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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고령인구의 절대수가 날로 증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노인들의 여가
욕구에 대한 복지서비스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에 경로당이 담당해
나가야 할 노인욕구의 해소, 완화과정에서 경로당의 자체적 역할을 강화시
켜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정책은 경
로당이 전반적인 노인복지 체계 내에서 유기적인 기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 경로당이 담당할 수 있
는 역할을 사회변화에 따라 항상 새로이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노인 여가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실태를 통해
경로당이 노인들의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로당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노인
여가시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모색하려고 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경로당 운영상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하고 노인들의 경로당에
의 양적·질적 참여 증진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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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시노인들의 경로당 이용 대상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도시노인의 여가시설 중 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당 운영과 시
설에 대해 5개의 장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각 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논하였고, 제 2 장
에서는 노인 여가활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여가의 개념과 특성에 따라
노년기 여가활용을 위한 측면과 특성을 알아보았다.
제 3 장에서는 노인여가시설의 현황을 경로당 중심으로 하여 경로당의
유래, 경로당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외국선진국의 여가활동과 비교
하여 살펴보았다. 제 4 장에서는 경로당 운영 및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살
펴보아 개선책을 마련하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노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경로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되
는 프로그램 개발 등 정부의 지원을 현실화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 5 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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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1 절

서 론

연구의 목적

점차 산업구조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역할상
실 노인의 양적 증대 현상을 초래하였고 더욱이 가족제도의 붕괴로 노인의
지위 약화, 주택구조의 변화 등의 요인이 겹쳐서 노인세대는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노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잃게 되고, 가정에서도 젊은 층 주도
의 핵가족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은 대화의
상대자가 없어 더욱 무료함이라는 고통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가활동을 죄의식시 해 온 경향이 있었고 특히, 노인
들은 빈곤사회에서 청·장년기를 보낸 탓으로 여가활동과 여가수단의 경험
과 훈련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라 과거 노인세대
가 누려오던 전통적인 노인봉양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들을 위한 여가활용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로당의 획일적인 구
조와 운영상 재정적인 지원이나 운영프로그램의 미흡으로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는 역할 이외에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갖고있는 노인세대는 이러한 주거형태의 변화와 젊은 층의 의식구
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새로운 노인문화가 창조되어야 하는 과도기
시점에서 소외된 채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여 사회나 가정
으로부터 소외강도가 높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여가시간을 보다 유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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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냄으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즐기게끔 연구를 하고,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 및 운영측면을 중심으로 설치기준 및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요즈음은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종교시설에서 노인여가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의 불편, 거
동의 어려움, 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경로당에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화투를 하는 등 소극적
인 활동으로 일관하는 노인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소외된 채 외로움
과 무료함으로 하루하루 남은 세월을 보낸다고 할 수 있다.
또, 노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공간만을 만들어 놓고, 자
치회나 관리소에 운영을 일임하는 노인여가 정책 등도 노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가장 보편적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이해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이용 편의 측면에서 필요한 여가시설 공간의 제공과 운영 및 여가활용 프
로그램 개선을 검토하여 소외된 노인들이 좀더 보람되고 적극적인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여 경로당의 사회적 역할을 규명하
고 향후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오늘날 의학기술 발달에 의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의 여가시간은
점차 증가하면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70세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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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노년인구의 비율이 1960년도 3.3%에서 95년에 이르러서는 5.7%로 급증
하였고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표 1–1>

노인인구의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60

70

80

90

95

2000

2020

전인구

25,102

32,241

38,124

42,869

44 ,851

46,789

50,578

65세이상

726

991

1,456

2,144

2,543

3,167

6,333

노인인구

(2.9 %)

(3.4 %)

(3.8 %)

(5.0 %)

(5.7 %)

(6.8 %)

(12.5 %)

資料 : 保健福祉部, 保健福祉白書, 1997.

이처럼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노인으로부터 노인의 기회를 박탈했고 사회적 역할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여가가 강요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은 대체로 50세에서 60세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이
보다 더 일찍 자신의 직업에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은퇴 후 20여년 혹은 이보다 더 긴 장구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의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노년기의 문제는 빈곤, 불건강, 고독, 무위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도 무위는 사회적인 은퇴로부터 시작되며 노인들의 역할 상실에 의한 과다
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무료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
제로 등장한다.1)
1) 박주간,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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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로당 운영상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노인들이 경로당
참여에 양적 질적 참여증진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
고 기존 국내외 저서, 학위논문, 학술논문 및 기타자료를 토대로 노인의 여
가 문제 및 경로당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 정리하였다.
제 1 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을 모색하였고, 제 2
장에서는 노인 여가활동의 이론적 배경으로 노인의 여가활동과 유형에 따
라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여생을 보낼 수 있는지 문헌고찰을 하
였고, 제 3 장은 노인여가시설로 경로당의 유래와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
복지회관이나 종교단체,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 여가시설 운영사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외국노인들의 여가활동 사례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
코자 하였으며, 제 4 장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
인 보건상태나, 사회적 제공현황과 전달의 전략, 재원충당의 방법에 관한
개선책을 제시하여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경로당 활성화 방
안으로는 노인들의 경로당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
램 개발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정부지원의 현실화와 지원체계
의 차별화를 두고자 하였으며 제 5 장은 결론을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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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노인 여가활동의 이론적 배경

여가활동의 정의는 의료보장이나 소득보장은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인
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당면과제인 반
면 여가활동은 노인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분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제 1 절

여가의 개념 및 특성

1. 일 반 적 인 여 가 의 개 념

여가는 노동의 반대 개념이고 강제성 및 의무성이 희박한 선택행위이고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 휴식 및 즐거움 등과 관련이
있다, 여가는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서 행해지
는 비의무적 자유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시간에는 개인의 귀속성이 존
중된다. 따라서, 여가의 개념은 자유 또는 비의무적이라는 시간적 특성과
시간자체를 자발적 주체적 자유재량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
난다. 이와 같이 여가란 선택적 상대적 자유라는 개념이 강조된다.

1) Park er2)의 餘 暇 의 槪 念 및 정 의 (1971)
(1) 생활 총 시간에서 노동시간, 생리적 필수시간, 노동이외의 의무시간
등을 제외한 잔여시간을 중시하는 개념
2) Park er , S., The Fu tu re of W ork an d Leisure, Pattern , S.N .:Th e N ew Basis of
Civ iliz ation , 1971,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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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의 잔여시간에 대한 여가활동의 내용, 기능을 중시한다는 개념
(3) 여가활동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고 특정가치와 관련하여 여가활동의
바람직한 모습을 규정하는 규범론적인 정의가 있다.3)

2) N eu lincer(1976)4)
Parker의 개념에 동의하면서 개념의 규정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가란 노동의 반대개념이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노동과 여가활동이 다른 점이 있다면 여가활동은 개인이
내재적인 동기에 의해서 자유로이 선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스포츠, 무용, 음악, 미술, 서예 등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와 여가
활동의 방편으로 행할 때에는 각기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
을 뜻한다.
즉 이처럼 노인들에 있어서 여가개념은 재생산의 수단 또는 심신의 피
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이들의 여가성격과는 근본적으로 그 유형
을 달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노 인 세 대 의 여 가 개 념 및 특 성

노인들에게 있어서의 여가개념은 재생산의 수단 또는 심신의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이들의 여가 성격과는 근본적으로 그 유형을 달리
한다.

3) Kap lan , m , "Th e U se of Leisu re ", In H an d b ook of Social Geron tology ,
Ch icaco : Th e Un iver sity of Ch icago Press, 1960, p .40.
4) N eu lin ger J. Th e n eed for th e im p lication s of a p sych ological con cep tion of
leisu re . The On tario Psy chologist, 8, 2, 13–20,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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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가란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서 행해
지는 비의무적 자유시간이다”5) 라는 것처럼 자유시간에는 개인의 귀속성이
존중되며 여가의 개념은 자유 또는 비의무적이라는 시간적 특성과 시간자
체를 자발적 주체적 또는 자유재량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성을 지
닌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가란 선택의 상대적 자유라는 개념이
강조된다.6)
노인의 여가라 함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노령기에 있어서
도 일정한 사회적 가정적 역할이 있어 그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에 가지게
되는 여유있는 시간을 말하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한 역할이
없어 막연하게 보내는 긴 시간을 말한다.7)
노인은 지나친 여가시간으로 여가 자체가 즐거움이라기 보다는 무료함이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이 노인들에게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안겨주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는 여가로 인해서 제기되는 고통
과 문제점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社 會 的 特 徵
노인여가의 특징은 오랜 사회적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한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그것은 색다른 일을 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그들이 종사해 왔던 일에 동떨어지지 않은 여가생
활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인들이 그들이 이제까지 수행해온 사회적 위치에서의 권리와 의

5) D u m ased ier , Sociology of leisure, Tran slated by Meken zie , 1974 .
6) Kelly . J.R. & G od bey . G , The soci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 PA : Ven tu re ,
1992.
7) 하상락, 「노인과 여가선용」, 고령자 교과서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77,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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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사라지므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해석과 사회의 요구에 괴리가 생기며
그에 비례하여 자신의 수행능력도 현실적으로 많은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2) 心 理 的 特 徵
노인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이탈되었
다고 믿게된다. 사회적, 가정적 지위 상실로부터 오는 심리적인 소외감과
불안심리를 통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여가생활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인은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통해 자신의 역할 상실감에 대한 긍정적인 극복이 가
능하며 이를 계기로 해서 보다 안정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한국갤럽조사 연구소가 우리나라 노인중 1,4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여 모두 60세부터를 노인으로 보는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표 2–1>

노인생활의 시작시기
(단위 : %)
50세
이전

전 체

55세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기타

모름
무응답

계

1427명

2.1

9.9

45.0

18.8

15.3

1.7

1.5

1.7

4 .1

100.0

남

1.0

7.8

42.4

22.4

17.4

2.1

1.6

1.9

3.4

100.0

여

3.3

12.1

47.7

14.9

13.2

1.3

1.3

1.4

4 .7

100.0

60–64세

3.9

11.5

47.6

14.3

13.2

1.6

1.6

2.8

4 .8

100.0

65–69

1.9

10.5

52.4

20.3

8.6

0.3

0.3

0.8

4 .0

100.0

연령별 70–74

1.5

10.9

40.1

22.2

17.3

1.5

1.5

2.1

3.3

100.0

75–79

–

5.7

38.9

22.9

22.3

4 .0

4 .0

0.6

4 .6

100.0

80세이상

0.8

5.0

35.0

15.0

28.3

3.3

3.3

0.8

3.3

100.0

성 별

자료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1984),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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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 노인에서는 42.4 %였고, 여성노인에
서는 47.7%였다. 다음은 65세 부터로 남녀 노인에서 각각 22.4%와 14.%였다.

3) 身 體 的 特 徵
노인을 규정하는 가장 외적인 특성인 신체적 특성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의 악화 시각이나 청각의 감퇴, 영양상태와 건강상태의 악화이다. 특히
규칙적인 일상적 활동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급격히 쇠약해 간다. 이러한 신
체적 능력의 감퇴를 잘 조절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의 여가활동을 얼마나 바람직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제 2 절

노년기 여가활용을 위한 심리적 사회학적 이론

1. 심 리 학 적 이 론

1) 에 릭 슨 의 心 理 社 會 發 達 理 論
에릭슨(E. Erikson)은 인간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를 8단계로 나누고 노
령기에 해당하는 제 8단계를 자아통합 대 절망이라고 하였다. 노년기에 발
달시켜야 될 긍정적인 성격은 자아통합인데 자아통합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절망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자아통합은 자기의 과거 및 현재의 인
생을 바라던 대로 살았다고 받아들이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의미있게 생각
하여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은 노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긍정
적인 태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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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韓 國 人 의 發 達 課 業 理 論
김종서외 3인은 한국인의 발달과업을 생애 주기에 따라 7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의 발달과업을 제시하였는데 제7단계인 노년기의 발달과업은
다음과 같다.

(1) 知的領域
① 세대차와 사회변화 이해하기
② 은퇴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 배우기
③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최신동향 알기
④ 건강증진을 위한 폭 넓은 지식 찾기

(2) 正義的 領域
① 적극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는 태도 유지하기
② 취미를 계속 살리고 여가를 즐겁게 보내기
③ 정년퇴직과 수입감소에 적응하기
④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 찾기
⑤ 배우자 사망 후에 생활에 적응하기
⑥ 동료 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준비하기

(3) 社會的 領域
① 동년배 노인들과 친교 유지하기
②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물려주기
③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 구실하기
④ 자녀 또는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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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身體的 領域
① 줄어가는 체력과 건강에 적응하기
② 노년기에 알맞은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③ 건강유지에 필요한 알맞은 섭생하기
④ 지병이나 쇠약에 대한 바른 처방하기
이상과 같이 노인의 지적영역, 정의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을
고루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시
행하여야 하지만 노인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사 회 학 적 이 론

1) 하 위 문 화 론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게되며 이러한 빈번
한 상호작용은 그들에게 특유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하위문화론
이다.
노인들은 노령기에 속해 있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점과 사회에서는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점 등으로
노인들은 같은 처지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므로 노인들끼리만 상호작용
을 하게되는 용이한 조건이 형성되고, 이 결과 노인만의 특유한 노인문화
즉 사회전체의 문화의 한 부분인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 문화론에 의하면 노인들끼리만의 여러 가지 프로그
램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인에 따라서는 같은 동년배 집단간에 어
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생활 양태나 성격에 따라서 차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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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交 換 理 論 (exch an ge th e ory )
교환이론은 사람들간의 관계는 교환자원을 주고(비용) 받는(보상) 관계이
며 교환자원은 돈, 물건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칭찬, 복종, 존경, 친절함 등
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서로 비슷한 입장에서 대등한 교환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노인들끼리는 대부분의 경우 교환자원이 양이 적거나 질이 낮거나 하여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노인들끼리 상호작용이 용이해 지고 노
인들끼리의 관계를 가지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를 사귀
는 것도 노인들간에는 훨씬 쉽게된다.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도 생활 수준이 비슷하거나 비슷한 경험과 비슷
한 연령의 사람들끼리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로당의 노인
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과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
므로 이러한 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3) 現 代 化 理 論
현대화는 한 사회가 전원적인 생활양식에서 도시적인 생활양식으로 변화
하는 과정을 말한다. 현대화의 핵심적인 요인은 의료기술의 발달, 생산기술
의 변화, 도시화, 교육의 대중화이다. 현대화 이론은 한 사회의 현대화 정도
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인의 지위도 낮아진다는 것을 핵심적인 주장으로 내
세우고 있다. 이러한 현대화 현상은 개인이나 가족의 잘못이 없더라도 불가
피하게 일어나는 것이며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변화인
것이다. 오늘날의 노인문제는 바로 현대화로 인하여 노인의 지위가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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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해결은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보다는 사회나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소외된 노인을 위한 여가활용 장소와 프로그
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노인의 여가활동 특성

노인의 여가욕구는 각 개인의 심리적 특성,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Kaplan은 노인의 심리적 욕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바 있
다. 그의 문헌에 의하면 노령기를 살고 있는 인간의 욕구는 다음 8개의 유
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1)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해보려는 욕구
2) 여가를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하는 욕망
3) 자신의 존재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4) 특정한 업적이나 성과를 올려보고 싶어하는 욕구
5)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망
6)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욕구
7) 가족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8) 종교적 신앙을 포함한 정신적, 정서적 만족을 얻어보려는 욕구
위의 욕구들은 각 개인이 지니는 심리적인 특성, 생활환경, 가치관과 교
양의 정도, 현재의 생활환경 등에 의해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를 수 있으나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형성하는 사회적, 신체적 환경은 공통된 요소가 관련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인의 사회참여 요구와 관련된 심
리적인 특성에 관한 이론 중에는 사회활동론과 사회은퇴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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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회 활 동 론

Cavan (1949)에 의해서 제창되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노인들은 일반적
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상실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사회적 활동이 축소되
는 것에 대해 강한 저항의식을 지닌다. 그러므로 노인들 중에는 중년기에
행해졌던 여러가지 활동, 또는 교제범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면 종전의 역할에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활동무대를 제공
할 수 있는 사회여건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사 회 은 퇴 론

