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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에서 

노인 걷기의 개념화

김동하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도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위기 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론과 근거에 기반한 보건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도시화와 고령화

로 발생하는 인구집단의 건강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개념적 패러다임으로 활

동적 노화를 제시하였고, 활동적 노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전략으로 노인

의 걷기실천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율은 감소

하고 있고, 노인 걷기를 증진하기 위한 도시정책과 사업은 보건, 복지, 도시

계획,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노인 걷기

를 설명하는 선행이론은 교통, 도시계획, 체육 분야에서 걷기를 종속변수

로 두고 측정가능한 물리적 환경변수, 생물학적 변수에만 초점을 맞춰 제

한적으로 논의되어왔고,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탈맥락적으

로 변수를 차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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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주목하여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에서 노인 걷기

에 대한 이해를 개념화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의 대표적인 압축도시이자 보행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서울에서 걷기 좋은 환경을 갖춘 일개 지역사회이고, 내용적 범

위는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이다. 연구설계는 근거이론방법의 연구절차를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혼합해서 수행하는 혼합연구적 근거이론방법을 적

용하였고, 연구자의 인식론적 관점은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하였다.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현장조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제범

위 문헌고찰,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공간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범

위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도시 노인의 걷기특성, 노

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환경 요인, 주관적 환경인식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

여 조사질문 개발 및 자료수집 기준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연령-기간-코

호트 분석은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 경향이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라 이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지점을 구별해내었고, 이를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

준으로 활용하였다. 공간통계분석을 통해 노인 걷기실천율이 높고, 노인 

걷기 친화적인 환경이 공간적으로 집중한 지역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 송파구 A동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후반부인 현장자료 수집은 연구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걷기를 실

천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이론적 포화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이 확장되었다.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노인 38인, 노인 걷기와 관련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5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7월부

터 12월 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

단계인 생활방역 기간에만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명적 조사방법인 심

층면담과 공간적 조사방법인 현장관찰조사, 모바일 GPS, 가속도계 측정을 

결합한 다중 질적 조사방법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연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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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을 통해 분석하였고, 설명적 자료와 공

간적 자료는 축코딩 과정에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개방코딩 결과로서 125개의 개념, 65개의 하위범주, 27개의 상위범주

가 도출되었고, 이는 축코딩의 코딩 패러다임 구조에 맞춰 재구성되었다.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나타난 중심현상은 ‘건강한 노인으로서 주

체성’, ‘이동의 자율성’, 그리고 ‘걷기 목적에 따른 걷기실천 경험의 입체

성’으로 나타났다. 걷기 중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게 된 인과적 조건은 

‘노년기 이후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 ‘건강관리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낮

아진 신체적 자기효능감’, ‘걷기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지 강

화’였다. 걷기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젠더적 맥락’, ‘도시기

반시설의 물리적 특성’, ‘노인 정주성이 높은 동네의 문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였다. 걷기실천 경험의 빈도와 강도를 변화시

키는 중재조건은 ‘걷기 생활권 내 다양하고 밀집된 환경의 조성 여부’, 

‘교통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의 적용 여부’, ‘공동체 정체성의 형성 여

부’,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의 작동 여부’였다. 걷기실천을 통한 노인

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일정한 공간과 동선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

인식 형성’, ‘노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였다. 마지막으로 노인 

걷기실천의 결과로서 건강증진은 ‘독립적이고 건강한 존재로서의 자아존

중감 강화’, ‘활동적 생활양식의 강화’, ‘지역사회 장소성과 공동체 역량 

강화’, ‘비공식적 노인 돌봄의 작동’이었다. 

선택적 코딩을 통해 코딩 패러다임에서 등장한 개념적 영역과 요소를 

개인 차원과 지역사회 차원으로 구분하고, 노인의 걷기가 실천으로 이어

지는 과정, 걷기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노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노인 걷

기실천의 건강증진 효과로 구조화하여 개념적 틀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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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걷기실천이 행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 맥락 속

에서 노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다차원 건강증진 결과로 연결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귀납적으로 도출한 개념적 틀은 도시 노인의 일상생활 

속 걷기실천 경험을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와 상황맥락을 건강증진의 관

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고, 향후 다른 

도시환경 맥락에 노출된 노인의 걷기실천 정보가 보강되면 공식이론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다중 질적 조사방법은 

설명적 자료와 공간적 자료의 삼각검증을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한 이론

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연구주제의 개념적 틀과 분석의 확장에 기여하는 

다학제적 연구방법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

과는 활력있는 고령친화도시와 노인 신체활동 친화적인 건강도시 모형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한국형 신체활동 가이드라인과 노인 걷기

실천을 모니터링하는 지표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보건정책적 함의가 있다. 

