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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독거노인의 일상생활과 생태체계에 관한 사례 연구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안 혜 림

지 도 교 수 정 민 자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부양의 부담이 가족

이 아닌 국가에게 전이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베이비 붐 시대를 거쳐 온 지금의 노인들은 길어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

며 이혼, 사별 등으로 1인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거노

인이 어떠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태체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어떻게 개입 또는 지원하여 이들을 부

양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문제를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생태

체계는 어떠한가?’ 로 설정하고 울산광역시의 독거노인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을 진행하였고 이들의 24시간의 활동을 8범주로 나누어 시간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

는지, 사용하는 공간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생태체계를 알아보고 분석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의 시·공간 사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독거노인들의 대

부분은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가사 활동을 위해 평균 2∼3시간을 사

용하고 있었다. 종교 활동, 봉사 활동, 여가 활동 등의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경우

일주일을 기준하여 2∼3회인 경우에서부터 매일 일정한 시간을 활동하는 경우도 있

었는데 주로 거주지에서 도보로 이동가능하거나 교통수단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하고 있었다. 평일과 주말의 일과가 거의 유사하였으나 종교 활동이나 여

가활동을 하는 경우 차이를 보였으며,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자녀들이나 가족들과

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대부분 거주지에서 만나며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대부분 가까운 동네의 편의시설들

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생태체계를 분석해본 결과, 가족과의 관계나 친구/이

웃과의 관계, 시설과의 관계인 미시체계가 잘 형성되고 발달될수록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 경우 미시체계의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 미시체계간의 연결이 약해

져 중간체계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체계 요인인 사회활동참여를 살펴보면

종교 활동만을 하는 참여자, 학습 및 종교 등 다양할 활동을 하는 참여자가 있었는



ix

데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활동의 범위가 좁아지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나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독거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

보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수령 대상자들의 경

우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분석하고 그들의 생태체계를 더 많이 연구하여 이

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다양한 관계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길어진 노년기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유

관 기관 및 전문가들과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독거노인, 일상생활, 생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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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50년대 초, 국가주도의 가족계획 즉, 산아제한정책을 두기도 했을 만큼 우리 사

회의 베이비붐 시대는 인구의 증가폭이 매우 컸다. 그러나 빠른 산업화와 경제발전,

의료기술발전, 보건위생향상 등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됨에 따라 베이비붐시대의 사

람들은 길어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사회의 구조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인

하여 출산율은 떨어져 현재 저출산 문제, 고령화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자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이상인 사회

를 고령사회,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7년 말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고령자의 인구(만 65세 이상)는 전

체인구의 13.8%를 차지한다(통계청, 2019). 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가져다준다. 생산 가능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경

제 성장의 둔화를 가져오며 단순히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 뿐 아니라 많아진 노인

인구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은퇴 후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야하는 노인은 어떤

시간을 보내야하는가 등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구의 형태에도 변화가 생겨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가 많은 가구 형태들 중에

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며 가족의 부양의식이 약화

되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의 가구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을 기준하여 65세 이상 고령자 708만 명 중 1인 가구 노인의 비

율은 33.4%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년기가 길어지는 사회분위기와 황혼 이혼, 자녀

로부터의 독립, 사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사회의 분위기로 미

루어 보았을 때 독거노인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노인의 비율은 1990년에는 65세 이상 가구의 6.6%에 불과하였으나 통계

청(2019)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 노인의 수가 146만 가구를 돌파하였다

고 하며, 65세 이상 가구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러한 형태가 지속된다

고 하면 2040년에는 1인 가구 노인들의 수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특히 1인 가구 노인들은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독신노인, 고령노인, 빈곤노인, 유병노인들이 많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 주변

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따라서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국가의 부담은

점차 높아져 추후 1인 가구 노인의 부양문제가 노인복지의 영역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노인의 부양을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복잡하게 얽힌 심리적, 사회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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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삶의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

분의 연구들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거나 우울-자살시도에 관한 요인

분석을 하는 등 특정 영역이나 주제에 대한 분석들이 많았고 그 삶 자체에 주목하

거나 일상생활을 분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1인 가구 노인의 일상생활을 분석하면

그 안에서 반복 되는 삶의 경험이나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삶의 방식들에 숨은 심

층적인 의미를 알아낼 수 있으며 그것의 현재적 쟁점을 성찰할 수 있다(정수복,

1996). 한 개인의 일상생활은 통합적인 하나의 총체적 단위이자 사회적 활동의 중심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삶을 분석한다면 그 이면에 있

는 질서를 이해하고 한 개인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김미옥․김

고은, 2010). 이렇듯 개인의 일상생활을 분석하는 것은 심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인간

의 삶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 노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의 삶을 이해해야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노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그 가족을 둘러싼 주변 환경, 사회의 자원

등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태학적 접근은 가족구

성원간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가족과 조직의 상호작용, 이웃이나 지역사회와의 상호

작용 나아가 거시사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와의 상호작용까지 함께 분석한

다. 특히, 대부분이 사회나 가족의 의존도가 높고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1인 가구

노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녀나 사회의 부양, 정부나 지자체의 생활보장을

돕는 방법론, 문화나 법규,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여야 모든 체계

에서의 노인의 삶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하여, 독거노인의 평일

과 주말의 하루 일과를 파악해 시간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그

에 따른 공간 사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1인 가구

노인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행복도 등을 알아보고 주변 체계들과의 상호작

용을 이해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사회적 지지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지 않은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적 내용의 질문지를 작성,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생태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양

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을 파악하거나, 삶의 만족도,

우울이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권자나 저소득층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한 노인의

경우는 어떠한 모습인지,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어떠한 모습인지 등의 다양한 환경에 놓인 노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파악하지 못하여 그들의 삶에 대해 설명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

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독거노인들이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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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할 수 있는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1인 가구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와 생태 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

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독거노인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독거노인들의 일상생활 생태체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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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독거노인

1) 독거노인의 현황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 행정 집행을 위한 배경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개념은 각각 다르게 정의된다. 그 뿐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스

스로 느끼는 자각적 나이에 따라 노인을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김태현, 1994). 신

체·심리·사회적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애주

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남기민 등, 2006).

보통 노년기는 만 65세 이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의미하는데 서유럽

국가인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노령선을 65세로 정의하며

이는 노동력에 기반하고 있다. UN 역시 생산 연력 인구를 15∼64세로 정의하여 65

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계학 등의 학문에서도 65세 이후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에서 상담이나 입소, 경로 우대

등의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법에서도 65세 이상인

자를 연금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퇴화를 경험하

게 되어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성숙하게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

기이기도 하며, 자신의 자아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고령화된 사회로 인하여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야하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성공적인 노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대감이 높아

지고 있다(서민호, 2008). 그러나 현재 노인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 그들이 살아온

시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환경이었을 뿐

아니라 기대수명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금의 노인들은 노년기의 삶에 대한 생각이

나 계획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홍성열, 2006). 특히 가족의 지원과 보호체

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독거노인들은 사

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전적 의미의 독거노인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서 정의되는 독거노인의 개념은 다양하다. 이혜원(1997)은 독거노인이 배우자나 친

족, 비 친족 중 어느 누구와도 가정을 함께 하고 있지 않은 단독세대 또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노인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가족이 없다는 것은 자녀가 없거나, 법적인

혹은 사실상의 자녀가 있더라도 실제로 자녀들이 부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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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미영, 1997). 송기문(2004)은 독거노인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

어 정의하였는데, 광의의 개념으로는 배우자나 친족, 비 친족 중 누구와도 거주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노인 또는 단독세대를 뜻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거나,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있어 사회의 보호를 요하는 1인 독신가구를 의미한다. 국가지표체

계에서는 통계청의 데이터인 인구센서스에 기반하여 만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거

주하는 인구라고 정의하여 매년 고령자 통계를 이용해 독거노인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백학영(2006)은 부양을 하지 못하는 가족으로 인해 부양받지 못하거

나, 부양가족이 없어서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고 하였다. 송인주

(2014)에 따르면 거주형태나 가구의 유형, 서비스 대상자 등의 접근 방식에 따라 독

거노인과 1인 가구 노인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독거노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통계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2015년

기준 1인 가구 중 65세 이상인 독거노인의 수가 137만 명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지

속되면 2035년에는 343만 명이 넘어서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23.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1>.

<표-1> 인구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추이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의 어려움으로 독거노

인이 된 경우 뿐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경희 외(2012)는

노인의 특성과 자발적 선택에 의한 독거생활과 자녀요인과 선호에 의한 독거생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서구 사회처럼 노인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

는 경우가 많아졌고, 의료기술이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혼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적어짐으로 인해 노인 스스로 자발적 독거생활을 선택하는 노

인이 많아지고 있다.

독거노인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발적인 독거생활을 하게 되었

거나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상당수가 가족의 지원이나 보호체

계가 없이 홀로 삶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2015 2025 2035

노인 수(천명) 6,624 10,331 14,750

독거노인 수(천명) 1,379 2,247 3,429

고령화율(인구 중 노인의 비율, %) 13.1 19.9 28.4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 20.8 21.8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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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18)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서 65세 이상인 노인 비율이

2015년 27%, 2016년 27.3%, 2017년 28.9%에서 2018년 32.8%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2018)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은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경제활동 미 참여율은 77.3%,

자가 미 보유율은 53.2%에 해당하여 독거노인의 대다수가 빈곤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간이나 공공의 돌봄이 시급한 요보호 독거노인의 규모도 2012

년 46만7천명에서 2018년 64만1천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이면서 1인 가구인 노인을 독거노인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독거노인의 특성

동거노인과 달리 독거노인은 별도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첫째, 독거노인의 경우 여성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령자 조

사(2018)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노인 남성은 약 7%, 노인 여성은 약 21%로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여성 독거노인이 남성

독거노인에 비해 더 많은 것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7세 정도 평균수명이 더 길고,

현 시대의 노인은 결혼 당시 남편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3∼4세 정도 높았기 때문으

로(윤미란, 2008) 생각 된다.

둘째, 독거노인의 경우 농촌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읍·면 등 농촌의 독거노인

비율은 11.8%로 도시지역의 5.1%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농

촌경제연구원, 2016) 이에 따른 농촌가구 고령화율을 보면 2015년 31.7%로, 도시지

역의 16.6%보다 1.9배 가까이 높았고, 특히 면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이 40%를 넘어

도시지역의 2.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 시

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에 제한이 많은 농촌지역에 독거노인이 많음

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셋째, 독거노인의 대부분은 신체적 건강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거

노인의 경우 질병 진단 경험의 비율이 일반 노인에 비해 높으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90%가 넘으며 이는 일상생활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김예성, 2014).

또한 세대 안에 인적자원이 없으므로 고독, 발병 등의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

지 못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지의 부족으로 인해 건강을 유지하는 행위에 적극적이

지 못해 건강의 악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넷째,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상실로 인한 정서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독

거노인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혼, 사별에 의하여(김기

태·박봉길, 2000) 발생하므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상실감에 의해 일상

생활의 부적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뿐 아니라 소속감의 박탈, 고독감, 소외

감 등을 느끼는 강도가 더욱 높으며 가족의 지지나 보호체계가 부족할 경우 유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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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외로움 등을 해결하지 못해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정연모,

2007).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은 절대빈곤층이 많고, 경제적 빈곤의 비율이 높다. 상당수의

독거노인은 부양할 자녀가 있어도 부양받기 어려운 처지이거나, 부양할 자녀가 아

예 없거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처지인 경우가 많다(정연모, 2007).

비용 절감을 위해 의식주 개선이 어려워 신체적 건강악화를 가져오고 사회활동 등

에 참여하기가 어려워 우울이나 고립감등의 정신적 건강악화를 가져오며, 타인과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건강관리가 어려워 만성질환이 많고, 회적 고립, 가까운 이들의 죽음 등으

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 공적 이전이나 지역사회

자원에 의지하게 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권오균, 2014) 독거노인들은 그에 대처

할 자원의 부족 혹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로 인하여 우울증으로 발전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살까지 생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독거노인에 대한 선행연구

독거노인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 중 노인의 삶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

들을 살펴보면, 박순미(2008)의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며, 외롭다고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

어 독거노인의 다수가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박선영

(2009)의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비공식지지망과 사회적 지지가 독거노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형수(2002)의 연구에서는 대외활동참여 등의

위축으로 사회적 격리를 초래하는 경제적 문제와 정서적 지지부족으로 인한 우울함

이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박영선(2012)의 연구에서는 수입과

경제적 수준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인

(2009)의 연구에서도 독거노인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

끼며 사회적지지가 높고 삶의 질이 높다고 나타났으며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될수록

독거노인의 삶의 불만족이 가중된다고 하였다. 노인의 일상생활 중 경제생활, 대인

관계, 신체건강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강한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리해

근, 하규수, 2012)도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독거노인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으며 독거노인은 개인뿐 아니라 주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이 어떻

게 이루어지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독거노인의 생태체

계를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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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생활

1)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사전적 의미의 일상생활은 매일 반복되며 쌓여가는 경험들을 의미하는데, 일반적

으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수면, 식사, 청소 등과 같은 경험을 뜻하며, 긴 시간 간격

을 두고 이루어지는 결혼 등의 의례나 여가생활, 이직 등과 같은 경험도 포함한다

(박재환, 1984; 윤택림, 2002; 김상우, 2006; 박재환, 2008).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

인 요소로는 의식주를 인지하게 되지만(김상우, 2006; 박재환, 2010) 사람의 생활에

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주 자체가 일상생

활이라고 할 수는 없다(강수택, 1998). 또한 일상생활은 사회의 제도나 문화, 규범도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이란 단순한 개인사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포

함되어 해석되며 그 사회의 모습까지 알 수 있다(장원순, 2004). 일상생활에서 경험

되는 것이 사회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김춘택, 2012) 일상생

활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 사회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한 개인

은 독립적인 듯 보이지만 사회라는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큰 사회의 틀과 맥

락 속에서 한 개인은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영위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면 사회적 실재를 이해하는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듯 일상생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기에 진지한 분석이나 해석은 간과되기 쉽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

분 일상생활에 대한 고찰보다는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이슈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나 이슈들 역시 일상생활의 바탕에서 생겨난다. 따라

서 이러한 사건과 이슈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이라는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 즉, 일상생활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것으로 인지되기 쉽지만 이론적으

로 기재되지 않은 적나라한 삶이기도 하다(박재환, 1984).