Cu mm in g과 H enry (1961)가 주장하였는데 노년기는 반드시 중년기의 연
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와는 반대로 노년기에는 사
회적 역할, 또는 인간관계에서 후퇴, 또는 유리되는 것이 당연하고, 실제로
그러기도 하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사회활동론과 사회은퇴론은 모두가 노년기 인생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일을 할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라는 사회제도적 규
제에 의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노인들과 70세 이후에 신체적 노쇠가 심한
노인들이 사회은퇴론에 가까운 심리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본다면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회활동론이 적합하다
고 보여지며 산업사회에서는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제한
된다는 점에서 사회은퇴론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한 후에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거의 필요 없게

- 14 -

되므로 많은 여가시간이 생긴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은 새로운 역할이나 활
동에 관심을 갖게되며, 직장에서의 퇴직은 사회적으로 노령기의 시작을 의
미하고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주므로 여가활동의 양태와 여가활동의 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경제적 사정은 노년기의 여가활동의 유형과 여가활동에 양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여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경
우가 적지 않으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의 경우는 여가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건강상태도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건강상태가 양호
한 노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여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동년배 노인들과 어울려 취미, 오락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제 4 절

노인 여가의 유형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관심도를 가정의 테두리 밖에서 일
어나는 일에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들 가운데에는 가정
보다는 개인 본위의 행동 또는 생활기능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행동하는 경
우가 많다. 실생활 면에서 가족외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노인들
중에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한다든가 사회봉사 활동들을 통해
서 사회적 유용감을 충족시키려는 의욕이 강한 유형의 노인들이 있다. 하지
만 그 보다는 가정 내에서 노인 지위의 저하와 가사결정권에서의 소외 등
으로 인하여 가족 집단 내에서의 삶의 보람 또는 생활 면에서의 흥미를 찾
을 수 없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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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사회적으로 고독한 상태에 놓인 노인 스스로도 자기계발에 힘써야 하
며, 그 욕구 수준에 대한 조정능력은 노인 자신의 자아와 관련됨을 주목하
여야 한다.
요컨데 노인 스스로의 자각과 사회적인 노력으로 노인을 가족과 사회의
생활 대열에 편입시킴으로서 고립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가
정적, 사회적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여가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키
위한 정책형성의 전제가 되는 노인여가 유형에 관해 알아본다.8)

1. 여 가 유 형 의 형 태

1) 勤 勞 型 餘 暇 類 型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이다. 전적으로 소득이 목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여가
활동이라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개 부업이나 시간제 혹은 비정규적 여
가를 이용하여 소일 겸 간단한 근로활동을 하며 소득을 올리는 경우와, 그
냥 일이 좋아서 가족 구성원의 사업장이나 농촌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생활의 보탬이 되고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잇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건강과 인간관계의 유지, 그리고 주위
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받는 보람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

2) 閑 居 型 餘 暇 類 型
무거운 중책을 맡거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분야에서 종사하다
8) 오진영

도시노인의 경로당 이용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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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가 은퇴하여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며, 자서전을 쓴다든가 독서, 그림,
음악 등으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심신을 쉬면서 지내는 여
가이다. 한거형은 은퇴 후 사망시까지 똑같은 형태의 여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따금씩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취미, 오락 여행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가롭게 자기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지내는 경
우 이를 한거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私 交 娛 樂 型 餘 暇 類 型
대부분의 여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낚시, 등산, 여행 등 많은
취미 클럽이 대개 은퇴한 고령자들로 구성되는 예가 많으며, 인간관계의 유
지와 정보의 교환 등으로 요즈음은 레져 스포츠의 개발에 따라 거의 대부
분의 인구가 이에 흡수된다.

4) 自 己 完 成 型 餘 暇 類 型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노후에 충분한 시간을 이용해 보
완해 나가는 여가유형이다. 종교에 몰두한다던가 예술, 음악, 철학, 문학 등
평소에 가깝게 할 수 없었던 분야를 배우거나 각종 교양강좌, 토론회, 세미
나 등에 참석하면서 인격을 완성하는 일에 여가의 대부분을 보내며 만족을
찾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5) 參 與 活 動 型 餘 暇 類 型
각종 사회활동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정치활동, 학술활동, 지역사회 개발
등은 물론 각종 사회 봉사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유형이다. 노인은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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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므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람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으며, 선진 각국에서는 특히 노인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보급하고 있다.

6) 閉 鎖 型 餘 暇 類 型
건강상 활동이 부자연스럽거나 다니기가 귀찮다든가 늙어가는 것이 한탄
스러워 거의 인생을 포기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등으로 여가를 쓸쓸히
보내는 경우이다. 홀로 시간을 보내며 공원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우리
나라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2. 가 족 중 심 의 여 가 유 형

노인들이 가정내에서 여가를 보내는 유형으로는
1) 가정 내에서 많은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경우
2) 자녀들과 뜻이 맞아 말벗을 찾아 외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외출할 곳이 별로 없고 용돈 부족하기 때문에
4) 고령으로 인한 노쇠현상으로 외출이 불가능
자녀들과 여가시간을 같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의 노인은 가정 내에서 여
가를 보내는 경향이다. 이는 노인의 자녀 유무가 가족중심 생활양식을 택하
느냐의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노인이 가정 내에서 손자녀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초
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일단 학령기에 도달하면 그러
한 기회도 감소한다. 주말에도 학교 숙제 등으로 노인세대와 놀이를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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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사회의 생활양식에서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용이한 일은 아니다. 자식은 직장생활을 해야하며 며느리는 나름대로
가사 노동이 있으며 특히 요즈음에는 맞벌이가 증가추세에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도사리고 있어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가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외출할 곳이 마땅치 않고, 갈
곳은 있어도 용돈이 부족하고, 노쇠라는 신체현상 때문에 무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것은 가족중심의 여
가 유형이기는 하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3. 가 정 외 에 서 의 여 가 유 형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들 중에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여가시간을 가지
려는 욕구가 강하고 그러한 여가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노인들은
과거에 가정에서 누려왔던 가부장적인 위치 상실,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자녀들과의 대화단절, 가사 결정권에서의 소외, 가정 내에서는 무용지
물이 되고 있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없다고 여기는 노인들은 집안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여가시간을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찾는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1) 동년배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공원, 또는 인근 공터에서 잡담
2) 경로당에서의 바둑, 마작, 장기, 화투 등 놀이
3) 노인들끼리의 활발한 교제 (노래, 춤을, 식사)
4) 정기적인 산책으로 여가시간을 건강관리와 연결
5) 스포츠 활동이나 운동경기 구경
6) 친구와의 교제 또는 여행, 등산, 낚시 등의 취미활동

- 19 -

7) 노인학교, 교양강좌에 참석 또는 도서관 등에서의 학습에 몰두
8)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노후생활의 보람을 찾는 유형
9) 손자녀들도 보아주며 여가를 보내고 있는 유형

즉 노인들의 가정외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시설로는 경로당, 노인학
교,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이다. 노인들은 자택에서 가급적이면 근거리
에 있는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원거리의 시설이용을 꺼리는 이
유는 첫째, 교통이 혼잡하거나 불편하고 둘째, 교통비 부담의 문제가 있고,
셋째, 신체적 노쇠 등으로 원거리를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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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노인여가시설 현황

노년기의 문제는 빈곤, 불건강, 고독, 무위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도 無爲는 사회적인 은퇴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노인들은 역할상실 또는
여가투성이 생활로 인한 무료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등장한다.
사회가 산업화할수록 인간은 여가를 즐길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음
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주장은 사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산업화 사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은
복지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무리없이 받아들
여지고 있다. 사회구조가 산업화 된 많은 국가에서 노인을 위한 여가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모두가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여가시설이나 여가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제36조와 제37조)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유형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① 노인복지회관 ② 경로당 ③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다. 그리고 동법 제37조에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
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노인여가 복
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③ 노인여가시설의 설치기준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효율적인 프로
그램이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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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경로당의 유래 및 성장과정

1. 경 로 당 의 발 생 경 위 및 유 래

1) 사 랑 방 機 能 으 로 서 의 敬 老 堂
20세기초까지만 하더라도 노인들은 대부분 사랑방을 노인여가 활용장소
로서 이용했기 때문에 사랑방이 경로당의 기능을 수행해 왔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랑방에서는 문중의 일을 논의하기도 하고 영농의 기술을 교환했으
며 농작에 관한 프로그램을 짜기도 했다. 또, 환자의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 자녀교육,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관심사도 이곳에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되는 면이 있었는가 하면 공동부담
에 의한 술추렴, 사냥이나 천렵 등의 상의, 투전꾼들이 모여드는 서민층의
향락생활과 퇴폐풍조를 북돋우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나가는 곳도 적지
않았다.
사랑방은 주로 농한기인 겨울철에 많이 활용되었으며, 때로는 집주인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이나 야식 또는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도 많아 사랑방을 제공하는 집은 대체로 경제적인 여력을 필요로 했다.

2) 敬 老 堂 의 由 來
서울의 경우는 용산구 이태원 경로당이 1890년도에 건립되었고, 용산구의
서계경로당이 1908년에 건립되었으며 종로구 인수동에 희망경로당이 1928
년에 건립되었다. 전남의 경우 광양읍의 수성경로당이 1626년, 목포의 죽농
경로당이 1919년, 나주읍의 나주경로당이 1925년 구례읍의 봉서 경로당이
1921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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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19세기말 또는 20세기 초에도 우리나라에 경로당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은 주로 서민층 노인들로서

이곳에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술추념도 하는 장소로 이용
되었다.

2. 경 로 당 의 성 장 과 정

우리 고유 미풍양속의 하나였던 우리의 사랑방 제도는 2차대전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건국 초의 토지개혁, 6.25동란 등의 격변기를 겪는 동안에
많이 자취를 감추었다.
이에 대체역할을 하게 된 것이 겨울철에는 동네어귀 양지바른 곳에 바람
을 막을 수 있는 움막을 치고 동네 서민층들이 그곳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여름철에는 정자가 있는 곳이라든가 느티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깔고 그곳
에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또한 이것이 차츰 발달하여 오늘날과 같은 무허가
판자집 형태로 변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자유당 말기에서 제3공화국 초기에 이르는 약 15년 사이에 도시에서 출
마하는 정치인들은 노인표를 의식해서 경로당의 대량생산에 앞장섰는데, 그
중에서 행정부에 교섭하여 정부예산으로 경로당을 건립한 것이 있기는 하
나 그 대부분이 임시변통의 무허가 판자집형 경로당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도시구획정리사업 또는 주택개량이 본격화 되기 시작
하면서 그동안 정치인들에 의해 대량으로 세워졌던 무허가 판자집 형태의
경로당이 대부분 정비되고 그 대신 정부 예산에 의하여 신축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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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경로당 시설의 설립년도별 분포
(단위 : %)

구 분

전

체

할아버지경로당 할머니경로당

공동사용

1969년 이전

8.2 %

17.3 %

0.0 %

7.3 %

1970년- 1979년

14 .8 %

28.0 %

9.3 %

12.7 %

1980년-1989년

35.0 %

33.3 %

39.5 %

34 .8 %

1990년 이후

42.0 %

21.4 %

51.2 %

45.2 %

경로당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1997년 개정된 주택개발과 관련된 법 시행
령과 관련이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
로당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들어선 아파트는 으례히 경로당 시설이 들어서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노인단체 조직의 확대경향과 관계가 있다. 대한노인
회가 1969년도에 창설되어 1970년대 후반에 들어 확대되었는데 이들 노인
단체들은 활동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고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이와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경로당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이 시기에 사회구조가 급격히 산업화되고 있는 때였
으므로 인구이동과 가족 해체운동이 두드러져 노인문제가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될 시기였고 국민들 중에서도 물질위주의 사회현상을 반성
하고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미풍을 되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
한 시기였으므로 국민의식이 고조되었던 것도 그 원인중 하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의 새마을 운동의 확산도 노인여가시설로서의 경로당 건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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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확산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본다.

제 2 절

경로당 현황

1. 경 로 당 현 황

전국의 경로당 이용 수는 1975년까지는 해도 3,872개소에 불과했던 것이
1983년에는 8,946개소, 1992년도에는 20,068개소 그리고 1997년에는 31,485
개소로 증가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
구

연도별 경로당 이용 수 현황

분

1975년

1983년

1992년

1997년

경로당수

3,872

8,946

20,068

31,485

시설이용자수

320,180

605,612

1,022,582

1,521,704

1975년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조사자료 ( 75.8월)
1983년이후 :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중앙회 조사자료

우리나라 경로당 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3>과 같이 전

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도 9월 현재 대한노인
회 중앙회가 전국의 산하조직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31,441개소의 경로당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
국 어느 곳에 가 보아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없다. 이처럼 세계 여러나라
중에서 경로당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며 전국 방방곡곡에 주민이
사는 곳이라면 경로당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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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역별 경로당 수 현황
경 로
구 분

할아버지

할머니

서 울

386

230

부 산

338

대 구

당
공

회
동

원 수

계

남

여

계

1,220

11,836

56,717

64 ,559

121,276

246

547

1,131

20,453

25,332

45,785

78

103

705

886

25,159

32,922

58,081

인 천

77

12

797

886

25,843

23,252

49,095

광 주

89

75

374

538

10,274

12,57

22,851

대 전

51

37

437

325

12,382

14 ,213

26,595

울 산

13

16

326

355

9,047

13,377

22,424

경 기

967

206

3,285

4 ,458

113,086

83,048

196,134

강 원

299

50

1,131

1,480

47,381

42,411

89,792

충 북

1,265

254

1,349

2,868

62,383

41,304

103,687

충 남

863

114

2,284

3,261

84 ,044

44 ,607

128,651

전 북

1,236

296

1,563

3,095

91,857

65,382

157,239

전 남

1,010

256

1,721

2,987

79,604

56,036

135,640

경 북

1,220

287

2,148

3,655

108,549

75,295

183,844

경 남

797

286

2,195

3,278

79,420

68,035

147,455

제 주

-

-

246

246

9,708

23,447

33,155

계

8,667

2,446

20,328

31,485

835,907

685,797

1,521,704

자료 : 박재간, “경로당 운영의 실태 및 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연구, 1997,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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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로 당 의 시 설 현 황

경로당은 노인들이 하루종일 이곳에 나와서 여가활동을 하는 곳이므로
여기에는 의당 음료수나 간단한 점심식사를 들 수 있는 취사용구 또는 간
이식당 같은 곳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노인들은 아침에 경로당에 나왔
다가 점심을 들기 위해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편 때문에 시설이용
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시설운영자의 설명이다.

<표 3–4> 경로당의 건물평수 현황
1) 敬 老 堂 面 積
구 분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평이하

7.8 %

8.7 %

6.0%

8.5 %

10평-19평

23.8 %

23.5 %

20.5 %

27.2 %

20평-29평

31.1 %

23.2 %

32.8 %

37.7%

30평-39평

16.8 %

18.0%

16.2 %

16.1%

40평-49평

8.9 %

10.8 %

10.3 %

5.7 %

50평 이상

11.6 %

15.8 %

14 .2 %

4 .8 %

2) 敬 老 堂 施 設 의 敷 地 面 積 現 況
구 분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9평이하

24 .2 %

31.0%

23.3 %

18.5 %

30평-59평

36.8 %

40.3 %

44 .1 %

27.9 %

60평-89평

16.6 %

14 .4 %

15.9 %

19.5 %

90평-119평

9.4 %

6.5 %

6.6%

14 .1%

120평-150평

3.9 %

1.8 %

3.1%

6.8 %

150평 이상

9.1%

6.0 %

7.0%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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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가 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취미.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공간
2개실 이상과 집회 등을 할 수 있는 강당, 간식,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식
당 겸 휴게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0평 이상의 시
설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경로당 면적은 대부분 29평 이하에 불과하다는 문
제를 안고 있다.

3) 敬 老 堂 의 基 本 施 設 및 備 品
시

설

경로당 수

백분율(%)

취사시설

780

77.7 %

간이식당

118

11.8 %

세면시설

523

52.1 %

간이목욕실

140

13.9 %

재래식화장실

361

36.0 %

수세식화장실

622

61.5 %

난방시설

647

64 .4 %

냉장고

700

69.2 %

선풍기

863

85.6 %

전기청소기

147

14 .5 %

에어콘

49

4 .9 %

응접세트

164

16.2 %

전화기

789

78.3 %

경로당은 노인들이 하루종일 이곳에 나와서 여가활동을 하는 곳이므로
간단한 취사용구나 간이식당 등이 있어야 하는데 간이식당이 있는 곳은
11.8%에 불과하다. 노인들이 아침에 나왔다가 점심을 들기 위해서 집에 다
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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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餘 暇 活 動 과 관 련 된 設 備 備 品

시

설

경로당 수

백분율(%)

텔레비젼

941

93.4 %

라디오

352

34 .8 %

비디오

62

6.2 %

전축

157

15.6%

마이크시설

216

21.4 %

노래방기구

50

4 .9 %

장기/ 바둑판

797

78.8 %

붓/ 벼루

234

23.1%

신문/ 잡지/ 도서

536

53.0%

장구/ 북

618

61.1%

운동기구

180

17.8 %

TV가 있다는 경로당은 93.4%라는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경로
당은 경로당 신축시 TV를 비품으로 비치했던 것이어서 노후하여 화면상태
가 좋지 못한 것이 많아 이용율은 저조한 편이다.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집
에서 점심식사까지 한 후 오후에 경로당에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간대에는
TV 프로그램이 별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용율이 낮은 원인 중에 하
나이다.

