전보다 사후 20% 감소하였으며, 정상 대상자가
8% 증가하였다.
② 생활만족감 척도: 사전검사 참여자 평균 34점에서 사후검사 참여자 평균이 36.7점으로 평균
2.7점 향상하였다.
③ 인권감수성 척도: 사전검사 참여자 평균 7점에서 사후검사 참여자 평균 11점으로 4점 향상
하였다.

인권침해 경험 노인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심리치유 효과 및 사회기여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집단으로 확대/유지 시켰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① 변화 사례 Ⅰ: 이○○(남, 74세) 노인은 부모의 아동폭력, 동거녀의 재산 갈취, 손 떨림/말
더듬는 증상 등으로 인권침해 및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는 분으로 서비스 제공으로 통해 2
년간 개근, 우울척도 15점(우울증 진단필요)에서 4점(정상)으로 변화, 생활만족도 사전 23점
에서 8점 상승 등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갖고 생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② 변화 사례 Ⅱ: 이○○(남, 72세) 노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자녀와의 연락 두절, 알코올 중
독, 우울증 약 복용 등 술로 인한 건강악화 및 심리적인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던 분으로 인
형극 봉사 참여 이후 연습/공연으로 인한 금주, 공연 전날/당일 금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울척도는 우울가능성 높음(8점)에
서 정상(2점)으로 변화, 생활만족도 척도는 30점에서 7점 상승하는 변화를 보여주셨다.
③ 변화 사례Ⅲ: 권○○(남, 75세) 노인은 이혼 및 자녀와의 관계 두절, 파산, 고시원 및 공동생
활시설 거주, 타인과의 대화 및 외부활동 거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신체 일부 절단 등 경
제, 가족관계, 건강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 건강이 악화
되었던 분이었지만 서비스 참여 이후 복지관 이용률 증가, 집단 내 노인들과 원활한 대화 및
외부활동 참여, 3년차 프로그램 참여지속 등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활발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울 척도는 우울증 진단필요(13점)에서 우울가능성 높음
(6점)으로, 생활만족도 척도는 26점에서 7점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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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노인을 대상으로 1년차에는 심리치료를 통해 우울 및 불안 등의
감정 완화,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하였고, 2년차에는 인권교육과 함께 사회기여활동을 추
가로 진행하여 활동성 향상,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3년차부터는 심리치료
를 종결하고, 사회기여 활동을 세대통합인형극으로 구조화하였다. 4년차인 2017년에는 자조모임과
인형극 봉사를 정기적으로 지속하여 참여 노인 및 비노인 세대와의 상호 지지체계를 유지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던 노인이 자조모임 참
여 및 공연봉사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예산부족 및 프로그램 장기화로 인한 참여노인의 건강악화 등
의 이유로 집단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 기관은 부설기관으로 한국노인인권센터를 운영하
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경험한 노인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었으나 본
사업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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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노인의 비단어 읽기 특성 :
예비연구
Characteristics of nonword reading in normal elderly: a preliminary study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윤지혜 1) · 연은주 2) · 조은별 3)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노화는 일상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구어능력 뿐만 아니라 문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Owens,
2005). 문어에 해당하는 ‘읽기’는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글자의 모양을 분석하는 단계를 거쳐 크게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가 예전에 학습한 단어인 경우 머
릿속의 철자어휘집(orthographic lexicon)을 통해 등록된 단어(real word)를 읽는 어휘통로
(lexical route)가 있다. 이 통로를 통하여 읽게 되면 철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규칙 단어(regular
word)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불규칙 단어(irregular word) 또한 음운 규칙을 적용하여
바르게 읽는 것이 가능하다. 철자어휘집에 등록되지 않은 모르는 단어나 처음 보는 단어인 비단어
(nonword)를 읽는 경우에는 글자를 하나하나 소리로 변환해서 읽는 음운통로(phonological
route)를 통하여 단어를 읽게 된다. 그러나 철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철자어휘집에도 등록
되지 않은 불규칙 비단어(irregular nonword)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두 통로 중 어느 통로를 통해
읽는 지에 따라서 수행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그 간의 선행연구는 주로 아동 집단에서 두
통로의 습득 시기나 단계와 관련지어 단어와 비단어의 읽기 수행력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미배, 배소영, 2011; 윤효진, 김미배, 배소영, 2011). 그러나 성인 집단에서는 대부분 대뇌의 특
정 부위에 병소를 가진 혈관성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주로 두 경로 중 하나의
경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읽기 양상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노인을 포함한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질환군의 통제 집단으로서 연구에 포함되었으므로 정상 노화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읽

