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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고령 노인의 친구관계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초고령기에 이를수록 종래에 지녀

왔던 역할과 자원을 상실하게 되어,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

이다. 또한 이는 초고령기 사회관계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들이 사회로

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도 하다. 그런데 친구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표지이다. 특히 초

고령기의 친구관계는 개인이 80여 년을 축적해온 삶의 경험 및 사고와

더불어, 현재 각자가 처한 여건이 융합되어 반영된 결과물이기에 더욱

특별하다. 따라서 친구관계에 대한 그들 개개인의 시선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연구방법이 요구되었다. 이에,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으며 서

울 및 수도권에 거주중인 85세 이상 노인 12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이

로부터 도출된 주제는 친구관계의 다양성,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친구관

계와 삶을 연결 짓는 일상의 활동과 의미, 상실에 관한 경험 네 가지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고령 노인은 다양한 친구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들 각각이 지닌

의미와 드러내 보이는 관계 특성이 상이했다. 함께 해온 세월의 길이에

기반 하여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해보면, 노년기 이후에 형성된 관계의 특

성은 어린 시절부터 알아왔던 관계의 것과는 구분점이 많았다. 구체적으

로는 유대의 깊이와 그에 따른 대화의 폭, 이질성에 대한 긴장의 정도, 위

계의 엄격성 등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각 관계가 지니고 있

는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뜻할 뿐 어떤 집단이 더 친구다운지 혹은 친구

라고 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이 누군

가를 친구로서 정의하는 과정에는 각자의 주관, 신체기능과 같은 물리적

여건, 가정 및 사회에서 어떠한 것을 느끼고 있는가와 같은 심리적 요인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초고령기

친구관계는 단일한 몇 가지의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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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개개인의 스토리가 담겨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들이 신체기능의 저하와 기력의 쇠약 등에도 여전히 친구관

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과 교제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욕구와 서

로를 향한 친구들의 배려 덕분이었다. 또한 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수단

과 방법들은 꽤 다양한 편이었으나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기기 활용

의 능력 등에 제한이 있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특유의 느긋함, 긍정성으로 인해 이러한 제약에 크게 연연

하지 않는 듯 했다. 이렇듯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은 초고령 노인이 능동

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노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가 반드시

관계의 축소로 이어지지만은 않음을 시사 하기도 한다. 면담을 통해 본

바 이들에게 진정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었으며 참여

자들은 이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즉,

초고령 노인이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만 달린 문

제가 아니라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과정인 것이다.

셋째, 친구와 함께하는 일상은 휴식과 유쾌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

며 대화와 즐거움을 통해 식사시간조차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

다. 또한 이러한 일상은 초고령 노인에게 ‘일과로서의 의미’, ‘가족과는

다른 특별함’ ‘역할과 자리의 획득’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살펴

보면 1) 참여자들의 친구와의 시간을 하루 일과의 일부로 구성하고 있었

다. 그 까닭은 무료하게 느껴지는 하루에 특정일과가 생긴다는 것은 이

들로 하여금 활력과 생기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가족에게,

사회에 자신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2) 친구는 일상 속에서 가족과는 다른 그만의 특별한 존재감을 지

니고 있었다. 즉, 친구란 세대차이가 없다는 편안함, 대화의 주제 및 흥

밋거리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었으며 호혜성에 기반을 둔

부담 없는 교류 역시 가능했다. 3) 참여자들은 친구관계 속에서 자신의

현 체력 조건 등에 맞는 소소한 역할들을 찾아,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자리가 있음에 안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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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친구의 상실은 초고령기 친구관계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여

겨졌다. 그들이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경험하는 정서로는 연민, 병마에

대한 두려움, 안타까움, 슬픔, 삶에 대한 허무감 등이었으며 여전히 살아

있음에 대한 죄책감 또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때 느끼는 애통함의

정도는 관계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어보였다. 그렇지만 초고령 노인들

은 숱한 상실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살고 있

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방법을 통해 가능했다.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

하고 애도와 위로의 과정을 거치는 ‘마음 다스리기’와 외현적으로 드러나

는 행동을 통해 좀 더 역동적으로 슬픔을 극복해내는 ‘행동 실천하기’였

다. 이 때, 홀로 거주하며 위로해줄 대상이 없는 경우와 이동성의 제약이

커 집에만 머물러있어야 하는 참여자의 경우엔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 또한 노화에 따른 변화로 이전에 적용해오던 대처방법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방식

으로 상실감을 극복해나가고 있었다.

이상으로 초고령 노인의 친구관계에 대해 살펴본 바,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참여자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하여, 꾸

준히 친구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모습을 통해 초고령 노인이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존재임을 밝혀냈다. 이들이 수동적이고 연약한 과거의 노인상

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둘째, 초고령 노인이 가족만큼이나

특별한 관계자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간의 연구경향을 살

펴보면, 특히 국내연구에서는 초고령 노인을 타인과 관계하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다루어온 경향이 강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변화된 초고령 노인의 특성, 부양관념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초고령 노인과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 양자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초고령기 친구관계가 가족

관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참여자들이 어떠한 까닭

으로 친구관계를 더욱 편안하게 여기며,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를 살펴보면 그 끝에 달라진 부양의식과 세대관계의 모습이 여실히 드

러났다. 따라서 진정 초고령 노인의 가족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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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닌 가족 외 관계 특히, 친구관계를 살펴봐야함을 환기하였다. 넷째,

초고령 노인은 소속된 자리와 역할을 통해, 자신이 ‘유용한 존재’임을 끊

임없이 입증하기를 원한다. 이는 사회규범의 영향과 더불어, 초고령 노인

스스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체력상태에 적합하며 자

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법한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성이 크다.

다음과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

다. 첫째, 성별에 따른 초고령기 친구관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이

에 관하여 발견된 몇 가지 지점들을 결과에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것 이상의 깊이 있는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다. 둘째,

되도록 초고령기 친구관계의 다양한 사례를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참여자

접촉의 어려움으로 일부 살펴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며 친구들과 관계 맺는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노년 후기에는 건

강상의 문제, 마땅한 돌봄자가 부재한 이유로 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사례를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초고령 노인, 친구관계, 다양성, 능동성, 일상

학 번 : 2014-2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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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문제제기

초고령 노인이 머지않아 인구 구성의 한 축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에 따

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그들의

건강 악화 및 돌봄 문제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

명하는 것에 치중해왔다(곽충실 외, 2012; 권태연, 2009; Jeon et al.,

2006). 그런데 노년 후기에 이를수록 삶의 질에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친구관계’이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논의는 생애주기관점과 사회교환이론에서 이루어져왔다.

생애주기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 정년퇴직

등의 변화와 더불어 종래에 유지해왔던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나이

들수록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된다. 사회교환이론 역시 같은 맥

락에서 자원의 상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에는 교환에 있어 평등

성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관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Hooyman & Kiyak, 1996).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의 불균형을 더욱 크

게 경험할 노년기 후기에는 친구관계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최성재, 장인협, 2006). 이는 초고령 노인의 친구관계 연구의 필

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서구의 경우 연소 및 중고령자 집단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초고령

기 관계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Krause(2005)의 연구를

예로 들면, 그는 초고령자 집단을 연소 및 중고령자 집단과 비교하여 친

구를 포함한 관계망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노년기 후기에 더욱

크다고 밝혔다. Michael et al.(2000) 역시 연구를 통해 노년기 후반에 이

를수록 자원이 부족하여, 스스로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관계망이 주는 지지의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대부분

의 연구는 이와 같이 연소, 중고령, 초고령자 집단을 모두 합쳐 연구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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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초고령 노인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한점에 주목하여 초고령 노인의 사회적 관계 그 중, 친구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초고령 노인을 다룬 연구가 없으므로 다른 집단과 비

교 연구 수행한 국내외 연구를 중심으로 본 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한

계를 갖는다.

첫째, 노년기 친구에 대한 정의 과정에서 노인 스스로의 주관이 중요하

게 반영되어야 함을 인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이지현, 한경혜,

2012; Matthews, 1983). 친구란 생애경험을 공유한 동년배 혹은 오랜 세

월 유대를 쌓아온 집단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남석인, 2008;

Armstrong & Goldsteen, 1990). 학자에 따라 함께 복지관을 다니는 사

람 혹은 최근 연락을 주고받은 대상 등만을 친구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

(Johnson & Barer, 1992; Rosenberg, 1970). 그러나 누구를 친구로 정의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개인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Matthews, 1983).

즉, 친구를 택하고 규정하는 과정에 엄격한 규범 내지 짜인 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될수록 심화

되어 친구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 점차 개인의 주관적인 준거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De Vries et al, 1994). 때문에 일부 대상만을 친구로 한

정 지을 시, 노인으로 하여금 그 범주 외에 존재할 수 있는 친구관계에

대한 응답을 제한시킬 수 있다(Adams, 1986). 따라서 노년기 친구관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의 및 분류에 따르기보다는 노인 스스

로 어떤 이들을 친구로서 정의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노년기 친구가 지닌 지원망으로서의 의미가 주로 강조되어왔기에

(Avlund & Damsgaard, 1998; Krause, 2005; Litwin, 2000), 이들이 함께

보내는 일상에 대한 탐구가 부족했다. 상호 간의 지원은 노년기의 친구

가 서로를 위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나, 한편으로는 ‘필

요 시’ 혹은 ‘위급 시’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강조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년기의 하루는 대부분은 스스로 구성해

야하는 여가 시간으로 이루어져있어(박미석, 이유리, 2003)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의 비중이 높아지며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즉각적으로 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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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즐거움 역시 크다(Larson et al., 1986; Larsson & Hagberg, 2009).

이는 노년기 일상에서 친구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

서 노인이 친구와 매일을 함께 하며 수행하는 활동, 이러한 경험이 축적

되어 궁극적으로 삶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셋째, 그간 친구관계는 만남의 빈도, 관계의 수, 관계 만족도 척도 등으

로 측정되어왔다(박준식, 김영범, 2015; 서홍란, 김희년, 2010; Penninx et

al., 1999; Tilburg, 1998). 즉, 자주 만날수록 혹은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

록 친구관계망의 기능 수행정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이 같은 양

적 측면 역시 관계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 관점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될수록 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해진다(Carstensen, 1992). 이에 비추어볼 때, 관계의

양적인 측면만으로는 노년기 친구관계를 모두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계를 양과 질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한다

(Aday et al., 2008; Berg et al., 2008 ; Pinquart & Sorensen, 2000). 이

러한 연구는 노년기 친구관계의 깊이와 소속감 등 까지 살펴볼 수 있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묻거나 점

수화된 척도를 통해 일회적으로만 관계의 질을 평가하였다는 제약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에 입각하여 초고령 노인이 어떤

이들을 친구로서 정의하는지, 그리고 이들과 일상을 함께 보내며 수행하

는 활동과 그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질적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란 참여자가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부여

한 의미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법이다(배은주, 2008).

이를 통해 친구관계에 대한 초고령 노인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것

이다. 즉, 질적 연구기법을 활용하고 전술한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초고

령 노인 스스로 친구로서 정의하는 관계, 그들과의 일상 속 활동과 이것

이 궁극적으로 삶에 부여되는 친구관계의 의미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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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 연구 고찰

제 1절 노년기 친구관계

1. 노년기 친구관계의 정의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 타인과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대관계를 사회적 관계라고 하며 여

기에는 가족, 이웃 외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어느 누구든

포함될 수 있다(이경선, 2005). 그 중, 친구관계는 일생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노년기에(안지영, 탁영란,

2009) 중요한 비공식적 지원망의 원천으로 고려되어왔다. 우선 이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노년기 친구관계는 동일한 생의 단

계에 놓인 동년배 집단 혹은 오랜 세월 유대를 쌓은 관계로서 정의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남석인, 2008; Armstrong & Goldsteen, 1990). 또

한 연구에 따라 가장 친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함께 복지관을 다니는

사람, 동일한 지역 사회에 거주중인 사람, 혹은 가장 최근 연락을 주고받

은 사람 등으로 규정되기도 한다(Johnson & Barer, 1992; Rosenberg,

1970; Rosow, 1970; Williams, 1959). 그런데 이러한 정의 과정에서 노인

의 주관을 반영한 연구는 강우영(2009), Matthews(1983)연구 등으로 소

수에 불과하다. 이는 누군가를 친구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개

인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Matthews, 1983)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대상만을 친구로 규정하는 것은 노인으

로 하여금 그 범주 외에 존재할 수 있는 친구관계에 대한 응답을 제한시

킬 수 있다(Adams, 1986). 본래 친구를 선택·정의하는 과정은 엄격한 규

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에 개인적 준거를 활용하는 경향

은 연령이 증가될수록 심화될 것이다(De Vries et al., 1994).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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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로 인해 친구로서 인정받지 못한 대상의 예로 ‘이웃 친구’를 들 수

있다.

노년기에는 노화로 인한 친구의 죽음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원거리를 이동하는 것에 어

려움이 따른다(권태연, 2009). 또한 현재 거주중인 곳에 머물며 여생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지니게 된다(권오정 외, 2014). 이에 비춰

볼 때 초고령 노인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새로이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할 가능성이 크다. 노년기에 이웃이 친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발견된다. 먼저 Rosow(1970)는 이들을 지역 친구

(local friend)라고 명명하며 노년기에 이르러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및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웃과 거주지를 중심으로 친구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견해로, 강우영(2009)은 70세를 전후하여 이전의 인간

관계가 해체되며 생활공간을 주변으로 하여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 이러

한 친구관계의 상실을 대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이현진, 박재승(2010)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노년기에는 거주

지 중심으로 형성된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이

상으로 살펴본 노년기의 특성인 친구의 상실, 이동성의 제약, 지역 내 계

속 거주(aging in place)는 초고령기에 이를수록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웃 친구의 중요성이 역시 점차 증대될 것이다. 그러

나 그간 이웃친구는 사적으로 교류하며 친밀감을 나누는 친구관계보다는

지원망으로의 일부로써 살펴보거나(박준식, 김영범, 2015; 이신영, 김은

정, 2012) 근거리를 기준으로 친구와 분리하여 살펴본 경향(서병숙, 이현,

1995; 서홍란, 김희년, 2010)으로 인해 친구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특정대상을 친구의 범주로 상정하기보다는 노인 스스로가 주관

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개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이

지현, 한경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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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년기 친구관계의 기능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친구관계의 기능은 지원의 제공과 수혜, 여

가활동 및 추억의 공유, 자아개념의 재정립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지원의 종류에 있어서는 정서적 지지가 가장 일반적인 지원으로

인식된다(Avlund & Damsgaard, 1998). 이러한 정서적 지원은 배우자

상실, 직업의 전이 등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생애사건으로 인해 야기

되는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켜준다(Blau, 1961; 남석인, 2008). 동년배의

친구라면 비슷한 생애 사건을 경험하였거나 예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

고, 그로 인해 자녀에 비해 더 많은 공감과 위안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본다. 지원의 종류와 관련하여 도구적,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은 편이지만(Huxhold et al., 2013) 일부 연구에 의하면 다

양한 영역의 지원은 오히려 가족이 아닌 친구로부터 더 많이 제공된다

(배진희, 2004; Pinquart & Sorensen, 2000). 이는 사회교환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친구는 자녀에 비해 호혜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도움을

청하기에 부담이 덜 하다(Hooyman & Kiyak, 1996). 노년 후기에 이를

수록 병약하고 궁핍하여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자원을 상실할 가능

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안지연, 탁영란, 2009). 이에 따르면 초고령기에

는 자원의 손실과 불균형이 더욱 커져, 친구관계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

해질 것으로 예측된다(최성재, 장인협, 2006).