3. 경 로 당 이 용 현 황

전국의 경로당수는 31,485개소이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1,521,704명으로 1개 경로당의 평균 등록회원수는 45명 내외이다. 그러나 이
러한 경로당 이용노인에 대한 통계숫자는 크게 믿을 수 없다.
경로당을 이용할 예정으로 회원으로 등록한 후에 또는 며칠간 경로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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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노인들 중에도 경로당의 분위기가 자신에 생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
유로 경로당 이용을 포기한 노인들도 적지 않지만 이용노인과 관련된 통계
에는 이러한 노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라 볼 수 없다.

<표 3–5> 경로당 이용현황 분포
1) 敬 老 堂 登 錄 老 人 數

11.1%

할아버지
경로당
31.3 %

할머니
경로당
22.6 %

42.5 %

39.7%

48.8 %

54 .8 %

50명-70명

22.8 %

25.5 %

13.8 %

17.2 %

70-90명

11.8 %

10.6%

5.0 %

0.4 %

90명 이상

7.4 %

9.5 %

1.3 %

1.1%

계

100.0 %

100.0 %

100.0%

100.0 %

개소

(1007개소)

754

160

93

총등록노인수

전 체

공 동

30명미만

15.4 %

30명 - 50명

실제 경로당 이용 노인은 900,000명 정도라고 추계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
실이라면 이용 회원 수는 30명 내외에 불과하다.

2) 敬 老 堂 利 用 老 人 數
이용노인수
10명 내외

전 체
39.1 %

대도시
31.5 %

중소도시
37.3 %

농어촌
48.8 %

20명 내외

32.4 %

34 .4 %

29.5 %

33.3 %

30명 내외

16.7 %

19.4 %

18.8 %

11.7%

40명 내외

7.1 %

8.4 %

7.7 %

5.2 %

50명 이상

4.7 %

6.4 %

6.5 %

1.2 %

계

100.0%

100.0 %

100.0 %

100.0 %

개소

995

346

325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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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록한 회원수와 경로당 1일 평균 이용 노인 수와 많은 차이가
있다. 경로당 등록회원이라고 해도 전혀 나오지 않는 회원, 특별한 행사 때
에만 나오는 회원 등이 적지 않다.

제 3 절

노인 여가시설 운영사례

1. 노 인 복 지 회 관 및 노 인 대 학

1) 老 人 福 祉 會 館
우리나라의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은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
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조
선 말엽인 1906년 원산에서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Kn ow s에 의해서인데
그후 1921년에는 기독교 사회복지관이 인사동에 설립되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관 사업을 구가의 사회복지관 정책의 일환으로 채
택하여 1989에는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영구임대아파
트 단지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관을 건립, 운영케 하였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기업도 재정
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다. 복지관의 종류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상담소, 청소년복지회관, 부녀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분야별 전문
복지관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안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 주민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여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 사회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7년
현재 서울에 77개, 부산에 10개, 대구 20개, 광주 16개 등 전국에 287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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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표 3–6>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내용

국가에서 규정하는 사업명칭

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사업내용

노인문제 상담

건강상담,자녀문제상담, 노후의 고민,사후문제 등

불우노인지원

후원자결연, 후원자1인당1통장 갖기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일일캠프(소풍), 자원봉사주선,교양강돠, 취미교실

노인부업교실 운영

서예교실, 가내수공업연결, 공동작업장

노인학교 운영

노인대학, 노인교실

노인목욕서비스

목욕탕운영, 이동 목욕차량운영

資料 : 保健福祉部, 社會福祉館 運營指針, 1997.

사회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 여가 프로그램은 사회교
육의 일환으로 노인교실을 개설, 주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따라 초등학교와 동일한 전일제 노인대학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 복지관의 형태는 시설의 사업내용, 시설규모, 직원의 배치, 기준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여가프로그램은 대체로 노인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실시
하고 있는데 노인 사회교육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여러 학습, 기능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하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복지회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소득보장, 주거보
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으로 구분되며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중
자기발전 욕구 충족 서비스가 사회교육에 속한다. 노인들은 노인학교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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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및 산수교실에 참여하고 개인 취미활동, 체조 및 운동, 관광 및 야유회,
경로잔치 등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표 3–7>

북부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예

사업장

프로그램명
정서함양프로그램

세부내용
교양강좌, 한글, 한문서예, 합창, 노래교실

철학교실,장구교실,노래가락차차차, 포크댄스,
문화교육프로그램 우리춤 한마당, 현대무용, 일어강좌, 한글교실,
시청각교육
사회교육사업

건강증진프로그램

동그라미체조, 수교실, 에어로빅, 단전호홉, 활
기도, 건강,체력측정, 전통리듬체조, 다시한번

게이트볼, 연극반, 합창반, 사물놀이반, 배드민
취미서클, 지역복지
턴반, 등산반, 종이접기반, 방범순찰 및 청소년
자치활동
활동, 교통 및 거리질서 봉사활동 자치회의
노인정 순회지도 월2회 관내 경로당 순회공연 및 사회교육 프
프로그램
로그램 지도
資料 : 임춘식, “地域社會福祉館의 老人餘暇 프로그램”, 1997.

노인의 입장에서 제공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은 경로잔치를 가장 필요로
하며, 다음이 관광 및 야유회, 무료진료, 단체급식, 이용/ 미용 서비스, 물리
치료, 목욕서비스, 서비스 안내 및 의뢰, 노인부업실, 개별상담, 개인 취미활
동지도, 노인학교, 산수 및 한글지도 등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노인들
은 우선적으로 잔치와 야유회를 그리고 진료 등을 통해 신체적 욕구가 만
족된 후 자기 발전적 욕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운
영하고 있다. 정규과정은 건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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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복지관의 초등학교와 동일한 전일제 수업을 진행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 예
요 일

시 간

과 목 명

월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맷돌체조
탈 춤, 배드민턴, 영어
초급한글, 초급장구,게이트볼,탁구,미술,장기,바둑

화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특 강
에어로빅, 품물, 한문, 중급한글
초급고전무용, 게이트볼, 서예, 장기,바둑

수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음 악
초급고전무용, 풍물, 합창, 수지침, 초급한글, 컴퓨터
초급장구, 게이트볼, 탁구, 수영, 미술, 장기,바둑

목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사회체육
포크댄스, 우리가락, 한문, 중급가락
사랑나눔,레크리에이션, 게이트볼, 서예, 장기,바둑

금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사교댄스
중급고전무용
배드민턴,영어,컴퓨터,사물장구,게이트볼,탁구,미술,
장기,바둑
서 예

자료 : 평화복지관 부설 노인대학 (1997년 1학기)

즉, 장수교실, 비타민 교실, 건강측정, 단전호홉, 건강특강, 에어로빅 등이
그에 속하고 있다.

다음은 교양 및 취미강좌로 현대무용, 우리춤 한마당,

사물놀이, 장구춤, 전통리듬체조, 한국무용, 포크댄스, 등으로 구성되고 있
다. 특별과정으로는 취미를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게
이트볼, 서예교실, 합창반, 연극반 등으로 구성되어 노인들의 흥미와 취미를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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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이용대상 노인의 욕구와 지역실정을 반영해 다양하게 구성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예

사업장

상담사업

프로그램명
초기면접
내방상담
전화상담
가정방문

복지관을 처음 내방하는 노인의 신상파악, 욕구파악
노인의심리, 정서,경제,법률,가정문제상담 및 복지관
이용안내, 노인관련정보 상담
거동불편 노인댁 방문, 복지관 이용 노인의 관리상담

물리치료

전기치료,광선치료,온열치료 등으로 노인 퇴행성질환
관리

운동치료

동작을 할 수 없기에 생기는 근육 위축을 최소화 시킴

중품재활치료
기능회복
사업

세부내용

간 호
방문간호

중풍노인의 재활지도 및 상담, 일상생활 동작지도,
자립적 생활유도
간호상담, 건강교육, 활력증상체크, 혈압관리와 간단한
투약
와상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하여 질병관리,위생
관리, 병원안내

일상생활용품 지팡이, 휠체어, 젼기, 요기, 돋보기, 안경 등 기능장애
대여
노인에게 무상 대여 서비수
한방
무료진료

매주 1회 실시 (침, 뜸, 한방상담)

정서함양프로
교양강의, 한글, 한문서에, 노래교실, 합창
그램

사회교육
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철학교실, 장구교실, 노래가락 차차차, 포크댄스
우리춤한마당,현대무용,일어강좌,한글교실,시청각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동그라미체조, 수교실, 에어로빅, 단전호홉, 활기도,
건강, 체력측정, 전통리듬체조

게이트볼, 연극반, 합창반, 사물놀이반, 배드민턴,
취미서클,지역
등산반, 종이접기반, 방범순찰 및 청소년 선도활동,
복지자치활동
교통 및 거리질서 봉사활동 자치회의
노인정
순회지도
프로그램

월2회 노원구 관내 경로당 순회공연 및 사회교육 프로
그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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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치매노인
주간
보호사업

프로그램명
치매노인
주간보호

신체활동영역, 화상영역, 혼자서 하는 활동,
음악,미술.공작영역, 레크리에이션, 가사영역, 인지활동
작업치료, 진료

치매노인
가족모임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노인 간호방법에 대한 교육,
가족치료를 통한 집단 상담

방문,전화,
내방,상담

치매관련 정보와 치매 관련 기관 안내 및 의뢰 등

가정봉사원
파견
가정봉사원
사업

세부내용

구청 등의 추천 및 해당지역 사회에서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 의뢰, 물품 서비스 (주 1회 이상)

대상노인
관리

월례회의(월1회), 전화 및 내방상담, 조별 모임 및 구별
회장단 모임,순회지도,노인전화상담,약품지급,선물지급

봉사교육

유료양성교육, 유료보수교육(유급봉사원), 무료양성교육,
무료보수교육(무급봉사원)

가정봉사원
연수
취업알선

연 1회 실시
대상 : 노원,강북,도봉,성북구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남녀 취업 희망자

매체 홍보를 통한 구인처 모집,
관련업체 홍보물 발송, 전화 발송
취업상담
전화상담, 내방상담
사후관리
구인처 및 취업자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한 처리
취업교육
사례발표, 시청각교육, 실무자를 통한 현장교육
공동작업장 실밥떼기, 제품조립, 모자방울 달기, 양말포장,
운영
휠터끼우기

구인처 개발
고령자취업
알선

밑반찬배달

복지후생
사업

무의탁 노인
결연
결식노인
무료
급식제공
무료 이미용
서비스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중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에게 영양식 도시락 배달
기업, 교회, 개인과 결연 내월 1-5만원 지급
개별상담을 통하여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중 매일
70명에게 식사 제공

- 36 -

사업장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어버이날
기념행사
불우노인

기타복지사
업

나들이
출판 및 홍보

소풍, 산책, 외출
회보 발행

2. 老 人 敎 室

보건복지부의

노인사업지침에 의하면 노인교실은 전국의 426개소의

41,151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1995년 12월 기준) 집계되고 있다. 교육
부 산하에는 전국의 학구 단위 노인교실은 1978년

노인교실 설치요강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경로사상을 일깨
워 주고 경로효친 방법을 익히게 하고 노인들에게는 경로당 기능을 하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이를 계기로 그 이전에 개설, 운영되고 있던
서울 평생교육원의 노인강좌, 한국성인교육협회의 노인교실, 각 사회단체에
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교육과 함께 노인교육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다가
1981년 한국성인교육협회가 대한노인회에 흡수되면서 학구단위로 노인회를
재조직하여 노인학교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학교의 시설과 인력은 그
지역의 노인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활용되도록 권장하였다.
학구단위의 노인교실은 주로 초등학교에 설치되었으며 이에대한 행정업
무는 문교부에서 관장하다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각 학구단위의 노인
교실은 몇 개의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에 대한 전통문화 계승과 함께
많은 성과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한노인회, 복지관 등 각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되는 노인강좌가 확대되고, 각 학교들의 인식 및 참여부
족, 정부의 지원중단 등으로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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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실은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없고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노인교실의 교과 영역별 교육내용을 보면, 교양 및 상
식, 취미학습, 건강관리와 안전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별 차이는 시

지역에서는 산업시찰, 봉사활동 등이, 군지역에는 영농교육, 양봉 등의 교과
목이 들어있는 점이다.

1) 敎 會 附 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학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예배, 성경공
부, 교양강좌, 취미, 여가선용 활용 등을 포함한다. 교회에 따라서는 부별
활동이라 하여 문예부, 서예부, 등산부, 봉사부, 운동부 등을 두어 노인학교
학생들끼리 모임을 장려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특별활동이라
하여 양로원 방문이나 수학여행, 야외수업,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을 하기도
한다.
서울 모 교회부설 경로대학의 경우 16주동안 매주 토요일 7시간 정도의
경로대학 과정이 실시되었으며 첫주는 입교와 친교 및 소개시간으로 진행
되고 다음주 부터는 1교시 취미생활, 2교시 성경공부, 3교시 노래시간, 4교
시 교양강좌 5교시 요가와 춤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매달 1회 이상은 강의
일정을 따르지 않고 야외수업으로 대체 하였으며 교양강의는 별도로 실시
되었다. 교양강좌는 건강관리, 국사교육, 가정원예, 종교교육, 한방의학, 영
양과 식생활, 종교교육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고 1회 이상은 성화 감상시간
으로 구성되어있다.

2) 聖 堂 附 設 老 人 學 敎
성당부설 노인학교의 경우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대학 연합회의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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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운영된다. 그러므로 성당 부설 노인대학간의 유사점은 교회부설 노인
학교 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회부설 노인학교들이 각 교회마다
독자적인 조직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교육의 목적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변천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가정 및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안에서 어른으로서의 인격을 고양하고 자신과 이웃의 참된 행복을 창조해
가는데 있다 고 제시하고 있다.
노인대학의 창립정신인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요, 인생은 곧 햇수로 재는 것이 아니다. 현명이 곧 백발이고 티없는
생활이 곧 노년기의 원숙한 결실이다 와도 일치하고 있다. 즉 가정,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 안에서 현명한 어른이 되고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노인이
된다는 것이다.9)

老人大學의 敎育內容은
1. 신앙생활 교육 (성경, 교리, 전례. 교회사 등) 20%
2. 지혜로운 생활교육 (노년일반학, 노년기 역할, 노년기 인간관계, 재정관
리, 전통미풍양속 등) 20%
3. 건강한 생활교육 (노년기 건강을 위한 상식, 체조, 특수진료 서비스 등)
30%
4. 창조적 생활교육 (음악, 미술, 공예, 소창, 특기지도 등) 30%
5. 행사 (소품, 성지순례, 견학, 신앙대회 등 ) 10%

위의 교육내용 이외에도 특별지도 및 그룹활동으로서

9) 한국교육개발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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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도모임, 성체예배,
2. 정규수업외 특별지도 (우리말 바로 듣고 말하기 교실 운영)
3, 봉사활동 (이웃전교, 환자방문, 청소년가장 돕기, 어린이돌보기(주일),
주보 접기, 성당청소, 거리청소 등)
4. 서예, 등산, 원예, 사진, 고전연구 등의 클럽활동
5. 예절교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10> 천주교 노인대학 교육계획표
일 시
3월5일
12일
19일
26일
4월9일
16일
23일
30일

5월7일
14일
21일
28일
6월4일
11일
18일
25일
7월2일
9일
16일 8월31일까지

교 육 주 제
자연식과 건강
참부모가 되는 길
죽음을 준비하는 삶
민화, 그림그리기
건강관리(수지침)
지혜로운 삶
민화,그림그리기,레크리에이
션
교통안전지도
평화방송
생일파티
부황요법 강의
종이접기,율동,레크리에이션
관악산, 야외학습, 율동
민화, 그림그리기, 율동
선거일(휴교)
묵주기도 및 신앙체험
육체적 식품회장
민화,그림그리기, 율동
민화,그림그리기, 생일파티
강의
묵주 만들기
여름방학

일 시
9월3일
10일
17일
24일

교 육 주 제
개강미사
생활체험나누기
민화, 그림그리기, 율동
성지순례(단양팔경,온천욕)

10월1일
8일
15일
22일
29일

노래교실, 행사준비, 연습
행사준비, 연습
노인의 날 행사참여
민화, 그림그리기, 율동
성극감상(프란치스코 성인)

11월5일
12일
19일
26일

묵주기도 및 연도
영화감상, 신앙체험
연합회 총무, 위령성월
대림절이란? 생일파티

12월3일
10일
17일
24일

민화전시회 준비기간
성극발표
종강미사
겨울방학

資料 : S 노인대학 1998년 敎育計劃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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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노인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이며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반 편성은 교육수준, 연령, 생활환경, 취미 등을 고려하
여 1개반당 10명 내외로 이루어지며 봉사자 1명이 반을 돌본다. 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교육이 실시되며 레크리에이션이나 창작활
동 지도에 관한 특별교육이 실시되기도 한다. 천주교 노인대학은 현재 노인
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많다 (한
국교육개발원 1993) 천주교 노인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문제는 재원확보의
어려움, 교육대상자의 학력, 생활수준 등 비 동질성으로 인한 수업의 어려
움, 종교단체의 성격상 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전
문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다.