                                              

주요어 : 고령화, 보행, 근거이론, 개념적 틀, 도시건강, 고령친화도시

학  번 : 2016-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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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공중보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물결인 고령화와 도시화는 한

국 사회를 빠르게 덮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

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17년 만에 노인인구 비율이 14%에 

도달하면서 고령사회로 들어섰다(통계청, 2018a).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

회로의 진행이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는 반세기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것

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

른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도시화율1)은 1980년 56.9%에서 23.9% 포인트 

증가하여 2017년 80%를 넘어섰다. 한국보다 도시화 속도가 빠른 나라는 

도시국가와 중동국가들 외에는 없고, 2017년 도시화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 평균인 47.1%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통계청, 2018b).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화 현상으로 공중보건정책에서 핵심 인구집단으

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도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위기는 여러 사회적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16년 한국 도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2)은 

36.0%(OECD 평균: 12.3%), 2017년 한국 도시 노인의 10만 명당 자살

률은 51.7명(OECD 평균: 18.8명)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이다(통계청, 2018c; 2018d). 또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도시 

노인이 농촌 노인보다 자녀와의 갈등경험은 약 1.3배 높지만, 친구 및 이

웃과의 왕래빈도와 지역사회 만족도는 약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 노인의 사회적 고립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었다(정경희 외, 2017).

1) 전체인구 중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2)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 50%) 미만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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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고령화와 도

시화에 따른 인구집단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지침인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를 제시하였다

(WHO, 2007). 고령친화도시는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활동성을 향상하기 

위해 건강, 안전, 사회참여의 영역에서 노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중시하는 개념인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 추구한다. 활동적 

노화에서는 활동성(Activeness)을 개인에서 지역사회까지 다차원 영역과 경

제에서 환경까지 다 부문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성질로 정의하고, 이

를 중재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한다(Mendes, 2013). 또한, 거주하

는 동네에서 노인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활동적이고 활기찬 일상이 가능하

도록 생활터 중심의 일상생활 기반 접근을 강조한다(WHO, 2017). 

걷기는 인간의 일상을 지탱하는 신체활동이자 움직임이고, 노년기의 

활동성과 연결된 대표적인 건강행동이다(Ory, Towne, Won, Forjuoh, & 

Lee, 2016). 걷기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ADL)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걷기가 불가능한 노인은 목욕, 식사, 배변 

활동 등 다른 일상생활 수행능력 전반이 하락하여 삶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진다(송희승, 2016). 다수의 임상연구에서 걷기는 노인의 신체적 기

능과 체력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김희걸, 남혜경, & 조경숙, 2008; 

Wong, Wong, Pang, Azizah, & Dass, 2003),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Kadariya, Gautam, & Aro, 2019; Perrino, Mason, 

Brown, & Szapocznik, 2010). 또한, 걷기는 노인의 사회적 교류, 여가활

동, 경제활동, 종교활동 등 사회참여 전반에 긍정적인 매개 효과를 보였

다(Julien, Gauvin, Richard, Kestens, & Payette, 2013). 따라서 노인의 

걷기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는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활동적 노화를 통

한 고령친화도시 달성에 기여하는 보건학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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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강 분야에서도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이 걷기 좋은 도시’를 

지속가능성과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도시설

계 및 계획 측면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도시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이 걸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자원과 시설을 집약한 압축도시

(Compact city)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한 무장애

(barrier-free) 환경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Hino, Usui, & Hanazato, 

2020). 특히 노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준으로 두고, 걷는 데 방해가 

되는 물리적, 사회적 장애를 없애는 사업은 건강도시와 고령친화도시 계

획의 주요 세부과제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정은하, 2016). 한편, 교통환경 

측면에서는 노인의 걷기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에 활동적 이동수단(Active 

transportation)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

스 리옹에서는 노인이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를 늘리기 위한 활동적 이동

수단으로서 ‘인력거(Cyclopusse)’를 운영하고 있다(François, Gondran, 

Nicolas, & Parsons, 2017). 삼륜 자전거 형태의 인력거 프로그램은 노인

의 일상에서 걷는 거리를 늘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운전자 채용을 통한 

인력 고용,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환경보호, 운전자를 통한 노인 밀착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

