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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및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

의 변화에 따라 전체 노인인구 집단 내 노인 1인 가구, 즉 독거

노인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

한 장래가구추계(2015~2045년)에 의하면[1], 65세 이상 독거

노인 가구 수가 2015년 전체 1인 가구의 23.2%인 120만 명에

서 2045년 전체 1인 가구의 45.9%인 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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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한다.

독거노인은 건강관리나 사회적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독

거노인은 노인부부가구 혹은 자녀동거가구에 거주하는 노인

에 비해 건강만족도가 낮으며 만성질환 유병률과 우울 증상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병의원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안전사고와 낙상 경험률 및 신체적, 정서적 학대 

경험이 월등히 높았다[2].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

니라 이란[3], 일본[4], 노르웨이[5]의 독거노인 관련 연구에서

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경우, 거주지

에 대해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와 그 처리를 독거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로 꼽았다[2]. 물

론 가족, 친척,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의해 도움을 받

고 있지만, 독거노인의 28.7%가 전체적인 돌봄에 대한 도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

지 않음이 확인되었다[2]. 

이와 같은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수적 증가와 여러 문제들

은 국가의 다양한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

지부에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독거노인 보

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독거노인생

활관리사에 의해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

어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자원봉사자에 의한 전화안부 및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최소한

의 장례절차가 이루어지는 무연고 독거노인장례지원서비스 

등이 있다[6]. 이외에도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자살 등을 예방

하기 위한 공동생활홈 서비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

부확인 및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케어를 실시 중

이다[6]. 

한편, 최근 독거노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이 거

주하던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경향 즉, aging 

in place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짐을 반영하여[2], 노인이 거주

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

책(2017~2022)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

용하여 일상생활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였으

며[7], 일본에서도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이 거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 친화

적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8]. 

그러나 다양한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독거노인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대상자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7].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독거노인이 

활용 가능한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어떠한 긍

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을 했으며,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

를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독거노인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연구는 독거노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

사[6,7,9], 일회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10], 일상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조사[11] 등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독거

노인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선행연구로 여

성 혹은 남성 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이해[12,13] 혹은 식사 배

달 서비스에 대한 태도[14] 등이 있으나 특정 성별 혹은 특정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독거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건

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경험과 요구를 구체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독거노인의 시각과 언어를 통해 탐색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이

용했던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경험과 요

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포커

스 그룹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주제 분석법

을 이용하여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은 

참여자들의 언어로 된 풍부한 양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룹 내 다른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승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참여자의 문해 능력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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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estions for the Focus Group Interviews

Categories Contents

Opening 1.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us?

Introduction 2. When did you start to live alone and what was the reason?

3. Have you ever received help from your family or relatives related to maintaining your health and daily life?

Transition 4. What do you think when you hear about healthcare and daily life support services?

Key 5. What makes it difficult for you to manage your health when you live alone?

6. Have you received any healthcare services from community organizations?

7. What are the pros and cons when you use the healthcare services?

8. What type of healthcare services do you want to receive?

9. What type of healthcare services for the elders has a low participation rate and how can we persuade elders 
to participate?

10. What makes it difficult to manage your daily life when you live alone?

11. Have you received any daily life support services from community organizations?

12. What are the pros and cons when you use the day life support services?

13. What type of daily life support services do you want to receive?

14. What types of daily life support services for elders have low participation rates and how can we attract 
elders to participate?

Ending 15. We talked about experiences and needs for healthcare and daily life support services.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talk about today?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S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

거노인 22명이었다. 경기도 S시는 고령 인구비율이 2016년 

7.9%에서 2018년 8.4%로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전체 일반가

구 대비 독거노인 가구 비율 역시 2015년 3.1%에서 2017년 

3.7%로 증가하고 있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

스 지원 및 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16]. 