3) 國 立 中 央 博 物 館 老 人 大 學
국립중앙박물관 노인대학은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씩 16주
간 운영되며 60세 이상의 일반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강사는 대학교
수와 박물관 직원 및 전문가이다. 박물관 노인대학 시간표를 살펴보면 노인
건강, 노인의 사회활동 및 교양강의, 영화감상, 전시실 관람 및 유적답사 등
의 현장학습, 발표회, 대화 및 만들기, 실습 등의 자치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 문화학교 노인학생들은 타 노인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10)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견학과 토론을 위주
로 한 교육을 특성있게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이 전통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문화시설로서 평생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는 다양

10) 한국교육개발원, 전게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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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
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1> 국립중앙박물관 노인학교 교육과정
일 시
3월17일(수)
3월19일(금)
3월24일(수)
3월26일(금)
3월31일(수)
4월2일(금)
4월7일(수)
4월9일(금)
4월14일(수)
4월16일(금)
4월21일(수)
4월23일(금)
4월28일(수)
4월30일(금)
5월7일(금)
5월12일(수)
5월14일(금)
5월19일(수)
5월21일(금)
5월26일(수)
6월2일(수)
6월4일(금)
6월9일(수)
6월11일(금)
6월16일(수)
6월18일(금)
6월23일(수)
6월25일(금)
6월30일(수)

1 교 시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전통문화의 이해
올바른 역사관
경복궁 및 민속박물관 견학
우리나라와 주변국가
유적답사(강화도)
근대사의 재조명
박물관 개설
불교사상
통일정책과 우리의 자세
동학사상
국악의 이해
동양화 감상
유적답사 (여주 영릉)
참선
조선시대의 회화
한국의 불상
석조미술 (탑)
신앙과 생활
한국의 도자기
전통놀이 및 놀이기구 만들기
발표회(주제:자녀와의 동거문제)
정보화 사회
창덕궁견학
특기자랑 본선
국선도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유물로 본 우리문화
건강한 생활

2 교 시
현대사회와 노인의 역할
자기소개
자기소개
자치회 구성
한국의 박물관 (영화상영)
전시실 학습 (조별)
국립중앙박물관 (영화상영)
전시실 학습
석굴암 영화 상영
특기자랑 (예선)
신윤복의 그림영화 상영
전시실 학습(조별)
한국의 회화 (영화상영)
한국의 불상 (영화상영)
야외전시물 해설
백년전의 한국 (영화상영)
고려자기 (영화상영)
전시실 학습 (조별)
대화의 시간
전라 쌍분 (영화상영)

우리의 보배(영화상영)
대화의 시간
자치활동
설문조사, 수료식

資料 : 國立中央博物館 (1998) : 老人敎室 現況 (미간행)

- 42 -

6) 한 국 여 학 사 협 회 순 영 노 인 교 실
여성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순영 노인교실은 1975년에 시작되었다. 순
영 노인교실은

변천하는 시대의 새로운 지식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알리고

보다 창조적이고 나은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는 것을 교육목적
으로 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여성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
로 하여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으로 민속놀이, 국악 및 가곡 등의 전통의 향
기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건전가요, 레크리에이션, 환경보호,
노인과 경찰, 등 여성노인 만이 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징있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 중에는 어려서부터

남녀칠세 부동석 에 의한 정신으로 교육받

아 와서 남녀가 함께 학습하는 교육기관 보다 여성 노인들끼리 학습하는
기관이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같이 여성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이 고려되어 다양한 노인교육기관이 운영되어
여성노인들이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노인여가교육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노인의 자기개발을 도모함과 아울
러 세대 공동체적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이 평생동안 이
루어 온 경험을 동세대인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노인 자
신들 뿐 아니라 후 세대들에게도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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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일 시
2월13일
2월20일
2월27일
3월6일
3월13일
3월20일
3월27일
4월3일
4월10일
4월17일
4월24일
5월1일
5월8일
5월15일
5월22일
5월29일
6월5일
6월12일
6월19일
6월26일
7월3일
7월10일
9월4일
9월11일
9월18일
10월9일
10월16일
10월23일
10월30일
11월6일
11월13일
11월20일
11월27일
12월4일
12월11일
12월18일

순영 노인교실 프로그램
1 교 시

2 교 시

개학식
국 악
수료식, 입학식
자치회
일반강의
안쓰는 물건 바꿔쓰기
일반강의
일반강의
건전가요
봄소풍
일반강의
일반강의
국 악
건전가요
국 악
레크리에이션
국 악
일반강의
노래부르기
국 악
건전가요
국 악
개학식
일반강의
일반강의
일반강의
자연음악에 관하여
가을소풍
일반강의
일반강의
환경보호 (학교주위청소)
일반강의
일반강의
노인과 경찰
일반강의
일반강의

자료 : 한국여학사 협회 (1998)

민속놀이
일반강의
국 악
건강체조
국 악
노래부르기
건전가요
국 악
건강체조
어머니날 축하의 시간
건전가요
일반강의
레크리에이션
일반강의
건강체조
환경보존캠페인
일반강의
건전가요
여름방학식
순영교실에 대하여
노래부르기
국악 및 가곡
노래부르기
일반강의
국악 및 가곡
노래부르기
레크리에이션
노래부르기
국악 및 가곡
노래부르기
겨울방학식

1998년도 순영교실 시간표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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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외국노인의 여가활동 사례비교

1. 미 국

1) 老 人 人 口
미국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00년 310만명(전체인구의 4 %), 1960년
1,660만명(9.2%), 1985년 2,860만명(12.4 %)으로 증가해왔다. 미국의 인구통계
국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인구는 2010년에 3,920만명(13%), 2030년에 6,460만
명(22%)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통계상 나타나는 특징은 85세
이상의 고령노인이 향후 크게 증가하리라는 것외에 여성노인, 독신 또는 혈
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남성 노인의 증가이다.
미국에는 부를 누리는 노인도 많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빈곤하다, 90%
의 노인들이 퇴직당시 퇴직금을 받고 있으나 주로 빈곤층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노인교육은 주로 소외계층을 위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점차 노인
의 퇴직 후 적응문제와 역할변화 창출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 발전
되었다., 현재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의 욕구 충족과 사회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미국의 노인복지 전달체계로는 연방정부에서 노인청, 주정부에는 노인국,
그리고 지역정부에는 지역노인기관 등이 있으며 연방 노인청은 보건사회복
지부 산하 기구로서 미국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서비스의 제공 및 이의 수
행을 위한 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주정부의 노인국은 연방 노인청의 하
부조직으로서 노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주 단위의 주무부서이다. 지
역노인기관은 지역정부의 수준에서 노인들의 욕구와 관심사를 대변,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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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공적인 기구로서 주정부가 이 기관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미국에는 670개의 지역 노인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 상호 업무 협의를 위
하여 전국지역 노인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2) 老 人 센 터 와 프 로 그 램
미국의 노인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들은
개인으로, 혹은 집단으로 서비스와 활동에 참여하여 위신을 높이고 독립심
을 키우며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
노인센터는 1943년에 뉴욕시의 허드슨윌리암 센터가 처음으로 생겼으며
1965년 노인법 통과 이후 시설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시설은 고령
은 정상적인 발달과정이다 를 중시하고 있다.
노인센타의 모형은 사회기관 모델과 자원조직 모델 2가지가 있으며, 노인
센타를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이고,

자원조직

에서 더 활동적이고 노인과 지역사회의 애착을 표명하는 노인이 역시 노인
센타를 활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농촌지역에 있는 다목적 노인센타는 여가, 취미활동, 공동쇼핑, 급
식, 주간보호센타, 물리치료 및 건강진단,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센타에서 제공하는 노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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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미국 농촌지역 노인센타 프로그램
항

목

여가서비스

교

육

제공 프로그램
예술, 수공, 음악, 연극, 춤, 영화, 체력단련스포츠, 탁상게임,
캠핑, 여행, 야외놀이, 관광, 파티, 축하모임, 취미모임,
특정동호인모임
강의,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영양, 가정안전, 건강,
소비자권리, 법, 창작, 방어적 훈련, 성경공부, 리더쉽 훈련,

정보 제공과
상담 의뢰

정보제공, 접수, 등록, 자료파일을 제공하며, 주택, 건강, 영양,
교통, 재정, 가족, 종교, 퇴직, 법, 기타영역에 대한 상담

의 료

시 당국이나 보건국 및 외래환자클리닉, 병원, 확장보호시설,
의사, 간호사와 함께 개발, 각종 진단과 건강교육

주 택

적정가격, 위치, 안전을 지닌 주택에 대한 자문이나 탐방
또는 견학

고 용

취업알선, 취업상담, 적성테스트, 직업훈련, 직업배치

재정지원과 상담
법률구조

긴급한 상황에서 재정지원, 보충보장임금 수혜자격에 대한
상담, 제한된 자원으로 예산을 짜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조
학대, 횡령 등에 대비

영 양

식품권에 대한 정보, 집단급식 장소로 활동, 가정으로 가는
식사배달 서비스 지원

교 통

센터가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소,대형 버스로 교통편의 제공,
계획된 자원 활동자의 도움 제공

가정위주 서비스
가정주부 돕는 일
주간보호

전화확인 서비스, 우애 방문
노인이 가정에 머무름, 집안청소, 경조사 음식장만, 정원일,
집안수리,
노인이 요양원에 가는 대신 이용, 가족이 항상 곁에 없을 때
활용 가능

랜싱 지역사회대학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하나인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노인교육센터에 의해 제공되는데 이 기관은 개인이나 협회, 지역사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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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활동을 하면서 노인들의 삶을 풍
요롭게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
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
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을 보살필 사람들에게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신체적 특성 등 노
인학 전반에 대한 지식 습득후 자격증을 취득케 한다.
2) 노인관련 특정 주체에 대한 위크샵이나 세미나 개회
3) 은퇴후의 생활에 대한 세미나 개최
4)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5) 노인교육 문제에 대한 상담
6) 관심도가 높은 주제들에 대한 시청각 프로그램 제공
위크샵, 세미나 그리고 여타 교육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관심사
를 반영하여 제공된다. 노인교육센터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뿐만 아
니라 노인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고안하고 있다. 노
인교육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조직구성원들에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은퇴 후의 삶을 의미있게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협의를 하기도 한다.
미국은 노인여가집단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1950년대부터 복지적 측면
에서 개발되어 오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1) 오락프로그램의 기획지도
2)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의 유도
3) 직업훈련과 직업소개를 위한 취로활동의 권장 또는 알선
4) 기업의 공동운영, 이익의 공동분배 원칙에 의한 노인복지공장의 설립

11) 최순남,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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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실천 등이다.
미국은 최근들어 노인들이 컴퓨터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다양한 프로
그램에 참여하여 정보교환은 물론 생활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인생을 살
아가고 있다. 198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4만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시니
어 인터넷(Senior Intern et)에서는 소정 연회비를 받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 전역에 산재한 42개의 시니어네트 교육센터를 자유
롭게 이용,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30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12)
노인을 위한 여가교육은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노인
준비 프로그램인 퇴직준비교육은 카운셀링과 집단활동을 통해 퇴직 5년 전
부터 개인과 사회보장, 재정계획, 건강과 의료보호, 주거문제, 여가와 법적
문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대학에서는 젊은 학생수가 줄어드는 대신 퇴직자들에게 학부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보스턴 대학교는 ‘상록(Ever Gree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 호기심이 있는 고령자라면 남녀나 학력을 가리지 않고 강좌 당
15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청강을 허용하고 있다. 1992년 가을학기에
는 5백만 명이 수강신청을 하는 등 일부 주에서는 대학이 수강을 원하는
고령의 주민들에게 수강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13) 평균
수명의 연장과 대학의 변화가 맞물려 노인들이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12) 허정무, “노인교육방법과 노인학교 운영”, 「평생학습사회의 노인교육」, 서
울:교육부, 1998, p .399.
13) 허정무, 상게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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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 나 다

1) 老 人 人 口
캐나다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986년 전체인구의 10.9%(270만명), 1994
년 11.9%(347만명)으로 증가되고 있다. 2011년 16.0%, 2031년 20.2%까지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균수명도 1991년 남자 74.2세 여자 80.7세이
다. 노인인구의 58%가 여성이고, 80세이상의 고령후기 노인은 여성이 3분
의 2이상(69.5%)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의 문제를 사
회문제로 대두시키는 요인이다.

2) 老 人 센 터 와 프 로 그 램
노인센터 또는 노인클럽은 주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노인프로그
램은 ‘노인자조프로그램(Seniors In d ep end ence Program )’과 새로운 지평
프로그램(N ew H orizon s Program )’이 있다.14) 이에 캐나다의 대학들은 65
세 이상 노인들에게 학부과정의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대학 및 각종학교
를 통해 은퇴 후 교육, 역사, 음악, 미술, 관광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노인들은 자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지평 프로그램(N ew
H orizon s Program )’은 노인들이 흔히 느끼는 사회적 소외, 고독감을 경감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별노인모임 같은 자조집단을 형성했을 때 보조금
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1986년의 경우, 2,000여 곳에 1천만불이 지급되었다.
이 외에도 노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및 확장, 사회조사 등을
위하여 각 주의 사회서비스국, 대학, 민간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프
로그램도 있다.