인간 삶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위해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활동이

나 그 생활양식에 숨어있는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쟁점을 성찰하

는 기회가 된다(윤택림, 1996; 박재환, 2010). 이와 같이 일상생활세계는 미시적 측

면에서는 개인 사이의 유의미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거시적으로는 사회구조

와 개인의 유의미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에 당연히 여겨지는 일상적 행위

를 하는 행위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훈, 1993; 강수택, 1995; 김왕배,2000; 박재

환, 2008).

2) 일상생활에 대한 선행연구

일상생활은 학문적 논의의 주변적인 위치에 있어왔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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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사회의 흐름이나 단순한 역사의 산물로 생각하거나 일상의 복잡성이나 가변

성을 명확히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0세

기 초를 지나며 서구 학계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탐구나 논의가 시작되었다. 과학

에 토대를 두고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자들이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의 이론가들에 의해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연

구로 인해 사회학 분야에서 일상생활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박재환, 2008).

일상생활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였기 때문에 초창기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대부

분 일상생활에 대한 개념의 소개, 이론의 소개, 연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박태환(1984), 강수택(1994), 김상우(2006) 등이 있으

며 이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논의를 타 학문

분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며 확산되어가고 있으나 일

상생활은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야 하므로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

되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라 단순한 일상생활에 대한 탐구를 넘어서서 실제 생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거대한 이론이나 계량된 연구가 아닌 일상생활 세계

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으며 윤택림(2002), 권지성(2008), 김춘택(2012),

김춘택(2013)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적이고 복잡한 의미를 찾

아서 일상생활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연구는 일상생활의 실제적 경험을 분

석하여 발견되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표면적인 이해나 단순한 이론적 차원의 논의

가 아니라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현상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는 큰 의미를 가진다.

일상생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시간수지 연구를 이용하여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분류를 하였는데, Parks와 Thrift(1980)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활동분류는 다음 <표

-2>와 같다. 이들은 일상생활활동을 크게 3범주, 37범주로 분류하였으며, 37개의 범

주에서 9범주로 재분류하면서 통근시간과 업무 중 휴식시간을 업무활동에 포함하고

개인적인 필수시간과 식사, 수면을 개인적 필수 활동으로 묶어 구분하였으며, 미디

어 이용시간은 여가와 구분한 개별적인 활동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표-2> 일상생활활동의 시간 수지 연구 분류표

3범주 37범주 9범주

노동

주 업무

업무
부업

업무 중 휴식

통근

요리
가사활동

청소 등

3범주 37범주 9범주

여가

개인적 이동 비업무 

이동여가의 이동

학습

학습, 참가종교

조직

라디오
매스미디어

TV(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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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파악하거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instrumental acivities of daily living)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척도들은 노인들의 건

강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되어왔다. Holmes(1987)는 일상생활수행능

력에 대하여 일상생활 안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알아보는 것

이라고 하였고, 일반 성인의 경우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가 일상생활동

작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선우덕, 2000)고 하였다. Willis(1991)의 경우, 어떤 활

동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가능성이라고 하였고, 오다小田(1999)는 고령

자의 일상생활은 약제취급, 가사 관리, 물건구매, 식사준비, 교통, 전화, 가사의 7가

지 영역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Diehl(1998)도 일상생활활동능력은 생활하는데 필수

로 생각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상생활수행능력도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가활동, 학습 활동 등이 포함되

어 그 범위가 넓어졌다. Baltes 외(1990)는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을 ADL, IADL. 교

통, 의료, 휴식의 의무적 활동과 신체적 활동, 정신적 활동, 시청, 사교, 자원봉사, 종

교적 활동, 기타 여가활동의 여가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오다小田

(2002)역시 그의 연구에서 고령자의 일상생활활동을 113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기

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수지연구에서의 활동분류표와 많은 학자들의 일상생활

활동의 개념정리에 기초하여 일상생활 활동을 업무활동, 가사활동, 개인적 필수 활

동, 구매활동, 가족관계, 사회참여 및 학습활동, 여가활동, 비자발적 활동의 8가지

범주로 활동을 분류하고 31가지의 활동을 포함하여 <표-3>와 같이 연구하고자 한

다.

세탁

일용품 구입

가정관리
집안 업무

쇼핑

주택수선

기본적인자녀보살핌
자녀보살핌

자녀 상대

수면

개인적인 필수시간
개인적 

필수 활동
식사

수면

TV(외출)

신문

잡지

책

영화

사교(자택)

여가

사교(외출)

대화

활동적인 스포츠

낚시, 하이킹, 산보

오락

문화행사

휴식

그 외의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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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본 연구의 활동분류

3. 생태체계 이론

1) 생태체계 이론의 개념

생태체계이론은 생태학적 관점과 체계론적 관점을 결합한 것으로 하나의 개체는

그 개체와 연결된 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그 관계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관점이다. 이런 생태체계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관점과 체계론적 관점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의 발달이나 생활에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며 다차

원적 접근을 하고자 여러 학문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

은 환경과 유기체, 조직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기체들이 어

떻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변형하여 유기체 자신을 유지하는지, 적응의 과정에서

환경은 어떤 변화를 갖는지, 그러한 환경은 어떻게 향상되는지를 이해하고 탐구하

고자 하는 것이다.

생태학적 이론을 인간 발달에 적용한 학자는 Bronfenbrenner(1979)으로 인간을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변화하는 결과물로 보았다. 즉, 독립적인 유

31범주 8범주

주 업무

업무활동부업(파트타임포함)

통근

요리

가사활동청소

세탁

개인적인 필수시간
개인적 

필수 활동
식사

수면

생필품 구입

구매활동생필품 외 쇼핑

구매를 위한 이동

자녀/손 자녀 상대
가족관계

친척 상대

학습 활동

사회참여 및

학습 활동

종교 활동

종사 활동

활동을 위한 이동

31범주 8범주

문화행사 참여

여가활동

TV 시청

신문, 잡지, 책 등

영화보기

운동(산책 등)

사교(자택)

사교(외출)

대화

활동적인 스포츠

오락

휴식

여가활동을 위한 이동

비자발적 휴식 비자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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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연구는 그 맥락 내에서 인간 발달을 연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발달 생태학이론을 제안하며 성장하는 유기체와 유기체가 거주

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환경의 조절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광범위한 접근을 하였

다. 정민자(2016)의 연구에서 생태학적 관점은 개인, 조직, 사회, 환경 등의 상호작

용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인간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강조한 이론이라

고 하였다.

체계이론은 구성 요소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조직화 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

하였으며 유기체에서부터 사회전반적인 연합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 적용이

가능하여 주목받았다.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그 이상이다.”라는 말로 지칭되

는 체계이론은 사회학에서부터 복합한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공학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에 의해 발전되었다.

체계는 부분과 부분사이의 관계를 맺는 일련의 단위이며, 인과적 관계에서 직접적

이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 간의 합이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또 다른 구성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체계는 정보를 교환하며 조직된다.

이러한 체계는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외부환경과 구분하여 그 정체성을 제공

하는 폐쇄된 둘레인 경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경계는 구성요소들 간에 관여할 수

있어서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한다(석말숙, 2004).

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는 개념인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는 상반되는 특성을

갖는데, 개방체계는 중심적인 개념으로 체계가 계속 되고 있으며 변화의 요인이 상

호작용하는 환경과의 교환에 기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 폐쇄체계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배나래, 2006).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의 4가지의 주요한 환

경체계를 규정하였다(손덕순, 2005).. 미시체계는 유기체와 유기체의 인접한 환경의

관계를 의미하며 체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 물리적·물질적 특성이 있는 환경 속

에서 유기체가 마주하는 역할이나 대인관계,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환경을 의미한

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체계로 유기체에게 다양하게 겹

쳐져 상호작용하여 발달·촉진·저해적 특징을 나타내며 과정 속의 상승효과에 초점

을 맞추는 것으로 가정과 학교, 학교와 직장간의 관계 등을 의미한다. 외체계는 유

기체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유기체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접환경으로

아동의 경우 부모의 직장, 정부기관의 지원, 비형식적인 사회적 관계망, 양육에 관

한 부모교육의 기회 등을 의미한다. 거시체계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정형적 환경

으로 문화, 법률, 규칙등과 같은 형식적인 것뿐 아니라 비형식적이고 묵시적이며 구

성원들에게 내재된 관습, 습관 등으로 유기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환경을 지칭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하위구조들과 차이가 있다(류진아, 2003; 정민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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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체계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생태체계론적 관점은 널리 활용되는 이론이 되었지만 하위단계를 구분함에 있어

학자마다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Netting 등(1993)은 하위단계를 미시체계와 거시체

계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미시체계에는 유기체와 가족, 주변 집단을 포함하고 거시

체계는 특정 조직, 지역사회, 국가사회를 포함하였다(김상균 외, 2002).

Gallaway와 Compton(1999)는 하위단계를 개별상황,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개별상황은 직접 마주치는 환경으로 유기체가 어떤 순간에

인지하는 부분적 환경을 의미한다(이선영, 2004). 미시체계는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

는 물리적·사회적 환경 중에서 유기체가 일상생활에서 상호교류하거나 직접 접촉하

는 부분을 의미한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의 성격이나 기능을 결정하는 환경으로

미시체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거시체계는 사회의 물리적·사회적·문화적·

경제적·정치적인 구조들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의미한다(이선영, 2004).

Zastrow 등(2000)은 하위단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의 세 가지로 구분

하여 미시체계는 유기체 개인, 중간체계는 가족과 소속된 집단, 거시체계는 조직이

나 지역사회, 국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엄명용, 2002).

Ambrosino 등(2001)은 하위단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미시체계는 개인과 가족, 소속된 집단, 조직의 일부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중간체계는 이러한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외부체계는 제도적

인 조직이나 지역사회 등을 의미하며 거시체계는 국가나 사회제도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김상균 외, 2002).

배나래(2006), 석말숙(2004)은 생태체계학적 관점을 노인에게 적용할 경우, 노인개

체를 중심으로 노인이 속한 가정과 같은 가장 근접한 곳이 미시체계로 구성되며,

중간체계를 거쳐 노인이 속한 사회와 같은 가장 외부의 곳이 거시체계로 지지기반

이나 사회의 신념들로 이루어진 하위단계들이 구성되어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생태체계별로 변인을 추출한 뒤 미

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나누어 각각의 체계가 개인체계(유기체)와 어

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연계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3) 독거노인의 일상생활과 생태체계

(1) 개인체계

개인체계는 유기체가 속한 것이다. 개인이 나타내는 행동이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

용한 결과라면 환경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 자신의 체계를 개인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류진아, 2003). 본 연구에서는 개인체계를 거주지 만족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만족도, 과 몰입도, 주관적인 생활만족도, 행복도, 자아 존중감을 선정하여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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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2) 미시체계

미시체계는 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 노인의 특성을 포함하여 가

족이나 이웃, 종교시설, 경로당과 같이 직접적으로 만나 친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

는 사회·물리적 환경을 뜻하며 여기서 환경이란 쉽게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 또한 환경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본다. 환경이 어떻게 인간의 행동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은 대부

분 강화모델링, 동일시, 사회학습에 관한 이론들이지만 실제 존재하는 환경과 그 환

경의 일반적인 개념이나 특성만 고려하여 이론과 실제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미

시체계에서 말하는 대인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은 개인이 반응하는 대상 혹은 상호작

용하는 사람 뿐 아니라 더욱 확대된 개념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인 상

황 전체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그 상황 속에 함께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그 관계의 역할, 그 관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다시 간접적인 영향이

되는 것도 중요시 된다. 개인이 즉각적으로 만나는 상황 밖의 사건들이나 조건도

행동이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시체계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유기체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노인

의 가족, 친구, 친척, 이웃, 종교생활 집단 등이 이 체계에 포함되며 이러한 사회인

자간 직접적 접촉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인의 삶에 관련된 특성

을 소유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체계를 가족, 친구/이웃, 직장, 노인복지관/경로당

의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연구하고자 한다.

(3) 중간체계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의 구성과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상호연결들이 존재하기 때

문에 차이가 생긴다. 즉, 중간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이다. 미시체계는 역할

이나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이 모두 즉각적인 어떤 상황에 존재한다면, 중간체계는

이러한 상황과 상황의 경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이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

적인 사회조직망이라고도 정의 될 수 있다. 중간체계가 형성되면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연결로 인하여 연결고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

할 때마다 중간체계는 형성되고 확대된다(이영 역, 1992). 어떤 미시체계는 다른 미

시체계들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미시체계는 한정적인 상호작용만을

하고, 비교적 상호작용 자체가 없는 것도 존재한다(정옥분, 2005).

보편적으로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즉 중간체계가 밀접할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빈약한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속에 의미 있는

연결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여 개인생활이 각기 분리되어있다. 예를 들면 노인의 이

웃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녀들, 가까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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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종교시설에 다니는 노인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이웃/친구와의 관계,

가족과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와 함께 사회활동참여를 중간체계요인으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4) 외체계

외체계는 개인이 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나 이상의 환경을 의미하며, 환

경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주게 되는 체계를 뜻

한다. 외부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개인의 미시체계의 과정과 연결하고 미시체

계의 과정들을 환경 내의 개인 발달 변화와 연결해보거나 반대로 환경내의 개인발

달변화를 미시체계의 과정과 연결하고, 연결된 미시체계의 과정에 외부상황에서 일

어나는 사건을 연결해보면 외체계가 개인의 발전에 하나의 맥락으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외체계는 노인이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지만 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지방 정부, 사회적 지지망, 지역사

회, 대중매체, 공공정책 등을 예로 볼 수 있다(배지연, 2005). 인간에게 있어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관계와 관련되는 생활의 중심인 지역사회는 개인의 안전, 재산의 보

전, 건강의 증진, 삶의 보람 발견 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손덕순, 2005). 본 연구에서는 외체계 요인으로 사회적지지, 지역사회의 환경을 선

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5) 거시체계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를 모두 포함하며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개

입되지 않지만 개인이 참여한 환경이나 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 관

습이나 유행을 변형하거나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성별에 따른 부적절한 행동을 정

의하기도 하며, 미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성적 매력에 대한 기준을 메마른 체형과

연결시켜 거식증과 같은 먹기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고(정옥분, 2005)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하기도 하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나 관습, 신념, 가치관 등과 함께 법

률, 정책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체계 요인으로 정부 및 지자체

의 지원을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내용에 사용되는 생태체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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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본 연구에 사용된 생태체계도



17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 참여자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독거노인의 일상생

활은 그들의 경제적 수준, 이용하는 시설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

여 다양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울산광역시 내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1인 가구

이면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거나 저소득층 노인,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의 부양이나 개인연금 등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 주간보호센터나 경로당을 이

용하고 있는 노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등 연구 목적 달성에 적합한

노인 14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고 참여자들에게 인터

뷰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으며, 설문 도중 불편

함이 있다면 철회하여도 되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관련 정보를 파기한다

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았다.