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의 걷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사람의 건강(Health for All)’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

경의 잠재력과 여건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 걷기에 대한 도시건강 차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목한 한국도 

노인의 걷기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자체 교통부처에서는 노인이 안전하

게 일상적으로 도시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노인친화거리 조성, 노인보호

구역지정, 고령친화상점 운영 등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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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남기철, 2017; 이윤형, 2019). 전국 보건소에서는 지역

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걷기 프로그램, 걷기 동아리, 걷기 캠페인을 통해 

걷기에 대한 행동 변화 및 인식 제고를 시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 한

국건강증진개발원, 2020a). 하지만 대다수 사업은 단일 부서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노인 걷기를 일시적으로 유발하는 전략을 수

행하는 경향을 보인다(김동하, 강재욱, & 유승현, 2021).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로 파악한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율은 2008년 49%에서 

2017년 44%로 점차 하향하는 추세를 보여(Kim, Kang, & Yoo, 2021),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인 걷기에 대한 주요 이론적 담론은 교통, 도시계획,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주의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왔다(Jeong, Kwahk, 

Han, Park, Lee, & Jang, 2018; Pikora, Giles-Corti, Bull, Jamrozik, & 

Donovan, 2003; Webber, Porter, & Menec, 2010). 연구 분야와 패러다

임의 경향에 따라 노인 걷기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 환경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걷기와의 일방적

이고 선형적인(Linear) 관계를 상정하고 있고, 걷기실천의 건강증진 효과

까지 관심이 확장되지 않았다. 또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환경 차원의 

이론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도구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맥락

이나 특성은 아예 이론에서 배제하거나 통제 대상으로 취급함에 따라 노

인 걷기가 이루어지는 실제 지역사회 현장의 모습이 선행이론 안에 충분

히 담기지 못하고 있다(Park, Han, Kim, & Dunkle, 2017). 이는 노인 

걷기와 관련된 상황맥락, 걷기에 대한 노인 인구집단의 생각과 문화, 그

리고 노인의 걷기실천과 건강증진 사이의 연결고리를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기존 이론으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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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사는 노인이 걷기를 실천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조건과 맥락이 작동

하는지, 그러한 걷기실천이 어떠한 기전과 경로를 거쳐 건강증진 효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한국 고령사회가 직면한 도시 노인의 삶의 질 위기에 대응하

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서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이해를 건강증진의 관

점에서 재구성하는 이론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환경의 맥락이 반영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노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적 특성

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여 걷기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단서를 파악할 수 있

는 근거이론방법의 적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 노인을 위한 건

강증진 연구를 보완하고, 보건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주목하여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 

속에서 노인의 걷기에 대한 이해를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최종 결

과물로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3)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선행연구에서 등장한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배경과 

개념적 요소를 정리한다. 

둘째,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에 대한 이질적 양상과 공간집중도를 분석

하여 이론적 표본추출의 근거를 마련한다. 

3)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과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의 차이를 
구별한 Kivunja (2018)는 이론적 틀이란 관심 연구분야 전반에서 도출된 연구질문
과 발견, 자료의 해석을 종합하는 것이라면, 개념적 틀이란 개별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자의 논리적 개념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 한정된 최
종 결과물이라는 의미로서 개념적 틀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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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장조사를 통해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서 나타난 중심현상

과 이와 연결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조건, 상호작용, 건강증진 

결과를 귀납적으로 확인한다. 

넷째, 귀납적으로 확인된 현장 근거로부터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

을 아우르는 핵심 범주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념적 영역과 요소가 

정련된 개념적 틀을 도출한다.

제3절 연구내용 및 연구윤리

1. 혼합연구적 근거이론방법(Mixed methods in grounded theory) 

근거이론방법은 질적 연구방법론이지만 질적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거이론방법의 개발자인 Glaser와 Strauss는 근거이

론이 질적 자료에만 기반을 두고 개발되는 것을 경계했고,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모두 근거이론 개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Glaser & Strauss, 

1967). 구성주의에 기반한 근거이론 연구자인 Charmaz (2014)도 성질이 

다른 유형의 질적 자료를 분석하거나 질적, 양적 자료를 함께 분석해서 

도출된 근거이론이 단일 성격의 질적 자료로만 도출된 근거이론보다 현

상을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 분야에서도 양적-질적 연구

방법의 조합에 있어서 근거이론방법의 잠재력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Walsh, 2015), 최근에 이르러서는 혼합연구방법과 근거이론방법을 통합

