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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탐색: 다중 질적방법 연구

김동하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노년기의 신체활동은 일상생활기능 유지와 노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의 신체활동은 근린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역사회 맥락에 따라 근린환경의 특성과 노

인의 주관적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노인의 신체활

동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신체활동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

역사회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노인의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에 대한 탐색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을 둘러싼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에 대한 지역

사회 맥락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

경 인식의 주요 속성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일개 지역사회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자산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과제의 질적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분석하였다. 해당 연구과제에서 적용한 다중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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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은 설명적 방법과 공간적 방법의 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적 

방법으로는 연구 대상지의 노인 34명에 대한 심층면담과 대상지에서 노

인 관련 서비스 제공자 9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 집단토의가 실시되었다. 

또한 공간적 방법으로는 연구진이 직접 연구 대상지를 관찰하는 walking 

tour와 심층면담에서 언급한 근린환경에 대해 참여자와 함께 방문하여 현

장성 있는 설명을 듣는 guided tour, 근린환경을 통한 신체활동 행태를 

시각 정보로 확인하는 근린환경 인지지도 그리기가 실시되었다.

다중 질적 자료를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도출된 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 인식의 속성은 일상성, 친숙성, 접근성, 안전성, 건전성, 심미성이

었다. 또한 각각의 속성들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으로 노인들의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

라서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의 속성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신체활동 친화적인 근린환경의 조성을 제언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과 다부문 협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다중 질적 자료를 통해 텍스트 정보와 시각 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지역사회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가능하였으며, 연구결과들 간의 

삼각화 검증을 이루어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향후 

다중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 시 지역주민의 참여 기전까지 고려한다면 실천

적 연구방법으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의 역량 증진에 실

질적인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 분야의 방법론적 의의

가 존재한다. 

                                               

주요어 : 노인, 신체활동, 다중 질적방법, 근린환경, 주관적 인식

학  번 : 2014-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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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

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

고 있다(통계청, 2013). 이처럼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인빈곤이나 소외, 질병에 따른 부양부담 등과 같은 노인의 건강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동반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의 투입이 예상된다. 이는 국가나 지역사회 모두

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노인 스스로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에서는 노인이 노후생

활을 영위하는 동안 일상생활기능의 장애 없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노인의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WHO, 

2002). 노인의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 증진은 고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비만 등의 건강위험요인들의 개선 및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효과와 근지

구력, 유연성 등의 건강체력 향상 및 급속히 진행되는 노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희걸, 2008; 문영희, 2006; 최창국 & 현

승권, 2000). 또한 신체적 건강 이외에도 신체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한 고독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신체활동

을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환경에 있는 노인들 간에 유대감과 친밀감이 

형성되어 자기효능감 및 생활 만족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이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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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김석일 & 오현옥, 2013; Nussbaum et al., 

2000). 

하지만 노인의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

은 수의 노인들은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영희, 2015; 손화희, 

2004; WHO, 2007). 이에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 수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인의 일상생활

과 관련이 있는 신체활동 결정요인에 대한 파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석말숙, 2004; Fleury & Lee, 2006). 이러한 논의들을 다루기 위하여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의 관심은 점차 노인의 실제 삶이 이루

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근린환경 요인들과의 영향 관계를 살

피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Giles-Corti et al., 2005). 현재까지 노인들

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물리적 근린환경 요인은 공

원/녹지와의 접근성(Hoehner et al., 2005; Suminski et al., 2005; 

Takano, Nakamura, & Watanabe, 2002), 보행로의 질(Pikora et al., 

2006), 토지의 혼합도(Berrigan & Troiano, 2002; Frank & Pivo, 

1994), 인구의 밀집도(Saelens et al., 2003), 동네의 미적경관(Ball et al., 

2001; Giles-Corti & Donovan, 2002) 등이 있으며, 사회적 근린환경 

요인으로는 사회조직의 특성(Booth et al., 2000), 이웃과의 상호 교류정

도(Everard et al., 2000), 마을의 안전한 분위기(Ball et al., 2001) 등이 

밝혀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지역사

회 근린환경 요인들이 항상 노인의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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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맥락과는 동떨어져 노인들의 인식도가 

낮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근린환경의 경우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효

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춘종, 2013). 이는 노인

들이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맥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신체활동 시 근린환경의 이용도나 선호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욱진 & 김태연, 2013; Gebel et 

al., 2011).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성종상 외(2015)의 연구에서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최근에 조성된 

공원보다는 지역사회 내부적으로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형

성된 마을 내 작은 공터나 쉼터가 오히려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중요한 신

체활동 자산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Sugiyama와 Thompson(2008)의 연구

에서도 노인의 경우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 중 쾌적성이 높을수록 여가 

목적의 걷기가 증가하며, 접근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이동 목적의 걷기

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

린환경에 대하여 노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지역사

회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근린환경과 관련된 지역사회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 이외에도 근린환경의 위치, 분포 등에 따라 생기는 공간적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는 다중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질적 연구방법의 다중 적용은 심층면담과 같은 설명적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텍스트 정보(text information)와 관찰조사, 지역사회 매핑 

등의 공간적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각 정보(visual information)를 

함께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oran et al., 2014). 이처럼 서

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단일 질적 연구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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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파악하기 힘든 다각적인 지역사회 맥락 탐색이 가능하고, 이는 노인

의 신체활동 관련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노인의 생활공간인 지역사회 근린환경 내의 다양한 요인들은 신체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노인이 어떻게 인식하

고,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실제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신체활동은 다

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활동

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중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신체활동을 효과적으

로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주관적 근린환경 요소를 도출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분화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방법 중 공간적 방법과 설명적 방법의 조합을 통해서 

노인을 둘러싼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맥락을 다각적

으로 탐색한다.  

둘째, 탐색된 지역사회 맥락을 바탕으로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주

관적 근린환경 인식의 속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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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외 현황

노년기 신체활동이 가져다주는 건강 편익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

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들이 발표됨에 따라 신체활동 증진은 국가 단위의 보건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필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3년 국민의 

신체활동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의 발

행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신체활동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65

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2시간 30분 이상 걷기를 포함한 중강도 

신체활동 또는 일주일에 1시간 15분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수행을 권

고하고 있으며, 신체활동을 할 때에는 적어도 10분 이상을 여러 날에 나

누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하지만 현재 노인의 신체

활동 수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무

르고 있어(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5) 시행되고 있는 신체활동 

정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정책 중의 하나인『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 2020』에서는 신체활동을 건강생활 실천 확산의 중점 과제로 다루

고 있으며,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해서는 노인에게 적절한 표준화된 운

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노인 건강 운동교실 운영 및 활성화, 경로당

을 기반으로 한 운동 사업들에 대한 종합 분석, 노인 건강 프로그램의 효

과성 평가 및 노인 건강 운동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보건

복지부, 2011). 하지만 이에 대하여 2020년까지의 달성 의지만 표명하고 

있으며,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은 국가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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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는 체계화가 부족한 실정이다(고광욱, 2013). 또한 노인의 신체활

동 증진을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보건 분야의 전

담 하에 노인을 사업의 수혜자로 인식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교육

이나 운동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 개개인의 건강행동 개선에 집

중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물리적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하철역에 건강계단을 설치하거나,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내 

둘레길을 활용한 걷기 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들의 지속 가능한 신체활동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다부문 간의 협

력은 미흡한 실정이다(선우덕, 2008).  

이에 비해 유럽,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노인의 신체활동이 지

역사회 근린환경과 밀접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00년대 후반부

터 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주도하여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신체활동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차원적인 신체활동 증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

다. 유럽에서는 2007년 WHO에서 발간한 신체활동 이론적 틀(Steps to 

health: A European framework to promote physical activity for 

health)에 대한 보고서에서 보건의료, 교통, 도시계획, 주거환경 등의 다 

부문에 걸쳐서 통합적인 신체활동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각 

분야별로 개인적, 미시적, 거시적 환경 차원에 따른 중요 부문들을 나누

어 설명하면서 노년기를 포함한 생애 주기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분야 

간 협력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07). 미국 역시 국가적 차원의 신체활동 계획(National Physical 

Activity Plan)을 통해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중보건,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교통과 토지이

용 및 지역사회 디자인, 공원과 여가 및 스포츠, 사업 및 경제, 언론홍보, 

자원봉사 및 비영리조직 총 8개 부문의 협력과 연계 방안을 지침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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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US National Physical Activity Plan Coordinating Committee, 

2011). 또한 호주에서는 “Active Living for All”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

통, 복지, 보건,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적인 생활과 관련 있는 기존의 

정책들을 모아 각각의 다양한 계획과 전략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을 통합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Department of Sport and Recreation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2011).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노인들이 신체활동

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범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들 부문

과 생활의 터의 연계를 통한 전략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노인의 신체활동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신체활동 관련 개별 영향요인

에 대한 중재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다

차원적인 영향요인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신

체활동과 관련 있는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신체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근린환경 간의 관련성

개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에 유익한 수준까지 신체활동 

수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지식, 정보, 동기유발뿐만 아니

라 개인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정책적 요인을 포함

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강수진 & 김영호, 2011; 조정환 & 강보

미, 2009). 최근 이러한 맥락에서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간

접적인 영향요인 중 신체활동 실천을 장기간 유지시키고, 그 효과와 영향

력이 다수의 대중에게 작용하는 지역사회 근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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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조정환, 2007; Brownson et al., 2000). 

지역사회 근린환경(neighborhood environment)은 주거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지역 개념과 함께 거주

하는 이웃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장소의 개념을 포함한다

(Huie, 2001). 따라서 지역사회 근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교통시설, 

주거유형, 보행환경 등의 물리적인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친밀

도, 마을의 분위기, 이웃과의 상호 교류 정도 등의 사회적 환경요인까지 

모두 포함된다. 

지역사회 내 물리적 환경요인과 신체활동 간의 관련성을 살핀 연구들

은 최근 보건학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분야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학제 간 통합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 다양

한 영향 요인들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다(성현곤, 이수기, & 천상현, 

2014).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 요인 중에서도 시

설과의 접근성은 신체활동의 수준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은 선행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McCormack et al., 2004). 

Humpel, Owen과 Leslie(2002)의 연구결과 지역주민과 공공 운동시설과

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역사회 주민의 신체활동 참여도가 높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Brownson 외(2000)은 지역주민의 거주지와 산책로와의 접근

성이 좋을수록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신체활동과 운동 관련 시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점 

또는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이동 목적의 신체

활동이 증진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신체활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

는 운동시설, 산책로 외에도 신체활동을 유발하는 간접 영향요인의 접근성으로

까지 그 시각이 확장되고 있다(McCormack, Giles-Corti, & Bulsar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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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관련 시설과의 접근성 측면 이외에도 교통 체계, 토지이용, 

주거지 밀도 등과 같은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의 요소들 역시 이동 

목적의 신체활동으로서 자전거 타기, 걷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Frank 외(2006) 연구에서는 건조환경 요소 중 토지이용

의 혼합도, 교차로와 주거지역의 밀도, 상점의 비율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의 보행친화도 지수(walkability index)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산

된 보행친화도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주민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의 감소 및 신체활동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내

었다. 건조환경 요소와 신체활동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국내의 실증연구

에서도 역시 토지이용 혼합도와 교차로 수, 도로 간의 가로 연계성, 단독

세대의 비율은 보행량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진 반면, 다세

대 및 연립주택의 비율과 도로의 높은 경사도는 신체활동에 부정적인 영

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이경환 & 안건혁, 2007; 최태규 & 김흥순, 2013). 