친구를 포함한 관계망의 지원은 연령이 증가될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

는데(Krause, 2005; Michael et al., 2000) 이는 노년 후기에 이를수록 자

원이 부족하여(안지연, 탁영란, 2009) 혼자서는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없

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친구의 지원망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강조되는데, 지원은 사람들이 ‘필요 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원조를 칭하는 개념이다(Ell, 1984). 즉 ‘일상’이 아닌 특정 상황에서의

교류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의 특성상 친구는 일상의 많

은 부분을 함께 하는 대상일 것이다. 우선 노년기는 시간 구성에 있어,

비결정적이며 스스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대된다(박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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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2003). 그리고 이 여가시간 중의 상당수는 타인과의 교제로 이루

어져있다(정경희, 2001). 이는 ‘관계’가 이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은퇴 시기가 연장되면서 노년 후기에 이

르러 완전 은퇴를 경험하게 되는 초고령 노인에게는 이와 같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비중이 더욱 클 것이다. 그리고 일상을 친구와의

교제로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이들의 삶의 만족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Larsson & Hagberg(2009)에 따르면 초고령

노인은 일상의 많은 부분을 친구관계를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타인과 교

류하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었다. 한편 노인들이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

을 더욱 즐겁다고 평가하기도 한다(Larson et al., 1986). 이러한 연구들

은 노년기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친구관계와 긴밀

하게 연관되어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여가활동 및 추억의 공유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

기 친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거나 동일한 흥밋거리를 공유하여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료(Companion)의 역할을 수행한다(Connidis &

Davies, 1990). 즉, 친구와 함께 하는 좋은 시간을 통해 정서적인 친밀감

및 우정을 경험함으로써 애착을 증대시킨다(Matt & Dean 1993). 노년기

친구관계의 특성 중 하나인 자발성 역시 이러한 즐거움에 기여한다. 즉,

가족 관계는 의무와 규범으로 연결되어 관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의에 의해 관계를 단절하기 쉽지 않다. 반면, 친구관계의 경우 자발적

으로 선택하였고 불만족할 시, 관계를 종결할 수 있기에 관계에 대한 만

족도나 즐거움이 높을 수밖에 없다(Pinquart & Sorensen, 2000).

마지막으로 노년기 친구관계는 자아개념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친구는 동년배로서 노인에게 적절한 역할 모델을 제시해준다(Rosow,

1970). 그 후, 상실했던 사회적 역할의 회복을 돕거나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제로까지 작용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자아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윤희, 1994; Matt & Dean, 1993). 무엇보다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은 노인 스스로 여전히 사회의 성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준거가 되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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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룡(2006)에 따르면 노인들이 사회에 뿌리박힌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깊게 내면화하는 시기는 80대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보건대 초고령 노인은 자아상이 흔들리거나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친구가 수행하는 자아개념

재정립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추측된다.

제 2절 노년기 친구관계와 삶

Litwin & Landau(2000)에 따르면 노년기 친구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짓

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삶의 질이란 신체적, 사회적 복

지감 등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Felce & Perry, 1995).

이와 동일한 견해를 지닌 학자들은 관계에서 교환되는 지원의 빈도 및

종류, 관계의 양과 질적 측면이 노년기 건강과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았다.

신체건강에 관련하여, 친구를 포함한 사람들과 만남 및 연락하는 빈도

그리고 지원교환의 빈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Avlund & Damgarrd, 1998; Giles et al., 2005). 또한 이러한 접촉 빈도

는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건강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Michael et al.,

2000). 노인에게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스스로의 신체기능

이 여전히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며 이러한 긍정성은 종국엔 실

제적인 건강관리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기능의 감소가

관계망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Rosow, 1970)와는 다

르게 오히려 긍정적인 관계가 신체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건강증

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이

70대 이상의 중고령 노인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Avlund

& Damgarrd, 1998; Michael et al., 2000)은 중요한 발견이다.

친구관계는 노인의 외로움과 우울증을 완화시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Arling, 1976; 박준식, 김영범, 2015; 이신영, 김은

정, 2010). 친구를 포함한 관계망과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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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가 높았다. 이 뿐 아니라 친구 관계에 대한 인식과 만족감 등의

질적인 측면 역시 정서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Aday et al.,

2008). 친구관계는 특히, 가족원의 상실이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다(Bankoff, 1993; Blau, 1961;

Morgan, 1989). 친구관계를 비롯한 중요한 사회관계는 상실감을 극복하

는 주된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년기는 가족원 뿐 아니라 친구의

상실 또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사별 후 빈 자리

를 채워주었던 친구의 부재가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Roberto & Stanis(1994)에 따르면

노인들이 친구의 상실로 경험하는 슬픔의 크기는 가족원의 상실로 인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 특히 75세 이상인 고령의 노인일수록 친구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더 많이 겪게 되며(Roberto & Stanis, 1994) 스스로

여전히 살아있음에 한탄하기도 한다(De Vries & Johnson, 2002). 초고령

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친구를 포함한 의미 있는 사람들의 상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Cherry et al., 2013) 그들이 친구의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되는 바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험에는 그

들이 상실감에 어떻게 대처해나가는지에 대한 것 역시 포함된다. 고령의

노인들은 의미 있는 관계의 해체 및 상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

기 위해 방안 중 하나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Michael et al.,

2000; Roberto, Stanis, 1994). 혹은 죽음 자체에 초연해지기도 한다(De

Vries & Johnson, 2002). 이는 노인이 친구의 죽음 이후 부정적인 정서

를 경험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행복감을 되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

점이다. 또한 그들이 상실감을 비롯한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신건강은 지원의 유형 및 교환빈도와 관

련지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이신영, 김은정, 2010; Avlund &

Damsgaard, 1998; Kruase, 2005) 그 중 정서적 지원은 우울성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요인이었다. 또한 교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혜받기

보다는 상호 교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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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관계망의 수와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서홍란, 김희년,

2010; Mclaughlin & Pachana, 2010), 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소속감 등을

뜻하는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Berg et al., 2008; Pinquart & Sorensen,

2000) 삶의 만족감이 증진된다. 또한 관계의 질을 독립변수로써 살펴본

Pinquart & Sorensen(2000)연구는 노년기에는 관계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오히려 삶에 더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노년기 친구관계가 삶의 전반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때 주목해야할 점은 노년층 중에서도 연

령이 증가됨에 따라 관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증대된다

는 것이다 (Avlund & Damsgaard, 1998; Krause, 2005; Michael et al.,

2000). 그러나 여전히 초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관계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Avlund & Damsgaard, 1998).

관계의 수와 만남의 빈도가 감소되는 것 혹은 많지 않은 것을 곧 노년

기 관계의 ‘상실’, ‘빈약한(poor)관계망’이라고 규정 짓는다(Penninx et

al., 1999; Tilburg, 1998). 또한 관계 축소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노

화에 따른 신체능력의 감소를 꼽는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이동성의

제약이 점차 증가되는 노년 후기에 이를수록 관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Nygren et al.(2007)에 따르면 노인은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내

면의 힘(inner strength)을 지니게 된다. 이는 곤경에 처했을지라도 회피

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내려는 능동성과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긍정성을 뜻한다. 그의 견해에 비춰볼

때 노인에게는 신체적 제약을 이겨내는 나름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 추측

해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신체적 상실이 반드시 관계의 축소로 직

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연구 또한 존재한다. Johnson & Barer(1993)

는 Nygren et al.(2007)과 같이 초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신체적·

사회적 상실 등에 대처해나가는 방법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참여자가 여전히 타인과 관계의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때 사용하는 나름의 전략으로는 보청기 등의 신체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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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3마일이 되는 거리를 오가거나 그마저도 할 수 없을 시에는 친구

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 등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참여자들 역시 과거에

비해 관계가 축소되었다고 밝혔지만 이를 반드시 부정적 혹은 빈약한

(poor)것이라 해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서술된 연

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전술했듯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관계의 축

소를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결론지어, 노인이 어려움에 대처해나가

는 과정을 살펴보려는 시도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 따라 관계를 양과 질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한

다(Aday et al., 2008; Berg et al., 2008 ; Pinquart & Sorensen, 2000).

그러나 이 역시도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

한 의문이 남는다. 그들이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경청자가 있는지’ 혹은 ‘친밀하다고 여기는 친구가 있는지’, ‘친

구들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필요시 친구로부터 정서

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지’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친구관계

의 깊이와 더불어 진정 친구들에게 소속되어있는지, 허물없이 도움을 청

할 만큼 그들이 편안한지에 묻는 것이다. 이는 단지 친구와 함께 있음을

넘어,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저서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도 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묻거나 점수화된 척도를 통해 일회적으로

만 관계의 질을 평가하였다는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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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문제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초고령 노인이 어떤 이들을 친구로서 정의하는가?

2. 초고령 노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가?

3. 초고령 노인이 친구와 함께 보내는 일상은 어떠한 모습인가?

4. 초고령 노인은 친구의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초고령 노인들이 특정 대상을

친구라고 칭하는 까닭과 그들 각각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위해서는 초고령 노인이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어

려움으로 작용하는 신체적 한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는지, 활용하

는 수단 및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해볼 것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서는 초고령 노인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떠

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이렇듯 친구와 하루를 공유하는 것이

초고령 노인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네 번째 연구무제를 위해서는 초고령 노인이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어

떠한 정서를 경험하는지, 상실감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살

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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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초고령 노인의 친구관계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

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먼저 ‘초고령 노인의 친구관계’에 대해 이해하기위

해서는 참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연구방법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한 탐구는 그들이 살아가며 관계 맺고 있는 바로 그 환경에서 이

루어져야한다. 이 때 환경이란 관계를 맺는 주된 공간인 경로당, 종교기

관 등의 특정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친구가 가까이 있는

경우 인터뷰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등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질적 연구란 특정 사회 환경에 놓여있는 행위자에 의해 지각된 ‘사회적

으로 구성된 실제(socially constructed reality)’를 추구하는 방법이다(임

도빈, 2009). 즉, 참여자가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부여한 의미를 통해 직

접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기법인 것이다(배은주, 2008). 즉 연구자

의 눈이 아닌 참여자, 초고령 노인의 눈을 통해 친구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 각각의 시선과 관점에 담긴 다양성

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양적연구는 가설검증, 변수 간의 인과관

계 탐색 및 연역적 이론형성에 효과적지만, 사회현상과 과정을 통계수치

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탈(脫) 맥락적인 표현양식으로 변화시켜 버림으로

써 노인들의 삶의 경험의 구체성이 증발되어버리는 제한점이 있이 있다

(한경혜, 김주현,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령 노인이라는 대상의

특성, 그들 개인의 시선과 다양성이 담긴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질적 연

구방법을 택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비 구조화된 심층면접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로써, 참여자들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게끔 하였으



- 14 -

며 연구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크게 중재하지 않고 경청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우선 초고령기에

어떠한 대상들과 친구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각각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현재 당면한 신체적 한계 등은 어떻

게 극복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이에 활용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초고령기에 친구로서 정의되는

관계와 이를 유지하는 방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친구와 일상을 함께 보내며 수행하는 활동, 그

것으로부터 느껴지는 감정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친구

와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에 대해 알아보

았다.

본 연구자는 위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윤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계획 및 질문 절차 등에 관

해 심의와 수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참여자들을 바라보는 시

각 혹은 이들과 주고받는 대화에 있어서 편견 없이, 열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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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초고령 노인의 언어로 친구관계의 경험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초기에는 직접 경로당, 종교기관

등을 방문하여 이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참여

자 3명을 모집하였다. 그런 후 이들과 연구자의 지인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이에 부합할 또 다른 참여자를 소개 받는 식

의 눈덩이 표집법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이 ‘초고령 노인’인만큼 참여자

연령을 8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연령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

는 차이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80대 중반에서부터 90대 중반까지 되도록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같은 이유로 성별 또한

최대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절반으로 할당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기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한 번에 길게 인터뷰 하거나

혹은 한 1시간씩 두, 세 차례 정도 찾아가 수행하였다. 초기에 모집한 3

명의 참여자는 예비 조사 시부터 꾸준히 라포를 형성해왔기에 깊이 있는

대화역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눈덩이 표집을 통해 소개받은 참여자들

중 일부는 쉽게 친근감을 느꼈으나 일부는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를 하는 것에 다소 경계심을 느껴 인터뷰 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후자의 경우 첫 면담에서는 라포를 형성하는 것에 주력하였고 연구자의

판단 상 참여자에게 무거울 법한 이야기는 그 다음 만남부터 진행하였

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진솔하게

면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참여자들이 대화 나누고 싶어 하

는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장소는 참여자의 집, 경로당, 인

근 카페 등으로 다양했다. 이 때, 참여자를 소개해준 친구 혹은 배우자

등이 동석했던 경우 그들 역시 자연스럽게 면담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면담이 끝난 후에는 매 회마다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모든 참여자와는 추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았으며 필요한 경우 반복적으로 만나 인터뷰 내용을 보충

하였다. 또한 수집된 녹음은 파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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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대화의 전사는 되도록 면접이 끝난 즉시 시행하여 정확하고

생생한 자료의 분석과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때, 전사 도중 이해

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와 연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

나 재방문을 통해 메꿔나갔다. 이렇게 완성된 전사본을 수차례 정독해가

며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지점들을 포착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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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중인 85세 이상의 노인 12명이다.