하는 시도까지 논의되고 있다(Guetterman, Babchuk, Howell Smith, & 

Stevens, 2019). Babchuk (2015)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이론방법과 

혼합연구방법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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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합하는 것은 기존의 근거이론방법 연구자와 혼합연구방법 연구

자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근거이론방법 연구자의 입장에서 

혼합연구설계를 채택하는 것은 근거이론 개발에 필요한 질적, 양적 자료

를 수집하는 논리 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혼합연구방법 연구자에게는 엄격한 절차와 분석기법을 가진 근거이론방

법을 채택함으로써 혼합연구설계 과정에서의 모호성을 줄일 수 있는 이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하면, 근거이론방법은 원론적으로 질적 자

료와 양적 자료를 기반으로 근거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양

적, 질적 자료의 수집과정을 정교화하기 위해 실용주의 관점에서 혼합연

구방법의 설계를 차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에서 노인의 걷기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도출하기 위해 혼합연구적 근거이론방법을 적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연구설계는 근거이론방법을 따르되 각 연구절

차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질적 또는 양적 연구방법을 혼합

해서 수행하였다. 이때의 혼합은 현장에서 수집한 질적 자료를 중심으

로 개념적 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질문이나 연구대상 지역, 연

구 참여자의 맥락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문헌 자료와 양적 자료 분석

을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조합을 말한다. 근거이론방법의 연구절차에 따

른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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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문제의 

명료화

Ÿ 연구질문에 대한 근거이론방법의 

적합성 결정
이론적 고찰

문헌조사

Ÿ 도시 노인의 걷기를 주제로 연구

한 국내 문헌에 대한 고찰

-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배경 이해

- 현장조사 및 이론적 표본추출에 필요한

  근거 마련

주제범위 

문헌고찰

이론적 

표본추출

Ÿ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도출

-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

연령-기간-

코호트 분석

Ÿ 연구대상 지역 선정

-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공간자기

상관성 분석

-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과 노인 걷기친화

환경에 대한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성 분석

공간통계분석

현장자료

수집

Ÿ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대한 

현장 근거 수집 

- 설명적 조사방법: 개인심층면접조사

- 공간적 조사방법: 현장관찰조사,     

  가속도계 및 GPS 측정

다중 질적 

조사방법

 지속적 비교, 검증, 이론적 포화

자료분석

Ÿ 개방코딩: 개념 및 범주 명명

Ÿ 축코딩: 코딩 패러다임 모형제시

Ÿ 선택적 코딩: 핵심 범주 선택 및 패턴 발견

근거이론분석

방법

개념적 요소 및 관계구조 도출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에서 노인의 걷기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 도출

[그림 1] 근거이론방법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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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론방법은 연구문제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적합한 연구방법이다(Creswell & Poth, 2007). 연구자는 현 논문을 

작성하는 시점까지 노인 걷기를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선행이론이 없고, 노인 걷기에 대한 이론적 담론은 실증주의 패러다임들

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심 연구문제

는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근거이론방법도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문제와 관련된 문헌 배

경을 검토하고, 이론적 표본추출을 위한 근거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헌조사 단계는 3장의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을 통해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특성, 노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환경 요인과 주관적 환경인식에 대한 근거를 도출하였

다. 이론적 표본추출 단계는 4장의 연령-기간-코호트(Age-Period-Cohort, 

이하 APC) 분석을 통해 연구 참여자 선정의 기준을 도출하고, 5장의 공간

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

자료 수집을 위해 설명적 조사방법과 공간적 조사방법을 결합한 다중 질적 

조사방법(Qualitative multi-methods)을 적용하였다. 설명적 조사방법은 

노인 및 노인 걷기와 관련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심층면

접조사를 수행하였다. 공간적 조사방법은 현장관찰조사와 모바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가속도계 측정을 통해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행

태를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방법의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적 코딩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코딩 과정은 지속적인 비교와 검증을 

통해 이론적 포화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종료되었고, 결과를 정리하여 건

강증진과 도시적 맥락에서 노인의 걷기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도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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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노인이 걷기 좋은 환경을 갖춘 서울의 일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이다. 서울은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도