14) 모선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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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로운 인생즐기기(p rogram of Enjoy tryin g som ething new !)
프로그램은 가정 일에 기초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8년 전에 설립된 은퇴 후 노인의 일을 위한 프로그램
이다. 학교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은 학교시설 내에서 젊은이와 노인간의 건
설적인 교류를 가지도록 한다. 55세 이상 자원활동자들은 유치원에서 12학
년 아동까지 돌보는 일을 돕고, 학교자원활동에서 노인들은 일꾼, 가정교사,
강사, 학습자, 진로모델, 구술역사가, 미술가와 공예가를 포함하는 많은 역
할을 찾아 보상과 만족을 얻는다. 노인들이 학교 자원활동자가 되기 위해서
는 학생에 대한 지식과 지도기술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특성을 알고 즉, 흥
미, 재능, 경험을 알아야 학생들의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인 성장을 용이하
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15) 학교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을 자원화 하는 것은
지혜, 경험, 기술을 분담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알버타주 정부는 정년퇴직자를 ‘쓸모가 없어진 존재’가 아니
라 사회에서 배출한 중요한‘사회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노인들을 격려
하고 있으며, 노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종합적 대책 수립에 노력하
고 있다. 또한 알버타주 정부는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및 기업체 직
원을 대상으로 ‘눈물없는 정년퇴직’이라는 슬로건 아래 퇴직전 정년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의 노인대책위원회(Alberta Coun sel on Aging)의
퇴직전 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5) Su p p ort Serv ices to Sen ior s, Pr ovin ce of M an itob a an d N ew H oriz on s
Pr ogram , Gov ern m en t of Can ad a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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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캐나다 앨버타주의 퇴직전 프로그램
프로그램
노령화
과정의
이해

자유시간
의 관리

인간관계

퇴직의
의미와
새로운
생활적용

학습목표

학습과제
①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 자기가 지닌 잘못된 선입관 및 노
화의 개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긍정적인 노령화 과정
② 동료 참석자들과 같이 대화함으로써 그들 자신 스스로 노
을 이해시키는데
령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목표를 둔다
③ 동료 참석자들과 노령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퇴직후 사회참여에 대한 역할수행에 대한 협의를 한다.
퇴직에 앞서 노후에 ① 참석자들로 하여금 일하는 삶의 보람과 현대적인 의미의
희망하고 있는 직업생
여가개념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쌓도록 도와준다.
활이나 여가활동을 위 ② 퇴직후의 시간을 단순한 취미나 오락적인 개념의 여가를
생각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관계
한 시간적 계획을 미
에서 잘못된 역할지각이 되기 쉽다.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
리 짜보는 태도를 길
동 계획이 구상되어야 한다.
러준다.
① 인간의 사회적 대인관계에 중요하게 작용되는 요인들을 정
리하도록 한다.
② 퇴직후의 시간을 단순한 취미나 오락적인 개념의 여가를
생각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유지 발전
에서 잘못된 역할지각이 되기 쉽다.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 계획이 구상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③ 퇴직 시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친구관계가 고
방법을 찾도록 한다.
려되는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태도를 쌓아가는 방법을 찾도
록 한다.
④ 동료참석자들과 함께 퇴직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 가져
다주는 변화를 예상케 한다.
① 퇴직은 하나의 중요한 생활양식의 변화이며, 삶의 발전과
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발달과업적 단계이다.
② 미리 노후설계를 하게 되며 노년생활은 행복해진다.
올바른 노령화의 의미
③ 성공적인 퇴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퇴직에 대
와 퇴직후의 새로운
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일이다.
생애설계를 위한 준비
④ 퇴직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포부수준을 그려본다.
와 필요성을 인식토록
⑤ 퇴직한 사람들끼리의 상호관심사의 공통점을 찾아 정리한
한다.
다.
⑥ 퇴직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구체
적으로 나열해 본다.

資料 : 허정무, “老人敎育方法과 老人學敎 運營”, 「평생학습사회와 노인교육」,
서울: 교육부 , 1998, p p .401–512.

- 52 -

퇴직준비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노화에 대한 인식과 노년의 행복한 생
활을 위해서는 노후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도록 설계되고 있
다. 퇴직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포부, 관심사, 인간관계, 자유시간의 관리
등에 대해 논하고 지식과 정보를 갖도록 계획되고 있다.

3. 일 본

1) 老 人 人 口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및 비율을 보면 1994년 125.034천명으로
14.1%를 점하고 있다. 2000년 17.0%, 2010년 21.3%, 2020년 25.5%를 추계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수국이다16) 일본인의 평균수명을 보면 남자 78.70
세, 여자가 83.22세를 나타내고 있다. 1947년에 평균수명이 50세가 넘었고,
그후 약 50년이 지난 오늘날 여성들은 약 30년이 증가된 83세의 장수를 누
리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1963년에 제정되고 ① 고도경제 성장에 의한 사회경제의
변화, ② 가족에 의한 사적 부양에 변화로 국민의 노후에 대한 관심의 증가
③ 1959년 국민연금법 성립에 의한 복지연금의 지급 ④ 빈곤노인대책만이
아니라 일반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등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
에 따라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가의 행정조직으로는
후생성에 노인보건복지국이 있고, 노인복지기획과, 노인복지진흥실, 노인보
건과가 있다. 그리고 노동성(고용촉진 등) 총무청(노인대책), 경제기획청(소
비자보호 등) 등에서 노인업무를 다루고 있다. 문부성에서는 공민관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교육을 다루고 있다.

16) 총무청통계국국,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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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老 人 센 터 와 프 로 그 램

일본의 지역사회 내 여가활동은 노인회, 노인센터에서의 활동을 통해 고
령자들은 즐거움을 찾게 된다, 노령자 교실, 노인대학, 시설로는 노인정, 노
인복지센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고령자가 제일 슬픈 것은 소외 당할 때, 쓸쓸한 것은 할 일이 없는 것,
제일 즐거운 것은 아직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령
자 사회참가의 의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행복의 조건은 건강, 경제적 자립,
원만한 인간관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행복 5
계명은 ① 심신 모두 건강하고 늙어서 공부하면 죽어서도 허물어지지 않는
생애교육의 꿈을 가지는 것 ② 취미를 가지고 고독하지 않게 친구를 얻어
가지의 가능성을 늘려가는 것 ③ 가정에 있어서도 좋은 의미의 주인이 되
어 일본의 풍미를 젊은이에게 전하는 것 ④ 노인 나름대로의 일을 가지고
그것에 참가하여 삶의 보람을 갖는 일 ⑤ 경제적으로는 물론 마음의 빈곤
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는 그 기본적 목표로서 노인은 노년에 동반하는 심신의 변
화를 자각하고, 항상 심신의 건강을 보존,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사회
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노년의 희망과 능력에 상응하는 적당
한 일에 종사할 기회 그 외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
다. 고 하고 노인센터는 노인들의 이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장
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노인대학의 개설(고령자 학급)은 주로 공공기관이 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에서는 일반교양과목과 선택과목(취미교실=서예, 도예, 민속무용, 수예 등)
이 있다. 매주 1회부터 매월 1회로 개설회수가 각각 있고, 계속해서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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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학원을 개설해 요구에 응하고 있다.
후쿠오카 현의 노인대학강좌 개설결과를 보면 사회구조나 인구구조의 급
격한 변화에 동반하는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동시에 종합적 시책의 필요성이 있다. 그와 더불어 의료보장이나 노인복지,
노인취업 등의 경제적, 시설적 복지의 충실에 더해, 고령자 자신이 노년기
에 적합한 사회적 능력을 기르고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세대간의 폭을 좁히고 삶의 보람이 있는 생애를 영위하기 위한
정신적인, 교양적인 시책의 강화가 중요한 오늘날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1972년부터 고령자 교육의 선도적 시행으로써 현하 6개소에 노인대학 강
좌를 개설했다. 이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다음 연도에 2개 강좌로 증가,
그 후도 강좌수료자의 강한 요구에 응하여 1975년부터는 대학원을 설치하
는 등 고령자 교육의 충실발전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시·정·촌에도
고령자 강좌, 학급의 개설, 그 수료자가 지역의 리더로 활약하는 등의 활동
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노인의 노인강좌의 강사가 되는 등 순환적으로 프로
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노인교육의 특징이다.
일본의 컴퓨터 통신을 통한 노인정보제공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원로방과
비슷한 ‘멜로소사이어티’(원숙사회)포럼이 있어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
다. 일본의 컴퓨터 통신은 우리나라와 달리 운영비의 85%이상을 지원 받는
통산성 산하 정부기관이다. 그리고 컴퓨터를 ‘바스콘’으로 일본식으로 표
기하는 등 컴퓨터 용어 표기를 모두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어 노인들도 컴
퓨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이
적응하여 즐기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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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 국

1) 老 人 人 口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다. 1990년에 가족계획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인구는 빠르게 증가되었다. 1990년 1,131,880,000명이
되었다.

노년인구는

1953～1990년

시기에

배가된

중국의

노년인구는

41,540,000명에서 97,250,000명으로 빠르게 증가되면서 전체 인구의 비율이
7.32%에서 8.58%로 증가되었다. 전체 노인인구가 2030년 230백만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노인인구가 2000년에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할 것이고 중
국은 ‘노령화 사회’가 될 추세이다.
노인의 빠른 증가로 70세 이상 노인은 빠른 증가를 보인다. 30년 내에 70
세 이상 노인 수는 80백만이고, 전체인구의 비율은 5.41%로 증가할 것이다.
1953～1990년대 100명 노인당 70세 이상 노인 수는 31.93%에서 37.84 %로
증가했다. 이는 2010년 41.00명으로 증가할 것 같고, 북경의 노인인구의 반
이상이 70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국가 경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이다. 70세 이상이 더 오래 일하고 더 보호와 지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老 人 센 터 와 프 로 그 램
1996년 10월 공포된 ‘노인권익보장법’ “노인은 계속 교육을 받을 권
리가 있다. 국가는 노인교육을 발전시켜 사회가 각종 노년학교를 창립하도
록 지원하고 있다. 각급 인민정부는 노인교육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하고 계
획을 통일한다”고 하고 있다.
상해시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1985년 노인교육을 창립한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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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과 욕구에 주의하여 다양한 계층을 포화할 수 있는 곳에 학교
를 세웠다. 市에는 상해노인대학, 상해시 노 간부대학이, 區에는 상해 노인
대학과 상해시 노 간부대학 분교가 있고, 街에는 四平노인대학 등이 있다.
시·구급의 노인대학은 중·상류층의 문화수준의 노인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런 계층의 분류
는 절대적 근로자를 위주로 하여 중간 수준의 문화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런 계층의 분류는 절대적 인 것이 아니다. 사평가의 관공서가 주관하는
사평노인대학은 은퇴한 대학교수, 부교수, 전문기술자 등이 그곳에 공부해
서 학습의 효과가 매우 성공적이다.
상해 시급 노인대학 4개소 학생 7,300여명, 구(현) 노인대학 49개소
18,700여명의 학생, 가(향, 진)노인학교 236개소 학생 38,900여명이 있다. 가
(향, 진)노인학교 분교 2,045개소 학생 93,100여명이 있다. 1997년 말 통계는
시 전체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학교 분교의 각종 학습반에 참가하는 노
인 인원이 158,100여명으로 시 전체 노인수의 6.84 %에 이른다. 노인학습자
들은 “만약 노인대학이 없었다면, 내 자신의 은퇴한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노인대학이 나에게 제2의 청춘을 주었
다”고 기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해시는 노인교육 발전과정 중에서 많은 형식으로 연
합해 학교를 설립하는 방식을 만들어 노인교육비, 교육장소, 교육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형태
가 있다.
1) 대학교, 고등학교, 성인학교, 직업학교 및 농촌 성인학교와 연합해서
노인학교 설립하거나 학습반을 설립하여 교육장소와 설비, 교사를 학
교로부터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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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과 연계해 학교를 설립하여 기업의 보조금을 받거나 무상으로 교
육장소를 제공받는다.
3)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노인대학을 세운다
입학금은 저렴할 필요성이 있고, 노인권익보장법에서 사회가 각종 노인학
교를 설립하는데 보조한다. 연합노인대학 형태가 노인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노인의 입학을 편리하게 한다.
노인교육은 풍부한 생활, 건강한 지식습득, 사회교류와 사회참여 확대, 인
간관계 풍부를 가져온다. 1995년 10월 상해시 노령위원회, 상해노인대학, 상
해방송대학 연합 ‘방송노인대학’을 창립하였다.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노년위생보건’‘노년사회심리’‘노인권익의 법률보장’‘건강법과 노
인병’‘손자교육‘등의 과목을 방영하여 노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1997년
말 통계에 의하면, 2,686개의 단체, 108,739명 노인 시청, 등록 후 집에서 시
청한 노인은 248,681명 등 모두 35만 7천 4백여 명에 달했고, 노인전체의
15.1%를 차지했으며, 발전속도가 가속화하였다.
텔레비젼 교육 중 실현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교과목 배정은 노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전체를 위한 서
비스를 개선, 건강한 노령화를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2) 주요 교사 선택에 있어 ‘방송노인대학’의 강의내용은 적극성과 과
학성, 보편성과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방송노인대학’의 강의내
용을 교재로 발간, 교육수준을 높인다.
3) 교육과정 요구에 따라 과외활동과 특별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어떤 과
목은 방송 나가기 전 핵심인물을 훈련양성하고, 퀴즈대회를 개최하기
도 하고, 또 어떤 과목은 교양프로그램을 방송한다.
4) 조직관리를 강화해서 교육의무를 완성해야 한다. 시청하는 곳마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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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를 두어 등록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고, 학습자들의 반응을 조사
하고, 과목의 복습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해야 고정적인 시청률을 얻
을 수 있다.
4가지 급의 네트워크를 완성해야 한다.‘배움, 즐거움, 실천을 결합시켜
노인교육의 발전’을 추진하고 향상시키는데 공헌토록 해야 한다.
노인학교의 혜택을 받는 노인 수를 더 늘이기 위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향유하기도 하고, 특히 질병을 가진 노인이나 행동이 불편한
노인들 심지어 장애노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다양
한 형태의 노인교육이 필요하다.

5. 외 국 사 례 의 비 교 및 시 사 점

현재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의 욕구 충족과 사회기관의 책임성
을 강조하는 형태로 정착되고 있는 미국은 국가 복지차원에서 노인복지법
에 명시된 서비스의 제공 및 이의 수행을 위한 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어
정부기관의 지휘 감독하여 상호협력적이다
캐나다에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오히려 퇴직후 노년기 생활을
보다 유익하고 보람되게 지낼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학부과정의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대학 및 각종학교를 통해 은퇴 후 교육, 역사, 음
악, 미술, 관광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노인들은 자원활동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노인들이 흔히 느끼는 사회적 소외, 고독을 느끼지 않도록
따로 기관개발에 중점적이다.
일본의 지역사회 내 여가활동을 마련하여 노인회, 노인센터에서의 활동을
통해 고령자들은 즐거움을 찾게 하여, 소외되거나 고독하지 않도록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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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인이 직
접 참여하여 강사가 되어 노인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화시
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인들이 적응하여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중국은 차츰 고령화 노인증가에 따라 노인권익보장법을 마련하여 국가경
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시·구급의 노인대학
은 중·상류층의 문화수준의 노인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상해시에 노인교육 발전과정 중에서 많은
형식으로 연합해 학교를 설립하는 방식을 만들어 노인교육비, 교육장소, 교
육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와같이 외국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힘쓰고 전문적인 프
로그램 개발과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차원에서 기관개발에 중점인데 반하
여 아직 우리나라는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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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 1 절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

1. 사 회 적 할 당 에 관 한 문 제
1) 利 用 老 人 들 에 관 한 問 題
老人들의 여가활동 狀態나 여가활동의 變化와 問題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① 자녀들의 성장 또는 독립한 상태, ② 퇴직, ③ 경제적 사정, ④ 건강상
태, ⑤ 개인생활목표의 다양화, ⑥ 주거환경의 변화 등을 열거하고 있다.17)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敬老堂 이용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問
題點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老人들의 나쁜 健康狀態는 老人들의 가장 흔한 근심, 걱정거리로는 건강의
악화로서, 아파서 누워지낸다는 老人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18) 養老施設
이나 老人扶養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老人들의 가장 큰 관심사나 걱정거리
도 건강과 관련된 問題이다.
그러나 老人들은 신체적인 老化로 인한 건강악화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도 수입절감에 의한 빈곤 때문에 적절하게 健康保險 및 醫療保護制度가 老
人疾病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진료비 부담이 큰 問題가 되고 있는
점도 노인건강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老人病의 특징은 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병률이 높고, ② 질병이
합병증인 경우가 많아, 빈번하고 장기적인 의료적 보호를 요하게 되고 다른