참여자의 다양한 서비스 경험과 고령인 참여자의 이동을 

고려하여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S시 내 지역(중부, 북부, 

남부)과 성별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섭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S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공동체 중심 통합

형 독거노인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연

구의 일환으로 구축된 독거노인 코호트에 등록된 3,753명 중,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Exam-2)[17] 

24점 이상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잠재적 연구참여자 

128명에게 유선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접촉

한 독거노인 중 만 65세 이상으로 지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1회 이상 경험해본 적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본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최종 포함하

였다. 또한 성별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그룹 당 최소 1

명 이상의 남성노인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때 그룹 면담에 

저해가 되는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자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

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위해 한 그룹당 6명에서 8명이 포함되

는 것이 적절하므로[15] 총 3그룹 22명(그룹 A: 6명, 그룹 B: 8

명, 그룹 C: 8명)의 참여자와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시행하였다. 

3. 자료수집

1) 질문 개발

본 연구의 질문은 Krueger 등[15]과 Kim 등[18]의 방법에 

따라 개발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 진행의 흐름을 고려하여 시

작 질문,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의 5가지 

형식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각 유형별 최종 질문과 면담 프

로토콜은 연구문제를 명확히 한 후, 독거노인의 삶과 그들의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등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연구팀의 피드백

을 통해 완성하였다. 또한, 개발된 질문은 포커스 그룹 면담 경

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에 의해 검토되었다. 

최종 질문에는 시작 질문 1개, 도입 질문 2개, 전환 질문 1개, 

주요 질문 10개(건강관리 5개, 일상생활 5개), 마무리 질문 2

개가 포함되며, 형식별 구체적 질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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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4일, 총 2일

에 거쳐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S시 전역에 거주하고 있고 고령

인 점을 감안하여 거주 지역별로 보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

센터 등 참여자의 접근이 원활한 공공시설의 회의실 혹은 교

육실에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각 포커스 그룹 

면담은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룹별 면담은 포커

스 그룹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이상의 연구자 1인이 모두 

진행하였으며, 일관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위해 이미 개발된 

질문지와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또한 1~2인의 연구보조원

이 보조진행자 역할로 동석하여 현장 상황 준비, 동의서 작성, 

현장 노트 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시, 허용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

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회의실 혹은 교육실을 토론 장소로 

선택하였다. 모든 참여자가 서로 잘 보이고 들을 수 있도록 둥

근 형태로 좌석을 배치하였으며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대화

와 의사소통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그룹별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소개로 시작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이후 참여자의 자

기소개를 통해 참여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

며, 질문지 및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휴대용 녹음기 2대에 녹음하였으며, 연구

자와 연구보조원이 현장의 분위기 혹은 중요 내용에 대해 기

록한 현장 노트를 작성하였다. 또한 포커스 그룹 면담 직후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모여 디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면담 직후 간호대학 학부생 1인에 의해 일관성 있

게 필사되었으며, 필사본은 면담을 진행한 연구자와 연구보조

원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세 그룹의 필사본은 A4용지 기준 총 

140장으로 구성되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대학교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IRB No. H-1807-131-961). 연구자와 연

구보조원은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에게 본 연구

의 목적 및 절차, 면담 내용에 대한 녹음 사실, 필사본을 이용

한 결과 분석, 비밀보장 등에 관해 설명을 제공한 후, 참여자에

게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에게 원하는 경우 언제

든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 

및 신분 노출 예방을 위해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

려주었다. 면담이 종료된 후 참여자에게 30,000원 상당의 생

필품 선물세트를 사례로 지급하였다.

5. 자료분석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포커스 그룹 면담 시 녹음된 자료의 

필사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에 의해 기록된 현장 노트, 그리

고 디브리핑 노트 등이다. 자료의 분석은 포커스 그룹 연구 경

험이 있는 연구자 2인과 질적연구 관련 수업을 이수하고 본 포

커스 그룹 면담에 참여한 박사과정생 보조 연구자 2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Braun과 Clarke [19]의 주제 분석법 

6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우선 녹음된 면담 자료를 필사한 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에 친숙해지고자 하였다. 이후 전체 

자료 중에 특징적인 부분을 코드화하여 각 코드에 관련된 자

료를 병합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코드들을 모아 잠정적인 

하위주제를 만든 후 자료를 수집하였고, 비슷한 속성의 하위 

주제를 모아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하위주제와 주제를 

검토한 후, 각각을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명명하고 정의하였

다. 마지막 단계로 하위주제와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예시

를 발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6. 연구결과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타당성은 Sandelowski [20]가 제시한 4가지 