자료 수집 시기는 2016년 7월부터 11월에 거쳐 5개월이었다. 참여자 선

정 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한정지은 까닭은 그간 도시 노인은 외로

움이라는 다소 정형화된 도식에 갇혀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간

노인 개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이 친구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

에 대해 탐구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도시라는 공간에서 초고령 노인들이 어떻게 친구관계를

선택·유지하며 삶을 영위해가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엄격한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장시

간, 반복적으로 면담이 가능한 조건 하에 연구 참여자가 이를 흔쾌히 받

아들이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12명의 참여자와의 인터뷰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또한

친구관계에 있어서 성별, 일상을 보내고 친구를 사귀는 공간, 85세 이상

임에도 신체능력에 따라 연령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 등 역시 고

려하여 다양하게 표집 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작단계에서는 노인이 많이 모여 있는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연구에 대한 참여의사

를 밝힌 자를 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전술했듯, 참여자가 일상을 보내

는 공간은 이들의 친구관계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 제한된 특정 공간이 다양한 참여자를 선정 하는

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점차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거나 소개받은

이들이 주선해주는 노인들로 참여자를 만나는 창구를 확대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호의를 가지고 이

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노

인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자노인 5명, 여자노인 7명이다. 평균연령은 86.8세

이며 모두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중이다. 참여자의 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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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6명은 홀로 거주중이였으며 나머지 6명은 배우자, 아들 내외

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들은 옛 친구와의 꾸준한 연락 및 교류, 경로

당과 노인대학, 종교기관 등을 다니는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친구관

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 1] 참여자의 특성

사례 이름 성별 동거가족 거주지

1 강수환(85) 남 배우자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2 김순업(90) 여 없음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 김정희(87) 여 없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4 박순임(85) 여 없음 서울시 양천구 목동

5 윤정례(89) 여 없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 이규완(87) 남 배우자 경기도 부천시 상동

7 이순희(94) 여 첫째아들부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 임윤수(86) 남 없음 서울시 강북구 수유리

9 임연순(84) 여
셋째아들부부

손주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10 조기정(84) 여
둘째아들

손주1
서울시 양천구 목동

11 최윤집(85) 남 배우자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12 한규식(85) 남 없음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참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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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수환(85세, 남)

강수환 할아버지는 모란에서 13년간 거주하다가 도촌동으로 이사 온 지

4년 정도 되었다. 그는 이전 거주지인 모란에서 10년 여간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직을 맡으며 직장동료 및 주변 상가 노인들을 친구로 두었다고

했다. 그는 도촌동으로 이사 온 후에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회장

과 총무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그 곳에서 보낸다. 때문

에 그는 경로당 노인들을 친구 삼고 있으며 회장으로서, 친구로서 그들

을 보살피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임무라고 여기고 있다. 스스로도 자부

할 만큼 동일 연령대의 노인에 비해 등도 굽지 않고 걸음걸이도 빠른 편

이었으며 매우 긍정적인 사고관념을 지니고 있는 듯 보였다.

2. 김순업(90세, 여)

김순업 할머니는 상도동으로 이사 온 지 약 8년이 다 되어간다. 당시

집에서 조금 멀리 위치한 다른 경로당에 가본 후 그 곳의 사람들과는 마

음이 잘 맞는다고 느꼈다. 그는 이전 거주지에서 경로당을 다니며 친구

들을 많이 사귀었던지라 상도동에서도 꾸준히 경로당을 다니고 싶어 했

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매번 가파른 언덕을 넘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자주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디스크과 관절통이 심해 평지를 걷는 것

에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는 새로운 거주지

에서는 친구다운 관계를 맺지 못했다. 하지만 장년기 때 함께 자녀를 키

우며 우정을 돈독히 다져온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으며

전화 통화로 종종 안부를 묻곤 한다.

3. 김정희(87세, 여)

김정희 할머니는 방화동 내 갓지어진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온 지 6개월

도 채 되지 않았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는 그다지 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이 곳에 온 뒤, 그는 매일같이 경로당을 오가며 새로이 사귄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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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었다. 주말에도 경로당에 나오고 점심 식사 당번을 도맡아할

정도로 그 곳에 애착이 크다. 아들이 재혼 후 새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

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짧아진 듯 했다. 물론 며느리와 크게 갈

등이 있지는 않으나, 그에게는 경로당에서 동년배 노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편하게 느껴졌다. 허리가 많이 굽고 통증이 심해, 움

직임이 느린 편이었으나 귀가 밝은 편이여서 타인과 소통하는 데에는 크

게 어려움이 없었고 성격 또한 매우 솔직한 편이었다.

4. 박순임(85세, 여)

박순임 할머니는 목소리가 크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목소리가 큰 것

은 좋지 않은 청력 탓에 본인의 목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그는 종종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했다. 한편 주도적인 성향으로

경로당에서 회장직을 맡으며 친구를 사귀었고 그 외 여학교 동창, 장년

기 때 만난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두루 교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

학교 동창과는 꾸준히 연락해왔으며 30년 전 목동으로 옮겨오면서 관계

가 잠시 소원해졌던 장년기 시절의 친구들도 수소문하여, 다시금 만남을

이어 온 지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의 일주일은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쉴

틈 없고 하루를 보내는 공간 또한 경로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무엇보

다 각각의 모임에 갖고 있는 애정이 크기에 친구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

고 약속을 잡는 등 만남을 이끌어왔다고 했다.

5. 윤정례(89세, 여)

윤정례 할머니는 만나면 누구나 쉽게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며 친구와

아는 사람의 구분이 없다. 그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단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워, 하루 대부분을 경로당에서 보낸다고 했다. 목동, 가양

동, 그리고 지금은 방화동으로 여러 번 이사를 다녔지만 그 때마다 새로

이 친구들을 사귀어왔다. 지금도 이전에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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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한다. 움직임이 매우 느리고 숨

이 가빠 멀리 가지 못하는 그에게 집 근처 경로당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

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6. 이규완(87세, 남)

이규완 할아버지는 부천에 10년 간 살다가 목동으로 이주해 14년, 그리

고 지금은 다시 부천으로 옮겨 간 지 3년이 다 되어간다. 손자녀를 돌보

기 위해 아내와 함께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집을 옮겨 다녔다고 했다.

그는 거동이 느리며 황반병성으로 인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으로 되돌아 간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주일에 몇 차례는 목동에 들러 경로당, 인근 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친구들을 만나곤 했다. 그는 부천 경로당 설립에

공헌했던 일원으로 당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을 상실한 후 다른 사람들과

새로이 친구 관계를 맺었다고 했다. 성격이 유하여 오며가며 만난 사람

들과 쉽게 친구가 되며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다.

7. 이순희(94세, 여)

이순희 할머니는 1년 전 쯤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뒤 하루 대부분을 방

에서 보낸다고 말했다. 90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당, 복지관 등에서 친한

친구들을 사귀며 함께 어울려 다녔지만 이제는 또 쓰러질 것을 우려해

멀리 나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여전히 성

당에는 간간히 나가며 노인대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고향 친구들을

진정한 동무라고 소개했으며 그 때를 그리워하는 듯 했다.

8. 임윤수(86세, 남)

임윤수 할아버지는 왕십리에서 30년을 넘게 부동산업에 종사해왔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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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인 수유리에서 그리고 일터인 왕십리에서 다수의 지인들을 사귀었지

만 그에게 진정 친구다운 친구는 충청북도에 거주중인 고향친구들이였

다. 그들과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며 경조사 때는 직접 충청북도에 내려

가 친구들을 만나기도 한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은 아동과 동업중인 부

동산에서 보내며, 그 외에는 종교기관 등에 가 사람들을 만나기는 하지

만 그들은 대부분 ‘지인’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86세임에도 여전히 시청

각 능력 및 움직임에 크게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9. 임연순(84세, 여)

임연순 할머니는 노인대학, 경로당, 복지관, 성당 등 여러 곳에서 친구

들과 만남을 가졌다. 여학교를 함께 다니는 동무들 역시 꾸준히 연락을

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새롭

게 관계 맺는 것에 거리낌이 없기에 그는 이사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

아, 다양한 장소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하루를 보내는 장소 역시 경로당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 하기보다는 전술한 여러 장소들을 다

니고 사람 만나는 것을 즐긴다. 성격 또한 긍정적이며 주도적이어서 친

구들과의 모임을 주도하기도 하고 모임 내에서 총무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 몇 년간 아들 내외 및 손자녀와 거주중이며

가족들과의 관계 역시 원만하다고 밝혔다.

10. 조기정(84세, 여)

조기정 할머니는 약 30년간 목동에 거주중이며 단지 내 경로당에서 총

무 역할을 맡고 있었고 이렇듯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맡는 것

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듯 했다. 또한 그는 근처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만

남을 가졌던 체조모임에서 역시 총무역할을 맡았었노라고 밝혔다. 그런

데 잘 맞지 않는 관계와 좋지 못한 체력 상태 등으로 체조모임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기에 하루 대부분을 경로당에서 보내고 있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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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랜 시간 목동에 거주하며 쌓아온 이웃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

요하다고 말했다. 그에게 이들은 자주 만날 수 있고 굳이 밝히지 않아도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11. 최윤집(85세, 남)

최윤집 할아버지는 용인에 거주중이며 젊은 시절 탄광에서 일하며 만난

동료들을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밝혔다. 그의 경우 허리가 매우 굽고 통

증이 심해 원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다. 때문에 근처 복지

관에서 동년배의 노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큼에도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은 듯 했다.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중이며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낸다고 했다.

12. 한규식(85세, 남)

한규식 할아버지는 19년 전 교직생활에서 은퇴했지만, 당시 만났던 동

료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아내와 사별한 후 6년 간 홀로 거

주중이며 젊은 시절에도 그러했지만, 이제는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하여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았다.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연락당번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다. 평생 연

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기에 보다 여유롭게

친구들과의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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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연구에서 떠오른 주제는 총 다섯 가지였다. 다양한 친구관계,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친구와 함께 하는 일상의 활동들, 이것이 그들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였다. 또한 면담 과정 중, 참여자들로부터 도출된 친

구 상실에 대한 이야기 역시 결과에 포함되었다.

제 1절 초고령기 친구관계의 다양성과 유지

1. 다양한 친구관계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혹은 ‘나이가 비

슷한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등을 의미한다. 학술적으로는 ‘오랜 세

월 알아온 사람’과 ‘동년배’라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을 비롯해, 함께 복지

관을 다니는 사람, 가장 최근 연락을 한 사람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남석인, 2008; Armstrong & Goldsteen, 1990; Cohen & Rajkowski,

1982; Johnson & Barer, 1993; ; Wiliams, 1959).

그렇다면 초고령 노인의 관점에서는 어떠할 것인가? 이들 역시 오랜 세

월을 함께했다고 해서 혹은 복지관을 함께 다닌다고 해서 진정 ‘친구’라

고 여길 것인가? 누군가를 친구라 정의하는 과정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더욱이 초고령 노인은 80년이 넘는 생을 살아오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을 나눴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본 장에서는 초

고령 노인이 어떠한 이들을 친구로 여기는지, 또한 그들 각각은 어떤 의

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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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우정, 이웃 친구

친구에 대한 물음에 참여자 중 일부는 근거리에 거주하며 함께 경로당

과 노인대학, 종교기관 등에 다니는 ‘이웃 친구’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들

은 근거리에 거주하며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친구가 되

기에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관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거

주근접성, 만남의 빈도를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 노인과

의 면담을 통해 본 바, 이들에게 이웃은 분명 친구였으며 그만의 특별함

도 지니고 있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이 특별함

이라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갈등’ 혹은 초고

령 노인이 경험하고 있는 ‘서글픔’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이웃친구에 대해 이야기한 참여자는 조기정 할머니, 김정희 할머니, 윤

정례 할머니, 이규완 할아버지였으며 이들이 이웃을 벗으로 삼은 이유는

다양했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것은 가까이에서 ‘오고 가는 정’을 느낄 수 있다

는 것이었다. 김정희 할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형제보다 나은 것이 바로

이웃사촌’이라고 표현했다. 가깝다는 것은 또한 곁에서 든든한 지원망이

되어준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는 윤정례 할머니와 김정희 할머니를 통

해 알 수 있다.

먼저, 윤정례 할머니에 의하면 이웃친구는 뭐 있음 나눠도 주고, 갖다

주기’도 하는데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불우한 노인들에게 더

욱 ‘든든하다’. 그들의 경우, 인근 복지관, 교회, 경로당 등에서 식사를 하

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이 쉬는 날에는 끼니를 해결할만한 곳이

부족하고 이 때, 나서서 음식을 나눠주는 고마운 존재가 바로 이웃친구

라고 했다. 이웃은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원거리에 거주하는 가족

보다도 신속히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설명되어왔다(서병숙,

이현, 1995). 즉, 이들은 비공식적 지원망으로서의 역할(Bulmer, 1987)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형제보다 나은 이웃사촌’이라는 표현은 김정희 할머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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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이다. 그는 방화동으로 이사 온 지 6개월이 채 안되었지만 매일

같이 경로당을 다니며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로당

은 자연히 집보다 편한 공간이 되었고 이웃친구란 자주 볼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친구보다 더 다정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되었

다.

김정희 : 그러니께 어떤 친구하고 제일 가깝냐면은 많이 접촉한 사람이 그렇지.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접촉을 할수록 많이 친해지지. 다정해지고. (중

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웃사촌’이라고.. 고향 친구도 자주 못 보

면 남만 못해. 아주 생소하다고.. 자주 봐야지! 자주 만나야 친구가 

되고. 그랑께 제일 같이 하는 건 시방 이 아우님이지. 같이 시간을 제

일 많이 보내니까. 

윤 할머니와 김 할머니에게 가까운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하루 가장

‘든든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기정 할머니에게는 이 의미가 조금 달랐다.

가깝다는 것은 곁에서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했다. 조

할머니는 현재 안정된 직업이 없는 아들과 함께 살며 손녀 양육과 경제

적인 부담을 모두 떠안고 있는 상태였다. 지금의 상황이 유복한 어린 시

절과는 너무나 달라진 탓에 죽마고우들과의 모임에는 나가지 않은지 오

래였다. 가끔 만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불후한 사정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구차스러웠고 친구들이 스스럼없이 자식 안부에 대해 물을 때면 자신의

처지를 숨기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웃 친구들은 조 할머니의 처지를 모

두 알고 있어, 굳이 곤란한 것을 묻지 않았다.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감출 것도 드러낼 것도 없어, ‘편안하다’고 밝혔다.

이상으로 참여자 세 명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가까운 것은 이웃친구

의 큰 장점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거주지 이동으로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이규완 할아버지

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는 부천에서 살다가 둘째 아들네 손자를 돌보

니 위해 목동에 14년간 거주했었다. 그러다가 손자가 장성하자, 다시 부

천으로 되돌아간 지 3년이 넘었다. 그는 목동을 떠난 지 꽤 오래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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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인근 공원에서 7년간 쓰레기 줍기 봉사에 참여했던 친구들과 일상

을 함께 했던 경로당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안질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왕복 세 시간을 투자하여, 매

주 세 네 번씩 꼭 목동에 들르기 때문이다. 이 할아버지에게 이웃친구란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하며 지역사회로의 소속감까지 심어주었기 때문

에 더욱 특별했다.