17) 장인협·최성재, p .242.
18)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실버산업개발전략」,
1993,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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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단에 비하여 고액의 진료비를 요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
다.19)
따라서, 老人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의 악화가 수반되는 것이 자
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좋은 건강의 상태와 이에 따른 기동력
이 餘暇活動의 폭을 넓혀주고, 餘暇活動에의 참여빈도를 높인다’20)는 사실
이 확인되었음을 상기할 때, 老人들의 餘暇活動에 健康의 維持는 필수적이어
서 많은 老人들이 敬老堂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건강은 여가활동과 관계가 있으며 問題點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敬老堂을 이용하는 老人들의 대부분이 敬老堂내에서 단순히 누워
지내거나 바둑, 장기, 화투 등 단순한 놀이를 장시간 지속하고 있어 노인건강
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敬老堂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老人健康診斷事業을 1983년부터 老人福祉法 제9조
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65세이상 老人 중 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만명씩 실시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1차로 기본
진료, 혈액검사, 뇨검사, 안검사, 흉부X선 간접촬영, 순환기질환, 간질환, 당
뇨질환, 신질환, 빈혈증, 안질환 등에 걸쳐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대상
연령이 65세로 제한되어 있고, 전년도 진단자는 가급적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大韓老人會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과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21)
老人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의사가 진단을 하면 그중
19) 최성재,“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d sh d lsan s제”, 사회복지학회지 제7호, 1985,
p .154.
20) P arker , S., The Socialogy of Leisure, Lon d on : Geor ge Allen & U n w in , 1979,
p .59. 장인협·최성재, 전게서, p . 243에서 재인용.
21)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보건사회부, 1994 , p p .36–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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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는 몸이 나쁘다22)고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주장을 감안하면 老人健
康診斷의 중요성과 사업확대 및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經濟的인 問題로는 敬老堂 이용자의 경제상태는 상류층과 하류층보다는
중산층이 대부분이고 용돈의 절대액에 있어서도 25만원 미만의 용돈을 쓰
고 있었다. 그런데 경로당 이용 老人은 대부분 적은 용돈으로 생활이 부족
하였다.
이상과 같이 노인들의 자의식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적인 經濟的 餘裕는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老人貧困의 특
징은 ① 장기화·만성화, ② 대량화·집단화, ③ 가속화라고 한다.23)
첫째, 老人은 일단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再就業의 기회가 제한되고 거
기에다 수명은 연장되어 빈곤이 長期化된다. 둘째, 老人人口의 증가와 핵가
족화에 의한 老人家口의 증가로 빈곤이 大量化되고, 특히 도시의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集團化되어 社會問題로 떠오른다. 셋째, 보건의학의 발달과 영
양섭취에 의한 건강의 유지로 취업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社會의 일
률적인 停年制에 의하여 퇴직함으로써 가족부양의 부담으로 비교적 여유가
없는 시기에 收入源을 잃게 되어 빈곤이 加速化하게 된다. 따라서 老人들의
경제적 상태와 老人들의 경제적 독립은 노후생활의 만족감 증대와 깊은 연
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24) 이러한 硏究 결과는 Bu ll과 Au coin도 老人들의
경제적 상태가 老人들의 餘暇活用 양태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선행연구에
서 밝힌 바 있다.25)
22) 문재호교수의 글중에서 재인용, 세계일보, 1989. 10. 6.
23) 김성순, 전게서, P .67.
24) 최성재, “현재화와 한국노인의 가족애로의 사회적 통합”, Case W estern
Un iver sity 박사학위 논문, 1987, p p .105–106.
25) Bull and “Aucoin, voluntary association partcipation and life nsatisfactionreplication
note”, jou rnal of Gerontology , Vol. 30, N o.1, 1975, pp .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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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타난 問題點은 첫째, 敬老堂이 老人餘暇活用의 장으로서의 지위
는 갖고 있으나 敬老堂을 이용하는 老人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단순한 소
일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며 둘째, 老人들 자신이 敬老堂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핍되
어 있어 運營不實의 惡循環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敬老堂 利用老人들의 敎育水準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물론 敬老堂
을 이용하는 老人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어서 우리나라 老人
들의 대부분이 얼마나 열악한 餘暇環境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敬老堂 이용시 가장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경로당 利用時 食事問題로
敬老堂을 이용하는 경우 4시간 이상 머무르는 노인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는 老人들의 敬老堂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식사문제가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敬老堂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計劃 및 執行에 직·간접
적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 회 적 공 여 상 의 문 제

1) 施 設 側 面
무릇 건물이란 인간의 생활이 담겨지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한다. 老人의
생활 대부분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며 老人의 감정이 표출되는 공간도 거
의 건물 내부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老人들의 노후생활의 기초
라고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쾌적하면서도 多機能的이기 위해서는 老人의
생활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릇이 요구된다. 老人들은
점차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감소함에 따라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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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부합되는 환경을 찾고자 하는바, 이러한 欲求에 부응하는 生活空
間과 住居環境이 조성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박재간의 先行硏究에서는 무허가 혹은 판자집 형태의 건물을 敬老
堂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도시와 농촌 각각 37.2%와 54.1%를 차지하고 있는
데,26)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기준마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老人들은 계층간 소득분배에서 불평등할 뿐 아니라 餘暇施設면에 있
어서도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프 로 그 램 側 面
老人들에게 있어 餘暇는 자신의 은퇴 후에 生計問題가 해결되었건 아니
건간에 중요한 問題로 부각된다. 본 硏究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어 敬老堂
은 老人餘暇活用의 거의 유일한 施設이지만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을 보면
조직적으로 계획되어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바둑·장기·화투놀이와 친구와 담소 또는 신문·잡지구독이나
라디오 TV시청으로 이것은 모두가 老人들의 의도나 프로그램 運營者의 계
획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하루하루 소일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즉, 경로당내 조직적인 프로그램은 1년에 1–2회 정도의 소풍 또는 관광
여행과 회원 생일잔치 등에 있어서의 단체회식 정도였으나 이것도 專門的
인 次元에서의 조직적·지속적인게 아니라 그때 그때의 敬老堂 실정에 맞
추어 실행되는 일과성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敬老堂의 프로그램이 빈약한
이유중 우선 가장 큰 이유가 프로그램 개발에 수반될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점이고, 둘째는 어렵게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敬老堂 이용 老人들의 호응도
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셋째는 프로그램運營者의 전문성
26) 박재간, “노인정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노인생활」, 1988년 5–6월호, 사
단법인 대한노인회, p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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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다는 점, 그리고 넷째는 敬老堂을 이용하는 老人의 신체적 특성이 동
적 프로그램 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전 달 전 략 상 의 문 제

1) 政 府 支 援 政 策 의 不 實
敬老堂이 老人餘暇施設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敬老堂을 이용하
는 老人들의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현행 정부의 敬老堂지원정책
에 대해 老人들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할 정도로 정부의 敬老堂 지원이 낮
은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첫째, 국
가 전반적으로 老人問題, 특히 老人의 餘暇에 대하여 관심이 전무했으며 둘
째, 老人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다분히 事後的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건강진단이나 수용보호에 치중하여 왔기 때문이다.
敬老堂에 대한 정부지원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있겠으나 반
드시 경제적 지원만이 노인여가활용의 효과를 높이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즉 現金主義的 지원이 아니라 각종 정신적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최
소의 비용으로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現實主義的인 社會的 供與 傳達體
系가 구축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지원정책과 受惠者간의 병목현상
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2) 專 門 人 力 의 不 足
이와 같이 敬老堂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運營關聯者가 제일 먼저 갖추어
야 할 자질로서 老人問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라고 답했다. 이것은 기존의
經路堂 운영관계자의 지식과 경험이 敬露堂 이용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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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속적으로 이끌기에 얼마나 역부족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연구
자의 개인 조사에 의하면 敬老堂의 회장이나 임원은 대부분 은퇴공무원 혹
은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고 정부지원을 전달하는 관련인력도 기존의
老人福祉 傳達體系上 각 구청이나 동에서 社會課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재 원 충 당 의 문 제

1)

政府補助金의 不足

敬老堂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1994년 현재 난방연료비 및 運營費 명목으
로 각각 개소당 연간 200,000원과 개소당 월 40,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을
따름이다.27) 그러나 지원기준도 시·군·구청에 기등록된 施設로 제한하고
있고 중앙난방식 아파트내에 위치한 敬老堂은 그나마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도 제외시키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실
시하고 있는 模範敬老堂 指定事業은 優秀養老堂을 양성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정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나 이것도 재원의 부족
으로 포상대상 敬老堂이 전국적으로 60여개소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敬老堂의 運營費에는 연료비, 전
기세, 수도세, 오물수거비, 건물보수비용, 행정사무비용, 기타 지출이 포함된
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원으로 平均壽命의 연장과 조기은퇴로 늘
어난 敬老堂 이용자들의 餘暇慾求를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2) 自 體 運 營 費 醵 出 의 未 洽
대부분의 敬老堂은 이용자에 대하여 입회비와 월회비를 받는 것으로 선

27) 보건사회부,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1994 ,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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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는 밝히고 있다.28)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調査는 없었지
만 敬老堂을 이용한 老人들에게 용돈의 최대지출항목에 대한 질문을 한 경
과, 敬老堂 회비에 자신의 용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老人은 전체 응답자
의 1.2%에 지나지 않았다. 또 허경희의 硏究에서는 敬老堂 運營費를 구성
하는 항목상 老人들의 회비가 67.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회원의 1/ 3 혹은 그 이상의 이용노인들이 회비를 내지 않아서 敬老堂運營
에 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타나나기도 했다.29)
이와같이 敬老堂運營費의 조달에 노인들의 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운영비가 만성적 부족상태에 있는 까닭은 老人들의 경제적 자
립 즉 재취업을 통한 독자적 생계해결이 되지 않아 자신의 노후생활비용을
주로 자녀들이 주는 용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 2 절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

이 절에서는 敬老堂 實態에 관한 統計分析에 기초하여 정리된, 敬老堂의
問題點에 대하여 그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서술방법 또
한 問題點을 적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선택의 차원을 이용하기로 한다.

1. 노 인 건 강 상 태

1) 利 用 者 側 面
사회적 할당에 있어서의 이용자 측면과 관련한 改善策은 크게 보아 노인
건강상태의 개선, 老人의 所得保障프로그램의 改善 및 補完, 老人敎育의 확

28) 장인협·최성재, 전게서, p p .248–249.
29) 허경희, 전게논문, p p .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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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家族扶養機能의 제고 등이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老人健康狀態의 改善
젊은 연령층에 비해 老人은 의료수요가 높지만 경제수준이나 노인의 기
동성 등의 저하로 인해 쉽게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임이 본 硏究
에서도 밝혀졌다. 老人이 건전하면서도 문화적인 餘暇生活을 하기 위해서는
老人疾患의 특성을 감안하여 老人에게 필요한 양질의 老人保健醫療政策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老人保健醫療定策은 老人의 健康診斷과 施
設의 확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老人의 의료보장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老人에 대한 醫療保障制度 자체의 改善이 시급하다. 老人을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老人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측면
이 있다. 즉 老人들은 소득이 낮은 반면 의료비는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며, 老人의 만성 상병율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노인의 본 부담비율이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낮추어 의료비가 부담
되어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合理的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노인
에게 경감시킨 부담률을 미래의 수혜자인 社會의 각 계층에게 공평히 나누
어 부담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둘째, 老人專門醫療施設이 필요하다. 老人疾患의 경우 기술집약적 진료보
다 기초적이고 간호중심의 의료를 요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기초적이고 간
호서비스 중심의 노인전문병원이 독지가나 민간단체의 주관으로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전문의 醫療施設과 老人病에 관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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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전달한 전달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慾求가 현실
적으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우므로 과도기적 정책으로서 기존의 일반병원
을 老人專門病院으로 전환하는 方案, 老人診療 當直制의 실시, 敬老堂 순회
진료사업 등을 실시해 봄직하다.

(2) 所得保障프로그램의 改善 및 補完
老人의 여가활동과 경제력간의 정의 관계가 있음은 Atchley의 硏究에서
도 밝혀진 바 있고 본 硏究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老人들은 원하는 수준의 餘暇活動을 가능케할 만큼 경제적 수준이
높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에 있어서 수혜대상
과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본 硏究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중심으로 노인여가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프로그램의 개선 및 보완책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편의상 1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만 강제 적용하고 농어
촌거주자 및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후의 소
득보장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비례에 의한
社會保險制度는 결국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를 더욱 富하게 하고 없는
자를 상대적으로 더 貧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약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저소
득층 老人들도 노후에 餘暇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급수
준을 조정해야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公的扶助는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구비례적으로 배
정·선발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어 빈곤계층 老人들의 여가활동
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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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활보호대상자 가족 중에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족의 경우 특
별히 노인 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노동능력이 있는 가족원이 취업할 때까지
또는 가족의 수입이 최저수준 이상으로 향상될 때가지 居宅保護 수준의
급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행의 間接所得保障의 보장수준이 약하다. 즉 정부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사전에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65세 이상의 老人들에게 실질적 소득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老人
福祉法 제 13 조에 의거 1991년부터 老齡手當制度를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령수당제도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부류(주로 연령구분)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d em ogrant적인 수당제도라기 보다는 일종의 저소득층
老人을 위한 노령부조적 성격을 갖고 있어 전체 老人들의 餘暇生活에 고른
補助를 주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시급히 수혜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적·법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3) 老人敎育의 必要性
본 硏究에서는 老人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餘暇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老人들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餘暇慾求를
충족하고 새로운 생활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적능력의 개발이 노년기
에도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McClu sky는 老人들이 교육에 참가하여 대처능력 욕구, 표현적 욕구, 공
헌적 욕구, 영향력 욕구, 초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慾求는
체계적인 교육의 실시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30)

30) 윤진,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 적성출판사, 1985, p p . 14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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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의 老人들도 자신의 여생을 보다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서는 수동적이고 의존적 자세로 家族이나 社會의 보살핌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보다는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자세로 자신의 보람찬 생을 창조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나 관계 민간기관들은 老人들의 수준 높은 餘暇活動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되,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고령자의 교육활동은 노령화에 수반되는 正體感 위기를 老人들 스
스로 극복하여 自我統合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인생
주기에 직면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아울
러 자기의 주어진 역할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 인간으로서 성숙
기에 도달한 老人들이 自己實現과 自己成長을 보장 할 수 있는 계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넷째, 老人도 하나의 존엄한 인간이라는 확고한 신념하에
나름대로 보람있는 생활패턴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2) 敬 老 堂 利 用 實 態 (目 的 · 頻 度 · 期 間 )
본 硏究에서 敬老堂 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敬老堂을 이용하
는 老人들은 대부분 소극적·수동적으로 敬老堂을 자신의 여가활동공간으
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老人餘暇施設다운 施設이 거의 없는 상
황에서 이러한 실정은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敬老堂의 조직적·체계적 運營을 도모하되 한편으로는 현재의 敬
老堂 여건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노인여가활용의 施設과 프
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在家老人福祉서비스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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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老人福祉相談서비스의 擴大 實施
자신의 여가생활을 충실하게 보내고 싶어도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
한 老人들에게 알맞은 餘暇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꾸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
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노년기에 問題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서, 경제, 신
체·서비스, 사회·법률적 영역 등 각 상담영역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비율
이 대단히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31)
이것은 老人福祉 상담제도가 미발달된 상황에서 老人이 실제로 餘暇에
관한 問題를 상담할 수 있는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아서 老人餘暇의 問題가
계속 억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老人問題의 전반에 대하여 각 상
담영역별로 老人相談의 전문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 家庭奉仕員 派遣事業의 內實 運營
가정봉사원 파견산업이란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
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老人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老人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 老人이 건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장애에는 사업대상을 좀더 확대하여 障碍老人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老人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이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餘暇活動이 가정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가정봉사원 제도는 전적으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어 긴
급시나 장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老人들 상호간의 가정봉사원이
되어주고 장래에 서비스 지급을 보장하는 가정봉사 교환망(가칭:老人家庭自
31) 김태현·유은희, “노인복지상담제도에 관한 연구”, 1989, P .38. 김태현, 전게
서, p .3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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願奉仕銀行)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老人의 晝間 및 短期保護施設의 擴充
주간보호는 다소의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경미한 혼란상태에 빠져 있는
老人들을 일정 施設에서 낮시간만의 보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단기보
호는 가족 중 누구도 老人에게 관심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老人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敬老堂을 이용하는 老人들의 신체 및 심리상태가 고령자일수록 좋지 않
은 상태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갖춘
老人福祉施設이 거의 없으므로 차선책으로 敬老堂에서 소일하는 것이다. 그
런데 이들은 노후를 위한 再社會化가 되어 있지 않고 餘暇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敬老堂내에서도 주변인의 위치에 머물고 있으며 프
로그램 참여도도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敬老堂 이용노인들에게 사회적 접촉과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며,
일을 해야 하는 가족성원이나 자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풍부한 餘暇
프로그램을 갖춘 晝間保護 및 短期保護서비스를 확충·보완해야할 것이다.

(4) 移動式 團體給食의 實施
본 硏究는 敬老堂 이용노인의 식사문제 해결이 프로그램의 계획 및 집행
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敬老堂을 이용하는 老人
들은 일단 나오면 그날 하루를 敬老堂에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
서 식사문제로 인해 敬老堂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동식 단체급식(m eals–on w h eels)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도 식사배달 전문업체나 지역사회단체 등을 활용하는 老人들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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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비 혹은 무료로 제공하는 方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老人들은 자신들의 번거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 수 있어 좋은 것이
며, 프로그램운영자에게는 老人들의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효과성을 제고하
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 회 적 공 여 현 황

1) 施 設 側 面
현재 우리나라의 敬老堂은 老人餘暇施設로써 여러 가지 問題點을 노출시
키고 있지만 지역사회별로 노인이용도가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老人餘暇施設은 가장 이용율이 높은 敬老堂 施設에서부터 改善해 나가야
한다.