기준, 신뢰성(credibility), 추적가능성(auditability), 적용성

(fittingness),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의 준거로 평가하

였다. 신뢰성은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경험을 충실하고 정확하

게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관련 경험을 가장 잘 설

명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섭외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자료수집 

시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표현한 언어로 자료를 

수집, 필사, 분석하였으며, 면담 후 이른 시일 안에 필사하여 

자료의 왜곡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였다. 추적가능성은 다른 

연구자나 독자가 논리를 이해하고 연구의 전개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의 필

요성,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자료의 분석 및 해

석 등을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술하였다. 자료분석 시 필사된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

여 분석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적용성은 연구결과

의 일반화와 관련된 기준이다. 적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배

경을 가진 독거노인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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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mes Emerging in This Study

Theme Sub-theme

Complaints about lack of information ․ Beginning services without knowing what the services were
․ Lack of overall understanding about service use

Pros and cons of service experiences ․ Feeling good through communication with visitors
․ Feeling discomfort about provider-centered services

Needs for recipient-centered services ․ Needs for information about types and content of services
․ Needs for services I want to receive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Range

Age (year) 76.6±4.64 68~85

Duration of living alone (year) 12.5±10.03 2~35

Gender Women
Men

15 (68.2)
 7 (31.8)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5 (22.8)
 7 (31.8)
 4 (18.2)
 3 (13.6)
 3 (13.6)

Degree of 
independence

Fully independent
Partially independent
Fully dependent

19 (86.4)
 3 (13.6)
0 (0.0)

Disabilities Yes
No

 3 (13.6)
19 (86.4)

Number of comorbidities 6.59±3.13

진술이 반복되어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가능성은 객관성에 관련된 기준

으로 연구 과정과 결과가 연구자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의 느낌이나 생각, 경험 등이 연

구참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중립성을 유지하

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신뢰성, 추적가능성, 적용성을 만족하

였으므로 확인가능성의 기준이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연 구 결 과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평균 연령은 76.6

세였으며, 여자 15명(68.2%), 남자 7명(31.8%)이었다. 무학 또

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54.6%였으며, 

평균 6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참여자의 86.4%

가 완전한 독립적 생활이 가능했으며, 참여자들의 독거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35년으로 평균 1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이 경험한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경험과 요구

는 ‘정보부족에 대한 불만’, ‘서비스 이용 경험의 장단점’, ‘대

상자 중심 서비스에 대한 요구’라는 3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Table 3).

주제 1. 정보부족에 대한 불만

참여자들의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서비스의 경험 중 첫 번

째로 제시된 주제는 서비스 이용의 시작에 대한 것으로 이 영

역은 서비스 관련 정보 취득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참여자들

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경로당, 보건소와 같은 지방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경로식당, 돌봄기본서비스, 밑반찬 배

달, 가사간병서비스, 말벗서비스, 노노케어 등이었는데, 대부

분의 참여자들이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던 와중 누군가의 

적극적인 접근과 권유 등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기 시작이라는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추

가적인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 태도

를 보였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여 하

위주제 2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이 도출되

었다. 이들 하위주제는 참여자들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묶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제 

1은 정보부족에 대한 불만으로 명명하였다.

하위주제 1-1.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기 시작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밝힌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

스 이용 시작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탁 운영하는 성당이나 지

역사회 기관 등의 방문, 전화 연락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접근과 

권유가 있었다. 당시 참여자들은 본인이 어떠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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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았다. 즉,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참여자 입장에

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노노케어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요.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거에요.(Group-A-4)

자꾸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막 불러 싸서 처음에도 

모르는 사람이니깐 안 열어줬는데, 좀 있다 또 와서 그래

요. 그 문을 열어젖히는 소리가 나. 그래서 열어 보니깐 그

냥 얘기 좀 하자고 왔다고 그래 가지고(말벗서비스를) 알

았어.(Group-C-3)

저는 저 성당에서, 인천 천주교에서 전화가 와서(밑반

찬 배달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어요.(Group-B-3)