참여자들이 이웃친구를 벗으로 삼은 마지막 이유는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사별한 이들에게 홀로 있는 집은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곳’이며 자녀세대와 함께 있는 곳은 끊임없이 ‘쓸모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가시방석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80세가 훌쩍 넘어, 오랜

친구를 많이 상실했으며 이동성의 제약이 컸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에겐

스스로 벗이라 생각하며 곁에서 의지가 되는 이웃 친구의 존재감이 큰

것이다. 즉, 이 사례 속 참여자들에게 ‘친구다움’이란 세월의 길이와 같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과는 별개로 이웃친구는 다른 관계와는 구분되는

점이 많았다. 그들은 다른 친구관계에 비해 얕고 피상적인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동류성에 대한 지향이 강해, 묘한 갈등과 분리가 발생

되기도 했다. 추측컨대 이는 이웃친구와의 관계가 대부분 노년기 이후에

노인대학, 경로당 등의 노인공간을 매개로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노

년기에는 각기 다른 생을 경험해오며 지니게 된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또한 상이할 것이다. 그간 노년기 친구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이전부터

알아왔던 관계와 노년기에 이르러 새로이 형성된 관계에 대한 구분이 없

었다(Elwell & Crannel, 1981; Hooyman & Kiyak, 1996; Penninx et al.,

1999; Tilburg, 1998). 그런데 본 연구를 통해 본 바, 이 두 부류의 관계

는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로 약한 유대감을 지닌 ‘얕은’ 관계였다. 경로당, 종교기관 밖에

서 따로 만남을 갖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드물었다. 서로의 연락처

를 몰라, 이웃친구에게 변고나 부고가 생겼을 때에도 뒤늦게야 소식을

접하게 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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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는 자신의 감정을 내비치기보다는 자식 자

랑, 건강 상식 공유 등으로 주로 상황이나 지식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

루었다. 아무래도 ‘조심스러운’관계이며 자기개방의 정도가 낮았다는 것

이다. 연령에 따른 호칭의 구분 또한 엄격했다.

임연순 : 친구도 어려서부터 만난 친구한테는 다하지만은. 중간에 만난 친구는..

김정희 : 맞아, 깊은 얘기는 못해.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만난 친구한테는 그

렇게 되는데 중간에 만나면 그냥 웃고 편한 말은 하는데 깊은 말은 

안 하지. 그게. 

임연순 : 옛날에 동네에서 함께 살다보면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게 될 정

도로 친했어 옛날에는. 그러니깐 지금 이렇게 늦게 만난 사람은 인사

는 동생이니 아우니 하고 정중하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만난 친구

들은 요즘은 나이가 한 클라스에 1살이나 2살 차이밖에 없는데 그 때

는 다섯 살 차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우니깐 그랬냐 저

랬냐 하지.

김정희 :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난 친구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말은 아우님, 

형님 이렇게 지나고 함부로를 안 하는 거야. 이제 나이가 들어 만나

니깐 말을 서로가 뭐랄까, 좀 가려서. 말을 그렇게 하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있잖아요. 안 좋은 말 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조금 조심스럽지.

이처럼 참여자들 스스로도 이웃친구는 다른 관계와는 ‘다르다’것을 느끼

고 있었다. 그렇지만 곁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말벗’이 있다는 것에 우

선 감사하고 위안 삼는 것 같았다. 이는 초고령 노인이 처한 서글픈 현

실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웃 친구의 두 번째 특성은 이질성에 대한 거부감이 묘한 텃세나 분리

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들 간에는 학력, 출신 지역 등으로 타인을 분류

하여 ‘○○대 나온 사람’등으로 칭하거나 소위 ‘레벨’이 맞아야한다는 식

의 표현을 했다. 또한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양이 없다’는 표

현을 쓰기도 했다. 어린 시절 혹은 중년기를 함께 보내며 많은 공통분모

를 가지고 있는 친구관계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 29 -

(2) 오랜 기간 알아온 친구들

흔히 친구라 정의되는 ‘오랜 세월을 알아온’이들 또한 참여자들에게 매

우 중요한 존재였다. 이에 속하는 친구들로는 동향 출신의 죽마고우와

중고등학교 동창, 일터에서 만난 사회친구, 시골에서 장년기를 함께 보낸

이웃친구가 있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즉 가장 나다

운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나이 들며 점차 누군가의 부모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등으로 줄곧 살아왔을 초고령 노인들에게 이름이 불린

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이다. 이들에게 애정을 지닌 참여자는 박순임 할

머니, 이순희 할머니, 임연순 할머니 그리고 임윤수 할아버지였다.

죽마고우가 좋은 까닭은 서로 간에 ‘허물이 없기’ 때문이었고 이는 ‘이

무롭다’, ‘혐의가 없다’등으로도 표현되었다. 노년기에 이처럼 여전히 비

밀을 털어놓을 만큼 막역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들의 사기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Blieszner, 2001). 그런 면에서 박순임

할머니에게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친구가 최고’였다. 이 친구들과는 박

할머니가 서울로 올라온 뒤, 잠시 교류가 끊겼었지만 다시 연락처를 수

소문하여 관계를 이어나갔을 정도였다.

임윤수 할아버지 역시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동무에 대한 이

야기를 많이 했다. 그는 왕십리에서 40년간 부동산 사업을 해왔으며, 이

곳을 제 2의 고향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곳에서 알게 된 교회 및 주

변 상가의 사람들은 친구이기보다는 그저 친밀한 ‘무난한 관계’라고 표현

했다. 반면, 고향이 통영에서 만난 죽마고우는 ‘생사를 같이 한 동무’이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진정 ‘애정이 있는’ 대상이었다.

임윤수 : 가까운거는.. 이웃사촌이라도 더 가깝지. 그래도 고향에는 과거 같이 

자라났으니깐 그 오랫적 애정이 있고. 그러니까로 말하자면, 어려서부

터 발가벗고 요만해서부터 이웃에서 자란 사람이 그건 변함이 없지. 

허물도 없고.  친구라 하는 거는 사실 어릴 때부터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친구지. 그게.. 내가 말하자면,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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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친구지. 내 친구들이 그렇다고. 그저 아무래도 여기는 일종의 

알고 지내는 사이다. 

다음으로 일터에서 만난 사회친구는 강수환 할아버지, 최윤집 할아버지,

한규식 할아버지 즉, 남성 참여자에게서만 나타난 관계였다. 이는 남성은

직업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기존의 연구(정희영, 1994)와 일치

하는 바였다. 이들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한규식 할아

버지였다. 그는 이 친구들과 여전히 한 달에 두 번 정도 꾸준히 만날

정도로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강수환 할아버지 역시 십년

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직장 동료, 인근 상가의 동년배 노인들

과 친구관계를 맺었었다. 최윤집 할아버지는 그에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탄광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라고 밝혔다. 그들이

젊었을 당시에는 가정의 경제를 이끄는 것이 온전히 남성이 몫이었기 때

문에 모두 묵묵하고 치열하게 이에 몰두해야했을 것이다. 고향과 옛 친

구를 떠난 그들이 일터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만나 서

로에게 공감하고 위로하며 비었던 친구의 자리를 자연스레 채워갔으리라

생각된다.

반면, 중·장년기에 시골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며 정을 쌓은 이웃친구는

모든 여성 참여자에게서 드러난 관계였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

면 그들은 당시 집에서 멀리 외출 할 수 없는 신세였다. 그 때와 비교했

을 때 오히려 친구 만날 여유가 많은 지금이 낫다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

엔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 매어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같은 처지인 이웃 친구들끼리 근방에 모여 담소 나누며 우정을

쌓은 것이 지금껏 이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임연순 : 옛날에는 외출을 별로 못 했어요. 

연구자 : 할머니 젊은 시절에요? 

김정희 : 그렇지, 그렇게 살았으니깐 (중략)아유, 어른들 모시고 그러면 아 유. 

할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7,8식구가 살면 옛날에 어딜 나가. 그러니

깐 지금이 편하지. 친구 만날 시간도 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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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랜 알아온 친구’관계 속에는 남녀가 그간 그만큼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차별화된 사회의 기대에 의해 남녀는

가정과 직업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김학실, 2010).

그런데 ‘오랜 세월 알아온 친구들’은 글의 곳곳에서 드러났듯 이웃 친구

와는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는 서로 간의 유대감이 깊어 보였다. 이들은

안부를 묻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계(契)와 같은 모임을

통해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수의 관계를 긴밀히 연결해주는 이러한

모임들은 서로의 안녕을 신속히 확인하는 매개가 되어주기도 했다.

연령에 따른 차이와 위계로 인한 서열이 두드러지지 않아, 80대부터 90

대에 이르는 친구들 간에 교류가 자유로웠다. 또한 윤정례 할머니의 이

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서로를 부르는 호칭과 대하는 태도에 있어 엄

격하지 않았으며 나이 어린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윤정례 : 시집가서 36세에 동네 사람들 만났는데, 그것도 조금 가깝고 좋은데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말이 우리가 같이 모이면은 우리

가 젊었을 때 만났으니깐 이렇게 이름도 부르고 그래요. 동네에서 만

났어도 ‘진희야’ 누구야 이렇게 하거든요? 같은 동갑짜리라던가 몇 살 

차이나도 그렇게 하는데 나이 많이 먹어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안 되

지.

이웃친구와의 두 번째 차이는 서로 ‘다름’에 대한 긴장감이 크지 않았다

는 것이다. 이는 함께 한 세월의 길이만큼 공유할 수 있는 추억거리와

출신지, 학력 등의 공통분모가 크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동질적 특성을

많이 지니는 것은 참여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초고령 노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벗에 대해 지

니고 있는 저마다의 기준 등을 통해 친구를 선택하고 정의했다. 즉, 이

과정은 개인에 따라 모두 상이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

영된 결과 중 하나인 ‘이웃친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초고령 노인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분명 다른

친구관계와는 구분되지만, 이것은 ‘친구다운 친구는 아니다’라는 부정적

인 해석에 이르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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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관계의 유지

초고령기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충된 논의가 공존하고 있다. 부

정적인 측면에서는 연령이 증가될수록 신체 능력의 저하가 심화되어, 결

국 관계가 단절 혹은 축소되며 ‘빈약한(poor) 관계망’에 이른다는 주장이

다(Penninx et al., 1999; Tilburg, 1998). 그런가하면 노년기에도 여전히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접촉하며 삶을 보람되게 보내고자하며(Scott,

1983), 이러한 대인관계, 사회참여의 욕구는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오히

려 증가된다는 견해도 있다(Havighurst, 1954). 연구 대상의 연령이 높을

수록 부정적인 관점이 더 주를 이룬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 초고령

노인의 신체 약화나 거주지 이동이 반드시 이들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지

는 않았다. 여성 노인의 경우 오히려 젊은 시절에 비해 친구관계가 더

증가했노라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과정들이 이것을 가능케 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1)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의 극복

참여자들은 초고령기 건강 및 신체 기능 저하 등에 관한 선행연구와 같

이(이인정, 2009; Smith et al., 2002; Steinhagen-Thiessen & Borchlet,

1993) 시청각 능력의 손상, 기억력의 저하, 디스크와 관절염 등으로 인한

이동성의 제약, 기력의 쇠약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어

려움을 타인과 교제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욕구와 친구 간에 서로를 위한

배려를 통해 극복하고 있었다. ‘스스로 하는 노력’에는 신체 보조 기구

착용하기, 자녀 등에게 데려다줄 것을 요청하기 등이 있었으며 ‘서로를

위한 배려’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친구를 위해 큰 소리로 이야기해주기,

거동이 불편한 친구에게는 직접 찾아가기 등이 있었다.

‘스스로 하는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자들이 인지능력

의 저하, 청력의 저하, 이동성의 제약에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먼

저 임연순 할머니의 경우가 인지능력의 저하에 속하며 그는 정기적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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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위해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런데 자꾸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잦고 ‘나이 들수록 확실히 달라지고 있

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에 그는 달력이나 메모지 등 자신의

시선이 닿는 곳에 만남 일을 크게 표시해두고 계속 되뇐다고 밝혔다. 작

은 노력인 듯 보이지만, 인지능력의 저하는 초고령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Johansson et al., 2004)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젊은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에도 초고령 노인은 휴대 기기를 통해

수시로 일정을 확인하거나 가까운 일정을 곧바로 기억해낼 수 없다는 점

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 할머니가 쏟는 노력은 ‘사소한’것으로 치부

될 수 없다.

청력이 좋지 않은 박순임 할머니의 경우에는 청력이 좋지 않아 친구들

과 함께 할 때는 보청기를 착용하며, 허리 디스크가 심해 거동이 매우

불편한 김순업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나는 날 만큼은 자녀들에게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여전히

‘건강’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는 노년기에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곧, 스스로의 신체기능이 여전히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연구와

(Michael et al., 2000)와 일치하는 대목이었다.

그런가하면 ‘서로를 위한 노력’ 역시 참여자들의 관계유지에 큰 힘이 되

었다. 한규식 할아버지의 경우엔 본인 청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친구의

청력이 좋지 않아 통화, 일상의 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그런 친구를 위해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이야기해주거나 휴대전화

대신 듣기에 더 익숙한 집 전화기를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고 밝혔다.

한규식 : 나는 청력은 괜찮아. 내 친구들 귀 먹고 전화도 답답하고, 그래도 애

기할 때 서로 눈만 맞추면 알아들어. 그거는 그렇게 해줘야지. 또 하

나는 핸드폰은 잘 못 알아듣는데, 일반 전화 있잖아? 그거는 잘 들어. 

언제 모임이다 어디로 오라 그러면 그거는 잘 알아듣는데 이 핸드폰

으로 애기하면 안 들려, 뭐라고 뭐라고 그러면서 애기한다고. 그러니

까 그 친구한테는 전화기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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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박순임 할머니는 서로 허물없을 만큼 가까운 친

구들과는 ‘서로 위해주니깐’ 오히려 보청기를 끼지 않는 날도 많다고 했

다.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한 배려’는 김순업 할머니의 이야기에서도 드러

난다. 거동이 불편한 김 할머니가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날

에는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와준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친구와의 만남

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밝혀진 일상생활수행

능력의 문제(Bondevik & Skogstad., 1998)에도 그는 여전히 친구관계를

잘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김순업 : 내 친구들이 다 나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더 좋지. 내가 영 못 나오면

은 보지도 못하잖아요. 이거라도 감사해야지.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

게 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좋아. 그랑께 못 할 때는 자기네들이 뭐 

사가지고 또 와요. 우리 집으로 또 와. 내가 못 나간다고 하면 또 오

재. 참 고맙고 그렇지.

그런데 임연순 할머니와 한규식 할아버지 등과 같이 배려를 해주는 입

장의 참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은 고된 것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

어가는 친구를 위해 ‘의당’해주어야 하는 일이었다. 물론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유대가 깊지 않은 관계에서는 배려해주는 것은

‘귀찮은 일’이며 배려 받는 것은 ‘미안한’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자들의 이야기 전반에서는 대체로 스스로의 노력과 서로를 위한 배려

가 대부분의 친구관계에서 고루 이루어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의지와 서로를 위한 성심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고령기

의 신체 기능의 저하가 반드시 관계의 단절과 축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그들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친구관계가

돈독해지는 경험 또한 했으며, 이는 초고령 노인의 능동성과 긍정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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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수단과 방법

참여자들은 노인 공간을 활용하여 자주 만남을 갖거나 통신기기를 이용

해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먼저 직접 만나는 이들에게 만남의 장

소로 활용되는 곳은 근거리에 위치한 노인대학, 공원, 경로당, 단골 식당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답한 참여자는 강수환 할아버지, 이규완 할아버

지, 김정희 할머니, 윤정례 할머니, 조기정 할머니였다. 이들은 초고령기

에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적 제약

으로 인해 활동반경이 근거리에 집중된 경우, 노인 공간에서 특정한 역

할을 맡고 있는 경우, 모름지기 친구라는 것은 ‘얼굴을 봐야 더 정이 깊

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속했다.