(1) 零細施設 統合運營
우선 대부분의 敬老堂이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施設이
너무 낡고 협소하기 때문에 老人餘暇活動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1개동에 여러 개의 敬老堂이 난립되어 있는 곳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2–3개의 시설을 하나로 통합
해서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運營이 가능하도록 공간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2) 施設基準 强化 및 制度的 保障方案 講究
敬老堂이 老人餘暇施設로써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장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공동
주택 건설시 일정 규모의 敬老堂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보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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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老堂 管理運營指針에는

敬老堂이란 4.5평 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로 하

며 기본적인 위생 및 娛樂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런 규모의 施設은 단지 老人들의 주간수용시설에 불과할 뿐 건전한 여가활
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敬老堂의 施設基
準을 우리 실정에 부합하면서도 필요 우선순위가 높은 基本施設 즉, 냉난방
장치, 오락실, 목욕실, 식당, 작업실 등은 반드시 설치하게끔 의무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3) 障碍者 敬老堂의 設置
현재 우리나라의 老人중 정신적·신체적으로 경미한 장애가 있는 老人들
은 재가보호서비스나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로 일반 老人들과 격리시키고
있는데 이들 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일반노인들에게까지 확대하여 社會綜合
性을 제고해야 함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자 敬老堂을 새롭게 설치하든지
기존의 경로당을 장애노인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施設을 改善하는 方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장애자 敬老堂에는 물리치료기능, 재활훈련
시설 등 장애자를 위한 제반시설을 설치하고 일반노인들의 이용 및 운영보
조 등 자원봉사를 권장하여 障碍老人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야 한다.

2) 프 로 그 램 開 發 側 面
다양한 老人餘暇 프로그램은 老人들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개발은 역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餘暇프로그램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餘暇를 위한 각종 施設支援, 사회적 이해와 협조가 전제
되어야 한다. 구미에서는 老人餘暇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硏究해온 지 오
래되었으며, 종래의 소극적인 시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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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社會福祉的 次元에서 개발해오고 있다. 그 주요내용에는 娛樂프로그램의
기획·지도, 건강증진과 교양, 老人 스포츠·레저·趣味敎育, 클럽활동과 자
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이익집단활동, 직업훈련·직업알선, 문
화·창조활동의 지원, 老人企業의 公同運營 참여 등 매우 다양하고 적극적
인 것들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敬老堂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할때,
고려해야할 과제를 정리해 보았다.

(1) 多目的 敬老堂의 設置
敬老堂의 발전을 위해서는 多目的 敬老堂(mu lti–p u rp ose seniorcenter)의
개념이 정착되어야 한다.32)
참여자의 다양한 하부 집단이 가진 상이한 慾求에 맞추어 참여자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과 일부의 참여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해야 한
다. 따라서 일부에게만 관심의 대상인 지역사회 참여, 권익옹호활동, 상담서
비스 같은 프로그램과 동시에, 참여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娛樂과 사회적 서
비스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2) 地域統合 增進 프로그램의 開發
敬老堂 프로그램의 개발은 단순히 敬老堂 이용노인들의 선호만을 배려할
것이 아니라 비이용자 및 일반주민들의 기대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프로
그램은 老人들의 기호에 맞추어 전통적 가치에 일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
대적 감각에도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敬老堂 프로그램의 설계에
는 이용자의 慾求만이 아니라 비이용자 및 일반 주민들의 慾求까지 고려되
어야 하는 것이다.
32) 김동배, “한국의 도시형 노인정 모형에 대한 시론”,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
학, 제8호, 1988, p p .4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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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治療的 프로그램의 開發
프로그램의 개발은 이용자의 慾求에 맞아야할 뿐 아니라 동시에 기회의
공급이어야 한다. 老人은 대부분 경미한 약점 내지는 결손을 갖도 있기 때
문에 모든 프로그램에는 치료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야 하고, 그러한 프로그
램은 구체적인 약점 내지는 결손을 치료하는 기회로서 이용되어야 한다. 따
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老人들이 여가활동의 계획을 세우고 그
러한 일을 실천에 옮겼을 때 부딪칠 수 있는 問題點을 보완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老人들이 오히려 餘暇로 인해 불만족과 좌절을 겪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33)고 주장한 Gord on의 말을 되새겨 봐야할 것이다.

3. 전 달 의 전 략

1) 國 家 的 次 元
(1) 老人福祉會館의 機能 强化
老人들의 餘暇實態를 改善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지원방안으로는 먼
저 노인복지회관의 설립확대 및 지원증대일 것이다. 즉 老人福祉會館을 각
시·군·구 단위로 설립하여 관할지역 소재의 敬老堂에서 실시되는 老人餘
暇프로그램을 계획, 지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老人福祉敎育 및 餘暇活動指導프로그램 전문가
共同利用制度(일종의 Pu ll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청된다.

(2) 다양한 老人餘暇施設의 開發과 支援
敬老堂이 최근에 들어서야 老人福祉法의 개정을 통해 하나의 老人福祉施
設로 규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임의 지원대
33) 김태현, 전게서,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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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머물러 있는 각종 노인학교, 노인교실 등 모든 노인교육시설을 社會敎
育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
적인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 敬老堂
과 老人學校는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반노인을 위한 福
祉施設이고 우리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지역
사회속에 뿌리박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적 및 행정적 지원이 있어
야 할 것이다.

(3) 老人福祉 專門人力의 養成
社會福祉 및 社會敎育을 전공한 유능한 인재를 현재의 공무원 5–7급에
채용하여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老人餘暇 프
로그램을 계획·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4년부터 행정고시에
社會福祉職을 신설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상당
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현재는 5급에만 그치고 있어 하위직급으로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2) 民 間 次 元
(1) 共同體 意識 高揚
노인여가활동의 발전과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의식을 고
양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가치관은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 사회전체에 적
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편의에 의하여 상호도움을 준다는 의식을 넘어 사회
전체가 연대의식을 갖고서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의
실현은 정부의 社會福祉 책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존
중, 상부상조의 정신 및 사회연대의식에 바탕을 둔 공동체로서의 삶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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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사회전체가 복지적 활동에 참여하므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老
人의 餘暇問題에 대하여 地域社會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도가 이루어질 때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2) 老人 自願奉仕 運動의 擴散
지역사회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老人餘暇施設 및 기관에 배치
하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 오늘날은 在家老人福祉서비스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施設保障과 함께 老人의 정신
적·심리적 요소를 고려한 在家福祉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老人들의 생활
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在家福祉서비스의 확대에는 지
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된다.
따라서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이 갖고 있는 問題點을 없애고 그 효과를 극
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의 홍보를 강화하고 조직기반의 내실
화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료봉사제도가 갖고 있는 問題點을 불식시
키기 위해 ‘자원봉사은행’의 설립과 유료봉사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3) 老人 結緣 事業의 活性化
지역사회나 민간단체는 老人의 慾求를 파악하여 도움을 주도록 적극적으
로 접근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내의 老人餘暇施設인 敬老堂, 老人會館, 老人
學校 등과 교류를 갖고서 기부금이나 老人能力銀行 및 일거리 제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慾求는 각각의 지역사회내에서 보다 쉽
게 접근될 수 있고 또한 자원망도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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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餘暇施設의 확충을 위해 그리고 노인의 問題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民間團體들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RSVP,
Gray Path ers, AARP 등과 같은 노인단체와 클럽을 많이 조직하고 활성화
시켜 老人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社會에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
끼지 말아야 한다.

4. 재 원 충 당 의 방 법 에 관 한 개 선 책

1995년도에 地方自治團體長의 선거로 완전한 地方自治가 시행되면 지방
자치단체의 福祉財政의 조성이나 확충은 그 지역 전체 주민의 힘에 의해
형성되어야하고 재원의 사용 또한 주민의 뜻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福祉政府은 공적 재원인 지방세와 사적 재원인 福
祉基金으로 조성되고 확충되어야 한다.34) 따라서 일종의 복지재정인 敬老堂
運營費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 國稅의 地方稅 移讓 및 國庫補助金의 擴大
우선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이양 및 국고보조금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화시대에 있어 敬老堂 運營費를 포함한 늘어나는 福祉財政의 조
성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점은 많은 재정확보를 위한 국세의 지방이양이나
보조금의 증액 등 양적인 면과 한편 이러한 재원의 집행에 있어 老人福祉
부문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老人福祉增進에 힘쓰는가하
는 질적인 問題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세로 구성되어 있는 재정상황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향후 地
方福祉財源의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이루어
34) 김윤호,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재원확충」,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1988.11,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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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상대적으로 경로당 등
老人福祉事業에 많은 투자를 유발시킬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간 경제력의 격차가 심한 현대 상황에서 지방세입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國庫補助를 늘리는 데에서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약화시키고
보조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地方自治團體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제
도 운영상의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운영 등 老人
福祉事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
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福祉稅의 新設과 免稅制度를 통한 寄附金의 擴大
福祉先進國에 비해 擔稅率이 낮은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도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복지재원 마련에는 미흡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상의 問題도 있어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이양도 사실상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福祉稅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
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로 각 지방의 특색과 지역 주민의 慾求에 부합되는 社會福祉事業
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재원만으로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세

목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면세제도를 통한 寄附金의 확대를 꾀하는 方案이 발전되어야 한다.
미국은 免稅制度를 적용하여 자원해서 내는 기부금의 대가로 세금을 면제
해주거나 또는 의료비용 및 아동, 노인, 맹인과 같은 특수집단을 돌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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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연방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다.35) 이와 같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老人福祉를 위해 직접적인 재원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금을 자발
적으로 내도록 함으로써 老人福祉財源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다. 조세감면혜택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정부세입의 감소는 민간기관이 정부
대신 社會福祉事業을 맡으므로 인해 감소하는 정부의 간접비용과 상쇄될
수 있으며 오히려 正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세제혜택의
규정은 法人稅法 施行規則제 17조와 所得稅法 施行規則 제17조와 所得稅法
施行規則 제53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民間 社會福祉財源 동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혜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3) 老人福祉財源 公同募金 등 民間資源의 動員
지방자치단체의 老人福祉基金, 그 중에서도 특히 경로당운영기금 확충을
위하여 공동모금등 민간자원의 동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복
지사업에 민간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세가 전면 실시되면 지역단위의 老人福祉事業
개발과 운영에 해당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敬老堂 運營
등,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누락된 부문의 노인복지사업을 민간이 보
완·담당함으로써 地域老人 전체의 福祉水準을 향상시켜야 한다.
민간자원의 동원을 증대시키는 일은 老人福祉財源을 확보하는 의미외에
住民參與라는 중대한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민
간자원 동원은 전국적 차원에서 보다 小規模 地方自治團體의 수준에서 더
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복지사업은 정부주도
형으로 되어 있어 법인·단체 등 민간이 老人福祉事業基金을 모금할 때에
35) 양승주, “사회보장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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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금조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금관련법을 民間主導型으로 개정하여 ‘公同募金會’의 설치
등,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동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敬老堂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등, 老人福祉基金 마련에
효과적인 공동모금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 공공모금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역량있는 기구
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모금을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모금기
간 직전에 집중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參與意識을 자극해야 한다.
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관련 모금들을 종류가 유사한 것끼리 통합시
켜 老人福祉 公同基金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넷째,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송금을 가능케 하는 등 모금방법을 다양하면서도 용이하
게 해야 한다.

제 3 절 경로당 활성화 방안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에게 여가를 즐길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목적으
로 국가나 사회가 사회자본을 투입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지역노인들의 이용은 매우 저조하다. 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는 시설상태의 열악성, 프로그램의 부재,
운영비의 부족, 운영자의 지도력 부족 등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사회내의 경로당이 해당 지역사회 노인의 여가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담당해 나가야 하는 역할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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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 로 당 참 여 유 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로당 등록인원에 비해 실제 이용 노인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이 노인 여가시설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
선 첫째로 경로당의 이미지(im age)개선이 필요하다.
社會福祉機關 또는 시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積極的 參與를
유도하고 또한 그러한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그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중
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러한 경로당 참여증진 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는, 노인 및 지역사회 일반의 경로
당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본다.
즉 이제까지 대다수의 地域住民이나 지역내 노인들에게 경로당의 이미지
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따분히 소일하는 장소 로 인식되어져 왔다. 社會福祉
조직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들 서
비스의 전문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때(Digiulio., 1984:231)이의 개
선을 통하여 경로당의 긍정적 이미지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생활정보의 제공이다. 노인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지만 새로운 사회변화와 생활에
따른 제반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한 方案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로당에서
이러한 노인들에게 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로당 참여를 유도할 수 있
다. 경로당이 노인들의 모든 문의에 대하여 해답을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
라, 노인들이 일단 관련문제를 경로당에 문의하게 되면, 어디로 가서 어떻
게 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한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렇게 경로당이 地域社會 老人問題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센터의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地域社會 老人들이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경로당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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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 일반 주민에게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
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경로당 활동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홍보
방법으로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통하여 비이용 노인들에게 홍보를 하는
방법, 地域新聞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2. 노 인 의 욕 구 에 부 합 되 는 프 로 그 램 개 발

1) 施 設 別 프 로 그 램 의 專 門 化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지역
사회에는 경로당 이외에 노인여가시설이 별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로당은 노인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로당의 시설상태, 운영재원 또는 시설공간의 협소함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경로당이 이와같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현 여건하에서 경로당이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 욕구를 골고루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기능별 또는 특
성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노인들의 연령, 건강상
태, 흥미 또는 취미 등에 따라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를 수 있
으므로 경로당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도 있다.
노인들의 여가욕구는 해당 노인들의 年齡, 健康狀態, 生活정도, 敎育정도
또는 취향의 차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점이 적지 않다.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는 교양강좌의 개최, 시조나 건전가요 위주의 프로그램, 또는 신체적인
율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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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바란다.
이와는 반대로 老衰現象이 심하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는
휴식기능, 보건복지기능이 중요시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입욕을 할 수 있는 프로그
램, 건강관리와 관련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
敎育정도가 높은 노인들의 경우는 文藝創作활동, 讀書클럽활동, 社會奉仕
프로그램등에 참여하여 자기 성취를 하고자 하는 意慾을 충족시킨다.
또한 생활정도면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경우는 용돈벌이 또는
무료급식 등을 위주로 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을 원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
의 노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로당의 경우는 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폐품의 수집/ 판매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해당지역 내에 경로당 시설이 1개소씩 밖에
없으므로 이용 노인 전체의 여가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갖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각 동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이 있으므로 경로
당별로 각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만을 가지는 방안을 적극적으
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경로당은 교양강좌의 개최 또는 문예창작 위주의 프로그램만
을 가지고, B경로당은 건전가요, 시조경창, 판소리, 무용과 율동 등의 프로
그램, C경로당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D경로당은
용돈벌이를 위한 共同作業場 운영을 하는 등 각기 전문성을 살리는 프로그
램만을 하게 된다면 노인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경로당은 지역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경로당의 프로그램은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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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노인들의 특성 및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에 상응하도록 적
절하게 계획되어져야 한다.(이정호, 1987:21–22). 경로당이 지역별 환경에
알맞는 다양한 運營形態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기능과
관련된 욕구(휴식, 교육적, 문화적, 취미 오락의 욕구, 리더십 기회의 욕구,
자원봉사활동의 욕구, 친목모임의 욕구, 시민운동의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
경로당이 그 지역사회 노인집단의 구심점이 되어 그 지역실정에 알맞는 프
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기 존 프 로 그 램 의 내 실 화

기존 프로그램으로서 내실화가 필요한 것은 老人共同作業場과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다.

(1) 共同作業場의 內實化
노인공동작업장은 참여노인의 저조, 작업환경의 미비, 지역산업체와의 연
계부족,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 등의 제문제로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무엇보다도 지속성이 없다는 문제
점이 있는데 效率的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체와의 연계, 작업환경의 개선,
작업내용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들만이 운영함으로 인하여 새
로운 작업의 개발과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
제의 개선을 위하여 운영실태의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경로당 주이
용 노인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노인공동작업장의 경로당
내 설치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공동작업장의 주목적이 노
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소일의 의미도 있지만), 노인공동작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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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내에 설치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적절한 作業環境을 갖춘 施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旣存의 시설은 작업환경을 改善하고, 지역사업체와 연계되어서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신설되는 노인작업장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설치
될 것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 지역사회 기업체에 설치되도록 하여 경로당
의 休息과 親睦의 공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資源奉仕 活動의 內實化
경로당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이 복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복
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부
분이다.
어린이 한문교실, 서예교실, 교통정리, 거리 정화 캠페인 등이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
봉사활동의 내실화는 노인들로 하여금 地域社會에 기여하게 함으로 지역사
회의 관심을 경로당으로 이끄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여진다.