하위주제 1-2.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참여자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외에 다른 종류의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관련한 정보가 없음을 진술하였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보건소

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관리 프로

그램이나 운동 프로그램과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모르

고 있었다. 또한, 독거노인의 간단한 집수리나 청소, 무료 공구

대여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S시의 동네관리소

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은 알지 못했다. 이에 참여자들의 건강

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보건소 건강 프로그램 참여해 본 적은) 없어요. 몰라

서 못가죠.(Group-C-6) 

저 같이 70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렇

게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이런 교육(서비스)이 있다는 것은 

거의 뭐 모르지.(Group-C-5)

(동네관리소)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은 얘기네.(Group- 

A-2) 

주제 2. 서비스 이용 경험의 장단점

참여자들의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

한 진술에서 서비스 이용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들이 나타

났다. 참여자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에 대해 만

족하지만, 단순한 만족을 넘어 그 서비스를 통해 타인과 끊임

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공통적

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방문자와 대화할 수 있어 좋음이라는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경험에 

대한 진술 중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참여자들이 이용한 

서비스들이 수혜자인 독거노인 보다는 제공자 중심으로 운영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공통적 진술로 나타났다. 이에 제공

자 중심 서비스에 대한 불편이라는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들 하위주제는 참여자들이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

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경험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경험의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명명하였다. 

하위주제 2-1. 방문자와 대화할 수 있어 좋음

참여자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를 이

용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의사소통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이나 안전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복지관 같은데서 

그런 프로 있을 때는 가서 참여하죠. 여러 가지 참고가 되

는 말을 많이 듣죠. 거기에 전문인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참 좋아요. 우리 노인들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당이 있

다든지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는 것을 저는 

좋게 생각해요.(Group-C-4) 

(안부전화를) 한 달에 한 번. 복지관에서... 좋죠. 그래

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Group-B-1)

혼자 먹으면 아침으로 먹고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약 먹으려니까 인제 또 먹고. 노인정 가면 뭐든지 여럿이 한 

상에 죽 먹으니까 맛있데요. 나만 그렇다 그랬더니 그 다른 

노인네들도 그렇대. 맛있대요. 와서 먹으면.(Group-C-7) 

내가 늙으면, 나를 방문해주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

요. 그런데, 그 사람(노노케어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내 집을 방문을 해주니까, 그거는 좋은 거

에요.(Group-A-4) 

하위주제 2-2. 제공자 중심 서비스에 대한 불편

참여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아쉬움을 

표현하였는데, 그 중 수혜자 중심이 아닌 제공자 중심의 서비

스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노인 자원봉

사자가 독거노인의 집의 방문하는 노노케어의 경우 행정적 문

제 등으로 인해 노인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시간에 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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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참여자의 요구 및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운영되어 참여가 어렵거나, 음식 선호도에 대한 고

려가 없는 밑반찬 서비스 등으로 참여자가 쉽고 편하게 서비

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노노케어 하시는 분이 우리 성당 자매님들이에요. 

한 동네 살고 하니까, 부탁을 해서 그냥 그 사람들 내가 그

냥 해주라 그랬는데, 어느 때는 내가 병원 가서 검진 받고, 

어제 같은 날도 아침에 여섯 시 반에 병원 가가지구 한 시

에 검진이 끝나서 집에 오니까 두 시 반쯤 됐는데, 이 사람

들은 한 시부터 나한테 와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늦으니

까 그 때 와가지고 세 시간을 채울라 하는 거에요. 그럼 저

녁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피곤하고 그러니까. 근데 

꼭 사인을 받아가야 해요. 그럴 때는 참 귀찮아요. 나는 쉬

고 싶은데…….(Group-A-4)

복지관에서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강관리) 프로그램. 