2)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자 14명은 여성이 11명, 남성이 3명으로 60대가 5명, 70대가 6명, 80대가 2명,

90대가 1명이며, 혼인상태는 사별이 12명, 미혼이 1명, 별거가 1명으로 사별이 가장

많았다. 미혼인 참여자를 제외하고 자녀가 1명인 참여자는 2명, 2명인 참여자는 4

명, 3명인 참여자는 5명, 4명 이상인 참여자는 2명으로 자녀가 5명인 참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동지역에 12명이, 2명이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

었으며,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2명, 중학교 졸업자가 7명, 고등학교 졸업자

가 3명, 대학교 졸업자가 2명으로 중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

교는 기독교인 사람이 4명, 불교인 사람이 3명, 무교인 사람이 5명, 기타 원불교 1

명, 여호와의 증인 1명으로 조사되었다. 참여자의 경제 수준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

활보장수급권자가 2명, 노령연금 및 공공근로 등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7명, 자

녀의 부양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르신이 4명,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는

어르신이 1명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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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혼인

상태

자녀 

(명)
거주지 최종학력 종교

경제수준

(월 소득)

A 여 66 사별 1 동지역 초등학교 졸 무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50만원내외)

B 여 74 사별 2 동지역 중학교 졸 불교
개인연금과 자녀부양

(200만원내외)

C 여 70 사별 4
읍·면

지역
초등학교 졸 불교

자녀부양과

기초노령연금

(100만원내외)

D 남 69 사별 2
읍·면

지역
대학교 졸 원불교

개인연금과 자녀부양

(250만원이상)

E 여 67 사별 2 동지역 중학교 졸 무교
경제활동

(200만원내외)

F 여 83 사별 3 동지역 중학교 졸 기독교

자녀부양과

기초노령연금

(130만원내외)

G 여 74 사별 1 동지역 중학교 졸 기독교

공공근로 및

경제활동과

기초노령연금

(80만원내외)

H 남 71 사별 2 동지역 대학교 졸 기독교
개인연금과 자녀부양

(190만원내외)

I 여 92 사별 5 동지역 중학교 졸 무교

자녀부양과

기초노령연금

(100만원내외)

J 남 87 별거 3 동지역 고등학교 졸 무교

보훈기금과 공공근로

및 기초노령연금

(150만원내외)

K 여 72 사별 3 동지역 중학교 졸 기독교

경제활동과

기초노령연금

(80만원내외)

L 여 65 미혼 - 동지역 중학교 졸
여호와의

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50만원내외)

M 여 69 사별 3 동지역 고등학교 졸 불교
개인연금과 자녀부양

(220만원내외)

N 여 72 사별 3 동지역 고등학교 졸 무교
개인연금과 자녀부양

(200만원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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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참여자와 심층 면접이 녹음된 대화 내용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수

집 도구는 녹음을 위한 녹취파일, 면접 기록지, 일과표 등이 사용되었으며 질문지

개발은 2019년 10월 동안 이루어졌다. 섭외와 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19년 11

월에 이루어졌으며 심층 면접이 진행되기 전 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목적, 면담 내

용을 녹음 하는 것 등에 대해 안내를 하였고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으

며,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 달성 된 후 관련한 모든 자료를 폐기할 것이며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한 안내하여 이러한 내용에 동의한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 면담내용의 신뢰성과 충실도의 확보를 위하여 면담 내용을 모두 녹취하였

으며 각 참여자별 1∼2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시간은 회당

40∼50분으로 면접 장소는 참여자들의 집이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절차 및 방법

1) 자료 분석 절차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시, 공간적 분석에 대한 질문을 구

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평일과 주말에 대한 일과표를 구성하였다. 독거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시간 단위로 나누고 활동행위에 대한 분류를 정하여 주로

어떤 시간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독거노인이 사용

하는 공간들은 주로 어떠한 곳인지, 거주지를 기준하였을 때 어느 정도 반경이 되

는지 등을 파악하여 일상생활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독거노인 일상생활의 생태체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인체계에 관한 질문 15문항,

미시체계에 관한 질문 6문항, 중간체계에 관한 질문 4문항, 외체계에 관한 질문 6문

항, 거시체계에 관한 질문 3문항으로 구성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생태체계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내용은 <부록-2>에 첨부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심층 면접 당시 녹음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는데, 내용분석은

다양한 학문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문헌이나 인터뷰 내용, 개방형 설문

에 대한 답변, 영화, 사진 등으로 문자화 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에서부터 문자화

되지 않은 형태의 자료까지 적용이 확대 되었다(주재현, 2002).

주재현(2002)은 내용분석은 결과의 해석과 문제에 대한 해답제시 뿐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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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자료를 개인이나 집단에서 표현되는 것 이면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개인이나 집단에서 표현되는 것은

양적·질적 자료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찾는 것이 내용

분석의 종합적인 목표라고 하였다(최성호 외, 2016).

이렇듯 내용분석은 어떠한 인물의 의도와 특성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그

인물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대화할 때 보이는 표정, 한숨, 침묵 등의 비언어적인

것들을 분석하여 인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서 심리학자들도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기록이나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통해 내담자의 성격, 심리상태, 심경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내용분석을 활용(최성호 외, 2016)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당

시 녹취한 내용을 전사한 것과 독거노인의 비언어적 표현을 기록한 기록지를 통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생태체계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절차는 [그림-2]와 같다.

[그림-2]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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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동에

대한 행위 분류를 만들고 시간별로 분류하였으며, 어떤 행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

디인지, 장소는 거주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일상생활의 생활

반경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독거노인 삶의 구성을 알아보고 독

거노인의 일상생활 생태체계를 분석하여 독거노인의 삶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

고자 한다.

1)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활동이 시간별로 각 다른 공간에

위치한다. 일상생활을 분석하는 시간수지연구의 활동분류표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자들의 일상생활의 개념을 정리하여 총 8개의 범주로 업무활동, 가사활동, 개인적

필수 활동, 구매활동, 가족관계, 학습 및 사회참여활동, 여가활동, 비자발적 활동으

로 구분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루 24시간동안의 일상생활과 사용한 공간을 사례별로

나누었다. 일상생활이 항상 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없으므로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사용한 시간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사례1 : 어르신 A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어르신이 별도로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으셔서 업무 활동은 전혀

하고 계시지 않았다.

(2) 가사활동 : 자녀에게 밑반찬을 해주기 위하여 저녁시간 이후에는 거주지에서

음식을 주로 만들며, 그 덕분에 식사를 할 반찬도 항상 있다고 하였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가능하면 식사를 꼬박꼬박 하려고 한다고 하셨으며 아침

과 저녁은 자가에서 점심은 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먹고 있으며, 주

간보호센터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내외가 걸린다고 하였다. 보통 10시까지 TV를

보다가 잠에 든다고 하였으며 수면시간은 약 8시간정도 되었다.

(4) 구매활동 : 평소에 물건은 거의 구매하지 않지만, 반찬을 위해 식재료나 필수

품을 사는 것은 주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의 작은 마트를 이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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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평일에는 다른 가족들과 거의 만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주

말에는 반찬 만든 것을 가져다주러 딸에게 가는 날이 있다고 하였다

(6) 사회참여활동 : 별도로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주간보호센터에

서 같이 음식을 해먹기도하고, 운동을 시켜주기도 하고, 공부를 시켜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7) 여가활동 : 평일에는 별도로 여가 활동을 하는 시간은 없었으며, 주간보호센

터를 이용하며 여러 가지를 학습하였고, 주말에는 딸이 소개해주어 실을 구매하면

무료로 강습을 해주는 곳에 가서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뜨개질을 배우러가거나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였다. 주말에는 백화점에 자주 가는데 따로 구매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며 물건을 구경하고, 사람도 구경한다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평일에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하지만, 주말에는 딸을 못

만나거나, 백화점을 갈 힘이 없거나 하면 딱히 할 일이 없어 TV를 보고 낮잠을 자

거나 하게 되는 날이 있다고 하였다.

[그림-3] 어르신 A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A

(평일) 수면
필

수
가사 주간보호센터

필

수
가사 수면

A

(주말) 수면
필

수

이

동

여가 또는

비자발적 휴식

필

수

여가 또는

비자발적휴식

필

수
가사 수면

<표-5> 어르신 A의 평일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5시간 거주지 자녀의 밑반찬을 주로 만드심.

개인적

필수활동
10시간 거주지+주간보호센터 점심은 주간보호센터에서 드심.

구매활동 -
생필품은 주로 동네에서

(도보 10분 내외)
평소에 물건을 거의 구매하지 않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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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어르신 A의 주말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2시간 거주지 청소나 빨래 등을 하심.

개인적

필수활동
11시간

거주지 + 외식

(대중교통 35분 내외)
가끔 딸과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함.

구매활동 - 평소에 물건을 거의 구매하지 않으심.

가족관계 1시간
딸네 집 + 딸 네 근처

(대중교통 35분 내외)

딸의 집에 가서 놀다오기도 하고, 못가는

날도 있고, 외부에서 보기도 함.

사회활동

참여
- - -

여가활동 3시간
뜨개방 + 백화점

(대중교통 30분 내외)

뜨개방은 무료 강습참여, 백화점은

아이쇼핑을 위해 가심.

비자발적

휴식
7시간 거주지

여가활동이 여의치 않은 날은 하릴없이

집에 그냥 있기도 한다고 함.

Ⓑ 사례2 : 어르신 B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어르신이 별도로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으셔서 업무 활동은 전혀

하고 계시지 않았다.

(2) 가사활동 : 자신의 거주지를 청소하고, 옷을 세탁하는 정도의 가사활동을 하

고 있었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사별한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개인 상담

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시간이 있었으며, 병원까지는 차량 15분, 상담소

까지는 차량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식사는 하루에 두 끼를 겨우 먹고 있다

고 하였다.

가족관계 - 거주지 평일에는 거의 만나지 못하심.

사회활동

참여
9시간

주간보호센터

(차량 20분 내외)
평일엔 주간보호센터에 계심.

여가활동 - - -

비자발적

휴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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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활동 :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걸어 다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매한다고 하였다. 도보로 10분정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며 자녀들이

함께 나가자고 하지 않는 한 차량을 이용하여 멀리 나가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

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딸이 퇴근 후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어르신의 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곤 하여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6) 사회참여활동 :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단체에 참여하고 있어 행사가

있거나 봉사활동을 하러 오라고 하면 가기는 하지만 매주 행사가 있거나 하지 않아

서 한 달에 한번정도 나간다고 하였다.

(7) 여가활동 : 사별 후, 운동도 더 이상 나가지 않아서 특별히 하고 있는 여가활

동이 없다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우울증 약을 먹고 나면 딱히 힘이 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날도 있고, 밖에 나가는 것을 원래도 좋아하지 않아서 주로 집에서 TV를 보는 날

이 많다고 하였다.

[그림-4] 어르신 B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평일과 주말 일과에 큰 차이가 없었음.

B

(평일)

(주말)
수면 가사

필

수

비자발적

휴식

구

매

필수 또는

봉사활동

필

수
가족

비자발적

휴식

<표-7> 어르신 B의 평일과 주말의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3시간 거주지 거주지 청소, 옷 세탁 등

개인적

필수활동
10시간

거주지+병원+상담소

(차량 15∼20분 내외)

병원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고,

상담소를 다니고 있음.

자차를 가지고 있고, 운전이 가능함.

구매활동 1시간
거주지 주변 마트

(도보 10분 내외)

대형할인마트에서 물건을 주로 구매.

도보 이동 또는 차량으로 이동하심.

가족관계 2시간 거주지 딸이 거의 매일 찾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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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 어르신 C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별도의 직장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나, 동네에 친한 맞벌이 부

부의 아이들 2명의 등·하교를 봐주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의 일을 하여 작은 사례를

받고 계시다고 하였다.

(2) 가사활동 : 거주지 청소나 빨래 등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로 하였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며 간단히 드시며, 두 끼를 드실

때도 있고 세끼를 다 챙겨먹을 때도 있다고 하였으며, 주로 10시 반 부터 주무시기

시작하여 하루 약 7시간 반 정도 수면을 취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4) 구매활동 : 주로 밭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있어서 식자재 등의 구매활동은 거

의 하지 않으며, 아이를 봐주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생필품 등은 가끔 사다주기도

하여 딱히 구매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가족들은 거의 만나지 못하고, 전화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하

였다. (아들은 이혼하여 서울에 혼자 거주, 손자는 부산의 대학에 자취)

(6) 사회참여활동 : 별도의 사회참여활동은 하고 계시지 않았다.

(7) 여가활동 : 밭을 일부 가지고 있어 다양한 작물을 경작하러 다닌다고 하였으

며 함께 경작하는 분들이 약 4명 정도 되어 주로 거기서 얘기도 하고 경작도 한다

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심심하면 밭에 가서 이것저것 하고 있고, 밭에 갔다 와서는

주로 쉬기 위해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5] 어르신 C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평일과 주말 일과에 큰 차이가 없었음.

 주말에는 부업시간에 여가활동(밭 경작)을 하거나 휴식을 하였음.