물리적 환경요인과 더불어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

적 환경이 얼마나 신체활동 친화적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운동 클럽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등의 지역사회 

차원에서 신체활동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

는 것은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Yen & 

Kaplan, 1999),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신체활동을 선택하는데 지속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ng et al., 2004). 이는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걷기 동아리 결성을 통해 높아진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는 지역 구성원들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걷기 활동이 지속

적으로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배윤정 외, 2004). 또한 서진교와 김성

훈(2004)의 연구결과에서는 이웃으로부터의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

다고 응답한 경우일수록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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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외에도 이웃 간의 동질성이나 상호 신뢰

(mutual trust)도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활

동 기회와 이웃의 응집력에 대한 관련성을 살피는 Fisher 외(2004)의 연

구에서는 이웃 구성원이 서로 동질적으로 느낄수록 신체활동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역 주민에 대한 친밀도와 상호 신뢰가 높

을수록,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낮을수록 신체활동 수준의 증가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진석, 2012).

이상의 신체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근린환경 간의 관련성을 다룬 국내

외 연구를 요약하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또는 

사회적 환경 요인과 신체활동 간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

과들로부터 각각의 영향력 있는 지역사회 근린환경의 주요 인자들을 도

출해 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개별 환경에 속하는 영

향요인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신체활동의 동기와 의사결

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공간적 맥락효과의 측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사회생태학적인 관

점에서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그러한 근린환경을 지역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인식을 공유하고, 어떠한 

지역사회의 맥락이 작용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근린환경 인식이 노인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노인의 경우 신체활동 시 중등도 운동을 장시간 지속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부담 및 운동 상해의 위험율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지

속적으로 저강도의 유산소성 운동, 유연성 운동, 심폐지구력 운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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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권장하

고 있다(Mazzeo et al., 1998). 따라서 노년기의 신체활동 정책은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의 회복 및 유지ž증진을 목적으로 심폐지구력, 저항력, 유연

성, 이동능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권고안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

으며, 노인의 신체활동을 일상생활 공간인 지역사회 근린환경을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선우덕, 2008). 이러한 추

세에 따라 지역사회 근린환경 요인들과 노인의 신체활동과의 관련성을 

살피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의 경우 

신체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근린환경의 영향력이 젊은 연령대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Elreedy et al., 1999; 

King, 2008; Robert & Li, 2001). 

또한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 지역사회 근린환경에 민감

하게 반응하며, 오랫동안 친숙하게 생활한 근린생활권 안에서 거주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hl, Iwarsson, & 

Oswald, 2012). 노인은 한번 정착을 하게 되면 이주율이 낮으며, 살던 

곳을 떠나기를 꺼려하고 익숙하고 오래 살던 지역에 친숙함을 느끼고, 그

러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Rubinstein & Parmelee, 1992). 

이러한 근린환경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 애착은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영

향을 미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소속감으로 이어져 신체활동에 대한 참

여와 실천으로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현기, 2013; Wiles et 

al., 2009). 이에 노인들이 거주하고, 실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근린생활

권 단위를 중심으로 공공 운동시설의 설치, 보행로 개선, 자전거 도로 설

치 등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노인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가 지자체 및 국가 수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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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사회의 맥락에 따라 형성된 노인들의 근린환경 인식은 근

린환경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종상 외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지역 구성원들을 위해 

조성된 산책로를 오히려 외부인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정작 해당 지역의 

노인은 산책로를 외부인의 활동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또한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알려진 학

교가 오히려 해당 지역사회의 공간적 맥락에서는 대상지 노인들로 하여

금 물리적 경계로 인식되어 이동 목적의 신체활동의 범위를 한정하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거영역 및 지역사회 근린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이 신체활동

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노인의 주거와 근린환경에 대한 흐름은 "Aging in place" 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노인들이 기존의 삶의 터전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주거지 이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

고 있다(Pastalan, 2013). 이는 결국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 전략 역시 노

인의 주된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 근린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린환경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 정책이 유효함을 의미한

다. 하지만 신체활동 증진에 있어서 근린환경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 인식

에 따라 신체활동 증진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효과적인 신체활동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사

회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근린환경 인식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맥락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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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린환경과 노인의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질적 연구의 동향

노인의 신체활동과 근린환경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들 중 

대다수는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근린환경 요인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 2차 자료를 이용한 거시적인 지표를 활용하거나 근린환경의 수, 유

무, 거리 등의 계량적이고 수치적인 지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통

해 개인의 신체활동 수준을 위치 정보 형태로 수집하여 이를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Porter et al., 2004). 

하지만 기존의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통해 노인의 신체활동

과 지역사회 근린환경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근린환경과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지각되

는 근린환경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김욱진 & 김태연, 2013). 즉, 양적 연

구의 결과들은 노인들의 인식과 근린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노인들의 

신체활동의 동기 및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하고, 또한 기존에 보유한 지표를 통한 통계적 추론만으로는 알려지지 않

았던 새로운 환경요인과 노인의 신체활동과의 관련성을 살피기에는 한계

가 있다(Van Cauwenberg et al., 2011). 이에 따라 최근 질적 연구를 통

해 노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탐

색함으로써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 논의되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연구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Moran et al., 2014; Pikora et al., 

2003; Sampson & Raudenbush, 2004; Van Cauwenberg et al., 2012). 

현재까지 선행연구들에서 알려진 노인들의 신체활동 관련 주관적 근린환

경 인식은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을 가깝다고 인식할수록, 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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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깨끗하다고 느낄수록, 거리의 교통상황이 걷기에 심리적으로 편

안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신체활동이 증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ikora et al., 2003; Lees et al., 2007; Van Cauwenberg et al., 

2012). 하지만 이는 모두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결과로 국내에서는 

아직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관련한 근린환경의 인식에 대한 논의는 미비

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국내의 지역사회 근린환경의 맥락이 반영된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심층 면접조사, 초점 집단토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텍스트 정보와 지

역사회 내 근린환경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 정보를 동시

에 파악하여 이를 비교ž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Iwarsson & Ståhl, 2003; Ståhl et al., 2008). 이에 따

라 최근 근린환경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을 시각 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공간적 방법과 개인의 인식을 텍스트 정보로 모을 수 있는 설명적 방법

을 연구 설계 과정에서 조합하고자 하는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인의 신체활동과 근린환경을 주제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논

문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한 Moran 외(2014)의 연구에서 문

헌 고찰 대상 논문 중 질적 방법을 다중 적용하고 있는 논문은 25% 이

상이었으며, 다중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은 관찰조사와 심층면

담, 초점 집단토의의 조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의 노인들이 근린환경을 통한 신체활

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면담

과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탐색하는 초점 집단토의, 근린환경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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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찰조사, 근린환경 인지지도 그리기를 조합하여 근린환경의 객관적 

특성과 노인의 주관적 인식을 연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

동과 관련 있는 근린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맥락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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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에 대한 지역사회의 맥락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근린환경 인식의 속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과제인『신체활동 자산 

중심의 지역사회 진단기법 연구: 질적방법의 다중적용』에서 일개 지역사

회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산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

으로 수집한 2차 자료를 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 탐

색을 목적으로 재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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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방법이 다중 적용된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연구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 연구방법을 활용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 간의 비교를 통한 삼각화 검증(triangulation)은 질

적 연구결과에 대한 진실성(trustworthiness)강화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Ely et al., 1991; Glesne & Peshkin, 1992; Lincoln & Guba, 1985). 

2. 연구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2차 자료의 연구 대상 지역은 서울시 A구에 위

치한 ‘가’ 동이다. 연구 대상 지역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014년 서울시와 인제대학원대학교는 함께 서울시의 25개구가 공통적으

로 보유하고 있는 신체활동과 관련 있는 11개의 물리적 환경지표를 통해

서 자치구별로 신체활동과 관련한 물리적 환경의 친화정도를 평가하였다. 

서로 측정 단위가 다른 11개의 변수를 Z-score 변환을 통해 표준화하여 

신체활동 친화적인 물리적 환경지표를 개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A구

의 신체활동 친화지수가 서울시의 평균 Z-score 값 0에 가장 가까웠다.

<표 1> A구의 신체활동친화지수(인제대학원대학교 & 서울시, 2014)

A구의 신체활동친화지수

보도

길이

보도 

면적

자전거 

도로 

길이

도시

공원 

면적

생활권 

공원

면적

녹지

면적

공공

체육 

면적

민간

체육 

면적

자동차 

등록

대수

대기

오염 

시설

범죄율
종합

점수

-0.570 -0.899 -0.171 -0.803 -0.502 -0.860 1.450 0.292 -0.489 -0.201 -0.914 -0.460

이에 해당 과제의 연구진은 신체활동 관련 물리적 환경이 서울시의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A구 중에서 노인밀집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사회를 

최종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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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현황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

한 결과 A구의 14개의 동 중에서 노인인구비율이 7.39%로 가장 높은 

‘가’ 동이 최종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3. 다중 질적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맥

락 및 인식의 속성을 탐색하기 위해 ① 근린환경 인지지도와 심층면담을 

접목한 개인 심층 면접조사, ② 개인 심층 면접조사 후 연구진이 참여자

와 함께 근린환경을 방문하고 설명을 듣는 guided tour, ③ 연구진이 대

상지의 근린환경을 관찰하는 walking tour, ④ 대상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초점 집단토의를 통해 수집한 2차

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연구방법 별 자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 심층 면접조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

한 현황 파악 및 지역사회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생활

권을 다각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성종상 외, 2015). 따라서 해당 연

구 과제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 심층 면접조

사 시 신체활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근린환경의 주 범위, 분포 등을 지도

에 표시하는 근린환경 인지지도 그리기와 참여자와의 반 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개인 심층 면접조사 과정에서 활용된 근린환

경 인지지도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도 작성에 직접 참여하여 근린환경

에 관련된 사람, 장소, 자원, 경험들에 대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구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으며, 근린환경 인지지도의 작성을 통해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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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생활하는 실제 생활권 대한 공간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었다.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 및 모집

개인 심층 면접조사 자료의 연구 참여자는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을 통해 현재 연구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2013

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의 노인 신

체활동 권고 기준만큼 신체활동을 하는 노인과 하지 않는 노인을 각각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모집되었다. 또한 신체활동 수준 별로 성별, 

연령, 거주기간, 거주유형, 기초생활수급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모집되었다. 

개인 심층 면접조사를 위한 참여자 모집의 경우 노인 서비스 제공기

관 또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공개모집과 눈덩이 표집

(snowballing method)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다음 면접 참여자를 추천받

아 확대되었으며, 더 이상 새로운 추가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포화시점

(saturation)에 도달하게 되면 참여자 모집이 종료되었다. 개인 심층 면접

조사 자료에서 포화시점의 경우 신체활동의 수준이 권고기준 보다 낮은 

노인의 경우 18인에서 포화시점에 도달되었으며, 신체활동 수준이 권고기

준 보다 높은 노인의 경우 16인에서 도달되어 최종적으로 개인 심층 면

접조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34명이었다.