난 한 번도 안 가봤어. 집도 너무 멀고…….(Group-B-6) 

(반찬배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죠. 왜냐면 저는 원래 

채식하는 스타일이라 고기가 좀 있는 건 못 먹어요. 느글거

려 가지고. 배변에 속에서 막 뒤트림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제 막 어거지로 먹고 있는데, 거북스럽고…….(Group-C-6)

특히, 노노케어의 경우 노인 자원봉사자가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되므로 참여자가 미리 집안 정리를 해야 한다든지 혹은 

노인 자원봉사자를 손님으로 인식하여 커피, 과일 등을 대접

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참

여자 중 일부는 집 외의 공간에서 자원봉사자를 만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근데 그거(노노케어) 불편한 점도 있더라구요. 나는 그

거 받았거든. 저기 저 어떤 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오는 건데, 난 그게 불편스럽더라고. 손님 

대접을 해야 하잖아.(Group-C-8)

(노노케어를 하는 자원봉사자가) 노인정으로 오면 돼. 

노인정에서 같이 놀아주면 돼. 노인정에서 점심 먹고 거

기서 인제 같이 놀아주고…….(Group-C-1)

주제 3. 대상자 중심 서비스에 대한 요구

참여자들은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진

술에서 자신들이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

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관련 기관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했다. 이에 서비스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정보 요구라는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현재 제공

되고 있는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 독거노인이 보

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영역

으로 개발되기를 원한다는 진술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에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라는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하위주제들은 참여자인 독거노인이 중심

이 되는 서비스 요구라는 공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중심 서비스에 대한 요구라는 주제로 명명하였다

하위주제 3-1. 서비스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정보 요구

참여자들은 본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이며, 어떠

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이에 따

라 참여자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전화, 문자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 등을 이용해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

보 해주기를 원했다. 

왜냐면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옛날에 어렵고 힘

들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깐 무슨 정부나 뭐뭐 보

건소나 그런 곳에서 지원한다는 거를 몰라. 이것도 어디

가 그냥 거기도 완전 폭이 넓으니깐, 산지사방에서 뭐야 

뭐, 플랭카드 같은 거를 붙일 수도 없고, 일일이 누가 뭐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깐 간단히 붙

여놨다가 지나면 딱 보고 모른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러

니까 그런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죠.(Group-C-6)

적어도 문자라도 보내주면 제일 좋죠.(Group-A-2)

하위주제 3-2.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

참여자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욱 큰 어려움을 느꼈으며, 이를 해결하여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관리 서비

스 차원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건강상담과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이 제안되었으며, 이 중 병원 동행 서비스는 자녀 혹

은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요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서는 전구 

교체, 청소, 이불빨래, 집수리 등 안정적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높았다.

이제 만약에 제가 좀 큰 병원에 가고 싶다 그럴 때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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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연락하면 애들이 집에서 나를 일부러 데리러 와야 

하잖아요. 데리러 왔다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 서비

스(병원 동행)를 받게 되면 왔다 가는 그것이 없잖아

요.(Group-B-4)

(필요한 서비스는) 청소요. 무릎이 아프니깐 처음부터 

앉아요. 앉아 가지고 걸레 짜 가지고 끌고 다니고, 엉덩이

를 끌고 다니고. 끌고 다니면서 닦어.(물걸레 청소) 그런 

서비스는 없나?(Group-B-5)

불편한 거 많죠. 예를 들어서 벽지가 더럽던지 했을 때, 

저희들이 종이 사다 붙일라면 힘드니깐, 그거 좀 와서 해

준다던지.(Group-C-4) 

논 의

독거노인은 노화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취약성에 더

불어 불안정한 생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취약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복합적 취약계층으로 여겨진다[21]. 이

로 인해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가 공동으

로 의식을 갖고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

인의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경험과 요구를 공유

하여 더 나은 사회적 방안과 시책을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이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선행연구[3,5,11] 및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2]와 일치하는 

결과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으로, 전체 노

인인구 가운데 높은 여성의 비율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 독거노인의 목소리를 담고자 그

룹 당 최소 1인 이상의 남성 독거노인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들은 평균 6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

지고 있었지만, 약 86%의 참여자가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독거노인의 66.2%가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다고 응답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보다 

높은 것이었다[2].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거주 지역 및 이동을 

고려하여 장소를 섭외하고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이동 및 활동에 제약이 없는 독거노인이 면담 참여의사를 밝

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 참여자의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로 제시된 정보부족에 대한 불만은 본 연구참여자

들의 서비스 이용 개시와 관련된 주제로,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혹은 

부족한 정보와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은 대표

적인 정보 접근 취약계층으로[22] 특히 독거노인은 제한된 사

회관계 및 사회적 지지 체계의 결여로 인해 은둔형 생활을 하

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23,24]. 결국 이러한 정보 취득

의 제한은 독거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알고 이용하는데 있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4]. 