C

(평일)

(주말)
수면

가

사
업무 여가

필

수
여가 업무

필

수
여가

수

면

사회활동

참여
2시간

거주지 주변

(도보 30분 내외)

한 달에 한번정도 지역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심.

여가활동 - - -

비자발적

휴식
6시간 거주지 주로 멍하니 TV를 보는 시간이 많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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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어르신 C의 평일과 주말의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 사례4 : 어르신 D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별도의 업무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연금과 자녀들이 주는 용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2) 가사활동 : 거주지 청소나 빨래와 함께, 거주지의 정원관리도 함께 하고 있었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하루 2시간씩 꼬박꼬박 기도문을 외운다고 하였으며 어르신

에게는 중요한 필수행동이라고 하였다. 자는 시간도 꽤나 규칙적이고 식사도 잘 거

르지 않고 잘 먹고 있다고 하였다.

(4) 구매활동 : 별도로 구매활동을 하는 시간은 없으나 종교시설을 다녀오며 할인마

트에 들러 생필품을 구매한다고 하였으며 주말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지 않거나

일찍 끝나는 날에는 친구들을 만나 옷을 사러 가거나 생필품 구매 이외의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평일에는 자녀들이 가끔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는 정도이며

아직 손 자녀들이 어려서 자녀들이 외출을 자주하지 못하여 주말에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자녀들을 만난다고 하였다. 주로 식당을 정해서 만나거나 거주지로 찾아오는

데 직접 운전을 하실 수 있어서 장소에 제약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

(6) 사회참여활동 : 평일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주말에도 종교단체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외부 봉사활동일정

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였다.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5시간
부업장소

(도보 10분 내외)

아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음.(소정의 사례를 받음)

가사활동 1시간 거주지 거주지 청소, 옷 세탁 등

개인적

필수활동
9.5시간

거주지+부업장소

(도보 10분 내외)

부업하는 집에서 아이들과 끼니를

해결하시는 날도 있음.

구매활동 - -
부업하는 집의 부부가 생필품을

사다주는 일이 많음.

가족관계 - -
아들은 서울에 거주(이혼함)

손주는 부산에 거주

사회활동

참여
- - -

여가활동 8.5시간
경작지+거주지

(도보 35분 내외)

각자의 밭이 있는 4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경작을 하고, 집에선 휴식을 취함.
비자발적

휴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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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가활동 : 평일에는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텃밭을 관리하거나 TV를 보고 라디

오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이 없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이 생길

경우에는 친구들을 만나며 한 달에 1∼2회 정도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비자발적인 휴식은 없었다.

[그림-6] 어르신 D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표-9> 어르신 D의 평일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3시간 거주지 거주치 청소, 정원관리 등

개인적

필수활동
12시간 거주지

기도하는 시간이 포함됨.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신다고 하며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드심.

구매활동 - -

별도로 구매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시설에 다녀오며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함. (자차 이용)

가족관계 - -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온다고 함

사회활동

참여
7시간

종교시설

(차량 30분 이동)

원불교단체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활동을 하심.

여가활동 2시간
거주지 근처 텃밭

(도보 5분 이동)
작은 텃밭을 관리하고 있음.

비자발적

휴식
- - -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D

(평일) 수면 필수

여가

또는

가사

필

수
사회참여

가사

또는

휴식

수면

D

(주말) 수면 필수
사회참여 또는 여가생활

또는 가족관계

구

매

필

수

가사

또는

휴식

수면



28

<표-10> 어르신 D의 주말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 사례5 : 어르신 E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매일 6시쯤부터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를 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4시간동안 일을 하고 있었다. 식

당은 거주지에서 도보로 5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였다.

(2) 가사활동 : 식당에 오기 전 간단히 청소나 빨래를 하고, 식당을 마치고 돌아

가서 가사 일을 하고 있었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식사는 거주지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주로 식당에

서, 일반적인 시간보단 늦은 시간에 드시고 있으며, 식당이 바쁠 때에는 식사를 거

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귀가 후 일찍 잠들면 8∼9시간, 좀 늦게 잠들면 6∼7시간을

자는 날도 있다고 하였다.

(4) 구매활동 :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며, 일부는 주기

적으로 납품을 받고 있었다. 식당운영을 위한 구매활동을 하다가 생각나거나 필요

한 게 있으면 생필품이나 옷가지들도 함께 구매한다고 하였다.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2시간 거주지 거주치 청소, 정원관리 등

개인적

필수활동
12시간 거주지

기도하는 시간이 포함됨.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신다고 하며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드심.

구매활동 1시간

할인마트 + 쇼핑몰 등

(자차 이용, 1시간 이내

거리)

봉사활동이 일찍 끝나거나 없는 날은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에서 옷을

구매하기도 하고 생필품 외의 품목을

구매한다고 함

가족관계 1시간
거주지 + 식당

(매번 다름_자차이용)

주말의 휴식시간을 이용해 만나는 날이

2달에 한 번 정도,

사회활동

참여
5시간 종교시설 외

종교시설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외부봉사활동 일정이 있으면 참여한다고

함.

여가활동 3시간 거주지 + 사교모임

봉사활동 후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고 한 달에 1∼2회 정도 친구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한다고 함.

비자발적

휴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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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과의 시간 : 둘째 아들이 현재 실직상태라 식당 운영을 일주일에 3∼4번

정도 도와주러 오면 만나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아들은 주중에는 잘 오지 않아 못

보고 주말에는 첫째 아들도 식당 운영을 도와주러 가끔 온다고 하였다.

(6) 사회참여활동 : 한 달에 1회 쉬는 날 밖에 없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였

다.

(7) 여가활동 : 한 달에 1회 쉬는 날 밖에 없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1회 쉬는

날은 주로 병원을 가거나 밀린 가사 일을 한다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수술하거나 병원에 치료받을 때 외에는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그림-7] 어르신 E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평일과 주말 일과에 큰 차이가 없었음.

 한 달에 1회만 쉬고 계속 일을 하심.

E

(평일)

(주말)
수면

필

수

업무(준비)

시장보기
업무활동(식당운영)

휴

식

가

사

수

면

<표-11> 어르신 E의 평일과 주말의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12시간
식당

(도보 5분 내외)

식당일을 하고 계셔서 사전

준비시간까지 하면 14시간이 넘기도 함.

가사활동 2시간 거주지 거주지 청소, 옷 세탁 등

개인적

필수활동
8.5시간

거주지 + 식당

(도보 5분 내외)
거주지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구매활동 0.5시간
거주지 주변 마트

(도보 5분 내외)

식당이 재래시장 안에 위치해서

동네에서 물건을 구매함. 식당을 위해

식자재를 구매하며 필요한 것을 구매함.

가족관계 1시간
식당

(도보 5분 내외)
식당 일을 도와줌

사회활동

참여
- -

한 달에 1회밖에 휴무하지 않아

시간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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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6 : 어르신 F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업무활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2) 가사활동 : 주로 자녀와 손 자녀에게 줄 반찬을 만들기 위해 가사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거주지 청소나 세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당에 자라는 식물은 잘 관

리하지 않고 있으며 움직이기가 불편하여 점점 가사활동을 적게 하고 있다고 하였

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자는 시간이 길지 않고 자주 깨다보니 실제적으로 자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하였다.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잠깐씩 낮잠을 자기도 하고 가

사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은 옅게 잠을 자고 있다고 하였다.

(4) 구매활동 : 별도로 구매활동은 전혀 하지 않으며, 생필품과 옷은 모두 자녀와

손 자녀가 사다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필요한 물품은 자녀와 손 자

녀에게 전화하여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큰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계속 하여 어릴 때부터 손 자녀를

양육하다보니 한 달에 1∼2회 정도 손 자녀가 방문을 한다고 하였다. 퇴근길에 과

일을 사와서 얘기를 하거나 어르신이 만든 반찬을 가져가기도 하며 작은 아들은 늦

게 결혼하여 손 자녀가 매우 어리다고 하였으며, 작은 아들 내외는 아주 가끔 주말

에 놀러오거나 명절에 만나는 일 외에는 없다고 하였다. 막내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타지에 나가있어 전화를 가끔 하고 있고 명절에도 잘 만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6) 사회참여활동 : 평일에는 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제

공되는 점심을 먹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같이 다

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얘기도 하고 지낸다고 하였다.

(7) 여가활동 : 별도의 여가활동은 없었으며, 다리랑 허리가 많이 불편해 제대로

걷지를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보고자 거주지에 있는 작은 마당을 왔다 갔

다 하거나 몸 상태가 좋을 때는 동네를 걷고 있다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비자발적 휴식시간은 없었다.

여가활동 - -
한 달에 1회밖에 휴무하지 않아

시간여유가 없음.

비자발적

휴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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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어르신 F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표-12> 어르신 F의 평일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표-13> 어르신 F의 주말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F

(평일) 수면
필

수

휴식

또는

가사

주간보호센터
필

수
가사

휴

식

수

면

F

(주말) 수면
가

사
사회참여

휴식 또는 가사

또는 가족관계

휴

식
수면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4시간 거주지
거주지 청소, 자녀들의 밑반찬 제조,

세탁 등

개인적

필수활동
8.5시간 거주지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며 자는 시간도

짧음. 끼니를 잘 챙기지 않음

구매활동 - -
필요한 생필품은 자녀와 손 자녀가

사다주며 구매활동은 거의 안함

가족관계 0.5시간 거주지
손 자녀가 퇴근길에 들러서 얘기를 하다

간다고 함(한달에 1∼2회)

사회활동

참여
9시간

주간보호센터

(차량 15분 내외)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다른 사람과

얘기도 하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함

여가활동 2시간 거주지

거주지에 있는 마당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고 있음. 허리와 다리가 모두 아파 긴

시간을 하지 않음.
비자발적

휴식
- - -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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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7 : 어르신 G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동사무소의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며, 틈틈이 박스나 파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딱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상시간이나 컨디션에 따라 업무활동을 하는 시간이 유동적이며, 주로 걸

어 다닐 수 있는 동네에서 파지를 모으고 있다고 하였다.

(2) 가사활동 : 거주지의 청소나 빨래정도와 간단히 먹을 음식정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잠을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TV를 틀어두고 보

다가 잠이 들 때도 있고,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으며 점심은 경로당에

서 챙겨먹고 있지만 아침과 저녁은 드시고 싶을 때만 드시는 등 수면시간과 식사시

간이 매우 불규칙하였다.

(4) 구매활동 : 별도의 구매활동을 하는 시간은 없었으며, 반찬이 떨어지면 동네

의 작은 마트에서 한두 가지 사온다고 하였다. 옷이나 기타 생필품은 아들 내외가

사다 주는 것이 아니면 별도로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전화는 자주 하는 듯 말씀하셨으나, 사실상 만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였다.(아들 내외가 무거동에 거주함.)

(6) 사회참여활동 : 전혀 하고 있지 않으셨다.

(7) 여가활동 : 전혀 하고 있지 않으셨다. 경로당은 주로 식사를 위해 가고, 일하

다 잠깐 몸 녹이거나 쉬러 들르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사실상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거주지에서 시

가사활동 2시간 거주지
거주지 청소, 자녀들의 밑반찬 제조,

세탁 등

개인적

필수활동
9시간 거주지

종교시설에 가려면 자녀가 데려다

주어야 해서 조금 늦게까지 주무신다고

함.

구매활동 - - -

가족관계 2시간 거주지

자녀가 교회에 매주 데려다주고 데리고

집에 와준다고 함. 자녀들의 시간이 되면

함께 식사도 한다고 함

사회활동

참여
7시간

종교시설

(차량 20분 내외)

늦은 나이에 종교생활을 시작하여

신실히 다니려고 한다고 함

여가활동 4.5시간 거주지

주말에는 교회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힘들어 별도로 운동을 하지 않으며 주로

거주지에서 TV를 시청한다고 함.
비자발적

휴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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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보내고 있어 비자발적인 휴식을 하고 있었다.

[그림-9] 어르신 G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평일과 주말 일과에 큰 차이가 없었음.

G

(평일)

(주말)
수면

수면

또는

가사,

필수

업무(공공근

로/파지줍기)

필

수

휴

식

업무(공공

근로/파지

줍기)

필

수

휴

식

가

사
수면

<표-14> 어르신 G의 평일과 주말의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 사례8 : 어르신 H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따로 업무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2) 가사활동 : 기관지가 좋지 않아 혼자 살지만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야 한다는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7.5시간
동네

(도보 40분 내외)

동네의 파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팔거나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함.

가사활동 2.5시간 거주지 거주지 청소, 옷 세탁 등

개인적

필수활동
11.5시간

거주지 + 경로당

(도보 10분 내외)

거주지에서 아침과 저녁을 해결하고,

점심은 주로 경로당에서 해결하심.

잠이 올 때 자고 일어나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 불규칙함.

구매활동 - -
반찬거리를 동네에서 구매하는 것이

전부임.

가족관계 - -
전화는 자주 하시는 듯 하였으나 자주

만나지는 못하신다고 하심.

사회활동

참여
- - 전혀 하지 않으심

여가활동 - -

전혀 하지 않으심. 경로당을 가지만 주로

식사를 위해 가고 일하다 잠시 쉬는

용도로 사용하심.

비자발적

휴식
2.5시간 거주지

근로 시간을 제외하면 주로 거주지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계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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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갖고 계셔서 가사일의 대부분을 청소를 하고 세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위주로 주로 반찬을 만들고, 가끔 며느리가 와서

가사 일을 도와준다고 하였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복지관에서 식사를 주지만 줄서서 기다리기가 번거로워

가능하면 집에서 끼니를 챙겨 드시려고 하나 밥맛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잘 먹지 않

게 된다고 하였다. TV를 보다가 10시 정도에 잠이 들지만 중간 중간 자주 깨는 경

우가 많아서 매일 조금 피곤한 느낌이 있다고 하였다.