2) 개인 심층 면접조사 진행 절차 

개인 심층 면접조사의 진행 절차의 경우 먼저 연구 참가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의 진행 방식과 과정 등에 대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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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가 명시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난 후에 녹음기를 켜고 심층 면접이 시작되

었다. 면접이 시작되면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성

별, 연령, 거주기간, 거주유형, 동거인 여부, 질병이환정보, 복지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소득수준)에 대한 문항 및 국제신체활동량 설문지 

문항(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을 통한 신체

활동 수준을 평가하는 설문이 실시되었다. 설문지 작성이 완료된 후 연구 

참여자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위치 및 분포, 이동경로 및 일상 

생활권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근린환경 인지지도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

서 근린환경의 인식 및 지역사회 맥락을 탐색하기 위한 반 구조화된 심

층면담이 수행되었다. 

다음 <표 2>는 개인 심층 면접조사 시 실제로 해당 과제의 연구진이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하였던 질문지이다.

<표 2> 심층면담 질문지

활동 조사자 질문

(마을 지도 준비)

(사전에 파악한 거주지 확인)

(참여자 응답에 따라 

지도에 표시하며 확인)

마을 지도를 준비 해 보았습니다.

이 지도에서 어르신 댁이 여기가 맞나요?

귀하가 동네에서 주로 가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Ÿ 자주 방문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Ÿ OO까지는 어떤 길로 가시나요?

Ÿ OO까지는 주로 어떻게 가시나요? 걸어서 가시는지, 

  혹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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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지도 확인 

및 수정)

(종합 질문)

동네에서 다니시면서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나 좋지 못

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신가요?

Ÿ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Ÿ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Ÿ 어떤 점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을에서 서로 믿고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나 친지가 있으신

가요?

Ÿ OO가 살고 계신 곳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Ÿ OO을 찾아가실 때는 주로 어떤 길로 가시나요?

Ÿ OO을 찾아가실 때 주로 어떻게 가시나요? 걸어서 가시

는지, 혹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귀하가 말씀해주신 이 곳들이 평소에 주로 생활하시는 장소

인가요?

Ÿ 혹시 다른 장소가 더 있다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Ÿ OO에는 어떤 일로 자주 가시는지요?

마을의 환경이 귀하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어떠

한 영향을 주나요?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과 근린환경 인지지도에 대한 작성이 모두 끝나

면 추가적으로 더 응답할 부분은 없는지, 근린환경 인지지도에 빠진 부분

이 없이 모두 표기가 되었는지 연구 참여자의 검토 후 면접이 종료되었

다. 개인 심층 면접조사 시 녹취한 음성 파일은 텍스트 정보로 전환하기 

위하여 오타와 내용의 정확성이 확인된 전자 문서 파일 형태로 전사되었

다. 또한 근린환경 인지지도의 경우 객관적 수치 지형도로 옮겨져 1차적

으로 지도화 과정을 거친 후, 이를 다시 Auto CAD를 이용하여 디지털

화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지도 자료로 변환되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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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단계 3단계

인 지

지 도

변 환

단 계

방법 인지지도 작성 1차 지도변환 인지지도 디지털화

[그림 2] 근린환경 인지지도 자료의 변환 단계

나. Guided tour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guided tour란 연구 참여자와 함께 목적지

나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실시하는 면접조사 및 관찰조사 방

법으로 장소에 대한 경험을 기억에 의존하는 기존의 면접 방식이 아닌 

풍부한 현장성 있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및 맥락 

탐색을 도모한다. Guided tour는 기존의 연구자의 질의에 수동적으로 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면접방식보다 참여자로 하여금 연구자와 동등

한 관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n Cauwenber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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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 및 모집

해당 연구과제에서 수행한 guided tour의 연구 참여자는 개인 심층 

면접조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에서 거

동이 불편하여 장시간 보행활동이 어려운 참여자와 guided tour를 희망

하지 않는 참여자들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총 17명이 참여하였다. 

2) Guided tour 진행 절차

Guided tour 진행 절차는 연구 참여자와 해당 과제의 연구진이 함께 직

접 근린환경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파악한 근린환경에 대하여 실제 확인 및 추가 관찰이 실시되

었다. 또한 근린환경 인지지도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실제 이동 경

로 및 이동 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측정이 가능하였으며, 심층 면접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없었던 현장 중심의 반응이 확인되었다. 한 명의 참여자 당 

한 번의 guided tour로는 심층 면접조사 때 언급한 근린환경을 모두 방문

해서 관찰하고, 설명을 듣기에는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여 참여자 

당 평균 2~3회의 guided tour가 실시되었다. 

다. Walking tour

Walking tour는 연구 대상 지역을 연구자가 도보로 이동하며 지역사

회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유용한 근린환경의 특성들을 탐색하는 관찰 연

구방법이다(McKenzie, Neiger, & Thackeray, 2012). 또한 walking tour

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단계 초기에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감을 형

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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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Walking tour 시 성공

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에 따라 관찰해야 할 대상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관찰할 행동 또는 목록, 사건의 내용을 체크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서 이를 양적으로 수량화하여 체계적으로 범주화 

하고 객관화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김영천, 2006). 

1) Walking tour 진행 절차

Walking tour의 진행절차는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 있는 물리적 환

경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Walking Tour Index(성종상 외, 2015)를 

기준으로 해당 과제의 연구진이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이를 

지도에 수기로 표시하고, 이를 디지털 지도로 변환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다른 시간, 요일, 경로로 근린환경을 이용한 노인들의 신체활동 행태를 

관찰하고, 이를 행태관찰일지로 기록하였다. 이후 행태관찰일지를 통해 

각 지점 별로 누적된 데이터들을 객관적 수치지형도에 옮겨 행태관찰지

도 자료로 디지털 변환함으로써 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 이용행

태에 대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림 3] Walking tour를 통해 작성된 행태관찰일지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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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Walking Tour Index(성종상 외, 2015)

항목 내용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
공원 및 녹지현황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하천, 공원, 텃밭 

교통환경 교통시설현황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도로

보행환경 보행로현황

보차혼용도로, 1m~2m 보행자도로, 

2m~3m 보행자도로, 3m~4m 보행자도로, 

4m~5m 보행자도로

운동환경 운동시설현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녹지 내 산책로, 자전거도로

생활서비스 환경

복지시설현황 구립/사립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종교시설현황 사찰, 교회, (성당)

보건의료시설현황 병원, 약국, 보건소(주민센터 내 출장보건소)

편의시설현황
마트, 편의점 , 전통시장, 

공공기관(우체국, 경찰서, 학교 등)

라. 초점 집단토의(Focus groups) 

초점 집단토의란 7~10명의 참여자로 구성된 그룹이 진행자가 제시하

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 의견, 경험 등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프로그

램 기획과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이다. 토의과정

에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므로 정량적 조사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Basch, 

1987; Betts, Baranowski, & Hoerr, 1996; Krueger & Casey, 1988). 

해당 연구과제에서는 연구 대상지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건·복지·신

체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토의를 실시하여 서비스 담당자의 경험과 시각에서 본 신체활동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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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환경의 현황 및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근린환경의 영향, 신체활동 

증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모집

초점 집단토의의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노인들

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생활·신체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이며,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조사기간 중 휴직, 해외

체류 등으로 면접이 어려운 경우는 참여자에서 제외되었다. 초점 집단토

의 참여자는 개인 심층 면접조사 시 노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

다고 언급한 기관의 해당 담당자를 중심으로 모집되었으며, 모집된 서비

스 제공자에게서 추천을 받아 추가적인 모집이 진행되었다. 초점 집단토

의는 총 2회 실시되었으며, 첫 번째 그룹은 지역사회 내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대표자 1인, ‘가’ 동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형

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 배달 및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

조직의 복지위원장 1인, 복지위원 1인, 해당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1인, ‘가’동 공공기관 소속으로 노인 대상 자원봉사 팀장 1인을 포함

한 총 5인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가’ 동 복지기관 내의 직원 4

명으로 노인 서비스를 총괄하는 팀장 1인,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데이케어 센터(daycare center)의 담당자 1인, 

노인 복지 및 신체활동 관련 프로그램 기획 담당자 2인으로 구성되었다. 

2) 초점 집단토의(Focus groups) 진행 절차

해당 과제의 연구진은 먼저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절차를 설명

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녹음기를 켜고 초점 집단토의를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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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격적으로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이 편안하

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쉽고 편안한 대화로 분위기를 이완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업무, 성별, 연령, 경력, 근무처,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관한 

내용들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다. 참여자들이 연구에 대한 이해와 질문에 대한 토

의를 시작할 분위기가 형성되면 본격적으로 초점 집단토의가 실시되었다. 

초점 집단토의 과정은 도입질문에서 핵심질문으로 점차 심화되는 구조이

며, 각각의 질문에 대해 개별 참여자가 최소한 한 번 이상 돌아가면서 응

답을 하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순환구조로 진행되었다. 

다음 <표 4>는 초점 집단토의 시 해당 과제의 연구진이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하였던 질문지이다.

<표 4> 초점 집단토의 질문지

질문
1. 노인대상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노인들이 신체활동 하기 좋은 마을로서 ‘가’
동의 환경이 어떠한지 총평을 해주십시오.(특징적인 면을 말씀해주세요)

2.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을의 시설
이나 환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Ÿ (긍정적인 시설/환경인 경우) 그 시설/환경이 어떻게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Ÿ (부정적인 시설/환경인 경우) 그 시설/환경이 어떤 식으로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마을의 시설이나 환경 외에도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Ÿ (긍정적인 영향요인의 경우) 그 요인이 어떻게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Ÿ (부정적인 영향요인의 경우) 그 요인이 어떤 식으로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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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가되면 좋을 시설,   
환경이나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Ÿ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 ‘가’ 동이 노인들이 신체활동 하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무엇이]     
[무엇을/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Ÿ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초점 집단토의에 참여한 연구진은 토의가 끝나고 난 후, 현장성을 잃

지 않기 위해 평균 3일 이내에 녹음 내용을 텍스트 정보인 전자 문서 파

일 형태로 전사하였다. 이후 초점 집단토의의 진행자였던 연구원이 다시 

녹음 내용과 전사본을 대조하여 오타 등을 확인 및 비언어적인 표현의 

표기를 기입한 후 최종 전사파일이 완성되었다.

4. 다중 질적 자료의 분석

가. 개인 심층 면접조사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인 근린환경 

인지지도와 심층면담 자료를 각각 나누어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노인

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주관적 인식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였다. 근린환경 인지지도 자료의 경우 연구자는 노인의 신체활동 관

련된 근린환경의 분포, 신체활동 시 주 이동경로, 마을 인식의 범위 등 

근린환경에 대한 공간적 특성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대상지 노인의 신체

활동 유형과 맥락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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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정보인 심층면담 자료의 경우 풍부한 면담 내용을 포괄적이고, 

유연성 있게 다룰 수 있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Braun & Clarke, 2006). 주제 분석이란 연구자가 분석적 귀납방법을 통

해 찾아낸 개념화된 코드들 중에서 서로 관련되거나 연결되는 코드들을 

비교, 대조하고 공통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코드사이의 관계, 특징, 공통

된 메시지를 개념화하고 분류하면서 핵심테마를 찾아나가는 분석방법을 

의미한다(김영천, 2006). 