3. 프 로 그 램 개 발 을 위 한 필 수 요 건 의 충 족

1) 시 설/ 설 비 의 확 충

일반적으로 현존 경로당 시설은 비좁고 빈약하다. 비치되어 있는 설비/
비품 등도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로당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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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 大幅的으로 補强되어야 할 것이다.
현존 경로당의 대부분은 식당 또는 취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
아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오전에는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침에
경로당에 나오면 점심때가 되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집에 다녀
와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설이용 노인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번 조사에서 간이식당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비율은 21.3%에 불과하다.
경로당 운영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시설 내에서 음료 또는 간단한 점심식사
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된다.
경로당 이용 노인 중 46.7%라는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건강
관리 또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했으면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
다. 그러나 현시설 중에는 구비되어 있다는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운동
기구가 있다고 답한 시설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기구들이 노인들의 운동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수준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내에 각종 운동기구를 비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目的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다. 취미/
오락 활동은 여가활동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노래방 기구,
비디오 전축은 7.3%, 마이크 시설은 9.7%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하에서 경
로당의 여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취
미/ 오락기구 등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운 영 재 정 의 확 보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려면 적정수준의 運營費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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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경로당의 경우 運營費를 주로 政府補助金과 회원 회비에 의존하고 있
었는데, 그 액수는 경로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로 하는 연료비, 공공요
금 등으로 지출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경로당은 여가 활용장소이기 때
문에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필수적으로 確保되어야
하는데 현존 경로당 중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곳은
전무했다. 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시설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일
이다.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政府補助金의
증액도 필요하지만 경로당이 자체적으로 운영비 조달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다.
① 회비부담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가급적 많이 회원으로 가담시키는 노력
이 있어야 하고, ② 경로당의 운영 책임자는 지역유지나 해당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기업체, 종교단체 또는 공공단체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보다 많은 찬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③ 경로
당은 그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 노인들 스스로
가 운영비 조달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회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 판
매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시설운영비로 충당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
다. ④ 경로당은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 모두가 그 운영의 共同募金運動 같은 것을 벌려 볼
필요도 있다.

3) 운 영 자 의 지 도 력 전 문 성 보 강

運營責任者의 지도력 또는 전문성의 유무는 해당 조직의 목표달성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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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하나의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회원 모
두가 운영에 自發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雰圍氣 조성을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
할 때에는 회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 운영책임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원들
의 의견이 배제된 상황하에서 단독으로 제반사항을 결정 집행하고 있는 실
정이다. 현존 경로당 중 대다수 회원들은 회장이 결정한 사항을 묵묵히 따
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通例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로당 운영상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회원 모두의 중
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책임자들이 분
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현존 경로당 회장 중에는
어떻게 하면 경로당의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한 분들이 적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65.7%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30%이상이 고려해보겠다고 응답
해 운영자 스스로도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의 행정기구나 대한노인회, 혹은 노인복지회관 등
에서는 경로당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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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 비 스 전 달 체 계 의 확 립

1) 현 행 조 직 체 계 의 활 용
현행 경로당의 組織體系인 大韓老人會는 광범위한 사업내용, 전문인력의
부족, 운영재원의 부족, 관련 노인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로당 서비스 전달체계의 상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적절
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대한노인회 중심의 조직체계를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는, 현재 대한노인회중앙회, 연합회
및 지회에서 傘下組織體인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월례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월례회의를 통
하여 경로당 회장(지회 회장 포함)에게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 意識敎育, 老
人福祉서비스에 대한 최근 정보제공, 모범 경로당의 운영사례 발표를 통한
효과적 경로당 운영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대한노인회 中
央會, 聯合會 및 지회가 지역사회 최일선 노인복지서비스 조직체인 경로당
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자 및 교육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경로당의 자생적 지도력을 계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노 인 복 지 회 관 의 설 치 · 운 영
시·군·구 별로 최소한 하나의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복지
회관이 단위 경로당에서 실시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 경로당의 상위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이 제 기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
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대되어야만 한다. 노인복지회관을 증설함으로써
중상층 노인들과 젊은 노인들의 사회심리적 욕구인 여가활동 욕구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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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통해서 해소, 완화하겠다는 것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해소, 완
화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이 노인의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지역 내 경로당의 상위 서비스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은 미국의 노인센터(senior center)와 같은 다목적 노인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기능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로당의 활성화와 함
께 노인복지회관의 활성화와 증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전 체 사 회 복 지 전 달 체 계 에 의 통 합
장기적으로는 경로당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체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연
계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복지 사무소가 설치, 운영
되게 되면, 지역 사회복지사무소의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노인복지회관 포
함)운영의 지도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사회복
지사무소의 노인복지담당은 경로당의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
한 정보제공, 경로당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지도, 지역사회와 경로당의 유대
관계 강화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大韓老人會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운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노인조직들을 흡수, 병합하
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 노인회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나라 노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며, 시·도 연합회, 시·
군·구 지회, 읍·면·동 노인분회 및 경로당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확
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대한노인회는 기존의 노인대학과 학구단위
노인교실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이들 제도를 平生敎育制度로 정착시켜 나가

- 94 -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전 문 인 력 의 확 보
경로당 프로그램의 개발과 원활한 사업의 전개를 위해서는 전달체계 내
에서의 전문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즉, 경로당 프로그램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면 사업기획, 섭외활동, 예산, 업무관리, 평가 등의 組織管理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기
까지의 경로당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으로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복지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상담원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경로
당 운영을 지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
단기적으로는 노인복지회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내 경로당들을 담
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로당 활성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하여 경
로당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로당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는 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 노 인 집 단 의 조 직 화
경로당은 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의도적이고 개방적이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조직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조직망의 대상으로 고려되
어야 하는 것은 첫째, 경로당 참여 목적을 달성하고 참여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로당 임원과 회원 사이에 긴밀한 조직망을 만드는 것이
라 하겠다. 둘째로는 현재의 경로당 임원과 대한노인회 임원사이의 조직망
을 활성화하여, 각 경로당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 경로당 운
영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동일 지역 내 여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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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당 임원간의 조직망을 만들어서, 경로당 參與老人의 욕구 및 그 충족을
위한 효과적 방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지역사회 노인권익활동의 계획
을 함께 세우는 것이다. 넷째로는 경로당과 지역사회간의 조직망을 만들어
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경로당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경로당 임원과 전문가 사이의 조직망
을 통해 경로당 운영문제의 합리적 해결, 자원의 효율적 활용, 경로당 회원
의 조직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5. 지 역 사 회 자 원 활 용 의 극 대 화

경로당은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인 조직 및 집단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의 경로당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①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 받을 수
있다는 점, ② 정부의 제도적 서비스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 ③
지역주민들의 연결고리로서 지역사회가 노인문제가 관심을 가지도록 끌어
들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36)
지역주민들을 경로당 운영을 돕는 자원봉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지역주민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노인들의 주간급식
을 돕는 일 ②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로당 출입을 도와주거나 또는 이
들에게 교통 수단을 제공해 주는 일, 시설의 청소/ 보수작업 또는 여가 프
로그램 운영을 도와주는 일 등이다.

36) 최성재, 전게서, 1992, p p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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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경로당 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경로당의 운영비 확보를 위한 공동모금 운동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지역주
민과 경로당 불우 노인고의 결연 후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 적십자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헌혈제도처럼, 경로당 활동에
대해 일정한 후원을 한 사람에게는 그들이 후에 노인이 되었을 때 경로당
회비면제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좀 더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필수요건일 것이다. 확보된 인력을 조직화하여 필요한 곳에 봉사의 손
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
에서는 자원 봉사자가 많아 잉여인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지역에
서는 주민 참여 유도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 지역의 경우는 자원봉사자 확보에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剩餘人力이 있는 지역의 봉사자들이 파견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종교단체와의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지역마다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단체가 얼마든지 있으며 이들 종교단
체에는 풍부한 인력자원이 있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므로 경로당이
지역사회 종교단체와 자매결연 형식을 빌어 관계를 맺는다면 무료 식사제
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상의 도움과 재정적 도움까지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 경로당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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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당에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
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들을 개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예를 들어 ①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예절교육, 한문교실 등의 교육프
로그램의 실시 ② 주부를 위한 사회교실 운영 ③ 조기 건강체조 교실 운영
을 위한 경로당 시설의 편의 제공 ④ 골목청소, 방범활동, 문화재 보호활동,
교통정리 등의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경로당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유명
무실한 경로당 지역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6. 정 부 지 원 의 현 실 화 와 지 원 체 계 의 차 별 화

경로당에 대한 政府支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협소하고 노후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없이는 경로당 활성화는 그 의미가 무엇
이든 간에 실현이 어려운 상태인 것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지원은
시설이나 설비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경로당 운영자의 운영에 관하여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실질적으로 시설의 유지(公共
料金, 練料費 등)에 전부 소모되고 있는 형편이며 경로당 프로그램을 위한
경제적 여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1개소 당 월 5만원과 년 20만원
의 연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정부지원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경로당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향후 경로당의 신설은 열악한 경로당의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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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 증설을 제한하고, 우량한 경로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유도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의 규모(건평,
이용 인원 등)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도 농
촌지역이나 빈곤층 지역의 경로당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므로
경제적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부유층 경로
당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 경로당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러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의 보조는 국고에서 월2만원과 년 15만원의 연료비가 보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는 재정능력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보조는 국
고서 나가는 것을 기본지원이 되게 하고, 지방비에서 나가는 것이 지역경로
당의 특성(시설, 운영상태, 이용노인)에 따라 차등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시설, 운영,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같은 모든 부문에 적
절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효과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로
당의 지역과 형태에 따라 지원 부문에 대한 차등화가 필요할 수 있다.

- 99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우리는 지금 역할상실의 상황하에서 무료하게 나날을 보내는 고령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또한 노인들의 여가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시기라 하겠다.37)
경로당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경로당이 담당해 나가야 할 노인욕구
의 해소, 완화과정에서 경로당의 자체적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담당해 나갈 욕구의 범위를
넓혀 가도록 하며, 욕구충족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도록 하는 것
이 경로당 활성화 대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정책은 경로당이 전반적인 노인복지 체계 내에서 유기적인
기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
경로당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변화에 따라 항상 새로이 모색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이에 노인 여가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실태를 통해
경로당이 노인들의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참여
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로당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노인 여가시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모색하려고 하
였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경로당의 참여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① 경

37) 박재간 외, 전게서, 1984,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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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당 이용 노인에게는 노년기에 필요한 생활정보의 제공, 복지자원 연결 서
비스 등을 통하여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② 비이용 노인에게는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
하며, ③ 경로당 시설의 편의제공,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현존 경로당 시설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협소하며 운영재정 상태로
는 단위 경로당이 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용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
려우므로 각 경로당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적으로 운
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같은 行政區域 내에 여러 개의 경로
당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는 바둑을 좋아하는 노인들만 모이는 노인 기원
경로당, 노인 서예 경로당, 노인 노래방 경로당, 노인 당구 경로당, 노인 독
서 경로당 등으로 전문화시키는 방안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노인이 자신의 욕구충족에 적합한 경로당을 선택하여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경로당 회원가입 자격을 거주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경로
당이 지역노인의 일차적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
소한의 물리적 조건을 완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즉 경로당의 시설
보강(특히 간이식당의 설치), 비품의 재정비,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하겠다.
셋째, 운영재원의 확충을 위하여는 경로당, 지역사회, 정부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경로당에서는 이용노인의 참여증진을 통하여 자체적 회비수입을
늘려 나가고, 지역사회에서는 경로당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시설보강 및 재정지원에 힘써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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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경로당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는 중·단기 대
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대한노인회중앙회, 연합회 및 지회
의 조직체계를 활성화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문, 지도가
활발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개관되는 노인복
지회관에서 단위 경로당에서 실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며,
노인복지회관이 지역내 경로당의 상위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담당
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맞춰 경로당의
운영관련 업무를 점진적으로 지역 사회복지 사무소의 노인복지과와 연계시
키도록 한다. 이외에 경로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불
가결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으로는 사회복지 사무소가 全國的으로 설치,
운영되기 전까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 상담원을 적극적으로
배치, 활용해 나가도록 하며, 또한 노인복지회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
역 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모
색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경로당 사
업에의 참여유도와 동시에 경로당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주민이 경로당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급
식원조,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경로당 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또한 경로당 재정지원을 위한 공동모금, 경로당 이용 불우노인과의 결연
후원사업 등을 통하여 경로당을 후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다. 한편
경로당에서는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실
시, 지역주민을 위한 경로당 시설의 편의제공,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
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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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지금의 정부 지원은 시설의 유지에 전부 소모되고 있
는 형편이며 경로당 프로그램을 위한 경제적 여력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1
개소당 월 5만원과 연 20만원 정도의 연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정부 지
원을 현실화하여야하며 지원체계도 경로당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
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나라도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치·경제·사
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고령자들을 중심대상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 정책 및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한국 노인들에게 있어 경로당의 위치도 점점 중요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로당의 수와
이용 노인의 꾸준한 증가로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경로당은 노인들이 여
가 시설로서 더 이상 간과되거나 무관심의 대상으로 남아있어서는 결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제 노인은 사회의
가치없는 周邊人으로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즉 노년기를 무위의 기간으
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재편성하여 새로운 인생행로의 시작으
로 자신에게 적절한 역할(가정 및 사회)를 찾아서 살아간다면 노년기의 여
가 시간은 매우 창조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며 노인은 자신의 권리와 주체
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로당 또한 노인들 자신을 위한 시설임을 상기하고, 시
설의 운영책임자나 그곳을 이용하는 노인들 스스로가 시설 활성화를 위해
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노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나 사회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자세를 지니고 있는 한 경로당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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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tu dy on Im pro v in g t h e Le i s u re F ac ilit y
(K y u n g rod an g ) M an ag e m e n t f or t h e E lde rly in U rb an
A re a

L e e , W on - Jo on
D e pt ., of S o c ial W e lf are
Gra du at e S c h o ol of
P u b lic A dm in i s t rat ion
D an k o ok U n iv e r s ity
A dv i s or : P rof e s s or Ja e il K im

A s the number of old people incr eases ev eryday , the w elfar e sy stem
should be prepar ed t o deal with the old people ' s demand for quality of
the leisur e tim e. In this context , Kyungr odang (Leisure F acility for the
Elderly ) should play an important r ole to meet the dem and of the old
people. And the policy of the Kyungrodang should play a definite r ole to
make the Kyungr odang function or ganically w ithin the gener al w elfar e
sy stem , and further , the new r oles of the Kyungr odang should be
con sistently groped for keeping up w ith the social changes .
By looking into the management of the Kyungr odang , the facility
most fr equently u sed by the elderly , this study attempted to
(ⅰ) ex amine whether Kyungrodang function s pr operly as a pla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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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riou s social activities as w ell as for the leisur e tim e of the elderly ,
(ⅱ) and to under stand the pr oblem s it has in order to sear ch for the
efficient and det ailed countermeasur es . T hr ough this study , it tried t o
suggest s

the

methods

for

Kyungr odang

to

act

efficiently

and

to

re- established as an improv ed leisur e facilities which can meet v ariou s
desires of the elderly .
F or this purposes, the study
management

problem s

of

the

analyzed the pr esent
Kyungr odang

and

situation

gr oped

for

and
the

revitalization plan s of the Kyungr odang w hich induc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 T he resear ch m ainly focu sed
on the elderly in urban ar ea w ho ar e u sing Kyungrodang facilities .
T his study con sist s of 5 chapter s and the m ain content of each
chapter is as follow s :
In the fir st chapter , the purpose, the method and range of study w er e
described.
In the second chapter , it investigated the char acteristics of the old
people ' s leisur e according to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the
leisur e, to provide theor etical background of the subject dealt w ith in
this study .
In the third chapter , the history and the management situation of
Kyungr odang w ere ex amined, Further comparison betw een for eign cases .
On leisur e activities of the elderly w as conducted.
In the fourth chapter , the study analyzed the pr oblem s and provided
methods

for

improvement

and

ex 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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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thods

to

activ at e

the

Kyungr odang to induce more elderly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 T he
study also pr ovided w ay s the gov ernment pr ovide support for this
facilities by developing pr ogr am s that ar e fit for the elderly and t o tr eat
it as a social w elfare sy stem by u sing the r esources of the community
and securing the pr ofessional human r esources .
In the fifth chapter , the summ ary and conclusion of this study w er 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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