1) 책임연구자 : 윤지혜 (한림대학교, 조교수, j.yoon@hallym.ac.kr)
2) 공동연구자 : 연은주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생, sytnghcjstk@naver.com)
3) 공동연구자 : 조은별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생, ebjeb2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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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인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이미 읽기 발달이
완성되었으므로 단어와 비단어 읽기의 수행력에서 서로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
급하였듯이 불규칙 비단어의 경우에는 읽기를 위하여 선택하는 통로가 읽기 수행에 반영될 수 있
고, 정상 노화 과정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전임상적 변화가 정상 성인의 읽기 수행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대에서 80대까지의 정상 성인을 대상
으로 규칙여부에 따른 단어 및 비단어 읽기 수행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는 총 48명(50세~89세)으로 50대(평균 연령 54±3.27, 평균 교육년수 14.5±3.18)
20명,

60대(평균

연령

64.11±2.77,

평균

교육년수

11.33±4.07)

9명,

70대(평균

연령

77.33±2.46, 평균 교육년수 8.08±3.04) 12명, 80대(평균 연령 82.57±2.72, 평균 교육년수
8.29±3.77) 7명이었다. 대상자에게 선별검사(건강선별설문지, K-MMSE, 노인우울척도)와 2음절인
단어 80개(규칙 단어 20개, 불규칙 단어 20개, 규칙 비단어 20개, 불규칙 비단어 20개)로 구성된
한국어 읽기 검사(KOLRA, 배소영 외, 2015)를 시행하였다. KOLRA과제의 수행력 분석을 위하여
정오반응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불규칙 단어와 불규칙 비단어의 경우에는 어떠한 음운규칙에서 오
반응의 비율이 높았는지를 측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령 집단 간 단어 범주별로 수행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칙
단어(p<.193)는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불규칙 단어(p<.001, F=6.229)에서는 50대와
비교하여 70대(p<.001)와 80대(p<.003), 60대와 비교하여 70대(p<.012)와 80대(p<.015)의 수행력
이 저하되었다. 규칙 비단어(p<.024, F=3.475)에서는 50대와 비교하여 70대(p<.011), 80대
(p<.047)의 수행력이 저하되었으며 60대와 비교하여 70대(p<.028)의 수행력이 저하되었으나 불규
칙 비단어(p<.158)에서는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운규칙의 하위유형에 따른 오반응
비율을 확인한 결과 불규칙 단어에서 50대는 된소리되기(15%), 60대는 된소리되기(22.2%), 70대
는 ‘ㅎ’탈락(36.1%), 80대는 ‘ㅎ’탈락(47.6%)의 음운규칙이 포함된 항목에서의 오반응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불규칙 비단어의 오반응 비율을 확인한 결과 50대는 기식음화가 포함된 불규칙 비단어에
서 60,70,80대에서는 구개음화가 포함된 불규칙 비단어에서 오반응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추
가적 분석을 통하여 60대 이후부터는 불규칙 비단어 중 구개음화가 포함된 항목에서 규칙화 오류
(예. ‘갇이’→/갇이/)가 가장 빈번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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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규칙 단어의 경우에는 집단 간 수행력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나머지 세 단어 범주에 비해 읽기
처리과정 상 가장 쉬운 난이도에 속하므로 노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규칙 단어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어휘통로를 사용하여야만 올바르게 읽기를 수행할 수 있
는데 어휘통로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노화관련 퇴행성 질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노화와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65세를 기준으로 정상노화에 따른 감퇴가 두드러진다
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50, 60대에서는 수행력이 유지되다가 70, 80대로 가면서
불규칙 단어의 수행력이 유의미하게 저하된 결과는 정상 노화에 따른 어휘통로의 감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윤지혜, 이은옥. 2014). 불규칙 비단어에서 연령 집단 간 수행력의 차이가 관
찰되지 않았던 결과를 제시된 글자를 그대로 읽는 규칙화 오류가 빈번했던 결과와 연관 지어 생각
해보면, 불규칙 비단어 읽기에서는 연령의 영향보다는 읽기 수행 시에 좀 더 의존하는 통로가 무
엇인지에 따라 수행의 양상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예비연구로서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대상자를 통해 정상 노년층의 비단어 읽기 특성을 확립하고,
불규칙 비단어 읽기에서 어휘통로와 음운통로를 활용하는 양상을 확인하여 정상 노화와 질환 간의
감별진단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윤지혜 외 _ 정상 노인의 비단어 읽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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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조, 변조, 표절을 행하지 않는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변조는 연구의 자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
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
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연구물의 중복 게제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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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
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 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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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 될 경우, 기존
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
로 간주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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