주제 분석은 총 6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연구자가 분석대상 자료

에 익숙해지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34명의 면담 자료의 전사본을 반복적

으로 읽으며, 연구자는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체계를 구상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노인의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의 의미, 속성 등 근린환경의 주관적 인식

과 관련된 모든 의미 단위를 찾아내어 진술에 이름을 붙이는 개방 코딩

(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최초 개방 코딩의 결과 170개의 코드가 생성

되었으나 코드 간의 상호배재를 이루는 과정에서 130개로 압축되었다.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생성된 코드 사이의 관련성을 비교, 대조하고 

코드 사이의 관계를 찾는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35개의 하위

범주와 13개의 범주가 코드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정리된 13개의 범주들 

중 근린환경의 인식에 대한 공통적인 속성들을 다루고 있는 범주들을 다

시 묶고, 구조화하여 잠정적인 6개의 주제를 도출 할 수 있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잠정적으로 도출된 주제들이 원래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전체 자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다

섯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주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 위하여 다시 

자료로 돌아가 비교분석을 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정확한 정의를 생성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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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작업을 실시하였고, 연구 목적에 맞는 적합한 서술과 논의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나. Guided tour 자료 분석

Guided tour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 심층 면접조사 때 미처 언

급되지 않았거나 현장과는 떨어진 장소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근린환경에 대

한 추가적인 맥락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기록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는 개인 심층 면접조사 자료인 근린환경 인지지도와 심층면담 내용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맥락 파악을 위한 분석 메모(analytic memo)로 활용하였다. 

Guided tour를 통해 참여자와 함께 지역사회 근린환경의 현장을 확인한 

자료는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삼각화 검증을 이루어, 질적 연구결과의 진

실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다. Walking tour 자료 분석

Walking tour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관찰현황지도의 경우 노인의 신

체활동과 관련된 물리적 근린환경 현황을 수기로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다시 객관적 수치지형도로 변환시킨 자료였다. 이러한 시각 정보를 통해 

연구자는 대상지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이동, 운동, 생활서비스 관련 

근린환경에 대한 공간적 맥락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맥락에 대한 다각적

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근린환경을 통해 신체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수, 장소, 일시, 신체활동 행태를 시각정보로 제공하는 행태관찰지도 자료

의 경우 심층면담에서 파악된 근린환경의 인식을 연결지어 해석함으로써 

근린환경 인식에 따라 발생하는 해당 지역사회 노인의 신체활동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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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점 집단토의 자료 분석

초점 집단토의에서 수집된 자료 역시 심층면담 자료와 같이 텍스트 

정보이기에 노인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근린환경의 속성을 탐색하

기 위한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초점 집단토의를 통해 

수집된 2개의 전사본에 대해 반복적으로 읽으며,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의 속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시각을 전반적으로 파악

하였다. 이후 노인 신체활동 증진과 관련된 모든 의미 단위를 명명하는 

개방 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개방 코딩 결과 최초 78개의 코드가 생성되

었으나, 비슷한 진술을 묶고, 코드 간 상호배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 54개의 코드로 압축되었다. 54개의 코드에 대하여 범주화 과정을 통

해서 11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5개의 범주에 

대하여 공통적인 속성을 구조화하여 잠정적인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잠정적인 3개의 주제에 대하여 정련화 과정을 거쳐 정확한 정의를 생성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초점 집단토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개의 주제는 대상지 노인의 개인 심층 면접조사 결과 중 심층면

담 자료 분석 결과와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서 지역사회 맥락을 보완 및 

검증하는 것으로 활용하였다.

5.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준거전략을 따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다중으로 적용하여 얻은 다양한 자료원의 통합을 

통해 연구자료 해석에서의 과실과 판단 오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다년간 수행해 온 보건학 교수 1인의 감사를 통해서 해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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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오류를 줄이고 1인의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주관적 해석을 방지

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해 어떠한 

의도나 개입을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중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Sandelowski, 1986).

6. 연구 윤리  

본 연구는 2015년 5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

(IRB No. 1505/001-026)을 받은 연구과제에서 수집한 질적 자료에 대

하여 학위논문 연구 주제에 맞는 재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2015년 11월 최

종 승인을 받았다(IRB No. E1511/0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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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개인 심층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개인 심층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지 ‘가’ 동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총 34명의 참여자 중 여성은 58.8%, 남성은 41.2%

이며, 연령 분포는 65~69세가 23.5%, 70~79세가 47.1%, 80~89세가 

29.4%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5.4세였다. 동거인 수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 또는 자녀 1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41.2%, 3인이 함께 사는 경우가 11.8%, 4인이 함께 사는 

경우가 2.9%로 주 동거 형태는 노인 단독가구 형태였다. 개인 심층 면접

조사 참여자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20.6%, 연립, 빌라,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32.4%, 아파트 거주자가 47.1%이며, 거주기간의 경우 모

집된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대상지에 장기간 거주한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27.1년이었다. 기초생활수급여부는 비수급자가 70.6%, 

수급자가 29.4%로 경제적으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은 참여자

의 비중이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참여자의 76.5%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 일상생활에서 활동의 

제약을 약간이라도 겪고 있는 참여자는 50%, 전혀 겪고 있지 않다고 응

답한 참여자가 50%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노인 신체활동 권고안 

수준만큼의 참여자들의 신체활동 여부는 하고 있는 참여자가 47.1%, 하

고 있지 않은 참여자 52.9%로 신체활동 수준이 다른 참여자들의 근린환

경 인식이 종합적으로 연구결과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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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인 심층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명 %

성별
여성

남성

20

14

58.8

41.2

연령

65~69세

70~79세

80~89세

8

16

10

23.5

47.1

29.4

동거인 수

0명

1명

2명

3명

15

14

4

1

44.1

41.2

11.8

2.9

주거유형

단독주택

연립, 빌라, 다세대 주택

아파트

7

11

16

20.5

32.4

47.1

거주기간

1년 미만

1~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1

3

7

11

12

2.9

8.8

20.6

32.4

35.3

기초생활수급여부
수급자

비수급자

10

24

29.4

70.6

주관적 건강상태

좋다

보통

나쁘다

10

16

8

29.4

47.1

23.5

일상활동 제약수준

전혀 없었다

약간 있었다

많이 있었다

17

13

4

50.0

38.2

11.8

권고안 수준의 

신체활동 여부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16

18

47.1

52.9

계 3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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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심층 면접조사 결과

가. 심층면담 분석 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하위범주와 범주들

의 관계와 각 범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흐름에 따라 주제도(thematic 

map)를 그려나감으로써 대상지의 노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체

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속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 범주간의 관계 

및 흐름을 기반으로 대상지의 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체활동 관련 근

린환경의 주관적 인식을 구조화한 주제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 인식에 대한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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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노인들이 인식하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중요한 속

성은 일상성, 친숙성, 안전성, 접근성, 건전성, 심미성이며 귀납적으로 도

출된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으로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영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는 도출된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의 범주를 사회생태학적 차원으로 분류

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표 6). 대다수의 근린환경 인식의 속성은 하

나 이상의 근린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같은 근린환경에 속한 범주들은 서

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린환경을 통한 지역사회 노인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출된 

주관적 인식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6> 사회생태학적 분류에 따른 근린환경 인식의 속성별 범주 

사회생태학적 차원

구분 개인적 환경
사회적 

근린환경

물리적 

근린환경
제도, 규범 

인식의 

속성

일상성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자연스러운 

외출 기회

친숙성

장기간 거주,

비슷한 

생활 수준

안전성
사회적 

환경의 안전

물리적 

환경의 안전

접근성 공평한 기회 물리적 접근성 비용적 접근성

건전성
불건전 행동에 

대한 관리

심미성

다양한 볼거리,

탁 트인 공간,

깨끗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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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첫 번째 인식 : 일상성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 중 가장 많이 언

급되었고, 강조되었던 속성은 일상성이었다. 근린환경의 일상성은 노인들

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었는데, 노인들은 일상생활이 곧 신

체활동이며, 늘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신체활동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운동프로그램 참여나 운동시설을 이용한 직접

적인 운동 목적의 신체활동 이외에도 가사활동, 이동 목적의 보행, 친목

이나 사교모임, 종교 활동, 마트에서 장보기 등 근린환경 전반에서 이루

어지는 행동 그 자체를 신체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신체활동에 대한 이

러한 노인들의 인식은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근린환경을 바라보는 노인

들의 시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

린환경에 대하여 노인들은 삶과 분리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보내면서 마주하는 일상적인 공간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운동 같은 거 돈 주고 따로 할 필요 없어. 그냥 오늘 하루 살면서 이렇게 돌아다

니고, 집안일하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게 다 운동이야.” (주택 거주, 여성, 67세)

“여기서 저 1호선 지하철 타는 데까지 걸어서 가지. 그게 운동도 되는 거지. 마트에 장보러 가

는 거 그것도 운동 되고. 그래서 다니는 거야. 운동 삼아 다니는 거야.” (주택 거주, 여성, 77세)

또한 노인들은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서 느끼는 일상성이란 

꼭 운동 목적에 의도한 신체활동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외출을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들은 

일상생활 속 자연스러운 옥외활동을 유발하는 근린환경 내 요소로 사회

적 만남의 기회나 노인들이 느끼기에 삶에 유익한 지역사회 내 도움을 강

조하였다. 평범한 하루 일과 중 자주 이용하는 쉼터, 종교시설, 대상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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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주거지 주변의 생활편의시설 등에서의 의도되지 않은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에 대해 노인들은 일상생활 속 근린환경 내 사회적 만남

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만남을 위한 이동 목적의 

보행은 대부분의 노인들의 평범한 하루 일과에서 빠지지 않는 신체활동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꾸준히 지속되는 문화, 신체활

동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계모임,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근린환경 내 사회

적 만남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프로그램과 정기

적인 모임의 특성이 반복적으로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 옥외활동을 유발

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회적 만남의 기회가 제공되는 근린환경

을 일상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만남의 기회는 노인들의 자연스러운 옥외활동을 유발하는 속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정보교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 중 이웃

과의 우연한 만남 속에서 나누는 대화에는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신체활동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삶에 여러 유

익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정보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집 밖에 나서서 산책하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그럼 이제 

같이 가는 거야. 약속을 정해서 모이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시간쯤에 나가면 늘상 만

날 수 있어. 그래서 매번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2,3명은 되지. 

(그렇게 하신지는 오래 되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 오래 되었지. 늘 그냥 하루 일과야. 

저녁 먹고, 이웃이랑 산책하고.” (주택 거주, 여성, 67세)

“이런[신체활동 프로그램] 거 그냥 옆 동에 사는 사람이 말해줘서 알았지. 매달 모

이는 아파트 모임이 있는데 거기가 그냥 정보통이거든.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알려

줘. 어디 마트 할인한다, 어디에 뭐 생겼다~ 거기 한번 가면 그냥 다 알 수 있지.” 