한편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 참여자의 경우에

는 집 전화, 경로당 전화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간 예비

노인 및 연소 노인을 대상으로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IT기술 활용의 중

요성을 강조해왔으나(Ogawa et al., 2004; 양영애 외, 2008; 조주은,

2010), 시청각 능력의 저하가 심화되는 초고령기 노인을 대상으로는 이

와 같은 연구가 부재했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94세의 이순

희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었으며 친구들의 전

화번호 역시 모두 저장되어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만남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연락 당번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에 의해 돌아가는 꽤 체계적인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참여자들은 대체로 기계 조작이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

화’ 등의 특정 기능만을 활용했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조주은, 2010). 또한 청력이 좋지 못한 고령자들은 휴대전화의 통화음질

이 귀에 익숙하지 않기에 집 전화기를 이용해, 친구들에게 일일이 연락

을 돌리는 등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연락 방식을 젊은 세대와 비교해볼 때, 젊은 세대는 휴대전화의

통화기능 뿐 아니라 단체문자서비스, SNS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사람들과 만남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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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초고령 노인의

경우 기계 활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친구와의 연락을 위해서

는 훨씬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만 했다. 그러나 박순임 할머니는 힘

든 과정이 아닌 친구들과의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재미난 시간’이었

다.

박순임 : 카카오톡은 친구들이 다 안 해. 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 전화로 해. 일일이 다 돌려야지. 

연구자 : 힘들지는 않으세요? 

박순임 : 힘들지는 않아. 내가 안 들면은 모임이 안 돼. 모임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서둘러야 나와. 또 연락하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야 만나자 언제 보냐 사는 이야기 듣고 재미가 있지. 

또한 실질적으로 친구간의 소통에 있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듯

했다. 물론 박순임 할머니와 같이 통화 뿐 아니라 ‘문자’ 기능까지 활용

할 수 있는 경우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보다 용이했다. 즉, 교류하는 세

대를 동년배에 한정 짓지 않으며 친구관계가 아닌 ‘사회관계’로 보았을

때는 휴대전화 기능 활용도에 따라 노인의 사회와의 소통 및 연결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박지현(2016)의 연구와 일치했다. 그러나 동

일한 세대와의 ‘친구관계’로 보았을 때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모두 유사하기에 기능 활용 정도 및 제한 등이 초고령 노인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보였다. 이는 박 할머니가 ‘근데 내 친구들은

어차피 문자 못 해. 통화로만 하지’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알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참여자들은 능숙하지는 않지만 그들 나름의 필요한 기

능을 습득해 관계를 잘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는 임윤수 할아버지와 임

연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다.

연구자 : 그럼, 친구분들하고 연락은 어떻게 주고받으세요? 

임윤수 : 핸드폰으로. 현대식 젊은 사람만큼은 못해도 주고 받는 거는 하지 내

가. 그거만 할 줄 알면 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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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연락은 전화나 문자로 하세요?

임연순 : 저는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오직 받고 

하고. 우리는 그냥 그것만 할 줄 알면 되요. 전화번호가 다 저장 되어

있으니까 이거 버튼만 누르면 되는걸. 

참여자들이 연락수단이 제한되어있고 연락의 속도가 낮음에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들이 특유의 ‘느긋함’과 ‘초탈함’을 지니고 있

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친구와의 연락 빈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

아보였으며 이는 자주 연락하며 빠르게 소통하길 원하는 젊은 세대와는

다른 특성이었다. 이에 비춰볼 때, 친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락

빈도’를 척도의 일부로 구성하는 것이(서홍란, 김희년, 2010; 이신영, 김

은정, 2010) 초고령 노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

(3) 관계 유지의 진정한 장애물은 외부에 존재함

참여자들은 다양한 노력과 긍정성으로 그들 내부에서 발생되는 신체적

결함을 보완해내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여전히 무언가 해낼 수

있다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 따르면 진정한 어려

움은 ‘외부적인 환경’에 있었고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가까웠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하고 낯설어진 도시환경, 지역

에 따라 편차가 큰 노인공간의 접근 용이성, 세밀하게 설계되지 못한 이

동 지원 서비스를 지칭한다.

도시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이순희 할머니에게 서울은 ‘동서남북조차 알

수 없는 정로도’ 몹시 복잡한 곳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과는 다르게 도시는 사방이 높은 빌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

이었다. 그가 이러한 ‘낯섦’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80대 후반 부터였으며

오랜 세월을 살아온 공항동의 거리 풍경이 언젠가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고 했다. 더불어 자꾸 깜빡 깜빡 잊는 탓에 매일 오가던 길이 ‘그 날은

암만 봐도 나가 댕기던 길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에게 회색 건물 틈에서

친구 집 혹은 만남의 장소를 찾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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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시골에서 살았던 윤정례 할머니, 임윤수 할아버지에 따르면 도시는

이웃 간에 자유로이 오가며 교류하지 않는 ‘닫힌’ 공간이었다. 이러한 상

황 탓에 그는 점점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94세로 참여

자 중에서도 최고령에 속하는데다가, 그의 집이 높은 아파트 단지 뒤 쪽

골목을 여러 번 꺾어 들어가야 닿을 수 있는 주택 단지였다는 점에서 더

욱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순희 : 어디 시골서 같으면 난 시골사람이라서 친구라 하면 어디 (친구가)아

프다고 하면 걸어 갈수 있는데 가잖어. 근데 여기서는 아프다고 해도. 

동서남북도 몰라가지고. 영 모르겠어. 한 3년 전부터 공항시장에 가도 

집 들어오는 길을 몰라가지고 길에 앉았어. 가만히.. 그냥 생전 이렇

게 봐도 댕기난 길을 아니더라고. 뭣이 건물도 다르고 하난,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 

연구자 : (임연순)할머니는 어떠세요?  

임연순 : 저도 지금 여기 오는데 이 골목인가 저 골목인가 했잖아요. 복잡하지

요 아무래도. 여기는 차도 안 들어오고.  

이순희 : 그렇게 시장가는 길 한 3년 전일 거야 시장가서 90대에 난. 시장가서 

창피해서든. 아는 사람이 나 수영도 댕겼었어. 89까지 댕겼어. 수영 

댕기니깐 수영 댕기는 아줌니가 막 놀려먹어서. 이제 안 댕겼어. 댕기

가 나 길에 앉아서나네 왜 거기 앉았어여? 하나네 창피해서 그냥 쉬

는거래~ 그랬어.

참여자들이 언급한 외부 환경의 두 번째 요인은 지역에 따라 노인 공간

의 ‘접근 용이성’에 있어, 편차가 심했다는 것이다. 도시 내부에서 발생되

는 이러한 차이는 김순업 할머니와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

난다. 먼저 두 참여자의 거주지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김순

업 할머니는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으며

경로당, 복지관 등의 시설이 모두 언덕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그는 예전

에 거주하던 곳에서는 경로당을 매개로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했으나 이

곳에서는 비탈진 길을 오고 갈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는 김순업 할머니의 거주지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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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 내부에서 경제

적 수준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의 차이(Bryant, 1993)를 의미한다.

반면 김정희 할머니가 거주중인 곳은 아파트 단지가 평지로 이루어져있

으며 경로당 역시 단지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노인들이 오고 가기에 좋

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때문에 김정희 할머니 역시 김순업 할머니 못

지않게 허리가 굽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경로당에 다닐 수 있었다.

연구자 : 여기 경로당이 오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김정희 : 아유, 편하고~ 아파트 중간에 이렇게 있으니깐 이렇게 와가지고 좋

지. 전에 살던 데는 아주 불편한데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안 가게 

되더라고. 그래도 여기는 편해요. 내가 첫 번에 오잖아. 헤헤헤. 아침 

먹고 여기 오고. 

외부 환경의 마지막 요인은 ‘세밀하게 설계되지 못한 이동 지원 서비스’

에 관한 것이었다. 최윤집 할아버지에 의하면, 그가 살고 있는 곳에는 한

두 정거장 거리에 노인 복지관이 있다. ‘가까운’듯 보이지만, 과연 초고령

노인의 관점에서도 이 거리감이 동일하게 느껴질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

요가 있다. 한 두 정거장이라 할지라도 허리가 굽고 거동이 느린 노인에

게는 마음먹고 가야하는 ‘노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참여자들

처럼 복지관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복지관

에서 제공되는 셔틀 버스의 노선이 집 근처까지 연장되지 않아, 이용하

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언젠가 집 근처까지 셔틀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복지관과 경로당 등의 노인 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은 고령자들

이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보다는 그들의 프로그램,

내부 시설의 편의성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주로 주목하고 있다(오현

숙, 2003; 이재모, 2004; 전동진 외, 2014). 이동지원서비스는 노인시설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 중 일부로 구성되어있

지 않았다. 전술했듯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지한 연구도 있었으나(유혜

인, 양우현, 2007) 이 역시도 복지관 설계단계에서 고민되는 문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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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에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불편함을 보완할 것인가

에 대한 것까지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부 환경의 어려움’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참여자들도 이미 이러한 현실의 ‘벽’

을 인지하여 적절한 지원책을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

고 있었다.

제 2절 초고령기 친구관계와 삶

1. 친구와 함께 하는 일상의 활동들

Larsson & Hagberg(2009)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남서부 대도시에 거

주하는 초고령 노인들은 일상의 활동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정서의 상당

부분을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들은 매일 외출하는 것을 일과

로 삼으며 가까이에 친구 혹은 가족이 없다면 근처 우체국이나 가게 등

에 들러서라도 끊임없이 사회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

만큼 타인과의 ‘관계’가 ‘일상’의 일부로써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

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 친구와 함께 하

는 것이 중요한 일과인 경우가 많았다. 가족과의 동거여부와는 크게 관

련이 없었는데 이는, Larson et al.(1986)이 밝혔듯, 친구와 함께 하는 시

간을 더욱 즐겁게 평가하기 때문인 듯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년기의

일상을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참여자들의 일상 속 활동은 정적·동적인 여가활동, 봉사활동, 운동과 식

사를 포함한 그 외의 활동 세 가지로 분류된다.

정적·동적 여가는 참여자가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수행하는 여가활동

을 칭한다. ‘정적 여가’는 텔레비전 보기, 라디오 듣기, 대화하기로 이루

어져있으며 ‘동적 여가’는 민화투 놀이, 윷놀이, 노래방에 가서 함께 노래

하기, 나들이 및 여행가기 등이다. 정적인 활동은 재미를 위해 오락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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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정 활동에 몰두하기보다는 친구들 곁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는 부정적인 의미의 무기력함이 아닌 일종의 ‘휴식’

을 의미한다. 노년기 여가의 가장 일반적인 활동인 ‘텔레비전 보기’는 다

소 수동적인 활동으로 비춰지나(나항진, 2004; 윤혜정, 2015) 참여자들을

통해 볼 때 이 역시도 ‘쉼’의 일부였다. 참여자들은 무언가를 배우는 70

대와 자신을 비교하며 이제는 스스로를 ‘쉬고 싶은 나이’라고 표현하는

점에서 정적인 활동은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적인 활동은 유쾌함을 위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들과 노래방을 즐겨가는 김순업 할머니는 이 시간이 ‘세상 제일 즐

겁다’고 했다. 임연순 할머니는 윷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잊고, 강수환

할아버지는 민화투를 즐겨한다고 했다. 친구들과 국내외로 여행을 다니

는 참여자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

가 있었다. 초고령기인 만큼 ‘건강상태’가 여가활동 선택의 폭에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경제적 수준’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저소득계층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은 텔레비전 보기, 민화투 치기, 라디오

듣기 등의 정적인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힌 연구와 같다(허준

수, 2002). 노인시설을 제외한 도시 대부분의 공간에서는 ‘소비활동’이 이

루어진다.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국가와 자녀로부터 생활비

를 지원받는 참여자는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전술한 여가활동과는 다르게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었다. 이규완 할아버지와 조기정

할머니가 이에 속했는데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인근 공원에서 쓰레기 줍

기 봉사를 한 지 꽤 오래 되었다고 했다. 이 친구들과의 우정은 의미 있

는 활동으로 맺어졌기에 더욱 특별했다. 그리고 두 참여자 모두 이 활동

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뿌듯

함을 얻었으며 나아가 거주지에 애착(place attachment)을 지니고 있었

다. 이는 이규완 할아버지가 공원 치우는 일을 곧 ‘내 고장에 온 분들에

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 일종의 ‘주인의식’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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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는 점에 미루어 알 수 있다.

이규완 : 여기 (목동에)있을 때는 내가 파리 공원에 거기에 어떤 모임이 있는고 

하면, 파리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었어. 자원 봉사. 파리공원에 오

신 손님들이 기분 좋게 쉬어가도록 깨끗이 청소하는기야. (중략) 우리

는 봉사로써, 아무 의미 없이 봉사로써 파리공원을 정화하는 정신으

로 청소를 아침마다 했어. 

연구자 : 친구분들이랑 그런 봉사하실 때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이규완 : 자원봉사, 우리 고장에 있는 공원을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놀

고 오신 손님들도 깨끗이 놀다가고 기분 좋게 놀다가는 그런 정신으

로. 그러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차고 하니까네. 

친구들과의 일상을 구성하는 마지막 활동은 그 외의 활동으로 분류된

‘함께 식사하기’와 ‘운동하기’였다. 그 중 식사시간은 참여자들에게 있어

가장 즐겁고 중요한 시간이었다. 참여자들에게 홀로 하는 식사는 밥을

차리는 것조차 ‘귀찮고’, ‘고독한’ 시간이었다. 또한 배우자 없이 자녀와

동거중인 참여자의 경우엔 수발 받는 밥상이 간혹 ‘차려준 밥만 딱 군소

리 없이 먹어야 된다’는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친구와의 식사는

‘대화’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다. 그간 친구들과의 식사는 지극히 일상적

인 활동이므로 노년기 여가활동에 포함되지 못해왔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개인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노년기 친구관계에 대한 것

은 아니지만 가족식사 시간에 대해 다룬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가족

과 함께 하는 식사는 구성원 간의 친밀감 및 유대감을 증진시키며 개인

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Eisenberg et al., 2004;

Fiese et al., 2002). 참여자들은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며 개인

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이 식사시간의 효과를 친구관계 속에서 느

끼고 있었다.