(4) 구매활동 : 별도로 구매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물품(생

필품이나 식재료)은 주로 동네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하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평소에는 거의 만나지 못하고 주말이나 자녀들이 쉬는 날에

가끔 만난다고 하였다. 두 달에 한번 정도는 자녀들이 거주지로 데리러 와서 밖에

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1년에 한번 정도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며 손 자녀

들과 가끔 전화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6) 사회참여활동 : 현재는 복지관에서 난타와 정보화수업을 듣고 있으나 기회가

되는대로 복지관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배우려고 한다고 하였다. 복지관까지는

거리가 조금 먼 편이었지만 버스를 타고 다녀도 2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니기

힘들지 않다고 하였다. 교회에서 주말에는 아침 일찍부터 교회를 가며 차가 집 앞

으로 와서 약 20분 정도 차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말학교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7) 여가활동 : 별도로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

나서 꼭 동네를 걸어 다니려고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로 집에서 휴식을 취 할 때

에는 많은 경우에는 TV를 보고 있으며, 교회에서 읽으라고 권유한 책을 보거나 오

디오를 듣고 있다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비자발적 휴식시간은 없었다.

[그림-10] 어르신 H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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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수면

여가

또는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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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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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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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수면

H

(주말) 수면
이

동

사회

참여

필

수
사회참여

필

수
휴식

필

수

휴

식

가

사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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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어르신 H의 평일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표-16> 어르신 H의 주말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3시간 거주지 거주지 청소, 세탁 등

개인적

필수활동
10시간

거주지 + 복지관

(버스 40분 내외)

깊이 잠들지 못하여 자주 깨고, 밥맛이

없지만 끼니를 챙겨먹으려고 함.

복지관에서 점심을 제공하지만 되도록

거주지에서 드시려고 한다고 함.

구매활동 - -

별도로 구매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지는

않으나 주로 동네에서 식자재나

생필품을 구매하며 옷가지는 주로

자녀들이 사다준다고 함

가족관계 - -
가끔 전화가 오는 정도로 평소에는 잘

만나지 않음.

사회활동

참여
8시간

복지관

(버스 25분 내외)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함.

마을버스를 타면 약 2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음.

여가활동 3시간 거주지 + 거주지 근처

동네를 산책하며 운동하고 있고,

휴식시간에는 주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음

비자발적

휴식
- - -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1시간 거주지 거주지 청소, 세탁 등

개인적

필수활동
10시간

거주지 + 종교시설

(차량 25분 내외)

주말에는 아침과 점심을 교회에서

드신다고 함. 사람들과 함께 외부음식을

먹기도 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기도 함.

구매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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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9 : 어르신 I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별도로 업무활동을 하지 않았다.

(2) 가사활동 :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를 돌보는데 필요한 일들과 간단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가사 일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파견된 사

람에게 맡기고 있었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수면을 길게 취하는 듯 보였으나 대략 2시간 단위로 깨서

낮잠을 자는 일도 많으며, 돌봄 선생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아침과 저녁은 돌봄

선생님이 만들어 둔 음식을 챙겨먹고 있으나 밥맛이 없어서 약 먹을 수 있는 정도

만 드신다고 하였다.

(4) 구매활동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막내딸이 필요한 물품의 대부분을 구매하

여주고, 식자재 등은 돌봄 선생님과 산책 겸 운동 겸 나가서 사오지만 멀리 가지는

못하고 거주지 바로 앞에 위치한 동네슈퍼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가까이 사는 막내딸이 퇴근 후에 자주 들러서 얘기를 하거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며, 멀리 사는 두 딸과는 주로 통화를 하고 아들 둘은 최근

에 시골에 집을 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중이라 통화도 자주 못하고 못보고

있다고 하였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연세가 많다보니 자녀들이 거주지로 온다고 하

였고 외식을 할 경우에 어르신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고 자녀들끼리 식사하고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였으며, 가끔 참여할 때는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간다고

하였다.

(6) 사회참여활동 :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아 아무것도 안하고 계신다고 하였

다.

(7) 여가활동 : 거주지를 잘 벗어나지 않고 주로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며 TV를

보기도 하고 통화가 가능한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계시다고 하였다. 보행보조기구

가 있어 강아지 산책 겸 하루에 30분정도 밖에 나가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비자발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가족관계 2시간 -

자녀들이 거주지로 데리러 오며 두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는 만나서 외식을

하기도 함.
사회활동

참여
8시간

종교시설

(차량 25분 내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데

보조역할로서 봉사활동을 함.

여가활동 3시간 종교시설 근처
시간이 될 경우 종교시설 근처를 걸으며

운동을 한다고 하였음.
비자발적

휴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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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어르신 I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평일과 주말 일과에 큰 차이가 없었음.

I

(평일)

(주말)
수면

필

수

가

사

비자발

적휴식
여가

가

사

비자발적

휴식 또는

가족관계

수면

<표-17> 어르신 I의 평일과 주말의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 사례10 : 어르신 J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한 달에 10번 공공근로를 나가고 계신다고 하였으며 동네에서 청

소를 하고 계시며 한 번에 5시간 정도 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2) 가사활동 : 거주지 청소와 음식을 하는 것 등을 하신다고 하였다. 노인 돌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3시간 거주지

강아지 배변패드 정리, 간단한 청소 등

다른 가사 일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여 하고 계심

개인적

필수활동
11.5시간 거주지

두 시간 단위로 깨다보니 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낮잠도 잘 주무신다고 함. 돌봄

선생님이 해둔 음식을 챙겨 드심

구매활동 - -

동네에 사는 막내딸이 거의 사다주고

돌봄 선생님께 부탁하여 필요한 것은

구매한다고 함

가족관계 4시간 거주지

막내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자주

들르며 다른 딸과 아들은 주로 전화를

하거나 주말에 가끔 외식을 한다고 함.

사회활동

참여
- -

거동이 불편하여 전혀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고 함

여가활동 - -
거동이 불편하여 전혀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고 함

비자발적

휴식
5.5시간 거주지

거동이 불편하여 가만히 TV를 보거나

강아지를 보고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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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사람이 파견되어 어르신의 가사를 보조해주고 있

으나 대부분의 경우 어르신께서 직접 하고 계시다고 하였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과거 군인신분을 오래 유지하셨던 습관이 남아서인지 제

때 주무시고 제때 식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며, 거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다고

하였다.

(4) 구매활동 :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주로 동네의 슈퍼를 이용하며 쌀 같은 것

은 정부米를 구매하면 더 싸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나 전동휠체어처럼 고

가의 물건이나 혼자서 사기 버거운 물건을 구매해야 할 때에는 동사무소나 보훈처,

자녀들에게 연락하여 구매 요청을 하거나 함께 동행 한다고 하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군인 신분이던 시절, 파병을 다녀왔더니 아내가 별거를 요구

하여 그 후 40여 년째 혼자 지내신다고 하였으며 현재 자녀들도 아내 거주지 근처

에 머물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녀들과 전화를 자주 주고받거나

방문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6) 사회참여활동 : 따로 봉사활동이나 종교단체에 참여하시지 않았다.

(7) 여가활동 : 최근 구매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동네를 구경하는 것이 가장 큰 재

미라고 하였으며, 다치기 전에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다녔다고 하였다. 혼자

버스를 타고 기차표를 예매하여 부산이나 경주에 다녀오시기도 하며, 거주지에 가

만히 있기 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밖에 나가려고 한다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비자발적인 휴식시간은 없다고 하였다.

[그림-12] 어르신 J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평일과 주말 일과에 큰 차이가 없었음.

J

(평일)

(주말)
수면

필

수
여가 가사 여가

필

수
여가

필

수

휴식

또는

가사

수면

<표-18> 어르신 J의 평일과 주말의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3시간
동네

(도보 15분 내외)
공공근로를 한 달에 10번 나간다고 하심.

가사활동 2시간 거주지 거주지 청소 및 세탁 등

개인적

필수활동
11시간 거주지

거의 수면은 규칙적으로 한다고 하시며,

식사도 세 끼를 다 챙겨먹는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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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1 : 어르신 K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어르신의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유치원장이 어르신에게 유치원 청

소를 부탁하여 1∼2시간 정도 청소를 해주고 보수를 조금 받는다고 하였다.

(2) 가사활동 : 음식을 하거나 거주지 청소, 세탁 등을 하고 있으나 긴 시간을 하

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우울증이 있어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오며 수면제도 함께 처방받아서 약을 먹지 않으면 못 주무시고 약을 먹으면 8시간

정도 푹 잔다고 하였다. 식사는 경로당에서 점심을 드시지만 아침과 저녁은 잘 안

드시며 약을 먹기 위해 소량만 드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4) 구매활동 : 식자재나 생필품이 떨어졌을 때 동네 슈퍼를 이용하는 정도였으며

별도로 구매하는 것은 없고 옷 등은 교회에서 나눔 행사 때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

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두 딸은 해외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어 거의 보지 못하고,

아들은 아파서 늘 병원에 있으므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딸을 마지막으로 본지

3년이 넘었다고 하였지만 아주 가끔 전화가 온다고 하였다.

(6) 사회참여활동 : 평일에는 식사하러 경로당에 잠시 갔다가 쉬다 오시기도 하지

만 따로 관계를 만들어 원활한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기독교 신자

여서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전시간은 교회에서 보낸다고 하였다. 교회는 차량으

로 25분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어르신의 집 앞까지 왔다가 집 앞에 내려준다고 하였

다. 그러나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따로 관계를 맺어서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구매활동 0.5시간
동네

(전동휠체어 30분 내외)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동네에서 생필품을

구매, 동사무소나 보훈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여 구매하심.

가족관계 - -

별거 중인 아내근처에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할 때가 아니면

자녀들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으신다고 함
사회활동

참여
- - 따로 참여하지 않음

여가활동 7.5시간

동네 + 여행

(전동휠체어 30분

내외+대중교통

2시간내외)

가능한 많이 걸어다니며 운동을 함.

전동휠체어를 타고 동네를 구경하시는

시간이 많다고 함. 가끔씩은 기차/버스를

타고 경주, 부산을 다녀오심.
비자발적

휴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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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가활동 : 하루에 30분 정도 거주지 앞의 공원에 있는 기구들을 활용하여 간

단히 운동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과의 교류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아들이 오랫동안 아팠던 데다 딸들의 공부를 위한 뒷바라지

를 하다 보니 현재는 우울증이 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고 하였다. 주로 이불에

누워 TV를 보는 것이 거주지에서의 주된 일이라고 하였다.

[그림-13] 어르신 K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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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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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사

회

참

여

부

업

필

수

비자발적

휴식
수면

K

(주말) 수면 사회활동참여
여

가

비자발적

휴식

필

수

가

사
수면

<표-19> 어르신 K의 평일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1.5시간
동네 유치원

(도보 15분 내외)

어르신 형편을 고려해 유치원에서

청소를 부탁했다고 함.

가사활동 2시간 거주지 음식 만들기, 거주지 청소 등

개인적

필수활동
12시간 거주지

우울증 약과 함께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을 먹고 잠이 들면 8시간 정도 주무심.

점심은 경로당에서 아침저녁은 잘 안

챙겨 드신다고 함.

구매활동 - -
식자재가 떨어지면 동네 슈퍼에서 조금

구매하는 정도임.

가족관계 - -

두 딸은 해외 취업하여 가끔 전화가

오고 아들은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있어 못 만난다고 함.

사회활동

참여
1.5시간

경로당

(도보 5분 내외)

식사 때문에 가서 잠시 쉬다 오신다고

함.

여가활동 0.5시간
동네

(도보 15분 내외)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 동네산책을 하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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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어르신 K의 주말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1시간 거주지 음식 만들기, 거주지 청소 등

개인적

필수활동
10시간 거주지

교회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아침, 저녁은

잘 안 드신다고 함.

구매활동 - - -

가족관계 - - -

사회활동

참여
7시간

종교시설

(차량 25분 내외)

교회에 다니며 종교시설에서 오전시간을

보내고 옴. 친한 사람은 없다고 하심

여가활동 1시간 동네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 동네산책을 하신다고 함.

비자발적

휴식
5시간 거주지

아들이 오랜 기간 아팠던 데다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우울증이 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고 하심.

Ⓛ 사례12 : 어르신 L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전혀 업무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2) 가사활동 : 거주지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으며 음식을 하는데 거의 잘 먹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음식 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주로 집에 있기 때문에 청소나

빨래를 하는 일도 거의 없다고 하였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간질증세가 남아 있어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발가락이 휘어져 보행이 점차적으로 어려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종교

단체에서 나눠준 책자를 읽고 외우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

(4) 구매활동 : 거의 구매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생활하는 것 자체가 빠듯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별도로 구

매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미혼이시며, 같이 살던 어머니가 2년 전 돌아가신 뒤로는 딱

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형제들은 있으나 서로 살뜰히 챙기는 관

계가 아니었으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르신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잘

비자발적

휴식
6.5시간 거주지

주로 누워있고, 약을 먹고 가만히 TV만

보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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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6) 사회참여활동 : 함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을 지원하여 차를 타고

20분 정도 시설을 향해 간다고 하였다. 딱히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에서 잠시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매일 가

는 것은 아니고 평일에 3번 정도 가고 있다고 하였다.

(7) 여가활동 :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한 번도 여가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며 주

로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건강상의 문제로 주로 거주지에서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

신이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외로운 시간도 너무 많아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였다.

[그림-14] 어르신 L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평일과 주말 일과에 큰 차이가 없었음.

J

(평일)

(주말)
수면

가

사
필수

필수 또는

비자발적 휴식
사회참여 수면

<표-21> 어르신 L의 평일과 주말의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1.5시간 거주지
청소와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지만 잘

하지 않는다고 함.

개인적

필수활동
15시간 거주지

병원을 다니며, 종교단체에서 나눠준

책을 공부하고 외우는 시간이 있으며,

잠들고 깨기를 반복한다고 함.

구매활동 -
거주지 주변

(도보 5분 내외)

동네의 슈퍼를 이용하여 식자재와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음.

가족관계 - -

미혼이시며, 같이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들과는 거의

왕래가 없다고 하였음.

사회활동

참여
3시간

종교시설

(차량 20분 내외)

저녁에 차가 집으로 와서 시설로 간다고

함. 시설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됨.