(아파트 거주, 여성, 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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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본인들

이 느끼기에 삶에 필요한 서비스나 유익한 지역행사라는 판단이 들면 이

를 이용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일상생활 속 옥외활동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경우 무료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

스를 이용하기 위한 외출이 옥외활동의 시작인 경우가 많은 응답에서 관

찰되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방문했을 때, 

꼭 금전적이거나 물리적인 보상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옥외활동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처음 외출하는 건 복지센터 가려고, 그래서 나가는 거지. 거기가면 이제 점심

에는 공짜로 밥도 주고, 노인네끼리 모여서 바둑도 두고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매일 

그렇게 점심 먹으러 다니고 있지. 예전에 복지센터 몰라서 안 다녔을 때는 그냥 집에

만 있었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가니까 나가는 거지.” (주택 거주, 남성, 86세)

“세 달에 한번 동에서 생일잔치를 해주는데 그게 나름 그래도 가는 재미가 있더라고. 내 

생일은 아니어도 모여서 부채도 만들고, 서로 축하도 해주고, 온 김에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하루에 덜 심심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 덕에 바람도 쐬기도 하고.” (주택 거주, 여성, 83세) 

2)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두 번째 인식 : 친숙성

대상지 노인들은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하여 친숙한 속성

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노인들은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

이 주는 친숙한 분위기를 선호하며 이러한 분위기는 비슷한 생활수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생기는 사회문화적인 맥

락과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대상지의 노인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

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장시간 거주함에 따라 서로 친분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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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은 노인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의 

근린환경을 이웃 간의 유대감이 존재하는 익숙하고, 친숙한 공간으로 인

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친

숙성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민 참여로 이어져 대상지의 

경우 노인들끼리 김장철에는 가까운 이웃들끼리는 함께 모여 김장을 하

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이웃들이 넘어지지 않게 집 앞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길의 눈을 치우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민협의회를 

조직하여 마을 근린환경의 개선과 자발적으로 마을 주변을 순찰을 도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여기는 주변에 다 같이 오래 살아서 친하지. 대충 서로 사는 것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그런지 서로 사정 잘 아니까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가 우리 마

을은 좀 시골 같이 이웃 간에 친숙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지.” (주택 거주, 남성, 83세)

“아무래도 오래 살아서 그런 가 그냥 여기가 다니기 편해. 마을이 변하긴 했어도 그래도 

군데 군데 다니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좋아. 남편하고 몇 십년을 같이 산 곳이잖아. 

그러다 보니 마을에 뭔 일 생기면 더 가보게 되고 아무래도 여기가 애정이 있지.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 네 집근처로 이사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싫다고 딱! 거절했어. 돌아가신 너

희 아버지도 안 떠난 동네를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냐고.” (주택 거주, 여성, 80세)

또한 노인들은 최근 지역사회에 새롭게 지어진 공원, 운동기구, 산책

로 등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앞으로 이를 이용한 신체활동을 시도하겠다는 응답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근린환

경을 활용한 신체활동 보다는 대상지 노인들에게 공유되는 맥락이 반영

된 익숙하고 친숙한 근린환경에서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있음

을 다수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통해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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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공원이나 이런 데 나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 나랑 친하게 모이는 사람

들은 여기 주차장이나 다리 밑에 돗자리 펴놓고 모이지. 여기 학교 옆에 공원이나 

다 애들 쓰라고 만든 거지 뭐. 우리가면 거기에서 애들 노는데 방해나 되지~ 뭐 노

인네들이 거기 가겠어? 그래서 거기[공원]보다 여기 다리 밑에서 노는 게 더 마음

이 편해.” (주택 거주, 여성, 83세)

“주차장에서 왜 모이냐고? 그늘지고 시원하니까. 처음에 한 3년 전에 옆집 노인네

가 돗자리 펴놓고 놀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계속 그냥 거기서 모여. 그래서 우리 만

나려면 다 거기로 와.” (주택 거주, 여성, 77세) 

3)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세 번째 인식 : 안전성

노인들은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서 안전한 속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들이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

경에서 인식하는 안전성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별되어 있

었다. 신체활동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서 노인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안전하게 신체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신체활동과 관련 

있는 근린환경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대상지 노인들은 주로 이른 새벽 4

시에서 5시 사이에 신체활동을 시작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

각적으로 보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수준의 조도가 새벽의 신체활동을 가

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들은 일상적으로 걷기에 무리가 없는 낮은 수준의 도로 경

사도와 보행하기 좋게 잘 닦여진 도로의 표면, 낮은 높이의 경계석과 넓

은 폭의 보행로와 같은 보행친화적인 물리적 환경들을 이동 목적의 신체

활동을 증진하는 중요한 근린환경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과거 A 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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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보행로의 전반적인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

음을 느끼는 참여자들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차와 자전거, 사람

이 함께 통행해야 하는 도로 상황과 도로의 폭이 넓지 않아 차가 지나가

면 보행이 어려운 경험담을 통해서 대상지 노인들이 신체활동 시 중요하

게 인식하는 물리적 근린환경에서의 보행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기 전에는 이제 그 길이~ 아무래도 좀 울퉁불퉁하지. 그 전에

는 뭐 흙구덩이 막 파고, 공사하고 있고, 그래서 비가 오면 풍덩풍덩 빠지고, 막 그랬

어요. 다니기가 아주 불편했지. 차랑 사람도 같이 다녀야하는데 도로가 좁으니까 사고

도 많고, 노인들은 막 걸려서 자빠지고.” (주택 거주, 여성, 84세)

“도로가 포장되어서 좀 좋아지긴 했는데.. 여기 와서 보면 알겠지만 도로가 차랑 사람

이랑 같이 다니잖아. 또 좀 좁아. 그리고 요즘은 또 차가 좋아서 소리도 잘 안 나서 차

가 뒤에서 오면 알지도 못하니까 그럼 급하게 피하다가 옆으로 노인네가 넘어지는 거 본 

적도 있고, 그리고 걸을 때 늘상 불안하지.” (주택 거주, 여성, 82세)

“(새벽 산책할 때 불편한 점에 대한 질문에) 전기가 다 들어오고 환하니까. 그 

전에는 깜깜했었다니까. 이제는 차도 다니고 완전 환하죠. 사람들 다 다니게끔 

환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만 해도 전기가 뭐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니

는 데는 불이 다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아파트 거주, 여성, 67세)  

신체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서의 노인들이 인식하는 안전성은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근린환경에서 얼마나 범죄로부터 노인들이 안전

하다고 느끼는지와 관련이 있었다. 대상지의 경우 경찰서가 주거지에 가

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의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들이 순찰을 도는 

모습이 빈번하게 노인들에게 목격되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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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지킴

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노인들은 우리 마을은 범죄로부터 안

전한 근린환경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상지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노인들의 공감대는 실제적으로 노인들의 신체활동의 시간대

를 새벽이나 저녁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장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참여자의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큰 범죄 같은 거는 살면서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지. 뭐 여긴 훔쳐갈 것도 없

지만 봐봐 경찰서도 마을 한 가운데 있지, 매일 밤마다 수시로 순찰 돌지, CCTV 사방

팔방에 있지, 산책로 따라 밤에도 사람들 엄청 다니는데 뭔 일 생길 수가 있겠나.” 

(아파트 거주, 여성, 70세)

“밤에 다녀도 하나도 안 무서워. 무서울 게 없는 게, 전기 다 들어와서 환하고, 여기 

마을에 순찰 돌면서 술 먹고 행패부리고 이런 사람들 집에 보내고, 담배 몰래 숨어서 

피는 애들이나 이런 거 잡는 마을 지킴이들이 있어.” (주택 거주, 여성, 82세)

4)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네 번째 인식 : 접근성

노인들은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적어서 노인들이 이용할 만하고, 누구

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접근성의 측면을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근린환경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보행으

로 이동함에 있어서 끊어지거나 막힌 구간 없이 도로들의 연결성이 좋을

수록 근린환경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물

리적 거리가 멀지만 대중교통수단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

어 있는 경우 신체활동이 용이한 근린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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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노인들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공원, 복지시설, 산책로, 생활편의시

설 등이 주로 걸어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서 근린환경으로의 물리적 

거리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마을버스가 마을 내부를 순

환하고 있어 대중교통시설로 접근성이 높은 것을 참여자의 응답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의 경우 

마을 외부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린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외부 지역사회와의 높은 접근성은 한편으로 외부인들의 지역사회 출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측면이 존재하여 외부인의 쓰레기 무단 투기나 치안유

지의 측면에서 해당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우리 마을은 마음만 먹으면 노인들 여기저기 다니기가 참 가까워. 집 앞에 마트 가깝지, 

둘레길 따라 가면 금방 산 이지, 마을버스 마을 안에 다 다니지. 어디 멀리 나갈 거면 여

기 도로만 건너면 바로 지하철 역이니까 지하철 타면 되지.” (주택 거주, 여성, 67세)

“여기가 교통편이 좋고 산이 있어서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아.(외부인의 잦은 출입이 불편

하신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마을이 활기차 보이고 그런 건 좋긴한데... 등산객

들이 막 몰래 쓰레기 버리고 가니까 짜증나긴 하지. 아! 그리고 글쎄 얼마 전에는 등산객

들이 쓰레기 버린 데에서 불이 나서 큰일 날 뻔 했잖아.” (주택 거주, 남성, 82세) 

또한 노인들은 신체활동 시 근린환경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한 고

려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참여자 중에는 자전거를 타는 남성 노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

게 된 지역사회 맥락 중에는 대상지역이 타 지역사회에 비해 고물상이 

많아서 자전거를 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

답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서도 적은 금액이라도 비

용이 드는 마을버스보다는 조금 더 걷거나 돌아가더라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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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고물상에서 자전거 헌거 돈 조금만 주면 살 수 있어. 여기 남자 노인

네들은 대부분 다 거기서 사서 타는 거야. 다른 동네 사는 노인들이 여기는 자

전거 쉽게 살 수 있다고 부러워하지.” (주택 거주, 남성, 75세)

“노인네 카드가 있으니까 훨씬 다니기 좋아졌죠. 그 전에는 공짜표 없을 때는 

솔직히 마을버스를 이용했는데, 전철 표 있으니까 거기서 내려서 운동 삼아 

배낭 메고 가면 되니까.” (주택 거주, 여성, 67세)

노인들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근린환경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

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때 접근성

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 선호도가 높은 신체활동과 관

련된 근린환경의 경우 필연적으로 경쟁이 발생하여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특히 인기가 많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나 운동시설 

등의 경우 수용인원의 한계로 인하여 추첨을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이용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은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요가 프로그램]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

나 신청 가능한 거긴 한데 그래서 더 하기 어려운 거 같기도 해요. 난 그래도 

운이 좋아서 꾸준히 여기서 하는 편인데 이거 엄청 인기 많아요. 매번 금방 마

감되는 거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보이다가 어떤 때는 안 보이는 노인들 꽤 많

아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도 다 경쟁이죠.” 

(아파트 거주, 여성, 73세)

5)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다섯 번째 인식 : 건전성

노인들이 인식하는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은 건전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근린환경의 건전성은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측면에서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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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일부 부정적 기능

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들의 경우 술, 담배가 허용되지 않고, 고스톱을 치

지 못하고, 남녀 노인 간의 만남이 목적이 아닌 순수한 신체활동 목적으

로 공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근린환경에 대하여 떳떳하고, 건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들이 인식하는 건전한 근린환경은 근린환경을 

책임지는 담당자나 근린환경 자체에 규율이 존재하여 관리가 가능하고, 

노인들이 만약 불건전한 행동을 했을 경우 더 이상 시설 이용이나 신체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를 못하게 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었다.  