두 번째로 제시된 주제는 본 연구참여자가 건강관리 및 일

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장단점에 대한 것이

다. 우선, 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

원 서비스는 단순히 제공되는 서비스의 장점을 넘어 누군가와

의 소통을 통해 위협에 노출된 자신의 안전함을 지속해서 확

인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은 

신체적 노화 및 정서적 유대감의 결여 등으로 인해 고립의 위

험성이 높고, 이는 고독사와 같은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들에서 홀로 죽는 것에 대한 불안, 독거사 후 사후 처리

에 대한 우려 등이 주요한 주제로 도출되었으며[12,13,25], 가

족이 아닌 자원봉사자나 사회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교류를 통

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통해 본인이 경험하는 

위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맞서고 있다는 결과[8,12,26]를 

통해 지지될 수 있다. 즉, 독거노인들은 가족이 아닌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타인을 통해 자신의 안전함을 

확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수혜자보다는 제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흔하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위의 도움이나 돌봄에 대

해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13,27]를 넘

어 서비스 수혜자로서 독거노인이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참여자들은 서비스가 참여자의 기

호와 요구 및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4]

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이하게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

을 방문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노노케어 

서비스의 특성 및 노인의 대접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말벗, 설거지 등의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자인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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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자립을 돕고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은 일상생활을 지원받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노노케어

는 참여 인원의 확장 및 제공 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통해 노인

을 위한 서비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노노케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돌봄의 지속성 및 전문성, 이동수단의 부

족 등이 단점으로 보고되었다[28]. 그러나 노노케어의 주 서비

스 수혜자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던 새로운 경험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바로 외부인이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에 대

한 불편함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의 봉제사접빈객(奉祭

祀接賓客) 즉,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집을 방문하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중요 실천 덕목으로 여기는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9]. 비록 개인적 관계가 아닌 노노케어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로서의 공적인 만남이지만, 독거노인

은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손님이라는 문화적 

인식하에 무언가 대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참여자들은 집 밖의 별도의 공간에서 

노노케어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우선, 참

여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앞서 제시된 

주제 1인 정보부족에 대한 불만에서 제시된 관련 정보 부족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다. 독거노인이 가진 제한적 정보는 노

인 스스로가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21,23] 서비스 제공자는 신문, 텔레비

전 광고, 휴대전화 문자 등 노인들이 자주 활용하는 매체[8]를 

이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뿐

만 아니라 은둔형 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의 서비스 진입을 촉

진하기 위해 독거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하

고, 관련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한편, 본 연구참여자들은 안정적으로 홀로 살아가기 위해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살

펴보자면, 참여자들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구동성으로 제안

하였다. 본인이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것을 의

미하는 미충족 의료율은 독거노인이 25.7%로 노인부부가구 

혹은 자녀동거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가족이

나 주변 지인으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1]. 즉, 참여자들은 따

로 살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지 않고 본인이 원할 

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지원 측면에서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요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농어촌 독거노인의 복

지 욕구를 조사한 Lee와 Kim [11]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일

치하며, 몇몇 지역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현재 서비스가 가능하기도 하다[30].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집수리와 같은 고비용의 서비스뿐 아니

라 바닥 청소, 전구 교체, 이불 빨래 등과 같이 쉽게 할 수 있으

나 자신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영위할 수 없는 안정적 생활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면밀한 서비스 요구도 사정을 통해 

현재 독거노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완전한 독립적 생활이 가능

하며 장애가 없는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경험과 요구에 대한 결과 해석에 있어 이 점이 고

려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의 68.2%가 여자 독거노인

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의 편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그들

이 이용했던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경험

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서비

스 제공자는 독거노인이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

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이를 노인이 즐겨 찾는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둔형 독거

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서비스 관련 정보 제

공하며 이들의 서비스 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포괄적으로 사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더

욱 실질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여 그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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