여가활동 - -
전혀 하고 있지 않음.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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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3 : 어르신 M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별도로 업무활동(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2) 가사활동 : 기상 후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거주지 청소, 세탁 등의 가사 일을 하고 있었으며 제철 식자재로 요리를 하여 주변

사람들과 나눠먹기도 한다고 하였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평소 요리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므로 혼자 식사를 하실 때

에도 가능하면 잘 차려먹으려고 하신다고 하였다. 보통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며 더 늦게 자는 경우도 있어 아침에 종종 늦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다니는

절에서 특별히 기도문을 외우는 기간 동안에는 새벽에 기도하러 절에 가기도 하며,

집에서 기도문을 읊기도 한다고 하였다.

(4) 구매활동 : 2∼3주에 한번 자녀들과 주말에 쇼핑을 하러 간다고 하였다. 주로

손 자녀의 옷을 구매하지만 어르신의 옷이나 자녀들의 옷도 함께 구매하기도 하고

다른 식료품등을 구매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모임이나 종교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과도 간혹 쇼핑을 한다고 하였으나 규칙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

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평소에는 자녀들과 잘 만나지 않는데 간혹 자녀들이 사정이

있어 손 자녀를 돌봐달라고 하면 평일에도 운동이나 기타 일정들을 하지 못하고 손

자녀를 돌봐주고 있다고 하였다. 주말에도 자녀들과 식사를 하거나 거주지로 놀러

오는 일이 있었으며 어르신의 언니도 근처에 거주하여 운동을 함께하고 있다고 하

였다.

(6) 사회참여활동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컴퓨터 관련한 프로

그램을 배우고 있었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소속

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로 각 프로그램 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가르쳐주거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으며 매일

하는 것은 아니라서 복지관을 가지 않을 때에는 다니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였다.

(7) 여가활동 : 친언니와 함께 수영을 다니고 있었으며, 주말에는 독서모임을 나

가고 있었다. 독서모임은 책이나 시집을 읽고 함께 얘기하고 있으며 음악을 듣기도

하고 간혹 전시회를 가기도 하는 등의 복합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거주지에서 휴식을 할 경우 주로 TV를 보거나 모임에서 선정한 책을 읽는다고 하

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비자발적 휴식시간은 없다고 하였다.

비자발적

휴식
4.5시간 거주지

거동이 불편하여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으며 키우고 있는 물고기를 보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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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어르신 M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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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또는

가사

사회참여 여가 가사
수

면

M

(주말) 수면

가사

또는

필수

여가 또는

사회참여

여가 또는

가족관계

필

수

여가 또는

구매

수

면

<표-22> 어르신 M의 평일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3시간 거주지 거주지 청소, 세탁, 요리 등

개인적

필수활동
10.5시간

거주지 + 복지관 + 절

(차량 10분 내외)

절에서 기도를 하며, 거주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음. 주로 식사는 거주지에서

하지만 복지관에서 해결하기도 함.

구매활동 - -

평소에는 식자재를 사는 것 정도이며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장날을 맞춰서

구매한다고 함.

가족관계 - -

손 자녀를 돌봐달라고 연락이 오는 날은

가족과 오후시간을 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일에는 잘 보지 않는다고 함

사회활동

참여
6.5시간

복지관

(차량 10분 내외)

복지관에서 학습을 하시기도 하고,

복지관 내 봉사센터에 소속되어 다른

어르신을 돕기도 함.

여가활동 4시간

스포츠센터

(차량 5분 내외, 도보

15∼20분 내외)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꾸준히 하고

계심. 집에서는 주로 요리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따라한다고 하심.
비자발적

휴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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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어르신 M의 주말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1.5시간 거주지 거주지 청소, 세탁 및 요리

개인적

필수활동
10.5시간

거주지나 거주지 외

(차량 20분 내외)

수면시간은 평일과 비슷하였음. 식사는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외식하는 경우가

있었음.

구매활동 1시간
백화점 + 할인마트

(차량 25분 내외)

자녀들과 손 자녀의 옷을 구매하거나

어르신의 옷을 구매함. 할인마트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구매하기도 함.

가족관계 2.5시간

거주지 + 자녀의 집 +

거주지 외

(차량 30분 내외)

자녀들이 거주지로 오거나, 자녀의

집으로 가기도 하며, 외부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함.
사회활동

참여
1시간 절

기도문을 하는 시기에는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함.

여가활동 7.5시간
거주지 근처 카페

(도보 15분 내외)

근처의 어르신들끼리 만나 독서모임을

하고 있다고 함. 독서모임 외에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음.
비자발적

휴식
- - -

Ⓝ 사례14 : 어르신 N의 일상생활

(1) 업무활동 : 별도로 업무활동(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2) 가사활동 : 자녀에게 줄 밑반찬이나 손 자녀의 간식을 챙기는 일이 주된 가사

활동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손 자녀의 옷 세탁도 함께 하는 날이 있다고 하였으며

거주지 청소와 세탁을 한다고 하였다.

(3) 개인적 필수 활동 : 수면시간은 8∼9시간 정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잠을 깊게

자지 못하여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저녁은 건강을 위해 가끔 안 먹기

도 하지만 아침과 점심은 꼭 챙겨먹고 있다고 하였고, 손 자녀와 함께 간식을 먹기

도 한다고 하였다.

(4) 구매활동 : 손 자녀의 돌봄 시간에 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주로 자

녀의 밑반찬을 만들기 위한 식자재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 쇼핑은 주

로 주말에 자녀들과 함께 간다고 하였으며 가끔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가기도 한다

고 하였다.

(5) 가족과의 시간 : 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손

자녀를 돌봐주고 있다고 하였으며 가끔 힘든 날도 있지만 자녀들도 볼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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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고 하였다. 손 자녀를 맡기는 막내딸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전화를 자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주말에 가끔씩 놀러오거나 함께 외출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6) 사회참여활동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서예나 컴퓨터, 스마

트폰 등 다양한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서 밖

에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복지관 외에 외부에서 봉사단체에 가입

하여 주말에는 무료급식소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

도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에도 가입하여 한 달에 1∼2회 정도 거리 청소

나 기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7) 여가활동 : 건강을 위해 꾸준히 스포츠센터에서 아쿠아로빅을 하고 있다고 하

였으며, 손 자녀들과 놀아주기 위해 주로 어린이 TV를 함께 보거나 함께 산책을

다니는 것이 여가활동이라고 하였다. 친구들, 형제들과 두 달에 1회 정도 계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은 없다고 하였다.

(8) 비자발적 휴식 : 비자발적 휴식시간은 없다고 하였다.

[그림-16] 어르신 N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일과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0시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M

(평일) 수면

필수

또는

가사

사회 참여
가

사

가족관계

또는 구매

가사

또는 여가

수

면

M

(주말) 수면

필수

또는

가사

사회참여

휴식

또는

가족관계

휴식
가

사

수

면

<표-24> 어르신 N의 평일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3.5시간 거주지

주로 자녀와 손 자녀를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며, 거주지 청소 및 세탁을

하고 있음.

개인적

필수활동
9.5시간 거주지

수면시간이 길지만 깊이 못 잔다고

하였으며 저녁은 안 먹으려고 하지만

아침과 점심은 챙겨먹으려고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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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어르신 N의 주말 일상생활 분석표-시간/공간

8가지

범주
24시간 분석

장소 분석

(거주지 기준 이동시간)
세부내용

업무활동 - - -

가사활동 3시간 거주지

주로 자녀와 손 자녀를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며, 거주지 청소 및 세탁을

하고 있음.

개인적

필수활동
10.5시간 거주지

수면시간이 길지만 깊이 못 잔다고

하였으며 저녁은 안 먹으려고 하지만

아침과 점심은 챙겨먹으려고 한다고 함.

구매활동 1시간
거주지 외

(차량 20∼40분 내외)

2∼3개월에 한 번 정도 자녀와 함께

외출하여 쇼핑을 한다고 함.

가족관계 1.5시간
거주지 + 거주지 외

(차량 20∼30분 내외)

자녀들이 거주지로 와서 시간을

보내거나 데리러 와서 함께 외출하여

주로 식사를 한다고 함.

사회활동

참여
6시간

거주지 외

(대중교통 10분 내외)

매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여가활동 2시간 거주지

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본다고 함.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모임에

참석한다고 함.

비자발적

휴식
- - -

소결 : 독거노인들의 하루 24시간의 일상생활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오전 6시를

구매활동 0.5시간
거주지 근처

(도보 15분 내외)

손 자녀의 간식이나 음식을 챙겨주기

위해 거주지 근처의 할인마트를 이용함.

가족관계 3.5시간 거주지

손 자녀가 어르신의 댁으로 귀가하여

어르신이 돌봄을 하고 있음. 자녀가 퇴근

후 데리고 간다고 함.

사회활동

참여
5시간

복지관

(대중교통 20분 내외)

복지관에서 다양한 것(컴퓨터, 서예 등)

을 배우고 있다고 함.

여가활동 2시간
스포츠센터

(대중교통 10분 내외)

건강을 위해 꾸준히 아쿠아로빅을 하고

있다고 함.
비자발적

휴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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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로 기상, 오후 10시를 전후로 취침하고 있으며 많은 참여자들이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평균적으로 2∼3시간의 가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거주지 청소나 세탁, 음식을 만드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선 자

녀에게 전해 줄 밑반찬을 만들기도 하였다. 건강을 생각하여 30분∼1시간 정도는

운동을 위해 산책을 하거나 걷는 시간이 있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참여자는 하루

중 5∼8시간 정도를 시설에서 보내며 식사까지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다.

종교 활동이나 여가 활동,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하루 중 3∼5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주일에 두세 번 정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과의 시간은

대부분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화는 일주일 평균 30∼40분정도 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평일과 주말의 일과가 유사하였으나, 종교 활동을 하는 몇몇

참여자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종교시설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자녀들과의 시간을

보내는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별도로 구매활동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참여자는

거의 없었으며 구매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중

에 아주 잠깐 시간을 내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구매활동을 하지 않는 참여자

도 있었다.

독거노인의 시간 사용에 대한 공간 사용을 살펴본 결과, 독거노인은 대부분의 시

간을 거주지에서 보내고 있었으며,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주로 TV나 라디

오를 켜두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휴식의 개념으로서 TV를 시청하는 경우도 있었지

만, 딱히 할 일이 없거나 적당한 소음을 만들기 위해 TV나 라디오를 켜두는 경우

도 있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거주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

우도 있었다.

운동을 하더라도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고소득층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

며 대부분은 동네를 걷거나 동네의 공원에 마련된 운동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과 외식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자녀와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곳

도 대부분 거주지였으며, 자녀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자차를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도 대부분 거주지나 거주지에서 도

보로 멀지 않은 곳을 이용하여 만나고 있었다.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 경로당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을 가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

동하거나 각 시설에서 차량을 지원하여 이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자차를 이

용하는 경우에는 활동 반경에 크게 제약이 없이 자녀를 만나거나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었다.

Ⓞ 일상생활 활동 분석

독거노인들의 일상생활 24시간을 활동에 따라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을 확인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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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표-26>, <표-27>과 같다.

모든 참여자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이 포함

된 필수시간이었다. 적게는 24시간 중 35%, 많게는 50%에 달했으며, 63%라고 응답

한 참여자는 개인적 필수 활동 시간에 기도시간을 포함함으로 인하여 결과에 차이

가 발생했다.

가사활동 역시 적게는 4%에서 21%까지 있었는데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

들은 가사활동 시간이 확연히 적었고, 자녀들의 밑반찬을 해서 보내고 있는 참여자

들의 경우 가사활동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참여자 14명 중 5명이었으나 공공근로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2명으로 대부분 업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일에 주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네에

서 파지를 수거하고 있는 경우로 파악되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참여자는 소득이 높

았으나 자녀들이 참여자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 업무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고 하였고, 파지를 수거하는 참여자는 저소득층으로 생계비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공공근로를 하는 경우도 저소득층으로

생계비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매활동, 사회참여활동, 가족과의 관계, 여가활동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

었는데 구매활동은 아예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14명 중 10명으로, 대부분

의 독거노인들이 평소에 구매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구매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적어 구

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

우가 있었고, 거동이 불편하여 구매활동 자체를 요양보호사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주말에는 구매활동의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녀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사교모임을 하며 구매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독거노인의 구매활동에는 가족과의 관계, 사교

모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과의 시간에서는 가족을 만나지 않는 참여자들의 경우 손 자녀의 돌봄을 하

고 있거나 자녀가 근처에 거주하여 보호와 돌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족과의 시간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평일에 비해 주말에는 빈도수가 늘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외출하여 외식을 하거나 거주지로 오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평일과 주말에 걸쳐 가족과의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자녀가 해

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오랜 별거생활로 인해 자녀들과의 소통이 없는 경우, 결

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고 형제·자매들과는 소원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이들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마땅히 의지하거나 해결할 인적 재원이 없어 사회보호체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가활동의 경우 참여자 14명중 8명이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8명 중 4명은

동네를 산책하며 운동하는 정도를 여가활동이라고 응답하였고, 센터를 활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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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모임, 여행 등의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은 4명으로 이러한 참여자들의 경우 신

체적으로 건강하여 거동에 불편함이 없고,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함께 활

동할 친구가 있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평일과 주말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활

동반경이 넓은 참여자들의 경우 주말에 더욱 많은 시간을 여가활동에 투자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자발적인 활동 즉,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고 있는 활동은 대부분 거주지에

서 TV를 시청하는 경우로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TV를 시청하고 있다고 하

였다. 이들은 우울증이 있는 참여자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아서 다른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 참여자, 거동이 불편하여 다른 활동이 불가능한 참여자등

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의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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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평일의 일상생활 분석

　
업무 가사 필수 구매 가족 사회활동 여가 비자발적 휴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참여자 A 0 0% 5 21% 10 42% 0 0% 0 0% 9 38% 0 0% 0 0%