시개발 모델인 압축도시를 채택한 도시이자 동시에 ‘보행친화도시’를 지

향하는 도시이다(변미리, 최정원, 박민진, & 이혁준, 2015). 압축도시로

서 서울은 노인들의 생활반경 안에서 도시 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토지이용과 대중교통 연계성이 높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Kim & Han, 2012). 또한, 서울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

획』에 근거하여 걷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이신해 & 정상미, 2020). 본 연구는 압축적인 

개발과 걷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도시 차원에서 추구하는 서울 중에

서도 노인이 걷기 좋은 환경을 갖춘 지역사회를 연구의 공간적, 장소적 

범위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노인 건강증진 전략

을 수립할 때, 비교, 인용 가능한 연구 사례이자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집중

한다. 건강행동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범이론적 행동 모형(Transtheoretical 

Model of Behavior Change, 이하 TTM)은 행동을 ‘한다 또는 안 한다 

(All-or-none)’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변화의 단계가 있는 역동적인 과

정으로 접근한다(Sonstroem, 198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걷기를 하

는지 / 안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노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걷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되었고, 어떻게 걷기를 실천하

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일상생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양성을 고려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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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윤리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본 연구의 연구설계, 자료수집 절차, 조사

방법의 윤리적 타당성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자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받았고, 

2019년 10월 최종 승인(IRB No. 1910/002-016)을 받았다. 

제4절 연구자의 인식론적 관점

본 연구에서 수행한 근거이론방법의 접근방식은 비판적 실재론

(Critical realism)에 기반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 참여

자의 관점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사물이나 사건도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 고유의 정서, 사고, 삶의 방

식에 따라 개인 안에서 재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외적 현실과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복잡한 현상을 포착해내는 것에 

본 연구는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광의적 해석주의 틀 안에서 삶의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는 개

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특정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을 선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연구 참여

자의 경험에 대한 응답만으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실을 정

밀하게 탐색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연구방법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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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 보건 연구에서 생애과정 접근과 연령계층화 이론의 

중요성

노화는 평생의 과정이고, 노인의 건강 상태는 삶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겪은 수많은 생애사에 영향을 받거나 축적된 결과이다(장숙랑, 2013). 노

화와 건강을 주제로 하는 보건 연구는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한 생애과

정 경로에서 노출된 환경 요인과 건강과의 상관성을 학문적, 방법론적 시

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한경혜, 2004). 생애과정 접근(Life course 

approach)은 건강과 질병의 현재 경향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개인이

나 집단의 생애 경로를 되돌아보고, 생물학적, 행동학적, 그리고 사회심리

학적 경로를 통시적으로 포괄하는 특징을 가진 접근법이다(WHO, 2000).

1990년대 태아의 자궁 내 환경과 성인기 건강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바커 가설(Barker’s hypothesis)’이 확장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생애과정 

접근이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Hall, Yee, & Thomas, 2002). 생

애과정 접근을 적용한 국내 보건 연구사례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비교

적 최근에 보고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천희란 & 김정석, 

2016). 대표적으로 청소년기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인 남성의 사망

률의 격차(Khang, 2006), 유년기에 노출되었던 환경과 성인기의 주관적 

건강 및 만성질환과의 상관성(서제희, 김호, & 신영전, 2010), 만성질환

자의 정신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과정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Lee et al., 2014), 유년기 가족해체에 따른 친척에 의한 양육경험

이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Kim, Jang, Chang, Park, & Lee,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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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다수의 연구자는 생애과정 접근과 생애주기 접근(Life span 

approach)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장숙랑, 2013). 하지만 생애

과정 접근과 생애주기 접근은 개념과 관심 범위에 차이가 있어 구별해서 

적용해야 한다. 생애과정 접근은 거시적 측면에서 인구집단의 건강에 중

점을 두고, 연령, 코호트, 역사적 사건이 생애과정 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김정석, 2007). 반면, 생애주기 관점은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개인 차원의 건강수준 차이와 이에 대한 개인적 삶의 적응에 초점을 두

는 미시적인 접근이다.