식사 못지않게 ‘운동하기’역시 중요한 활동이었다. 이는 주로 이웃친구들

과 이루어지는 활동이었으며 노인 시설에서 제공되는 체조프로그램에 참

여하거나 자체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조깅을 하는 방식으로도 수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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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참여자들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친구와 함께 대화하는 것

등의 활동을 모두 운동의 일종으로 여겼다. 즉, 친구와의 만남 및 교류와

운동을 결합시켜 일상 활동의 일부로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

은 친구 방문하기, 함께 걷기, 게임하기 등의 사회활동은 이것이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나이 듦에 따라 증가된다(Huxhold,

2013)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친구와의 일상이 초고령 노인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앞서 살펴본바 참여자들은 일상의 상당 부분을 친구와의 만남과 활동으

로 채우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신체적 제약, 환경적 요인 등의 많은 어

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단지 ‘외롭지 않기 위해’

이처럼 상당한 정성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 친구와의 일상이

축적되어 이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은 아닐까? 유사한

맥락에서 노년기 친구관계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본 살펴

본 연구와(남석인, 2008; 배진희, 2004; Avlund & Damsgaard, 1998;

Blau, 1961), 결과의 일부로서 ‘관계’가 초고령 노인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드러낸 연구는(Hinck, 2004; Larsson &

Hagberg, 2009)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의 친구관계가 어떠한 교류와 상호

작용을 통해 매일의 삶에 기여하는지와 이것이 궁극적으로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일과로서의 의미

노인의 시간은 생리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가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는 비결정적이며 스스로 구성해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박미석,

이유리, 2003). 그리고 이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

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게 된다(박충선, 1998). 특히, 이동성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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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화되는 초고령기에는 주어진 활동 반경 안에서 이 시간들을 행복하

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 과업일 것이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은 하루 24시

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 그들은 ‘친구가 없었다면 무료했을 것’이

라고 답했다. 직업과 부모 등의 의무적인 역할 등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곧 매일 수행해오던 일이나 생활습관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과(routine)가 없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무

기력함’을 유발했으며 한편으로는 ‘나이 들수록 사람을 만나고 움직여야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앞서 서술했듯, 하루의 시작과 흐름을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일과는 인근 공원, 종교기관, 노인대학, 경로당, 친구의

집, 단골 식당 등의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반드시 근거리에 국

한되지는 않았다. 그 중 복지관과 경로당과 같은 시설들은 문을 열고 닫

는 시간과 점심식사 시간이 정해져있어, 이곳에서 일상을 보내는 노인들

은 이를 중심으로 하루 일정이 짜여 지곤 했다. 김정희 할머니는 이에

속하는 참여자로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로당에 나가 문을 여

는 것이 곧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에서 요

일별로 제공되는 건강 및 오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윤정례 할

머니에게는 이것이 ‘마치 학교를 다닐 때와 같은 느낌’과 같았다. 따라서

그는 적당한 일정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

기고 있었으며 이는 Larsson & Hagberg(2008)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일치한다.

윤정례 :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나온다는 이 정신으로 해서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고 활동을 할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무력해져. 

연구자 : 그럼, 여기 나오면 어떤 느낌이신데요? 

윤정례 :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때 같은 느낌이 나요. 신이 나지요. 

꼭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되요. 아침에 일

어나면 씻고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옷 준비해가지고 입고. 나는 10

시면 여기 오니깐. 

참여자들에게 홀로 있는 집은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으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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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와 함께 거주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자녀들은 직장과 학교에

다니느라 볼 틈이 없을 뿐 더러 집에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도 ‘애들하

고 할머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며 손사래를 쳤다. 때문에 참여자들에

게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한결 낫게 ‘세월을 보내는’ 방법이었다.

한규식 : 모이는 날 하튼 한 시니깐 한 시면 모이는 장소에 모여. 모여가지고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뭐하니깐 우리 고스톰 한번 하자 해가지고 쩜

백 해서 이렇게 해서 하지. 심심풀이로 그렇게 하고 세월을 보낸다고. 

연구자 : 그렇게 친구분들이랑 계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한규식 :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그런 모임이 없으면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 동네 친구도 가끔 만나지만은 얼마나 외롭고 갈 데가 없어. 혼자 

백날 있어봐야 시간이 안 간다고. 그렇잖아? 그런 모임이 그래도 있

으니깐 나와서 점심도 먹고 얼굴도 보고 지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면 한결 낫지.  

참여자들은 일주일을 모두 친구와의 만남으로 채우기도 했으며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일과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다. 임연

순 할머니의 경우에는 노인대학, 경로당, 복지관, 성당, 동사무소 아카데

미 등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며 주말에는 동창들을 만나느라 집에 있

을 틈이 없다고 했다. 물론 노인들이 모여 있으면 인원이 많아질수록 싸

움도 잦지만 이 역시도 ‘사는 재미’였다. 이렇듯 친구들과의 일상은 초고

령 노인에게 활력과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때문에 친구와의 만

남이 그들의 일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런가하면 참여자들은 ‘나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기도 했다. 가족

과 특별한 갈등이 있거나 이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내몰림 당한 것은 아니

었지만 자녀와의 세대 차이, 며느리와의 관계 등은 그들에게 은근한 불

편함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노인 스스로 유용하지 못한 존재라고 인식

하게끔 하는 사회 문화적인 규범의 영향이 가장 큰 듯 했다. 즉, 사회는

노인에게 활동적이기를 강요하며 그들을 ‘비생산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도

한다(Butler, 1987).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은 참여자들에게 죄책감을 심

어주었다. 이는 그들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을 ‘매우 미안한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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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현한 것에 미루어서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여전히 적당한

일과로서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갈 곳과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에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친구와의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의 슬픈 처지가 반영되어있기도 했다.

(2) 가족과는 다른 특별함

참여자들에 의하면 친구란 가족의 부재나 결핍을 보완하는 부차적인 존

재가 아니었으며 그만의 ‘각별함’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친구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흥(興)과 편안함을 뜻한다. 또한 이들은 본래 호혜적이며

자발적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친구만의 특별함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것은 ‘즐거움’이었다. 그들은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욱 ‘재미나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의 시간을 친구와 더 많이 보내게 되며, 윤정례 할머니에 의하면 친구는

딸의 방문을 제쳐두고서라도 만나고 싶은 존재였다. 참여자들의 이야기

를 통해 노년기의 친구는 즐거움의 원천이자(Pinquart & Sorensen,

2000) 가장 즉각적으로 즐거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것(Larson

et el., 1986)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정례 : 신나고! (친구 만나는)그런 낙으로 살지요. 친구 만난다고 하면 힘이 

나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다 있어도 그 만난다는 기쁨은 친구가 젤 

가깝고 그래. 제일 기뻐요.

연구자 : 왜 그러실까요? 

윤정례 : 그랑께 연령대가 같고 허물이 없으니깐. 딸이 온다 그러면 내일 만날 

일 있다고 나중에 오라고 하고 그래요 나는. 

친구가 지닌 두 번째 특별함은 ‘편안함’이었으며 이는 가족에게서 느껴

지는 따뜻함, 든든함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는 ‘대화와 공감’ 그리고 ‘세

대차이가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선 대화와 관련해서 친구와는

동시대의 살아온 세대이므로 공유할 수 있는 주제가 많았으며 옛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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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었다. 임윤수 할아버지에 따르면 친구는 ‘나이가 들고 이야기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해주고. 아픈 이야기도 할 수 있는’존재였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연순 할머니와 김정희 할머니 역시 친구와의 대화

를 가족과의 것과 비교하며 이야기했다.

연구자 : 할머니 친구분들 이렇게 사귀고 그러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김정희 : 좋지요. 편안하고 여기 오니깐 말벗도 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적

적하지. 며느리하고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편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있으니깐. 

임연순 : 편하지 제일 편하죠. 말할 것도 없고.

김정희 :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애기하고 웃고. 아주 편하지. 그러니까 여기를 

오지. 편치 않으면 못 오지.

임연순 : 그니깐 딸, 며느리 누구 할 것 없이 편하기는 친구가 제일 편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김정희 : 이런 애기 저런 애기 웃으면서 다 하고 하니깐. 

참여자들은 자녀에게는 나이 듦에 점차 경제적·도구적으로 의존하게 된

다는 부담감 혹은 걱정을 끼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을 가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구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예로 ‘건강문제’가 있

었다. 이는 참여자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으며 각자 지니고 있

는 걱정거리와 건강 상식 등에 대해 공유하곤 했다. 즉, 참여자들이 같은

생의 단계이기에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정보 및 조언을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Avlund & Damsgaard, 1998).

친구들과의 관계는 ‘세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도 편안했다. 박순임 할

머니는 이전에 아들 내외와 살 때를 떠올리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끼

리 있고 싶나봐. TV 볼 때도 즈그들끼리 있고 싶은지, 어머니 들어가시

오 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녀들과 세대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한편 몹시 씁쓸하게 느꼈다고 했다. 그런 의미

에서 서로 간에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친구와 함께 할 때 마음이

편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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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관계에서 드러난 세 번째 특별함은 ‘호혜성’이었다. 참여자들은 연

령이 증가됨에 따라 자녀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는 스스로를 ‘염치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한편, 자녀로부터 여전히 ‘부모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김순업 할머니는 ‘우리 딸은 내가 뭐든지

잘 하는 줄 아나봐요. 젊어서처럼. 근데 못 한다니깐’라며 덧붙였다. 자식

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엄마’라는 이유로 여전히 많은 것을

바라는 자녀에 대한 서운함이 공존하는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친구란

본래 호혜성에 기반한 관계이기에 서로 간에 도움을 청하고 받을 때, 이

러한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즉 ‘의무감’으로 얽혀있지 않은 친구관

계는 무언가를 받지 못했을 때 섭섭하거나 주지 못했을 때는 죄스럽지

않았다. 따라서 서로 간에 베풀고 받는 것은 ‘신바람 나는’일로 표현되었

다. 그들이 일상 속에서 어떤 지원을 주고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契)를 통해 형편이 좋지 못한 친구를 돕거나 일거리를 주선해주어 돈

을 벌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가

장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혹은 복지관이나 경

로당 휴관 일에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음식을 해주는

것이었다. 이는 도구적 지원의 일종이었다. 단, 도구적 지원과 경제적 지

원은 여성 참여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남성 참여자들은 주로 친

밀감, 지지 등의 정서적 지원을 교환했으며 여성 참여자에 비해 지원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다.

친구에게 지원을 제공한 참여자에게 이는 온전히 자신의 자발적 의지에

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즐거워보였다. 한편 제공을 받은 참여

자는 이를 ‘뜻밖의 선물’로 여기고 있었다. 친구란 의무로 얽힌 관계가

아니어서 애초에 무언가를 받고자 하는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년기 사회관계에 있어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에 비해, 상호 간에 교환

하는 것이 삶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이신영, 김

은정, 2010). 그런데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상호지원의

효과는 가족보다 친구관계에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참여자들에게 가족과 친구는 존재이유가 본질적으로 달랐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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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가 있으나 없으나 친구는 친구’라는 임윤수 할아버지의 말은 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3) 역할과 자리의 획득

참여자들은 여전히 ‘일하는 70대’와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할 정도로 짙

은 ‘역할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뿐 만 아니라 가정 내에

서도 자신의 ‘일거리’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김순업 : 대개 보면 할머니들이 나이 들어 가지고 일거리가 없잖아요? 일거리

가 없고. 또 집도 그냥 다 자식들한테 맡겨 버리고. 다 상속을 해부렸

단 말이야. 나이가 있으니깐. 다 90이 뭐다, 80이 넘으니깐.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껏 수행해오던 부모, 배우자, 직업인으로서의 역

할은 신체·인지 등의 기능상 더 이상 할 수 없으며 ‘낡았다’고 여겼다.

즉 중년기의 역할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Schaie

& Willis, 1991)과는 달랐다. 때문에 그들은 ‘현재’ 본인의 체력 조건에

적합하며 가볍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원했으며 이것이 바로 친구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역할들이었다.

참여자들은 관계 속에서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만남 일정을 조율하거나

각 모임과 노인공간에서 회장, 총무 등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이 크고

작은 역할들은 노인들로 하여금 관계 내에서의 소속감을 확인하게 해주

었다(Berg et al., 1986). 즉, 자신의 ‘자리’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임연순

할머니와 박순임 할머니는 중고교 동창에게 연락하고 만남을 추진하는

일을 도맡아하고 있다.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귀님이(박순임 할머니의 애칭) 니

가 없으면 모임이 지지부진하다’는 친구들의 ‘인정’은 그가 매번 ‘못 이기

는 척’나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관계와 나아가 사회 속에

서 일원으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초고령 노인들에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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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듯한 과정이었으며 점차 잃어갔던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는 과정(Matt

& Dean, 1993)이었다.

조기정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총무직과 식사준비를 맡고 있었으며 얼마

전까지는 집 근처 공원의 체조모임에서도 총무직을 수행했었다고 밝혔

다. 면담 내낸 힘이 없고 작은 목소리로 일관했던 그는 자신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자랑스레 설명할 때만큼은 굉장히 활기차

보였다.

조기정 : 그러면 이제, 여기 아침 오면 할 일이, 노인네들하고 노는 것도 그렇

지만. 할 일이 많아요. 여기. 

연구자 :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요?

조기정 :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이제 총무니깐 수입 들어오는 지출하는 거 전

부하고. 밥 해먹는 거, 장도 보러가고. 여기서 점심마다 밥을 해먹어

요. 혼자 있는 노인네들은 아무래도 혼자 먹으면 그러니깐 같이 먹고. 

그럼 좀 낫잖아. 사람들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장봐다 해먹이고 

그러지 내가. (중략) 잘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래 가지

고 시장 보는 거는 나하고 회장하고 가서 물건사오고 뭐 해먹지. (중

략) 내가 하는 일이 많지. 하는 일이 아주 많다고. 

강수환 할아버지 역시 조기정 할머니와 같이 경로당 내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자신이 친구들을 ‘돌본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동일하게 경

로당 내에서 역할을 맡고 있었음에도 강 할아버지와 조 할머니가 이를

수행하는 방식은 달랐다. 이는 맡고 있는 직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친구관계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친구를 ‘돌보는 방식’이 다

른 것에서 기인된 것 같다. 특정 직함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친구들에

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은 늘 여성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강수환 : 이 동네 같은 경우는 금년에 얼마나 폭염이 심해요. 그래서 10시에 

온다 그러면 에어컨부터 튼다고. 오늘은 재난 경보가 이렇게 발령이 

됐으니깐 가급적이면 바깥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라고 그

런 말들을 하지. 이럴 때는 한사람 한 사람마다 더 이렇게 신경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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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다들 내가 돌봐야지. 그래서 힘이 들지. 그래도 이게 직업이라 

치면 더 힘든데.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내가 보람을 느끼지. 한 사람

도 낙오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지내니깐. 

연구자 : 그런 일들 하실 때는 느낌이 어떠세요?  

강수환 : 나한테는 활력이 되지요 그게.  