“여기는 주로 술 안 먹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 술~ 

안 먹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야. ((웃음)) 바둑 두면 바둑 두

는 걸로 끝나고. 와서 커피 한 잔 나누면 그걸로 끝나. 바둑이나 탁구 끝나고 간단히 커

피 한 잔씩 먹고. 그렇게 헤어지면 서로 깔끔하지.” (주택 거주, 남성, 82세) 

개인 심층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근린환경이 건전할

수록 신체활동을 하기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부 참여자 응답에서

는 건전하고 공식적인 규율이 존재하는 근린환경에서는 속마음을 터놓고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고,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조심하는 분위

기가 조성되어 오히려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기에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복지기관]는 운동하고, 뭐 배우고 해서 좋기는 한데 사람들 사이에 정을 나누기는 좀 

힘든 거 같아. 다들 조심하려고 애쓰고, 서로 피해 안 주려고 눈치 보는 게 눈에 보이지. 그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진짜 친한 친구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 그래서 그

냥 여기서 누구랑 친해지고 그래서 오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배우고, 건강유

지 차원에서 오는 거지 뭐.” (주택 거주, 여성, 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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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인들은 술, 담배가 허용되는 경로당이나 대상지 내 일부 공원

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하고, 불건전한 행동이 허용되는 근린환경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근린환경에서 행해지는 신체활동에 대해 

낮은 선호를 보였다. 특히 관리가 미흡한 근린환경은 노인들 간에 사회적 

갈등이 잦았으며, 이러한 갈등은 근린환경에서의 사회적 만남의 기회를 

단절하고, 나아가 신체활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여기는 노인 경로당이 저 쪽에 있는데 거기 내가 안 가, 가기 싫어서. 가면 사람들이 

앉아서 고스톱 치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간다고. 그 

사람들 돈 내기들 하니까.” (주택 거주, 여성, 85세)

“산에 가면 맨날~ 차 마시면서 [남녀 노인 간의 만남을 가지려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

고, 저~ 공원에도 가서 봐도 이상한 사람들만 보이고, 그런데 갈 데는 못되더라고요. 공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짓만 하더라고요. 늙은이들이.” (주택 거주, 여성, 84세)

6)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여섯 번째 인식 : 심미성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속성으로 심미성

을 강조하였다. 노인들은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깨끗하고, 탁 트인 분위

기를 형성하는 근린환경에서 심미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속성을 

가진 근린환경이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증진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노인들의 경우 근린환경 내에서 신체활동 시 다양하고 흥미로운 

볼거리가 있는 근린환경을 선호하며, 신체활동 내내 반복적으로 똑같은 

풍경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지루해하고, 신체활동에 대한 의욕이 반감하

였다. 노인들이 볼거리라고 인식하는 근린환경에 대해서는 계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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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자연환경에서부터 번화가의 다양한 건물이나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 마트에서의 물건 구경 등 다양하며, 그러한 볼거리가 있는 근린환

경이라면 현재 거주 중인 지역사회와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교통시설

을 이용해서라도 찾아가는 경우도 소수이지만 응답이 관찰되었다.   

“똑같은 산책 코스를 매일 가니까 제가 싫어가지고. 반복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렇습

니다. 그래서 마트 가서 구경하고, 물가도 조사해보고, 다시 나와서 다른 마트에 또 

들립니다. 들어가서 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걸어서 집으로 복귀합니다. 이런 산책 코스

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섞어서 할 거 에요.” (아파트 거주, 남성, 75세)

또한 공원이나 산책로, 교회 앞 쉼터와 복지센터 등 물리적 환경이 쓰

레기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주변 자연환경이 선사하는 상쾌한 공

기와 시원한 바람,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하천이 주는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때 노인들은 신체활동 관련된 근린환경을 심미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도 맑고 상쾌하니까. 이 동네가 공기가 맑고 좋아요, 타지에서 

숨 쉬는 공기하고 이 마을에 들어와서 숨 쉬는 공기하고 달라요. 차이점이 확실히 느

껴져요. 외출했다 딱 마을에 들어서면 ‘아~ 우리 마을이 이렇게 쾌적한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주택 거주, 남성, 65세)

노인들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마주하는 근린환경 중

에서 심리적으로 답답하지 않게 탁 트인 분위기가 존재할 때 심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층 건물이 없는 대상지의 특성상 마을의 전경이 한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몇 개의 넓은 공터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의 공간구성에서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신체활동 시 편안

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응답이 다수의 참여자들에게서 확인되어 이러

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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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린환경 인지지도 분석 결과

개인 심층 면접조사에서 연구진과 참여자가 함께 그린 근린환경 인지

지도를 실제 스케일의 GIS 지도로 변환하고, 이를 guided tour를 통해 

재확인한 인지지도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근린환경과 관련된 

노인들의 신체활동 특성을 공간적인 맥락에서 해석하였다.    

1)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마을의 범위   

[그림 5] 참여자의 마을 인식 범위를 종합한 디지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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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환경 인지지도 중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마을에 대한 범위를 디지

털 지도화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그림 5). 대상지의 행정구역 내에서 

산을 제외한 실제 노인들의 주거지역은 남북으로 최대 2.8km, 동서로 최

대 900m, 면적으로는 1㎢ 이며,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이 인식하는 마

을의 범위는 평균 반경 약 600m내외였다. 또한 참여자 중 마을에 대한 

인식 범위가 최소인 경우에는 반경 약 400m이며, 최대인 경우에는 반경 

약 700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마을의 중심을 ‘가’ 동의 하천이 두 줄기로 갈라지는 주변

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을의 범위는 하천 주변 지역을 중심으

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마을의 중심부라고 인식하는 

지역을 guided tour와 walking tour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심부에

는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트, 복지관, 목욕탕, 병원 등의 생활서비스 

환경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하천 변으로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지하철역이 도보로 5분 내외, 4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상지 노인의 인식범위가 중첩되어 있는 지역일수

록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이 밀집해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대상지 내 노인 신체활동과 관련된 중심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마을 범위 인식 지도에서 상층부의 지역으로는 참여자들이 마을

로 인식하는 정도가 적거나 없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 심층 면접조

사에서 그 지역으로는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

의 수가 적고, 인식의 경계 지역에 대한 관찰조사 자료 분석 결과 노인들

이 접근하기 어려운 급격한 경사가 있는 언덕이 확인되어, 물리적인 접근

성과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분포가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마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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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면접 참여자들의 목적별 신체활동 특성

 

[그림 6] 참여자의 목적별 이동 경로를 종합한 디지털 지도

(좌: 이동 목적의 경로, 우: 산책 목적의 경로)

참여자들의 운동 목적이 아닌 이동 목적의 보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의 지리적 중심부를 지나가는 하천을 기점으로 종적으로 퍼져나가

는 형태의 신체활동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6, 좌). 이는 guided 

tour 자료 분석 결과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유발하는 근린환경이 대상지의 

도로를 따라 종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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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참여자 중 신체활동 수준이 복지부 권고기준 이상인 경우 왕

복 이동 거리는 약 1.41km, 도보로 15분 내외의 거리였으며, 권고안보다 

낮은 수준의 신체활동을 하는 참여자들의 경우도 왕복으로 약 1.3km, 도

보로 15분 내외의 신체활동을 보여 이동 목적의 신체활동에서는 수치적

으로 큰 차이가 확인 되지 않았다. 이동 목적의 신체활동과 관련 있는 근

린환경은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서비스 환경이나 자연스러운 

외출을 유도하는 일상성의 인식이 반영된 근린환경이며, 신체활동 수준이 

다른 두 노인 그룹 사이에서 크게 다르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의 운동 목적의 이동 경로를 디지털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이동 목적의 이동 경로와는 다른 양상과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우). 종적인 움직임이 강한 이동 목적의 경로에 비해 운동 

목적의 이동경로에서는 종ž횡 모두 움직임이 많은데 이는 하천을 따라 조

성된 자전거도로가 노인들의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체활

동을 권고안 수준 이상으로 하는 노인들의 경우 왕복으로 평균 1시간내

외 정도의 운동 목적의 산책을 하고 있었으며, 평균 약 3km 이내의 산책

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신체활동을 권고안 수준 미만으로 

하는 노인들의 경우 왕복으로 평균 30분 내외, 약 1.8km이내의 운동 목

적의 산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운동 목적의 이동의 경우 신체활동을 

권고안 수준 이상으로 하는 노인들이 권고안 수준 이하로 하는 노인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노인 그룹 간에 

운동 목적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은 코드 분석 상에서는 차이가 

없어 이러한 결과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보다는 현재의 신

체적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다른 영향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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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lking tour 결과

가. 운동관련 근린환경 분석결과

[그림 7] 대상지의 운동관련 근린환경 현황도

(좌: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현황도, 우: 운동환경 현황도)

대상지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의 형태는 종적으로 길게 분포되

어있으며, 산과 도시가 인접한 녹지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주말농장 및 텃

밭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그림 7, 좌). 하지만 심층면담 자료에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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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노인들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맥락요인으로는 주

말농장에서 제공하는 텃밭은 금전적 비용이 필요하여 비용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근린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지역사회 

노인들이 운동을 하는 주요 근린환경 중 하나로 응답한 공원의 경우 대

상지 내에 총 8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하천의 윗 물줄기를 기준으로 북

쪽에 4개소, 하천을 포함하는 공원 2개소, 그 외의 지역에 2개소가 조성

되어있었다. 근린 생활권 공원의 경우 유치거리가 500m 이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상지는 

그 기준에 맞게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운동환경의 경우 실외 체육시설과 실내 체육시설로 구별 지어 조사되

었다(그림 7, 우). 실외 체육시설은 따로 지역사회 내 조성되어 있기보다

는 근린공원 내부에 설치되어있어, 오픈스페이스 환경과 그 분포가 일치

하였다. 하지만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모든 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것

은 아니었으며, 대상 지역에 있는 근린공원 8개소 중 6개소에만 조성되

어있었다. 또한 어린이공원 내 조성되어있는 실외 체육시설을 제외하면 3

개소만이 성인이상의 연령대가 이용하는 실외 체육시설이었다. 금전적인 

비용이 드는 실내 체육시설은 대상지 내 4개소가 전부로 이를 종합하면 

대상지 내 노인들이 운동을 할 만한 시설이나 기관의 수는 지역사회 차

원에서 볼 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대신 대상지 내에는 하천변을 따라 

자전거혼용도로가 조성되어있고, 자전거혼용도로 중간에 무료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산책 시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상지의 운동관련 근린환경 중 근린공원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거리로 분포하고 있지만, 모든 근린공원 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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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운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노인들

이 이용하기 적절한 근린공원의 숫자는 실제 설치되어 있는 근린공원 중 

일부에 지나지 않고, 실내 체육시설 수 또한 부족하여 대상지 내 노인들

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운동 시설은 미흡한 현황인 것이 시각 정보를 통

해 확인되었다.  