Ben-Shlomo와 Kuh (2004)는 생애과정 접근에 기반한 역학 연구결과

의 시사점을 정리하여 생애과정 경로에서 노출된 환경 요인이 건강에 미치

는 기전을 설명하는 4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결정적 시기 모형(Critical 

period model)은 특정 시기의 환경 노출이 개인의 건강 수준과 발달에 지

속적 또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조정된 결정적 시기 모형

(Critical period with later effect modifiers)은 초기 시기에 나타난 건강 

위해효과가 이후 다른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되어 나타나는 경로를 나타낸

다. 독립적 누적효과 모형(Accumulation of risk with independent results)

은 각각의 건강위험요인들이 생애과정을 거치는 동안 결합하여 질병 위험

률을 높이는 경로를 나타낸다. 종속적 누적효과 모형(Accumulation of 

risk with correlated)은 건강위험요인이 가족, 직장과 같이 군집적(Risk 

clustering)으로 노출되거나 위험 사슬(Chains of risk)로 연결되어 질병의 

위험성이 누적되어 높아지는 경로를 나타낸다.

생애과정 접근에 기반한 노인 보건 연구는 노인 건강 사안의 시간적, 

사회적 경향을 파악하고, 생애과정 모형을 통해 이러한 경향의 발생 기전

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수의 국내 노인 보건 연구에서 연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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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코호트에 따른 노인 건강 이슈의 패턴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 이현기

(2007) 연구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곡선 선형

관계를 나타냈고, 천희란과 김정석(2016) 연구에서 유년기에 노출된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청장년기와 노년기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코호트 별

로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노인 자살률에 대해 연령-기간-코호트 

분석을 수행한 이지연과 김소현(2010) 연구에서는 코호트 효과의 영향력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정순둘과 구미정(2011) 연구에서도 노인 우

울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서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현재 노인 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생애과정 접근은 노인 건강 사안에 대한 통시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그러한 변화를 사회 구조적, 맥락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격동적인 역사 변화를 경험한 한국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생애과정 접

근을 통해 노인 인구집단의 건강과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초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 보건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한국 노인 인구집단에서는 기대여명의 증가로 노인 연령층의 범

위가 늘어나는 노년기 확장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노인 세대

보다 안정된 경제력과 높은 교육수준, 가치소비 중심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을 가진 베이비 붐 세대(1955년생~1963년생)가 2020년부터 노인인

구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노인 인구집단 내 이질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주경희 & 김동심, 2020). 이러한 경향은 노인 보건 연구에서 

인구집단의 이질성을 다루는 이론적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연령계층화 이론은 Riley와 그 동료들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

해서 발전시켜온 이론으로 노화 과정에 대한 사회구조의 역할과 연령에 

따른 사회 계층화를 다루고 있다. 연령계층화 이론에서는 층화된 연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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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별로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기대, 형성된 규범과 문화가 다르다고 주

장한다. 즉, 노화 과정에서 겪은 인구집단의 경험과 사회적 역할이 연령

층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령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각 연령층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코호

트이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코호트는 과거, 현재, 미

래에 있어 비슷한 사건과 조건, 환경 변화에 노출되기 때문에 유사한 세

계관을 형성한다(Riley, 1971). 또한, 코호트 별로 형성된 세계관은 생애 

단계에 노출된 역사적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Hooyman과 Kiyak (2005)의 저서 “Social gerontology: Historical and 

cross-cultural issues in aging”에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젊은 시절 경제

적 호황을 누린 노인집단과 달리 젊은 시절 대공황 기간을 경험한 노인

집단은 경제적 자기효능감과 ‘힘든 날을 대비한 저축’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화 이론을 통해 노인 보건 연구는 연령 및 코호트에 따른 노

인 인구집단 내 건강 수준의 차이를 조명할 수 있다(Hooyman & Kiyak, 

2005). 또한, 연령계층 구조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이 가능하다(정경희, 한경

혜, 김정석, & 임정기,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과정 접근과 연

령계층화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 도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걷기의 양상

을 확인하고, 그러한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규

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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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요 이론고찰

활동적 노화의 이론적 토대를 제안한 Walker (2006)는 노인의 ‘활동’

이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노년기의 대표 신체활동인 ‘걷기’에 적용하면 노인의 걷

기도 신체적 기능이나 개인의 건강행동으로 한정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

니라 노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틀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생긴다. 본 절에

서는 사람의 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건강증진 및 환경 노년

학(Environmental gerontology) 분야의 주요 이론을 고찰하였다. 