강수환 할아버지는 과거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지냈던 경험에 비추어

현재의 역할을 ‘친구’를 돌보는 것이자 ‘주민’을 책임지는 임무로 이해하

고 있었다. 이로써 그는 사적인 관계 속에서 기능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규완 할아버지 역

시 친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유사한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친구 관계 내에서 맡은 역할들 덕분에 스스로 여전

히 사람 들 속에서 잘 섞여 살고 있다는 ‘안도’하며 여전히 자신을 ‘필요

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3. 친구의 상실

친구의 ‘상실’은 초고령 노인의 일상 그리고 삶에 대해 이야기에서 중요

하게 드러난 주제였다. 초고령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친구를 포함한

의미 있는 사람들의 상실을 더욱 빈번하게 경험하는 시기이다(Cherry et

al., 2013). 즉 ‘상실’은 초고령기에 두드러지는 친구관계 특성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노년기 상실에 대해서는 주로 배우자를 비

롯한 가족원의 상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와 적응 등에 대한 연구가 주

를 이루어왔다(Bankoff, 1993; Blau, 1961; Morgan, 1989).

Roberto & Stanis(1994)에 따르면 노인들이 친구의 상실로 인해 경험하

게 되는 슬픔의 크기는 가족원의 상실로 인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고령의 노인일수록 상실감이 더욱 짙게 나타난다고 덧붙인다. 그

렇다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어떠할 것인가? 그들이 앞서 밝혔던 친구

의 ‘존재감’에 미뤄볼 때 이들을 잃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서

들을 야기할 것인가? 초고령 노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삶의 끝에 가까이

닿아있는 사람들이기에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죽음’자체에 대한 인식 또

한 특별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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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에 대한 답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1) 친구의 상실로 인한 다양한 정서의 경험

참여자들이 친구의 상실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 곧, 상실에 무뎌졌다

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다. 그 만큼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안타까움, 슬픔, 병치레에 대한 두려움, 돌아

간 친구와 홀로 남은 스스로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었다.

김순업 할머니는 친구가 고생스레 병치레를 하다 갔을 때, 마음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도 김 할머니와 같은 생각이었다.

친구의 마지막이 편안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 대한 ‘연민’이 더욱 크고

마음이 심란했다는 것이다. 친구의 투병을 목격한 경우, 참여자들은 ‘두

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죽음’자체에 대한 금기나 공포는 아니었다.

자신도 돌아간 친구처럼 고통스레 투병하거나 병수발로 인해, 남은 가족

들을 힘들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한편, 소중한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남은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

는 경우도 있었다. 이순희 할머니가 이에 속했으며 그는 친구들이 모두

떠나, 고향에 가도 더 이상 자신을 반겨줄 이가 없으니 ‘찾아갈 고향이

없다’고 표현했다. 이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서울로

상경한 뒤 새로이 친구들을 사귀었으나 그들 역시 자신의 곁을 떠난 지

오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여전히 홀로 살아있다는 것에 ‘죄책감’

또한 지니고 있었다. ‘살아있음에 대한 한탄’은 노인이 친구의 죽음 이후

보이는 반응 중 하나이다(De Vries & Johnson, 2002).

이순희 : 이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향에 가도 옛날에 친하게 친구들 계도 하고 

옛날에는 있지. 젊을 때는. 그 사람들도 다 죽어버리고 간들 맨날 모

르는 사람밖에 없어.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여기도 저기도 고향이 없

어나. 그런 노래가 있지. 요새도 누워서 가만히 누워 생각하면 그 고

향에 같이 댕기던 친구도 없고. 왜 혼자 남았을까나. 미안하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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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게 한길 밖에 없구나...그래.  

친구를 잃은 것은 인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허무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강수환 할아버지의 경우 목격 이후, 삶 자체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

을 무엇인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었다.

연구자 : 아버님은 그럼, 그럴 때(친구분들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강수환 : 첫째는 허무감을 가지고. 내도 머지않은 장례에 저렇게 되겠구나.. 우

리가 속된 말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아무것도 없거

든.. 이 사회에서 자식들 인자 씨를 뿌렸다는 그거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기라. 그러니께네 어떤 때는 허무감을 가지지. 

특히, 여성 노인에게 있어 친구란 배우자를 사별한 빈자리를 채워준 존

재였기 때문에 상실감이 더욱 짙었다. 일찍이 배우자를 여읜 박순임 할

머니는 친구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외로울 틈 없이 견뎌낼 수 있었다며

이들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힘들다고 했다. 박 할머니 뿐 아니

라 임연순 할머니와 윤정례 할머니를 비롯한 여성 참여자의 상당수는 배

우자를 사별 한 후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들의 상실이

더욱 힘들다고 밝혔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참여자들은 친구의 상실로 인해 다양한 감

정들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관계의 깊이에 따라 친구의 죽음을 접하

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었다. 김정희 할머니는 얕은 유대를 지닌 관계일

수록 친구의 부고를 뒤늦게야 접하게 되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정희: 나오다가 그냥 중풍이 와가지고 요양원가시고.. 저기 딸네 집에 가고... 

4동 할머니는 소식이 없어. 4동 할머니가 90이거든. 그런데 가보지를 

못해. 여기서 맨날 보던 사이니깐 자식들이 오며가며 알려주면 좋을텐

데 그 식구들이 알려주지를 않아. 우리끼리는 얘기해. 저 형님은 아팠

는지 돌아가셨는지..그래서 답답해.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면 ‘친구의 부재’란 초고령 노인에게 삶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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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허무감, 남은 인생에 대한 체념 등을 안겨줄 만큼 큰 사건이다. 그러

나 초고령 노인들은 상실로 인해 이 같은 비탄을 숱하게 겪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타인과 관계하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이어나갔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상실감을 극복해내는지에 대해 물었고 참여자에 따라 대

처방법이 다양했다.

(2) 상실감의 극복

연구자는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마음 다스리기’와 ‘행동 실천

하기’로 명명하였다. 그 중 ‘마음 다스리기’는 초고령 노인 스스로 내면에

집중하고 애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애도의 과정을

거친 후 친구의 죽음 수용하기,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신나는

일거리 찾기, 먼저 간 친구의 안식을 위해 기도하기, 죽음 자체에 대해

달관하기가 있었다.

애도를 과정은 스스로 혹은 남은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가족원을

상실했을 때에도 유가족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대화하며, 돌아간 자에

대해 금기시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정현숙, 유계숙, 2001). 박순임 할

머니는 이 과정을 친구와 함께 거쳤으며 그 후에는 돌아간 벗에 대해 편

안하게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슬픈 기억을

‘잊어야 한다’고 되뇌며 마음을 추스르는데 집중하기도 했다.

연구자 : 할머니는 그럴 때, 친구분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박순임 : 아휴, 말 할 수가 없재. 우리 친구하나가, 아주 너무 가슴이 아프고. 

(중략) 그런데 죽고 난 뒤에는 잊어야 돼. 우리도 잊어야 돼. 처음에

는 안 잊혀져. 세월이 약이야. 그것도. 세월이 가니까 포기가 돼. (중

략) 그래도 일단은 죽었으니깐 돌아올 길이 없잖아. 그러니깐 포기를 

해야 돼. 빨리 포기를 해야 돼. 잊어야 돼. 빨리 잊어야 돼. 

김순업 할머니 역시 상실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기보다는 ‘신나는 일’을

찾아 ‘마음 다스리기’를 하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지금보다 움직임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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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웠을 때에는 친구들과 만나곤 했지만 허리 통증이 심해진 지금은 밖

으로 나가기가 수월치 않다고 했다. 때문에 이제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했다. 변화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방법을 모

색한 것이다.

김순업 : 나는 그래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갈 것인디. 한번이나 

더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운해도 나는 인자 음악을 좋아하기 

땜시 텔레비 틀어 놓으면 음악 나오면 그 놈 보고 듣고 같이 따라서 

하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명랑하고 고렇게 살

고 싶지, 그렇게 궁상 떨고 그렇게 하기는 싫어, 내 성질상. (중략)저 

면목동에서는 친구들 겁나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아침 먹으면 나가서 

복지관에 가서 저녁 때 들어오고. 고스톱도 치고. 이렇기 땜시 해가 

간디, 날이 간디 모르고 지냈거든...그라믄 슬픈 것도 잊혀지고. 

한편, ‘죽음 자체에 대한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

는 노인들이 친구의 죽음에 대해 보이는 반응 중 하나이다(De Vries &

Johnson, 2002). 한규식 할아버지의 경우 얼마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자신에게도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

면서 ‘누구에게나 명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안타까울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의 죽음에 대한 달관은 나이 듦에 따라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를 새로이 이해하고 초월하게 된다는 Tornstam

(1997)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러한 ‘마음 다스리기’는 분명 ‘능동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특히 초고령기에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제한들에 맞추어 대처방

법을 바꾸었던 김 할머니의 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상실감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행동 실천하기’로 명명했으며 이는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좀 더 역동적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것

이다. 이것에는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등 건강관리하기,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더욱 충실해기가 포함된다.

건강관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임연순 할머니, 조기정 할머니, 김정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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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친구가 세상을 뜨기 전, 고생스럽게 병치레하

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자신 역시 그런 고통을 겪게 될까 두려움을 느끼

고 있었다. 그래서 임연순 할머니의 바람은 ‘이틀 삼일만 앓다가 깨끗하

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임 할머니와 같은 생각을 지닌 참여자들

은 친구의 죽음 이후 자신의 건강에 관심 갖게 되어, 운동을 하거나 건

강 관련 프로그램을 챙겨본다고 했다.

연구자 : 할머니는 그럴 때 마음이 좀 어떠세요? 친구 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으실 때. 

임연순 : 슬프지요..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데. 나도 머지않아서 저 친구 옆에 

가겠지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그냥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이 

최고다. 건강하게 살다가.. 제 주장은 그렇거든요. 이틀 삼일만 앓다

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체조를 해요. 그렇게 건강해야지요. 이 세상에 나왔으면 내 몸 건강히 

살고 행복하게 살다 죽어야 되는디 아프면 자식도 고생이고, 나 자신

도 고생이니깐. 친구들이 죽었다하면 더 건강해야지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게 살다 죽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하지요.

‘행동 실천하기’의 두 번째 방법인 ‘주어진 삶에 충실해지기’는 강수환

할아버지가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친구의 죽음 이후 삶이라는 것

자체에 ‘허무감’을 느끼곤 했다. 삶이라는 것이 결국 빈 손으로 돌연 떠

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렇지만 그런 무상함을 딛고

난 후에는 남은 시간동안 주어진 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노라고 다짐

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다시금 인생의 ‘목적감’을 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대처방법은 ‘마음 다스리기’와 ‘행동 실천하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

는데 구체적으로는 개인에 따라 상실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꽤 다양했다.

이는 초고령 노인들의 삶의 지혜란 그들의 각기 다른 삶의 경험과 태도,

성격 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그만큼 단일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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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그런 이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은 모두 ‘죽음’자체를 금기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죽음이 자신의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대

비하고 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체적으로 상실감을 극복하고자 노

력하며 더 이상 기존의 대처방법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모색해, 실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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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참여자들이 면담을 통해 들려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친

구 관계 내부에서 발생되는 관계역동과 이것이 그들의 일상과 삶에 부여

하는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고령 노인이 거대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고 있는 영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친구관계

일면에 녹아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초고령 노인은 타인과 관계 맺기에

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

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활동성과 존재가치를 증명해야하는 한편. 초고령

노인이라는 까닭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며 외부의 배려나 지원

또한 세심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친구관계 내부의 역

동과 초고령 노인이 영향 받고 있는 외부 환경의 이야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친구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삶의 의미 뿐 아니라 초고령 노인이 관계에 대해

모순적인 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한 이야기 속에 잘 담아낼

필요가 있었다.

참여자들이 친구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 친구로부터 얻게 되는 정

서 및 의미 등에는 그들의 주관과 더불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있었다. 6,70대에 친구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것도 있었지만,

초고령기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지는 특성들 또한 있었다. 요컨대 이들의

친구관계는 초고령기에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자리하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인 셈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85세 이상의 노인 12명이었으며 현재 유지하고 있는

친구 관계의 수와 종류 그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기능 상실의 정도 등

이 다양했다. 이렇듯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같은 갈레에서 만나게 되

는 공통된 이야기도 있었던 반면 각자의 사고와 상황이 다르기에 그 다양

성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지는 지점도 있었다. 공통된 갈레는 크게 4가지



- 59 -

로 묶어볼 수 있다. 이는 초고령기 친구관계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친구관

계의 다양성, 이를 유지하는 방법, 친구관계와 삶을 연결 짓는 일상의 활

동과 의미, 상실에 관한 경험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참여자들이 친구로서 소개한 대상은 다양했으며 이들 각각이 지닌

의미와 이들을 친구로서 꼽은 까닭 또한 개인의 주관과 처한 여건에 따라

상이했다. 이는 크게 ‘이웃친구’와 ‘오랜 기간 알아온 친구’ 두 집단으로 분

류된다. 먼저 이웃 친구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은 그간 친구로서의 존재감

을 명확히 인정받지 못했던 대상인 만큼 이들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특별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이들은 가까이에서 자주 보며 ‘오고 가는

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자 든든한 지원망이었다. 이들과의 관계는 지역

사회로의 소속감과 애착으로까지 이어져,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활동반경

이 점차 근거리로 좁혀지는 초고령 노인에게 이로웠다. 그러나 노년기 이

후에 형성된 관계인만큼 그가 축적되어온 삶의 경험이 매우 상이했으며

그로 인해 학력, 출신지, 성별 등의 이질성에 대한 긴장과 묘한 분리가 심

했으며 그것이 텃세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유대관

계가 얕아, 호칭과 위계에 있어 엄격한 편이었고 대화에 있어서도 허물없

이 스스로를 개방하는 정도가 낮은 듯 했다. 연락처를 공유하거나 따로

만남을 갖지 않아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는 것에도 제약이 있었다. 참여자

들 스스로도 이웃 친구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우정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것에 불만족하기보다는 곁에 자신과 같은 처지

에 놓인 말벗이 있다는 것에 우선 감사하고 위안 삼고 있었다. 이는 초고

령 노인이 처한 서글픈 현실을 반영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오랜 세

월을 알아온 이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으며 이웃 친

구와의 구별되는 지점이 많았다. 이들에 속하는 대상으로는 우선 죽마고

우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배우자 혹은 부모가 아닌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즉 가장 나다운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대상이었다. ‘애정이 있는’ 죽

마고우는 그저 친하게 지내는 ‘아는 사람’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관계였다.