참여자 B 0 0% 3 13% 10 42% 1 4% 2 8% 2 8% 0 0% 6 25%

참여자 C 5 21% 1 4% 9.5 40% 0 0% 0 0% 0 0% 8.5 35% 0 0%

참여자 D 0 0% 3 13% 12 50% 0 0% 0 0% 7 29% 2 8% 0 0%

참여자 E 12 50% 2 8% 8.5 35% 0.5 2% 1 4% 0 0% 0 0% 0 0%

참여자 F 0 0% 4 17% 8.5 35% 0 0% 0.5 2% 9 38% 2 8% 0 0%

참여자 G 7.5 31% 2.5 10% 11.5 48% 0 0% 0 0% 0 0% 0 0% 2.5 10%

참여자 H 0 0% 3 13% 10 42% 0 0% 0 0% 8 33% 3 13% 0 0%

참여자 I 0 0% 3 13% 11.5 48% 0 0% 4 17% 0 0% 0 0% 5.5 23%

참여자 J 3 13% 2 8% 11 46% 0.5 2% 0 0% 0 0% 7.5 31% 0 0%

참여자 K 1.5 6% 2 8% 12 50% 0 0% 0 0% 1.5 6% 0.5 2% 6.5 27%

참여자 L 0 0% 1.5 6% 15 63% 0 0% 0 0% 3 13% 0 0% 4.5 19%

참여자 M 0 0% 3 13% 10.5 44% 0 0% 0 0% 6.5 27% 4 17% 0 0%

참여자 N 0 0% 3.5 15% 9.5 40% 0.5 2% 3.5 15% 5 21% 2 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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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주말의 일상생활 분석

　
업무 가사 필수 구매 가족 사회활동 여가 비자발적 휴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참여자 A 0 0% 2 8% 11 46% 0 0% 1 4% 0 0% 3 13% 7 29%

참여자 B 0 0% 3 13% 10 42% 1 4% 2 8% 2 8% 0 0% 6 25%

참여자 C 5 21% 1 4% 9.5 40% 0 0% 0 0% 0 0% 8.5 35% 0 0%

참여자 D 0 0% 2 8% 12 50% 1 4% 1 4% 5 21% 3 13% 0 0%

참여자 E 12 50% 2 8% 8.5 35% 0.5 2% 1 4% 0 0% 0 0% 0 0%

참여자 F 0 0% 2 8% 9 38% 0 0% 2 8% 7 29% 4.5 19% 0 0%

참여자 G 7.5 31% 2.5 10% 11.5 48% 0 0% 0 0% 0 0% 0 0% 2.5 10%

참여자 H 0 0% 1 4% 10 42% 0 0% 2 8% 8 33% 3 13% 0 0%

참여자 I 0 0% 3 13% 11.5 48% 0 0% 4 17% 0 0% 0 0% 5.5 23%

참여자 J 3 13% 2 8% 11 46% 0.5 2% 0 0% 0 0% 7.5 31% 0 0%

참여자 K 0 0% 1 4% 10 42% 0 0% 0 0% 7 29% 1 4% 5 21%

참여자 L 0 0% 1.5 6% 15 63% 0 0% 0 0% 3 13% 0 0% 4.5 19%

참여자 M 0 0% 1.5 6% 10.5 44% 1 4% 2.5 10% 1 4% 7.5 31% 0 0%

참여자 N 0 0% 3 13% 10.5 44% 1 4% 1.5 6% 6 25% 2 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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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생태체계 분석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의 생태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체계, 미시

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에 관한 요인들을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응답을

기준으로 생태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 개인체계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살펴본 결과 개인체계는 거주지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도, 자아존중감 등으로 그 중 그들이 느끼는 거주지 만족도와 건

강상태 만족도는 [그림-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자 10명(A, B, C, D, H, I, J,

L, M, N)이 자신의 거주지는 안전하고 살기 좋다고 응답했고, 주관적 건강상태 만

족도는 참여자 6명(C, D, H, J, M, N)이 건강상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아직 걸

어 다닐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으며 자녀들과 통화하는데 문제가 없

는 것만으로도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참여자(D, H)도 있었고, 사실상 운동 등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는 참여자(M, N)도 있었다.

[그림-17] 개인체계-거주지만족도와 건강상태 만족도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자아존중감은 [그림-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자 8명

(C, D, F, H, I, J, M, N)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참여자들은 자신이 거주지에서 식사를 챙겨서 먹을 수 있고, 자주

잊어버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타인의 도움 없이 가사 일을 하고 있으며, 운전을

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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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녀들과 통화할 수 있다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행복하다

고 하였다. 한 참여자(N)는 손 자녀를 돌봄으로 인하여 힘들지만 ‘아직 내가 자녀들

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손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참여자는 7명(A, B, F, G, H, K,

L)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은 자신이 잘 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한

참여자(K)는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기도 힘들어서 자신이 뭘 잘하고 좋

아했으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없다고 답하였고, 또 다른 참여자(L)는 자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한 번도 자신 있게 어떤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림-18] 개인체계-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자아존중감

개인체계를 살펴본 결과, 거주지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거

주지가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사실상 불편하지만 자신의 거

주지에 익숙해진 경우와 더욱 안전한 거주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건강상태만족도는 보통인 편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

고 있는 경우와 업무나 신체적 여건이 좋지 않아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립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었

으며 다소 높은 편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많은 불편함이 없을수록, 가족들

과의 연락 빈도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 미시체계

미시체계는 가족과의 관계(함께 하는 시간, 의지 정도 등), 이웃/친구와의 관계(함

께 하는 시간, 의지 정도 등), 시설과의 관계(이용 빈도, 담당자들과의 관계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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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림-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참여자가 가족과의 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10명(A, B, C, E, F, G, H, I, M, N)이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자녀와 보내는 물리적인

시간의 절대량만큼 자녀들과의 통화나 짧은 만남이라도 빈도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자녀에게 의존도가 높다고 응답한 한 참여자(A)의 경우 자녀에게

보낼 밑반찬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고 하였으며 다른 참여자(B)의 경우 자녀가 없었으면 급작스레 사별한 상황을 견디

기 힘들었을 것이며 자녀들이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극단적 선택

을 했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참여자(D)의 경

우 자녀와의 관계는 좋다고 응답했으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었고, 자녀들에게 의

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어르신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고 하여 점수를 낮게 주었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참여자(J)의 경우, 별거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자녀들이 배우자를 따라 집

을 떠나서 굳이 의지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참여자의 경우

군인생활을 오래한 개인의 성향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참여자(I)의 경우,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으며 자신의 어머니 또한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형제들

뿐인데 자신이 아프다보니 심각한 일이 아니면 굳이 연락하지 않아 관계가 좋지 않

다고 응답하였다.

친구/이웃과의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 4명(A, J, K, L)의 경우 학창시절의

친구들은 이미 결혼과 동시에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인 생활고에 시달리

다 보니 딱히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그 순간 어울려서 얘기를 나눌 뿐 관계가 이어져서 별도로 만남을 하거나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할 정도로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친구/이웃과의 관

계가 좋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7명(B, C, F, G, H, I, M, N)으로 대체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이 포함되어있었다.

시설과의 관계에서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참여자가 7명(B, C, D, E, I, J, L)

으로 이들 중 일부 참여자(I, L)는 신체적 문제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려고 시도

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참여자(B, D, J)들은 시설에 가면 나이 많은 사람들

끼리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것 같고, 시설에 있으면 괜히 더 늙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참여자 7명(A,

F, G, H, K, M, N)은 대부분 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시설의 담당자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복지관을 이용하며 학습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

우 자신이 어린 시절 부터 배워보고 싶었던 그림이나 뜨개질 등의 취미생활을 배우

고 있어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새로운 학습을 신청하면 새로운 사람들

과 또 만나서 얘기를 하여 즐겁다고 하였으며,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한 참여

자(K)의 경우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텃세’로 인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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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용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여 점심을 먹는 정도로만 활

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19] 미시체계-가족, 친구/이웃, 시설과의 관계

미시체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과 단절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어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이와 반대로 가족과의

만남이나 소통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가 잘 이루어져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가족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된 경

우 정서적 의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친구/이웃과의 관계나 시설과의 관계

또한 전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친구/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집단

이 가족과도 단절된다면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이 심화되고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설(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등)은 전혀 이용하고자하

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들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족이나 친구/이

웃과의 체계가 잘 형성되어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만

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 중간체계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와 사회활동참여(종교생활, 봉사활동, 여가활동

등)으로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를 먼저 보면 [그림-20]와 같다. 가족들이 친구나 이

웃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참여자(A)의 경우 딸과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

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관계나 이웃관계에 대해 딸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딸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을 불편해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로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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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참여자(D)의 경우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연락을 자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가족과의 미시체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 미시체계간의 관계 역

시 잘 형성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참여자들의 경우

에는 응답이 없었기에 미시체계간의 관계가 성립하지 못하여 관계는 약해질 수 밖

에 없었으며, 자녀들이 시설의 행사나 가족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F)의 경우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연락을 자주 하고

있고 자녀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자녀들과의 지지체계도 잘 형성

되어 있고 시설과의 관계도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20] 중간체계-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사회활동참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종교 활동과 봉사활동, 여가활동으로

[그림-21]과 같다.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는 6명(D, F, H, K, L, M)으로 대

체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다만 한 참여자(K)의 경우 종교 활

동을 하고 있지만 타 종교 단체들처럼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거의 없으며, 기

도를 드리는 그 시간만 다들 관계를 맺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관계가 없으므로 점

수를 낮게 책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D)의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가족들과의 관계나 친구/이웃과의 관계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는

데 어르신의 경우 자신의 지금 생활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종교생활이

라고 응답하였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는 5명(B, D, H, M, N)으로 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

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비록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몸이 조금 피

로하긴 하지만 자신이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이 노후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는 얘기를



58

하였다. 한편으로는 아직 건강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

였다.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는 6명(A, D, H J, M, N)으로 이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 참여자(J)는 가족, 친구/이웃, 시설과의 관계 등

미시체계의 전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혼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동네

산책을 하며 충분히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말벗이 필요할 때

가 있지만 보훈처에서 파견된 선생님과 일주일에 두 번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그림-21] 중간체계-사회활동참여(종교, 봉사, 여가)

중간체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과의 관계나 친구/이웃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

은 경우에는 미시체계간의 연결 또한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각의 미시체

계는 잘 형성되었으나 미시체계 간 연결이 약한 경우도 있었다. 사회활동참여의 경

우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종교 생활은

노년의 삶에 중요한 활동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봉사활동과 여가활

동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아직 활

동하고 있다는 자기효능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 외체계와 거시체계

외체계는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환경, 거시체계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이는 [그림-22]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 주변 지역사회환경이 좋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주변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자차를 소유한 참여자(D)의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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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환경적 제약 조건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참여자(A)는 주변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제공되는 서비스들

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22] 외체계와 거시체계

외체계와 거시체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

었으며, 주변 편의시설도 만족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가 도심에 거주

하고 있어 병원, 대형할인마트 등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지

지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현재 독거노인에게는 정서적·사회

적 지지보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직접적 도움이 되는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만

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생태체계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생태체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28>과 같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시설과의 관계인 미시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참여자들의 경우 가족을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자주 하지도 않았고 친구나 이웃을 자주 만나거나 고민을 나

누는 시간은 거의 없었으며, 경로당에서 주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추위와 더위를 피

하는 용도이거나 잠시 쉬는 정도로 활용하는 정도였으며 대부분이 거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었으며, 삶의 만족도가

낮고 스스로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미시체계가 잘 발달된 경우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고 시설을 활용하는



60

경우에는 시설의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시설의 담당자들과도 관계가 좋다고 하였

다. 특히 미시체계 요인 중 가족과의 관계가 잘 발달하여 자녀에게 의지를 할 수

있거나 연락하는 빈도가 높은 독거노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높은 것으

로 보아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에 가족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소득 수준은 낮지 않았지만 소득이 높다고 하여 행복도가

더 높은 것은 아니므로 독거노인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은

독거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과의 미시체계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구/이웃과의 관계가 좋거나 시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미시체계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도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개의 미시체계가 전부 다 발달한 경우에도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에는 미시체계요인들이 잘 형성

되고 발달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시체계가 잘 형성되고 발달한 경우 중간체계 요인인 미시체계간의 연결은 대부

분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간체계 요인인 사회참여활동에

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사회참여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는 학습, 종교 활

동,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으며 그것이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

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소

득이 일정수준 이상 되거나 건강상태가 좋았으며, 가족과의 체계가 잘 발달하여 자

녀나 손 자녀가 도와주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반대로

사회참여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종교 활동만을 한정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미시체계가 잘 발달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사회참여활동을 전혀 하지 않지만 삶의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참여자의 젊은 시절의 직업과 독거기간

이 길어짐에 따라 체계간의 다양한 관계가 단절된 것에 적응하고자 스스로 삶의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외체계 요인에 포함되는 여가 활동 등을 활

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전문의들을 찾을 경제적 조건이 되지 않

아 통증을 참고 견디는 참여자들의 경우 외체계 요인인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대부분 소득이 낮은 계층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거주지 밖

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계층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참여자를 제

외한다면 대부분 사회적 지지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거시체계요인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관련해서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는 저소득층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소득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참여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노인 돌봄 서비

스의 경우 지원을 받고 싶지만 행정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로 인하여 말벗도 되고, 거

주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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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참여자들의 체계 요인별 점수

체계요인＼참여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거주지 만족도 7 9 10 8 5 4 4 9 10 9 6 7 8 8

건강상태만족도 6 3 7 8 4 4 3 8 5 9 3 2 9 8

삶의 만족도 6 4.5 7.5 8 5 8 4 8.5 7 9 4 2 9 9

행복도 7 3 10 8 5 8 5 8 8 9 4 4 8 9

자아존중감 4 2 7 8 8 3 5 6 7 7 4 2 7 8

가족과의 시간 8 9 7 5 9.5 10 7 8 10 4 - 3 8.5 9

친구/이웃과의 시간 - 9 8.5 6 6 8 5 7 8 - 3 - 7.5 9

시설이용시간 7 - - - - 8.5 5 8 - - - - 9 9

가족과 이웃의 관계 5 9 - 3 8 9 - 6 8 2 4.5 2 8 8

가족과 시설의 관계 2 - - 2 - 7 - 7 - - - - 7 8

종교활동 - - - 9.8 - 8 - 8 - - - 7 9 9

봉사활동 - 6 - 9.8 - - - 9 - - 4.5 - 9 9

여가활동 6.2 - 7 5 - - - 8.5 - 7 - - 8.5 8

사회적 지지 9 9 10 7 7 8.5 6 7 8.5 6 5 6.5 8 9

주변시설편의 8.5 8 4 5 7 4 6 7 8 6.5 5 4 8 8

교통편의 8 8 7 2 6 6 - 8 - 8 2 4 8 9

범죄안전 8 8 7 10 10 4 6 7 8 9 8 5 9 9

노령연금수령 - - 9 - - 8 9 - - 7 9 - - -

노인돌보미활용 - - - - - - - - 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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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24시간과 활용하는 공간, 생태체계를 분석하여 일상 활