건강증진 분야에서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건강행동이론으로 사회적 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이하 SCT)

이 있다(조병희, 2008). SCT는 인지적, 환경적, 행동적 요인의 삼원론적 

상호주의(Triadic reciprocal causation)에 기초한 이론으로(그림 2), 기존

의 사회적 학습 이론에 자기효능감의 원리를 추가하여 발전시킨 이론이다

(Bandura, 1998).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은 상호결정론, 행동결과에 대한 

기대(결과기대), 행동결과의 가치(가치 기대), 자기효능감, 행동 수행력, 자

기조절, 환경, 상황, 관찰학습, 강화,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경애, 

2011). SCT의 특징은 사람의 행동을 참여나 관찰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

험으로부터 학습된 것으로 전제한다(Bandura, 2001). 또한, 인간은 주어

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 모방, 학습을 거쳐 

환경에 영향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본다(Bandura, 2001). 여기서 

개인의 행동이 환경에 능동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이 

앞서 언급한 자기효능감이다. SCT는 건강행동에 대한 인지적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춘 개인 차원의 건강행동이론과 달리 건강행동과 환경의 상호작

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조병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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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적 인지 이론의 삼원론적 상호주의에 대한 도식

(Bandura, 2001)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인지된 행

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가 행동에 대한 의도(Intention)를 형

성한다고 설명하는 건강행동이론인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하 TPB)도 최근 들어 간접적으로 인지적 요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Akintunde, 2017). 확장된 TPB 

모형에서는 행동에 대한 의도가 행동 실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실제적 행동통제(Actual control)에 환경요인이 포함되고, 실제적 행

동통제 영향을 받은 행동이 다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인지된 행동통제로 

환류되는 기전을 추가하였다(그림 3). 

[그림 3]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 (Kamar, Evans, & Hugh-Jon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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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인에 초점을 맞춰 개인-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

론은 환경 노년학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 노년학은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맥락 중에서 환경의 영향을 주요 관심으로 하는 연구 분야

이다. 환경 노년학은 1960년대 초 사회 노년학(Social gerontology)의 발

전에 더불어 처음 학계에 등장하였다. 이후, Kurt Lewin의 현장 이론

(Field theory)과 환경 심리학(Environmental psychology) 담론이 활발해

지는 1970년대 이후 노화 연구에서 환경 노년학의 위상은 높아졌다

(Wahl & Weisman, 2003).

환경이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선형적으로 상정했던 전통

적인 노년학의 접근법과 달리 환경 노년학은 노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발달과 경험이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생각에서 출발

한다(Carp, 1987). Lawton (1982)이 저술한 “Aging and the 

environment: Theoretical approaches”에서 제시한 개인-환경 적합성 이

론(Person-Environment Fit Theory)은 이러한 환경 노년학적 관점을 정

립하고 개념화하는 초석이 되었다.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은 ‘최적화 원리(Optimization principle)’에 기

반을 두고 있다(Lawton, 1980; 1982). 최적화 원리는 인간이 역치 이전

의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며, 임계점을 넘어서는 자극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Lawton (1980)은 최적화 원리

를 통해 노년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의 신체적 능력(Competence)

과 환경압력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

적 능력을 넘는 과도한 환경압력을 받을 때, 노인은 환경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인식하고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 반대로 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현저

히 못 미치는 환경압력을 받으면 노인은 권태롭고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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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적 긴장과 개인의 신체적 능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

서 노인은 주어진 환경압력에 대해 적절한 적응 행동을 보이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그림 4). 

[그림 4] 노화 과정에서 환경압력에 대한 적응 

(Lawton & Nahemow, 1973)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은 노년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환경 

간의 관련성을 상호작용과 적응의 관점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Lawton (1989) 스스로가 밝힌 바와 같이 그의 이론에서 

사회적 환경과 시간성(Temporality)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노년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주관적 환경인식에 대

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후대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

었다(Moore, 2014). 

Lawton 사후, 환경 노년학자 Wahl, Iwarsson과 Oswald (2012)는 개

인-환경 적합성 이론을 발전시켜 노화 과정에서 개인-환경의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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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교하게 설명하는 통합 이론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소속감

(Belonging)과 주체성(Agency)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노화 과정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최적화되고, 노년기의 안녕감(Well-being), 

정체성(Identity), 자율성(Autonomy)의 발달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하였다

(그림 5).