다음으로 일터에서 만난 사회친구와 장년기를 함께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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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남성에게서 후자는 여성참여자에게서 드러나는 관계였다. 이들의

존재는 참여자들이 성별에 따라 각각 일터와 가정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

음을 보여주었다. 오랜 세월을 알아온 만큼 이들은 유대관계가 깊어 주기

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다수의 관계가 긴밀히 연결되어있었다. 또한 이미

관계 속에 공통된 추억거리와 유사한 배경을 지닌 경우가 많아 이질성에

대한 갈등이 거의 없었다. 또한 연령 차이와 호칭에 있어서도 비교적 자

유로웠으며 관계의 단절 또한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이웃 친구와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를 토대로 어떤 부류

의 친구가 더 친구다운가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크지 않다. 이는 단지 각

관계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뜻할 뿐 어떤 집단이 더 친구

다운지 혹은 친구라고 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이 누군가를 친구로서 정의하는 과정에는 각자의 주관, 신체기능

과 같은 물리적 여건, 가정 및 사회에서 어떠한 것을 느끼고 있는가와 같

은 심리적 요인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초고령기 친구관계는 단일한 몇 가지의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안에 개개인의 스토리가 담겨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들은 여전히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나 노화에 따른

다양한 기능의 손실을 경험하고 있어,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

의 대응방법이 필요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만남 시, 보청기와 같은 신

체보조기구를 착용하는 것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처지

인 서로를 위한 배려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때, 관계의 깊

이에 따라 배려를 제공하거나 받을 때 느끼게 되는 정서에는 차이가 있었

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친구를 위해 ‘의당’해주어야 하는 노력이라고 여기

는 성심과 참여자 타인과 교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그들 내부에서 발

생되는 신체적 어려움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해보였다. 이는 신체 기능

의 저하가 반드시 관계의 단절과 축소로 이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시

사한다. 그들이 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노인들의 공

간을 활용하거나 초고령기의 시간적 여유를 이용해, 직접 만남을 갖는 것

등이 있었다. 이 때,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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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야 했으나 이를 고되다기보다는 친구들의 ‘사는 이야기’기를 듣는

즐거운 봉사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는 초고령 노인의 긍정성을

드러난다. 또한 그들이 연락 수단의 제한 및 낮은 연락 빈도 등에 연연하

지 않는 것 역시 젊은 다른 연령대와는 구분되는 그들만의 ‘느긋함’이었다.

한편 참여자들에 따르면 관계유지의 진정한 어려움은 외부환경에 있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도시환경 특히, 무인기계의 증가와 익숙한 건축물의 교

체와 같은 변화는 초고령 노인으로 하여금 ‘익숙하지 않음’을 경험하게 했

다. 이로써 친구의 집이나 만남의 장소에 가는 것은 점점 쉽지 않아졌으

며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마실’다니던 어린 시절의 고향과는 다른 분위기

를 지니고 있었다. 이동지원서비스가 세심하게 설계되지 못한 것 또한 이

들에게는 큰 불편함이었다. 마지막으로 도시 내에서도 노인 공간의 위치

와 접근의 용이성이 상이하여, 모두가 도시의 편의를 누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외부 환경이 스스로 혹은 친구들

과의 노력으로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는 초고령 노인이 친구관계를 유지하

는 것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즉, 그들의 관계 단절 내지

축소를 그들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셋째, 참여자들이 이토록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 즉, 일상이 그들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가 큰 까닭

이었다. 참여자들이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는 일상의 여가, 봉사, 그리

고 식사, 운동을 포함한 그 외의 활동 세 가지 분류가 있었다. 동시대를

살아온 동무인 만큼 공유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많았으며 이는 초고령 노

인의 삶에 즐거움을 안겨주는 한편, 편안한 휴식시간이 되기도 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무엇보다 함께 하는 ‘식사시간’이 갖는 의미가 가장 큰 듯

했다. 외로움과 무미건조함, 불편함 대신 대화와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

다. 이렇듯 친구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는 그들의 일상은

‘일과로서의 의미’, ‘가족과는 다른 특별함’, ‘역할과 자리의 획득’이라는 세

가지 의미로 다가왔다. 우선 친구와의 만남은 무료한 하루의 활력이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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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같이 원거리를 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

인을 몰아붙이는 사회문화적 규범의 영향으로 그들은 적당한 일과로써 무

언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편 참여자들은 친구와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까닭은 이들이 대

화의 주제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있어 제약이 크지 않은 동료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친구란 즐거움과 편안함의 원천이었

다. 또한 본래 호혜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이기에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있어 부담이 적었다. 상당히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그간 강조되어왔던 ‘지원’의 의미를 친구관계만의 특별한

일상과 역동 속에서 재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친구는 가족

의 부재나 결핍을 대체하는 부차적인 존재가 아닌 그만의 각별함을 지니

고 있는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들과의 교류는 초고령 노인으로 하여

금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맡고 있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인정’받는 것은 뿌듯함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

어주었다.

넷째, 친구의 죽음은 초고령기 관계의 특성 중 하나였다. 친구의 존재가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듯, 상실 역시 많은 정서를 불러일으켰

다. 연민, 안타까움, 슬픔, 인생에 대한 허무함 등이 그에 속했다. 그 중,

여성 참여자에게 친구란 배우자가 떠난 빈 자리를 채워준 존재이기에 상

실감이 더욱 컸다. 또한 90대에는 함께 애도의 과정을 거칠 친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슬픔이 짙은 듯 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의 정도는 관계

의 깊이에 따라 달랐으며 죽음 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유대가

깊은 친구의 상실은 가장 먼저 떠올려질 만큼 아픈 기억이었으며 얕은 관

계의 친구의 부고는 제 때에 전해 받지 못해 답답하다고 표현했다. 이처

럼 초고령 노인에게 친구의 상실이란 여러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했지만,

이를 숱하게 경험한 만큼 그들 나름의 대처방법도 지니고 있었다. 연구자

는 이를 ‘마음 다스리기’와 ‘행동 실천하기’ 두 가지로 분류했다. 전자는 초

고령 노인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고 애도와 위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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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후자는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더 역동적으로 슬픔을 극

복하는 것이었다. 이 때, 참여자들에게서 중요하게 발견된 것은 노화에 따

라, 이전에 적용해오던 대처방법을 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실천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초고령 노인의 능동성, 긍

정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으로 살펴본 초고령기 친구관계의 다양성, 유지, 상실을 극복 등은

초고령 노인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그들

은 분명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많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흐름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는 한편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책을 모색해, 스스로 보완하고 수정해나갔다. ‘노인은 도움

받아야하는 대상’이라는 과거의 수동적이고 연약한 노인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

라고 여겨진다. 그들은 더욱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지니고 있는 욕구 역

시 다양해지고 있다. 그간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노인들에게는 적극적으

로 관계 맺으며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여가를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을

권장해왔다(박미석, 이유리, 2003; 신원우, 2011; Riddick, 1994). 즉, 변화

된 관점으로 보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초고령 노

인에 대해서는 이들을 여전히 ‘연령’이라는 틀에 가둬 두려는 일종의 연

령차별주의가 만연한 실정이다. 그들에 대한 연구가 자체가 부족하며 이

들의 관계망을 탐색하려는 시도조차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는 먼저, 초고령 노인에 대한 연구에 앞서, 이들이 이미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대상 자체에 대한 편견이 있

는 한 이들을 대상으로 양산되는 연구들은 정작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이자 주목할 점은 초고령 노인에게 가족만큼이

나 중요한 관계 자원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그간의 연

구 경향에 비춰보면, 특히 국내연구는 초고령 노인을 타인과 관계하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인식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다뤄온 경향

이 뚜렷하다(김정석, 2005; 염지혜, 2013; 윤순덕 외, 2008). 물론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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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삶을 탐구한 선구적인 연구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크

다. 그러나 이제는 부양에 대한 사고관념과 세대관계에 있어서 지원의

흐름 등이 변화되고 있다. 과거의 부양문화를 엄격하게 준수하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거나 혹은 점차 평등성을 지향하고 있

는 추세이다(Suitor et al., 1994). 더욱이 중·노년기에 접어든 초고령 노

인의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한 충분한 자원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은퇴와

재취업 등의 문제에 부딪혀, 자신의 노후 준비조차 빠듯한 실정이다(이

용재, 2013).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듯, 초고령 노인은 더 이상 자

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으며 때로는 이것을 부담으로 느

끼기도 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초고령 노인 스스로 점차 변화하고 있

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령 노인의 관계망

을 가족 관계에만 국한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과 노인

양자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주

체적인 존재이며 가족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 자원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

한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시에도 더 넓은 사고의 폭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초고령 노인의 친구관계는 이들의 세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는 점이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편안하게 여

기는지’ 혹은 ‘친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에 살펴보다보면, 그 안

에 이와 같이 달라진 부양의식과 세대관계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 세대와의 세대차이, 스스로 자녀에게 의존하

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녀가 자신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

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친구관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얼마 전 아내와 사별한 참여자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기에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는 오히려 친구들

과 함께 하는 것이 시간을 더 잘 흘려보낼 수 있고 외롭지 않다고 설명

한다. 이러한 이야기에 비춰볼 때, 친구관계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하

는 거울과 같다. 따라서 진정 초고령 노인 혹은 그 의 가족 관계를 이해

하고자 한다면 노인이 지닌 가족 외 관계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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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초고령 노인은 자신이 소속된 ‘자리’와 ‘역할’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수가 증가되며 이들의 비생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Butler, 1987). 이는 초고령 노인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이 사회에 문제 시 되는 존재임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일 수 있다. 한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노인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규정 지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안준희, 김승용, 2009).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상당수도 국가로부터 소량의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매우 ‘미안하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꾸준히 무언가에

열중하여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임을 입증하길 원할 것이며 한

편으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

해 본 바, 그들은 이 과정은 ‘친구관계’를 통해 수행하고 있었다. 친구관

계를 맺고 그 안에서 특정한 역할과 소속감을 지니는 것, 여전히 친구에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 친구들과 함께 봉사를 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 등은 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가치

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입증하는 과정이었다. 한편,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변화된 가족구조, 변화된 자신의 신체 및 인지상태 등으로 이제는 더 이

상 가족 안에서 수행해왔던 주부양자, 돌봄 제공자 등의 역할은 수행하

길 원치 않는 듯 했다. 이는 친구관계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들은 자신의

‘현 상황과 욕구’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일들로 구성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체력상태와 원할 때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뜻하며 이를 통

해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였으며(윤희, 1994; Matt & Dean, 1993) 살아있

음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유용성을 실현할만한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덧붙여, 앞으로 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초고령기 사회관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결과 일부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 중심적인 관계에 애정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는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 밝혀진 것 이상의 깊

이 있는 해석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

점에 조금 더 주목하여 탐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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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되도록 초고령기 사회관계의 다양한 사례들을 포함

시키고자 하였으나, 참여자 접촉의 어려움으로 인해 살펴보지 못한 사례

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건강의 저하와 마땅한 돌봄 제공자가 부재하여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이들의 경우 그 곳에서 동

일 연령대의 친구들과 일상을 보내고 교류하며, 친구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들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상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 처해있으며 그

렇기에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이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사례를 모두 포함시켜 초고령기 친구관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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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the urban

oldest-old friendships among people. Notably, once the oldest-old

friends reach the end of their life cycle due to loss of roles and

resources, they experience shrinkage of social networks, thus

friendships or close relationships become significant during that old

age. Meanwhile, this type of network is one of the essential factors

which indicate the experience people get from the activities in the

society and how they cope with them. However, the relationship that

exists among friends is substantially, a subjective indicator of many

things. Worthy to note is that various research methods required and

used to encompass the relationships of the oldest-old friends have the

outcome that reflects individual’s current circumstances and

perspectives.

In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were conducted

with 12 eldest of the older friends who are 85 years old in Seou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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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politan region. The main themes and patterns which emerged

were the diversities in the relationship of friends, the mechanism of

maintaining relationship, methods and daily activities connect friends’

relationship and life, and experiences of death and loss.

First, the oldest-old friends maintain diverse friends’ relationship

which the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Primarily, distinctive

relationships were found based on life-long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s which were formed before and during old age. This type

of relationship formed before old age showed different dynamics from

the relationship formed during old age. Specifically, the depth of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depth of ties and the degree of

tension by individual’s heterogeneity were the factors that shaped

relationship. But this distinctiveness indicated “differences” rather than

the factors that make them to choose “true friend”. It, therefore,

depends on complexities of factors, such as the status of physical

functioning, psychological factors formed from family and society.

Perhaps, through the above, friends’ relationship during the old age is

not defined by a single factor. Thus, it needs to be taken from

individual’s approach.

Second, the reason participants were able to maintain friends’

relationship despites loss of physical functioning was because of the

desires and aspirations to build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solitude

attitudes in friends’ relationships. Also, specific mechanisms and

methods in friends’ relationship were diverse in contrast to younger

age due to limited ability of using it. As such, they had to invest

and use extra efforts to maintain relationship. Nevertheles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ppeared in the oldest-old friendships

namely: positivism and easygoing which help them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of maintaining relationship. Thus, 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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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ing relationships shows that the oldest-old–friend’s

relationship does not linearly decrease as they are getting old

showing that they actively lead their own lives. Through the

interview, the external environmental impact on difficulties of the

oldest-old friendship which was considered as not is able to be

overcome by individual’s effort. This shows that friends’ relationship

is not sustained by individual’s effort but by other’s interest and

support.

Third, being with friends in their daily life makes them experience

harmonization with leisure and happiness, which conveys substantial

values, even the moment when they have meal time. These imparts

are made following new meanings which include: 1) participants’ daily

schedule composed of time with friends. 2) Friends specially

considered with different regards from family. In summary, friends do

not need to have any kind of intergenerational gap rather; they can

share interests points spread across their age. 3) Participants practice

some roles based on their physical functioning. Through this, the

researcher found out that the participants re-confirm the value of

existence in the society.

Fourth, death and loss of friends are substantially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the relationship of the oldest-old friends. They

experience sadness, sense of futility, compassion, and fairness of

being ill which makes some to feel sense of guilty being alive. The

degree of being grief was different based on depth of friends’

relationship. Nevertheless, two coping mechanisms which give

synergy to the oldest-old friends and enable them to sustain friends’

relationship, having: mind control, concentrating on internal side of

their mind, and practicing the behavior to overcome sadness.

At this point, if there is no one who supports them emo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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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therefore, require more efforts. They also need to explore more

coping mechanisms especially when they would not be able to apply

it due to age. This study however, has four implications. First, it

reveals the activeness and autonomous fun in the lives of the

oldest-old participants while sustaining friends’ relationship by

overcoming different difficulties. Second, they have special relational

resources as meaningful as their family members.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es, especially studies in Korea, many have been

restricted to the range of family. This perception nevertheless,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in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found in the

oldest-old friends in Korea including traditional family value. Third,

the relationship of the oldest–old friends as well, reflects family

relationship. In some cases, participants feel more comfortable being

with friends rather than being with their family members because it

depends on whom they spend more time with, revealing the chang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and family value in current Korean

society. To this end, it is critical to explore friends’ relationship or

other relational capitals around the oldest-old friends who help

individuals understand family relationship. Lastly, the oldest-old

friends want to be continuously recognized as useful and active

human beings. This indicates that along with changes in social

norms, the oldest of the old friends perceive change. Thus, it is

crucial to offer an opportunity for the value of the voluntarily practice

to be made known.

Despite the implications, this study show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it did not consider friends’ relationship which differs

by gender. Second, this study omits those living in senior residential

areas or sanatorium due to difficulties in contacting them. Since the

number of the oldest-old friends is increasing, the relationship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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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in various cases and circumstances need to be fully explored

in the future.

keywords : Oldest old, Friendship, Autonomy, Diversity, Daily

lif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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