동 행위가 언제 일어나는지, 행위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체계와 상호작용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경제적 수준에 따른 독거노인의 삶은 어떠한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분석이나 특정한 생태체계요인에 대한 분석이 아

니므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독거노인이 점차적으로 늘어가

는 앞으로의 시대에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노

인 14명의 연구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시간과 공간 사용을 보면 필수적인 수면이나 식사시간 등은 소

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나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 구

매활동에 있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참여자들이 활동에 더욱 많

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정윤택,

2009)에서 경제적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활동(학습, 봉사, 여가 등)에서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소득이 낮은 참여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음으

로 인하여 부업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 다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

적 손실이 발생할 것에 기인하여 시도하지 않는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만 중간, 고소득계층에서도 필수적 활동 외의 시간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신체적 건강의 이유, 우울증 등의 정신적 건강의 이유,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

는 개인적 성향의 이유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거노인이 삶의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개인적 성향을 배재한다면

소득 수준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

을 대상으로 노년기를 대비하여 일정한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나 안내가 필요하며, 꾸준한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독거노인의 주된 생활공간은 거주지로 가사일과 수면 등의 필수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일 뿐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

로당, 복지관등의 시설에서 타인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는 개인의 성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거주지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의 원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

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장소를 사용하며 그 반경이 거주지로부터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거주지, 경로당, 종교시설, 업무시설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거주지로부터 멀지 않거나 시설에서

차량을 지원함으로 인해 활동을 하고 있었다. 고소득계층의 경우 구매활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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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 다양하였으며, 여가활동 장소 역시 카페, 복지관,

스포츠센터 등으로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자차

를 사용하는 참여자도 있고, 상대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에 있어 느끼는 심적 부담

의 차이에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거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거주지인 만큼, 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나 낙상, 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거주지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독거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나 사회적 지지체계에서는 독거노인의 주거공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며 나아가 독거노인들의 삶에 적합한 노인전용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독거

노인의 삶이 한층 나아질 것이며, 예비 노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들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생태체계 관점에서 개인체계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신경인, 2009)에서 경제적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끼며 주거배제가 일어나며(정윤택,

2009)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참여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적 소득이 높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하루 8시간 이상의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주거배제의 경우 긴 독거생활로 인해 거

주지에 익숙해지거나, 안전함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

해 거주지 만족도는 다소 높은 편으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소득계층과 중간계층의 삶의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경제적 소득이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에서 고소득층과 중간계층의 경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

로 보아 독거노인의 경제적 기반이 저소득층처럼 적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만 되어

준다면 그들이 일상생활을 다양하게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독거노인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독거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나 경

제적 수입을 획득 할 수 있는 경제적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노인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생태체계 관점에서 체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수록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사회적 지지나 노인의 정서적지지, 삶의 만족도

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오현숙, 2003)에서 노인과 성

인자녀와의 주관적 유대관계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체계도 잘 형성되

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종교시설이나 사회참

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웃/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참여자들 역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성인자녀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타인과의 관계가 좋거나 종교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노인

의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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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사회참여활동이나 시설을 사용 하지 않을 경

우 타인과의 소통이 없거나 아주 미미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독거노인의 정

서적 지지가 약해짐을 의미하고 우울증이나 심각하게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요

인이 된다(최선하, 2017). 따라서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정신건강지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별 지킴이’ 등을 통해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

나 독거노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가 서로의 정서적 지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 돌봄 서비

스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제도상의 제약 조건으로 인하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 신체적 노화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경우, 실

제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여 보

호체계로서의 기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독거노인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한 결과로 대상자 수가

적어 대표성이 있다고 간주하기 어려우며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에 한계가 있

다. 추후 더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에 대

해 연구하여 독거노인의 24시간과 일상생활,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 보호의 공백 등

을 분석해 노후의 삶을 윤택하게 영위하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심층면담을 진행한 녹취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

였으나 연구 참여자가 본 연구자를 인식하여 심층면담의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전달

이 아니라 일부 각색 또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

구 참여자들이 각색하거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 연구 참여

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기초 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상대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연령별로, 독거기간

별로 나타나는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는 독거노

인의 연령과 독거기간을 고려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어

떠한 공백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심층연구가 진행되어 개인 맞춤형 복지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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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 연구 참여 설명문 및 연구 참여 동의서

부록 2 :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지와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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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에서 가족학을 전공하

고 있는 안혜림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귀한 시간을 내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여쭤보고 그

사례들을 생태체계와 함께 살펴보는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

다.

본 설문에는 어르신들의 성명을 기입하실 필요가 없으며, 어르신들께

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통계로만 이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

니다.

제 연구에 기꺼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연구과제명: 독거노인의 일상생활과 생태체계에 관한 질적 연구

-지도교수: 정민자(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연 구 자: 안혜림(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가족학전공)

-연 락 처: 010-2863-2399, esolet77@ulsan.ac.kr.



71

<연구 참여 및 동의서>

나는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을 숙지하였으므로

1. 내가 제공한 자료를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2. 나는 이 연구 과정 중 녹음이 실시되고 자료가 분석되는 것에 동의합

니다.

3.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4. 나는 연구 과정에서 나누었던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서 명 날짜( 년 월 일)

연 구 자: 서 명 날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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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 다음은 어르신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1. 어르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어르신의 금년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3. 어르신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기타 (        )

3-1.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몇 명입니까?  총 (   )명

4. 어르신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동지역    ② 읍, 면지역 

5. 어르신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학          ②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대학원 이상

6. 어르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7. 어르신의 경제적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다    ③보통이다

④ 대체로 높다  ⑤ 매우 높다    

8.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중복응답가능)

① 자녀들의 부양(용돈)     ② 개인연금(은행/보험 등)  ③ 직장생활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⑤ 정부의 지원금(노령연금) ⑥ 기타(      )

8-1. 월 평균 수입(월급, 용돈, 지원금 포함 등)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0∼40만원              ② 40∼100만원       ③ 100∼150만원  

④ 150∼230만원          ⑤ 230만 원 이상

9. 지금 어르신의 생활에 대해선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 한다.        ⑤ 매우 만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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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Ⅰ. 다음은 어르신에 관한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평일과 주말의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2. 평일과 주말의 대략적인 시간표를 작성해주세요.

<평일의 일과표>

<주말의 일과표>

(예시) 범주

주 업무

업무활동부업(파트타임포함)

통근

요리
가사활동

청소 / 세탁 등

개인적인 필수시간

개인적 필수 활동식사

수면

생필품 구입
구매활동

생필품 외 쇼핑

자녀/손 자녀 상대
가족관계

친척 상대

학습

사회참여 및

학습 활동

종교 활동

조직

봉사활동

문화행사 참여

여가활동

TV(자택)

TV(외출)

신문, 잡지, 책 등

영화보기

운동(산책 등)

사교(자택)

사교(외출)

대화

활동적인 스포츠

오락

휴식

비자발적 휴식 비자발적 활동

3. 시간에 따라 활동하는 공간들은 어떤 곳인가요? 일과표 옆에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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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Ⅱ 아래는 어르신에 관한 <일상생활의 생태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Ⅱ-1. 개인체계에 대한 질문 (거주지 만족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만족도, 과

몰입, 삶의 만족도, 행복도, 자아 존중감)

1. 현 거주지에 얼마나 오래 사셨나요?

2. 거주하는 곳은 살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넘어질 위험이 적은 곳, 햇볕이 잘 드는 곳, 냄새나 소음이 없는 곳, 실내에서 다칠 위험이 적은

곳, 방이나 부엌 등의 구조가 편리한 곳 등]

3.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식사는 잘 챙겨서 하시나요?

4.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거나 영양제를 먹는다거나 하는 등 건강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5.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6.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나요?

①사용한다. ②사용하지 않는다.

6-1. 사용하신다면,

(1) 주로 어떤 것을 하시나요?
(스마트폰 게임(고스돕, 애니팡 등), 전화, 영상자료보기 등]

(2) 한번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 정도의 활동을 하시나요?

6-2.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1) 왜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사용하기 불편함-어려움, 가격이 비쌈, 많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음 등]

7. 하루에 어느 정도 음악이나 노래를 듣거나 부르시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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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8. 좋아하는 스포츠나 운동이 있나요? 한번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속

적으로 하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 정도의 활동을 하시나요?

9. 좋아하는 놀이가 있나요? 한번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

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 정도의 활동을 하시나요?
(고스톱, 노래방 등]

10.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11. 어르신 스스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12. 어르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삶이 얼마나 만족한 지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13. 외롭다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

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14. 현재 행복감을 점수로 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

점, 그 이유는요?

15. 어르신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으신가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

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나요? ( )점, 그 이유는요?

Ⅱ-2. 미시체계에 대한 질문 (가족, 이웃/친구, 노인복지지설/경로당)

1. 슬하에 자녀가 있으신가요?

①있다. ②없다.

1-1 자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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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2) 자녀들은 근처에 거주하나요?

(3) 자녀들과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얘기하시나요?

(4) 자녀들은 집안일을 잘 도와주나요?

(5) 자녀들이 아프거나 어르신이 아플 때 서로 도와주나요?

2. 친척(형제, 자매포함)과의 교류가 있나요? 교류가 있다면 얼마나 자주 만나거

나 전화로 안부를 묻나요?

3. 가족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하시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4.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의지할 수 있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5.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이웃이 있으신가요?

①있다. ②없다.

5-1.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이웃이 있으시다면,

(1) 친구나 이웃과 고민이나 걱정을 나누시나요?

(2) 친구나 이웃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나요?
(김장철에 함께 김장하기, 이불 빨래, 무거운 짐 옮기기, 반찬 함께해서 나눠주기 등]

(3) 이웃/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하시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4) 어르신은 이웃/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말할 수 있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

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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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시설을 이용하시나요?

①이용한다. ②이용하지 않는다.

6-1. 이용하신다면,

(1) 어르신의 노년기 생활에서 시설은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2) 시설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친구를 만나는 것이 즐거운 가요? 점

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3) 시설에 일하는 직원들을 잘 아시나요? 직원들은 어르신에게 잘 해주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4) 시설에 대해 알게 되신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5)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 것 같나요?

6-2.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1)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Ⅱ-3. 중간체계에 대한 질문 (가족, 이웃/친구, 노인복지지설/경로당과의 관

계, 사회 활동 참여)

1. 가족들은 어르신의 친구관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2. 시설 등에서 진행하는 가족참여행사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나요? 점

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3. 이웃/친구들에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소개해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

떤 이유로 소개해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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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활동(여가활동, 사교모임, 종교 활동, 평생 교육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시

나요?

①그렇다. ②아니다.

4-1. 그렇다면,

(1)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을 알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즐거우신가

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2) 이런 사회적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으신가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3) 사회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외로움이 덜 하고 심심하지 않으신가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4) 시간이나 조건이 허락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실건가요?

Ⅱ-4. 외체계에 대한 질문 (사회적지지, 지역사회 환경)

1. 어르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줄 특별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2. 어르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의사, 사회복지사 등)와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3.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에 좋은 환경인가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4. 여가활동이나 운동 등 배우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근처에 있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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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사용할 교통시설이 편리한가요? 점수로 매긴다면 10

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6. 살고 있는 동네는 범죄(폭력, 도둑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Ⅱ-5. 거시체계에 대한 질문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①그렇다. ②모른다.

1-1 알고 있다면,

(1)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2) 실제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시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점, 그 이유는요?

2. 어르신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3. 어르신은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Ⅲ. 위 질문 외에 별도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면담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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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Daily Life and the Ecological System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the Case of Ulsan Metropolitan City-

Ahn, Hye lim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upervisor: Prof. Jung Minja

As the structure of society changes and people's perceptions change, the burden

of elder care is shifting to countries, not to families. In addition, as life

expectancy has been going up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elderly who have passed through the baby boom era are now facing longer

old age. The number of single elderly households is also increasing for reasons

such as divorce or berea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aily lif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ir ecological system. It wa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on how to support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Accordingly, th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to 'How is the daily life and the

ecological system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in Ulsan Metropolitan City. In

the study, 24 hours activities of the elderly were divided into 8 categories to

analyze where they spend their time and how much space they use, and to

examine their ecological system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tudying the use of time and space in the daily lif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most of them spent time at home, on average spending 2-3

hours doing the housework.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such as religious, voluntary, and leisure activities they took part in

these activities regularly or 2-3 times a week. Mainly they had activities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their home or easily accessible by means of

transportation. Their routines of weekdays and weekends were very similar, bu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religiou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They built a

relationship on weekends with their family including grandchildren, often meeting

at home or sometimes eating out. No elderly people were active in purc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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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and most of them used facilities in nearby neighborhood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cological system in daily lif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better the microsystem were formed in a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riends, neighbors, and facilitie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life were. Whereas with lower income it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icrosystem. When the microsystem is

not formed, the mesosystem gets weak due to poor linkage between the

microsystems. When it comes to participation of social activities, which are

factors of the mesosystem, for the elderly who took part in only religious

activities or other various activities, the lower the income level was, the

narrower their scope of activities was, influencing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higher income does not increase satisfaction or happ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certain level of incom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basic old-age pension had a very high level

of satisfaction as it had a direct effect on the livelihood of the recipients.

In this way, it is suggested to analyze the daily lif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study their ecological system, in order to provide the necessary services and

establish policies for the satisfactory and happy life of old age.

▣ Key words: Elderly living alone, Daily life, Ecolog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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