나. 이동관련 근린환경 분석결과

   

[그림 8] 대상지의 이동관련 근린환경 현황도

(좌: 교통환경 현황도, 우: 보행환경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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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의 교통환경의 경우 1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는 지하철역과, 1

호선이 운행하는 지하철역이 대상지로부터 반경 150m 내에 인접해 있었

다(그림 8, 좌). 또한 대상지의 행정구역 경계도로를 중심으로 서울과 의

정부를 이어주는 광역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부로 마을버스

가 전 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지의 교통환경에 대

한 관찰조사 결과를 통해 개인 심층 면접조사 자료에서 확인된 참여자들

의 이동 목적의 신체활동을 유발하는 교통환경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보행환경의 경우 대상지역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도로가 3~4m 혹은 2~3m의 좁은 도로 폭이 관찰되었다(그림 

8, 우). 또한 외부 등산객의 이용률이 높은 산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지역

사회 내 교육기관 인근의 도로는 보차분리가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외에 

주거지 인근의 도로는 보차혼용도로로 조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개인 

심층 면접조사 자료를 통해서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었

던 보행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맥락을 시각 정보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대상지 내 이동관련 근린환경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대상지는 

노인들이 대중교통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물리적 접근성은 높은 편이지만, 

오히려 물리적 접근성이 노인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인근의 도로들은 모두 마을

버스가 다니는 보차혼용도로이며, 도로의 폭이 좁아 보행 시 빈번하게 차

를 마주할 수 있는 환경에 지역사회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는 노인의 보행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맥락 요인이며, 근

린환경 인식의 속성 중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과 물리적 접근성이 노인의 

신체활동과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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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서비스 관련 근린환경 분석결과

[그림 9] 대상지의 생활서비스 관련 근린환경 현황도

노인들의 운동 목적의 신체활동이 아닌 일상생활 속 보행이나 옥외활

동을 유발하는 보건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시설, 상업시설들의 분포

를 확인하였다(그림 9). 보건의료시설의 경우 대상지 내에는 병원이 16개

소가 있으며, 전역으로 고루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노인복지시

설의 경우 대상지 내에는 경로당 10개소와 복지관 1개소가 있으며,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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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간의 거리가 최소 300m에서 최대 500m로 노인들의 도보권 내

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대상지 내에 사찰 

3개소와 교회·성당 15개소가 존재하고, 노인들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 중 사찰 1개소와 교회 1개소

는 종교 활동 외에도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복지기능을 가지

고 있어 노인들의 옥외활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상업시설의 경우 노인들이 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생

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와 시장 중심으로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이 시설

들은 대상지역 내 종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생활서비

스 환경에 대한 공간적 특성과 노인의 이동 목적의 신체활동 경로가 서

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통해 일상생활 속 보행활동이 생활서비

스 환경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행태관찰 조사 분석 결과

노인들의 옥외활동은 개인 심층 면접조사에서 응답한 근린환경들에서 

실제로 높게 관찰되었으며, 하천 산책로나 운동기구가 조성되어 있는 공

원 외에도 다리 밑 그늘, 산 입구 쪽 계곡 주변이나 도로변 공터 등에서 

옥외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관찰되었다(그림 10, 11). 이를 통해 노인들이 

친숙하고, 심미적으로 인식하는 근린환경에서의 신체활동을 선호하는 것

을 재확인이 가능하였다. 또한 일부 근린공원에서는 연구진의 지속적인 

관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노인들의 신체활동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관찰조사 자료에서 실제로 쓰레기와 술병들이 공원에서 발견되었음이 자

주 기록되어 노인들이 인식하는 근린환경에서의 건전성과 심미성에 따라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의 이용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

로 재확인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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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행태관찰지도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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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행태관찰지도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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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점 집단토의(Focus groups) 결과

가. 초점 집단토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생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토의를 총 2회 실시하였으

며, 참여한 인원은 총 9명이었다. 참여자의 구성은 <표 7>과 같다,

<표 7> 초점 집단토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근무 

연수
근무 기관 업무 분야 담당 서비스

FG_가_1 여 55세 9년 공공기관

문화, 

체육활동, 교육 

서비스

노인 체육활동 및 심리 치료사 업무

FG_나_1 남 56세 5년
민간 

복지조직
노인복지서비스

영양 죽 배달 사업 참여

주거, 건강상태 방문 상담

FG_다_1 남 57세 5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거서비스

아파트 내 경로당 서비스 제공 및 

관리

FG_라_1 여 60세 40년
민간 

종교기관
노인복지서비스

무료 급식 사업

김장김치 제공 사업

노인 대상 영양 죽 사업

FG_마_1 여 64세 7년
민간 

복지조직
노인복지서비스

영양 죽 배달 사업 참여

주거, 건강상태 방문 상담

FG_바_1 여 54세 4개월
노인

복지기관
노인복지서비스

자원봉사자 관리

노인 대상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회계 업무

FG_사_1 여 27세 4개월
노인

복지기관
노인복지서비스

복지기관 자원봉사자 관리

복지기관 후원자 관리

회계 업무

FG_아_1 여 32세 4개월
노인

복지기관
노인복지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FG_자_1 여 40세 1년
노인

복지기관
노인복지서비스 복지기관 실무 총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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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점 집단토의(Focus groups) 분석 결과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 집단토의 자료 분석 결과 서

비스 제공자들은 노인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에 대해 접근

성이 좋고, 쾌적하며, 안전한 속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지 노인들을 개별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도출한 신체활동 관

련된 근린환경의 주관적 인식의 속성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의 첫 번째 속성 : 접근성 

서비스 제공자들은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서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을 노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환경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근린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노인들의 신체활동 증진에 가장 

중요한 근린환경의 요소로 접근성에 대한 응답이 9명의 참여자 중 8명의 

응답에서 관찰되었으며, 접근성에 대한 의견은 참여자 모두에게 높은 공

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대상지는 주거지 인근에 교통환경이 위치하고 있

어서 노인들의 외부 지역사회로의 출입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신

체활동하기 좋은 산책로, 둘레길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어서 산이나 하

천변으로의 접근성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지역사회에 거

주하는 노인들이 도보권 거리에 주말농장과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 보행

이 가능한 노인들의 경우 주변 자연환경이나 공원 및 녹지와의 접근성이 

좋아 건강을 유지하기 좋은 마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대상지 내에 노인 중심의 신체활동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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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대상지에 거주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그 수가 부족

하고, 공간적으로도 마을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노인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그래도 공기도 좋고 일단 어르신들이 조금 거동 괜찮으신 분들은 공

원에 가서 산책도 하시고 이러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있

어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신경 쓰기에는 괜찮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공기관 근무, 여성, 55세, 경력 9년)

“여기 동네는 노인들이 진짜 많이 사는데 그거에 비해 우리 같은 기관[노인 복

지기관]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기 마을 밑쪽으로는 우리처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기관은 없어서 밑에 사시는 노인 분들은 힘들

어도 걸어서 여기까지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못 걷거나 몸이 안 좋으시면 그냥 

포기하시는 거에요.” (노인복지기관 근무, 여성, 27세, 경력 4개월) 

또한 지역사회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신체활동 수준

이 보행이 힘든 노인들까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

도록 접근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서비스 제공자의 응답에서 관

찰되었다. 이에 대해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하는 부분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고, 

혼자서는 신체활동을 하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확충이나 시설 자체적인 이동수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접근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대해 대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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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시립복지관에는 차가 있는데, 저희는 소규모라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노인 분들 중에 오시는데 거리가 멀면, 이동 수

단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시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한 분이 그

제 다녀가셨는데 제가 다리 건너서 마을버스 타는 데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우리

는 걸어서 한 5분? 걸리는 거리를 어르신 속도에 맞추니까 30분 걸리더라구요. 지

팡이와 함께 걸어 가시는데... ((웃음)) 그걸 보면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거죠. 그것까지 제공해야

지 진짜 오시라고 말 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기관 근무, 여성, 40세, 경력 1년)

노인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은 개인 심층 면접조

사를 통해 도출된 인식의 속성과 같은 맥락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 제공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노인들과 근린환경 간의 

접근성에 대해 물리적 접근성, 비용적인 측면의 접근성, 지역사회의 소외

된 노인들에게까지 공평한 서비스 기회의 제공이 중요하게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접근성은 근린환경을 통

한 신체활동을 하는 주체인 노인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시

각에서 바라보기에 모두 중요한 속성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2)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의 두 번째 속성 : 쾌적성

서비스 제공자들은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노인들은 신체활동 시 물리

적인 공간이 협소하거나 신체활동 관련 시설의 노후나 길거리 소음, 담배

냄새 등을 마주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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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 꾸준한 신체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신체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신체활동 저해요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근

린환경에서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쾌적한 기

분을 느끼게 하도록 근린환경을 운영하고, 기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노

인들의 신체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 저는 이 동네에서 좀 느낀 게…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는 장애인이나 

어르신의 비율이 서울시에 비해 좀 높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간이 협소하다

고 해야 되나? 쉴만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이야 뭐 날씨가 좋아서 어르신들이 냇

가나 천이나 산이든 다니시겠지만 나중에 정말 무덥고 진짜 추울 때에는 이런 

복지센터 찾을 거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당연히 찾는 기관이 공간이 너무 협소

하다보니까 정말 마음 편하게 쉬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기관 근무, 여성, 27세, 경력 4개월)

초점 집단토의를 통해 확인된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쾌적한 속성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심미성을 통해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였다. 노인들은 개인 심층면

접조사에서 탁 트이고 넓은 공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초점 집단토의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언급

한 노인들이 신체활동 시 근린환경의 협소함에서 느끼는 답답한 감정과 

서로 연결지어 해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들이 신체활동 시

에 마주치는 길거리의 소음, 무단으로 방치된 쓰레기 투기, 낡고 오래된 

시설 등의 심리적인 쾌적함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노인들이 인식하는 신

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의 심미성을 저해하는 요인과 관련성이 있어 노인

들의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근린환경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도 

공통적인 인식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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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의 세 번째 속성 : 안전성

대상지에서 노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은 노인들의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이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들은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 중 보행환경의 안전성

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과거 주거환경개선 사업 전에 비해서는 도로표면

의 질이나 도로의 폭 등 일부 보행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노인들

이 안전하게 보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대

상지가 아닌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른 지역에 비해 걷고 싶은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로

의 표면이 아직 노인들이 걷기에 위험한 지역이 아직 존재하며 이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이루었다.

“이 도로도 그렇고 너무…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면 꼭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약간 편마비가 

있으신 거 같아요. 본인은 조정하신다고 하시지만 이게 차가 오는데도 거의 차도 

가까이 걸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오세요~ 그랬는데 자기 몸대로 안 

되니까. 차는 그냥 휭휭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도로가] 노인만을 위한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도로 자체가 너무 좁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복지관 

앞에도 도로에 위험 표지만 해놓고 특별히 그 라인에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있으니까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라인 자체가 차가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트럭이나 이런 게 많이 다니니까, 휙휙 지나가니까… 위험하고 그런 거 

같아요.” (노인복지기관 근무, 여성, 27세, 경력 4개월)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안전한 속성은 개인 심층 면접

조사와 초점 집단토의 모두에서 중요한 속성으로 도출되었으며, 양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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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양한 근린환경 중에서 보행환경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

는 노인들과 서비스 제공자 모두 노인들의 신체활동 중에서 보행활동이 

차지하는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사회

적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개인 심층 면접조사에서만 확인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근린환경에서의 안전성을 신체활동 시 노인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신체활동 관련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려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종합 결과

개인 심층 면접조사 중 심층면담 자료를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된 대

상지 노인들이 인식하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중요한 속성은 

일상성, 친숙성, 접근성, 안전성, 건전성, 심미성이었다. 도출된 인식들은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공간

적 특성 및 지역사회 맥락과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다중 질적 자료

들의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근린환경 인지지도와 guided tour 자료를 통해 파악된 신체활동의 목

적별 이동 경로 및 거리, 반경 등의 노인들의 신체활동 관련 특성은 노인

들이 인식하는 근린환경의 분포와 밀집도, 접근성의 맥락과 관련이 있었

다. Walking tour 자료를 통해서는 지역사회 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근린환경, 교통환경, 보행환경, 운동환경, 생활서비스 환경의 물리적 거리, 

분포, 배치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근린환경의 공간적 특성은 노인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의 속성 중 일상성과 접근성, 

안전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맥락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행태관찰 자료

를 통해서는 신체활동 목적의 근린환경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친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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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다고 인식하는 근린환경에서의 신체활동 행태가 실제로 관찰되어 

근린환경 인식의 속성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

점 집단토의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상지 내 노인 대상 신체활동 및 

생활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노인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중요한 근린환경의 속성인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은 지역사회 노인

들이 인식하는 근린환경의 속성 중 접근성, 심미성, 안전성과 그 맥락이 

연결되어 있어 노인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주요 인식에 대한 속

성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 간의 맥락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중 질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된 결과들은 노인들이 

인식하는 신체활동 관련된 근린환경의 주요 여섯 가지 속성을 다각적으

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삼각화 검증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진실

성이 확보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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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서울시 일개 지역사회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주관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 그 특유의 배경맥락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다각적으로 확인

된 노인들의 신체활동 관련 주관적 근린환경의 인식은 일상성, 친숙성, 

접근성, 안전성, 건전성, 심미성이었다. 도출된 결과들 중 일상성, 친숙성, 

접근성, 안전성, 심미성은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근린환경을 다루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파악된 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의 중요

한 요소였으며, 건전성은 본 연구에서의 지역사회 맥락이 반영되어 도출

된 요소였다. 

지역사회 노인은 신체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그 자체

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신체활동에 대한 여러 국가의 노인들의 신체활동

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Belza 외(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노인들

이 인식하는 신체활동의 일상성은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근린환경과 신

체활동을 이어주는 배경맥락으로 작용하여 자연스러운 옥외활동을 유도

하거나 노인들의 이동 목적의 신체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사회적 만남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노인들을 옥외로 이끌어내는 강

력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배경 맥락으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모임이나 도움 기반을 활성화하여 노인의 일상 속 

옥외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초점 집단토의에서 확

인되었다. 하지만 행태관찰 조사에서 사회적 만남 이후의 신체활동이 좌

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관찰되어 사회적 만남의 기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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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인의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을 증진하려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노인이 인식하는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의 친숙성이란 지역사회 내 

마을에 장기간 거주하는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노인들끼리 

모여 살게 되면서 형성되는 것이었다. Van Cauwenberg 외(2012)의 연

구에서는 노인은 과거의 추억이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근린환경에 대하

여 친숙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인들이 근린환경에서 신체

활동 시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하지만 도심지에서의 근린환경과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다룬 연구에서

는 친숙성이 부각되지 않아(Humpel, Owen, & Leslie, 2002), 본 연구와 

Van Cauwenberg 외(2012)의 연구에서는 시골마을같이 향토적인 분위기

가 섞여있는 지역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과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의 물리적인 접근성은 질적 연구를 통

해 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 인식을 탐색한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도 도출된 결과이자(Grant et al., 2010; Lees et al., 2007; Michael, 

Green, & Farquhar, 2006; Strath, Isaacs, & Greenwald, 2007), 노인과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체활동이 증진된

다는 양적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결과이다(Frank et al., 

2010; King et al., 2011). 하지만 교통시설 또는 근린환경의 물리적 거

리가 노인의 도보권 내로 인접해 있는 본 연구 대상지의 맥락에서는 노

인들이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고려하여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의 접

근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는 수준인지, 근린환

경을 이용한 신체활동 시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는지를 종합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근린환경의 접근성이라는 

성질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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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인식하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물리적, 사회적 근린환경의 안전

성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근린환경의 영향요인으로 다루고 있는 요소이며(Haselwandter et 

al., 2015; Loewen et al., 1993; Pikora et al., 2003; Van Cauwenberg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노인과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서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에 중요한 근린환경 인식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 작성된 근린환경 인지지도에서는 오히려 차량통행량이 많고, 도로의 

폭이 좁아 노인들의 보행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마을 중심부의 번화가에

서의 노인들의 보행활동이 자주 관찰되었다. 이는 노인이 근린환경에 대

한 안전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행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 대상지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마트나 서비스 

기관, 병원 등 다양한 목적 시설이 마을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어 보행환

경이 물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마을 중심부로의 이동 목적의 신체활동

이 자주 관찰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노인의 보행활동을 증진하

기 위해서는 목적 시설의 위치와 분포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결과

(Giles-Corti et al., 2005)와 그 맥락이 일치한다. 본 결과에 대한 고찰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특히 노인들의 보행이나 잦은 왕래를 유발하는 근린

환경 및 주변 이동경로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환경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인이 인식하는 근린환경의 심미성과 신체활동 증진에 관련해서는  

많은 선행 질적 연구들에서 일치하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되었으며

(Gallagher et al., 2010; Grant et al., 2010; Lees et al., 2007), 노인이 

근린환경을 깨끗하고, 탁 트이고, 볼거리가 많아 매력적이라고 느낄수록 

신체활동이 증진된다는 점은 여러 지역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

식하는 요소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효과적인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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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 조경학 등과의 다부문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는 기존의 다른 질적 연구결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의 건전한 속성이 신체활동 증진

의 중요한 인식으로 도출되었다.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의 

건전성이란 근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불건전한 행동을 억제하고, 쾌적함

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었다. 대상지의 노인들은 근린환경 내에서의 음주, 흡연, 고스톱, 남녀 노

인 간의 의도된 만남 등을 불건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제재가 가해지는 규율이나 관리체계를 신체활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 신체활동의 성격을 신체활동 증진요

인으로 고려해보는 한편으로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과 근린환경의 건전성

에 대한 인식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근거가 아직 부

족하여 향후 연구들에서 좀 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다중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최근 국제적으로는 노인의 신체활동과 근린환경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한 다중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다중 질적 

연구방법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질적 연구방법을 조합하여 적용

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지역사회 맥락의 탐색이 가능하다는 의의가 알려져 

있다(Moran et al., 2014).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중 

설명적 방법인 심층면담, 초점 집단토의와 공간적 방법인 walking tour, 

guided tour, 근린환경 인지지도의 조합을 시도하였다. 설명적 방법과 공간

적 방법의 조합은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 인식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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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탐색하고, 질적 연구에서의 진실성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었지

만, 현재까지 다중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들에서 설명적 방법과 공간적 

방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구체적인 분석기법이나 연구 틀이 자세히 

논의된 바가 없어 체계적인 분석 기법 마련을 위한 노력이 향후 연구들

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들 중 설명적 방법을 적용한 사례는 다수의 질적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확인되며(Mora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주관적 근린환

경 인식을 탐색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었다. 설명적 방법

은 직접적인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기에

는 적합하지만(김영천, 2006),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 탐색이라는 본 연구 

주제의 특성상 연구자는 텍스트 정보의 분석 및 해석과정에서 대상지의 

근린환경의 공간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Moran et al., 2014). 이는 공간적 방법을 통해 수집된 관찰 자료에 대

한 분석으로 보완이 가능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를 다양한 시간

대와 장소에서 8개월간 관찰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린환경에 대

한 배경맥락 파악이 가능하였다. 이는 노인의 근린환경 인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이해를 돕고,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

었다. 특히 본 연구의 근린환경 인지지도 자료의 경우 기존의 질적 연구

에서 지역주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시각적 보조도구의 차원을 넘어 GIS 

지도로의 변환을 통해 실제 이동 경로와 노인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반

경을 공간적,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노인의 인식이 반영된 신체활

동 특성을 공간적으로 해석한 시도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근린환경 인지지도 자료는 지역주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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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한 참여형 커뮤니티 매핑(participatory community mapping)

과는 그 성격이 달라 지역주민의 역량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점은 존

재한다. 향후 근린환경과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참

여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공간적 방법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건강이슈에 

대해 찍은 사진을 통한 현장성 있는 지역사회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자들

의 인식을 시각적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포토보이스

(photovoice)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하은지, 2014).  

3.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고찰

다중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관

련된 근린환경 인식의 속성들은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강증진기획 과정 중 지역사회 진단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건강증진 기획에서의 지역사회 진단은 지역사회의 건강이슈와 관련

된 여러 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근거한 전략적 기획을 지향하고 있

다(National Association of County and City Health Officials[NACCHO], 

2009). 따라서 노인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근린환경의 속성에 따라 지역

사회가 보유한 근린환경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근린

환경 맥락에 맞는 노인 신체활동 증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지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근린환

경의 인식에 대한 현장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을 설

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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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본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중 노인의 성별에 따른 근린환경에 대한 인

식의 비중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응답 간 비교를 통해 발견하였지

만, 성별의 차이와 근린환경 인식 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본 연구의 심층면담 질문지에서는 다루지 않아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활

동과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을 탐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에 따른 맥락까

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질적 자료들의 수집기간은 2015년 5월부터 10월

까지로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계절이나 날씨에 민감한 노인들의 신체활

동이 다소 증진된 결과가 해석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측면에서 질적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문제가 

없고, 보행이 가능한 노인 중심의 표본이 참여한 점에서 노인 그룹이 가

지고 있는 내재적인 이슈(만성질환 여부, 약물 복용 등)가 반영된 연구결

과를 도출 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노인 집단

을 좀 더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

과에 대한 심화 및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의 대상지는 도심지의 특성과 시골의 특성이 섞여있어 지역특성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그 맥락이 다를 수 있기에 본 연구결과의 해

석 및 적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사회 현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성질의 자료를 분석함으

로써 실제로 지역사회 노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신체

활동 관련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진실성 있는 연

구결과를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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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다중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신체활동 관련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을 탐색하고, 주요 속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명

적 방법과 공간적 방법의 조합을 통해 도출된 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근

린환경의 여섯 가지의 속성은 근린환경의 공간적 특성과 지역사회 맥락

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 활성화

를 위해서는 노인들을 둘러싼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이 일상적으로 

노인들을 옥외활동을 유발할 수 있어야하며, 노인에게 친숙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린환경 자체의 물리적 속성이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노인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린

환경 내에서 불건전한 행동이 관리될 수 있는 쾌적함이 유지되고, 심미적

으로 근린환경이 노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져 신체활동을 하고 싶도록 

동기를 유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에 반영하기 위

해서는 보건, 복지 분야 외에도 도시설계, 환경공학, 치안분야 등 다부문

의 협력 및 제도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이러한 협력이 지속가능하도록 통

합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 건강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노인 신체활동 증진의 효과

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신체활동 관련 근린환경 인식의 속성

에 대한 지표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노인 신체활동 관련 건강증진 사

업의 기획 및 평가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다중 질적 연구방법은 근린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인식이라는 연구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 효과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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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진실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앞으로 근린환경의 공간적 특

성과 개인의 인식을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서 다중 질

적 방법의 장점과 의의를 연구자들은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다중 질적 방법 적용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기전을 마련한다면 실천

적 연구방법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며, 이는 지역사회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서의 의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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