[그림 5] 노년기 개인-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 개념틀 

(Wahl, Iwarsson, & Osward, 2012)  

 

통합 이론에서 정의한 소속감은 장소 및 환경에 대한 노인의 정서적 

친밀함, 유대감 같은 주관적인 산물이다. 소속감은 주변 환경 및 장소에 

대한 경험을 통한 인지적·정서적 평가, 장소에 대한 애착 형성과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의 과정을 거쳐 서서히 형성된다. 주체성은 환경에 대한 

인식, 특히 노인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통제가능성

(Perceived controllability)을 의미한다. 노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근린환경

은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요구수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주체성은 

노인이 얼마나 지역사회 환경을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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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과 주체성이 노년기 발달결과(Developmental outcomes)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Wahl et al. (2012)은 노화가 

진행되어 신체적 기능 감소나 장애가 발생할수록 노년기의 정체성과 자

율성에 대해 소속감의 영향력이 커지고, 주체성의 영향은 줄어든다고 설

명하고 있다.

한편, 주어진 환경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소속감과 주체성은 상호작용

한다. 예를 들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감소한 노

인들은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새롭게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그들은 

과거보다 행동 범위를 줄일 것이고, 접근할 수 없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

한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Oswald & Wahl, 2005). 따라서 통합 이론에 

기반한 노인건강증진 중재 전략에서는 소속감과 주체성의 과정을 모두 

고려하는 전체론적 접근방식(Holistic approach)을 강조한다(Rowles & 

Watkins, 2003). 

요약하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담론은 삶을 개인과 

환경으로 구성된 생태학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고, 개인은 주어진 환경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은 노인 

걷기를 개인 차원의 건강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걷기

를 매개로 나타나는 노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

로 이어지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에 

대한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상황맥락을 구

조화하기 위해 건강증진 분야와 환경 노년학의 이론적 담론을 반영하였

다. 또한, 근거이론의 최종 결과물로 도출한 개념적 틀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념과 관계구조와 상호비교 및 

검토하여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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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활동적 노화를 위한 장소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는 노인에게 있어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보내는 장소이다. 

WHO (2002)는 노인이 기존에 생활하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인 건강증진의 가치로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지역사회가 노인의 활동적 노

화를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P의 개념에서 노인이 거주하는 ‘장소(Place)’의 의미는 ‘집’이라는 

개인이 소유하는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박영란 & 박경순, 2015). 

또한, 장소를 물리적 공간(Space)뿐만 아니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적 상호작용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

후를 보내는 지역사회 전반의 물리적, 비물리적 공간 범위를 AIP의 범위

로 두는 것이다. 

AIP 개념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AIP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의 활동적인 생활 공간으로서 지역

사회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Gardner (2011)는 AIP

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노화를 위한 장소(Places for Aging)’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AIP가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탈시

설화와 지역사회 보호 패러다임에서 출발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노인의 활동성과 도시 공간의 상관성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를 살펴

보면 대다수의 연구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지 않았고, 경로당, 복지관, 근

린공원과 같은 ‘공공에서 노인을 위해 마련한 시설’과 ‘노인이 집결하는 

공간’에 한정하여 노인의 활동성을 살펴보고 있었다(김소진, 2009; 유성

호, 2009; 한성미, 2016). 또한, 노인의 활동성을 시설이나 장소의 이용

빈도, 이용시간에 한정해서 측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현재까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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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연구들이 주로 도시 노인이 자주 모이는 특정 장소에 대한 이용 특

성만을 조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

고, 노인의 활동적 삶과 걷기의 주요 무대인 지역사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장소에 대한 이론적 담론에서 출발할 필

요가 있다. 

노인을 위한 장소에 대한 이론적 담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

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환경 노년학자 Ward, La Gory, 그리고 Sherman 

(1988)은 저서 “The Environment for Aging: Interpersonal, Social, and 

Spatial Contexts”에서 노화와 관련된 장소로서 지역사회의 비물리적 측

면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노인이 지역사회를 ‘사회적’ 영역과 ‘서비스’ 영

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구분된 지역사회와 노인들이 인지하는 

지역사회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노화로 인한 기능적 제

한을 겪는 노인들에게 지역사회는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지역사회의 물리적 경계 안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거

나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노화를 위한 장소로서 지역사회를 

물리적 환경 특성과 사회적 환경 특성을 통합하여 고찰해야 한다고 제언

하였다. 

Moore (2014)는 Ward et al. (1988) 제안과 기존의 장소 이론을 종합하

여 노화를 위한 장소를 설명하는 생태학적 모형(The Ecological Framework 

of Place, 이하 EFP)을 제시하였다<표 1>. EFP 모형에서는 장소는 사람

(People), 물리적 환경(Physical setting), 그리고 프로그램(Program)으로 구

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은 사람의 활동(Activities)에 의해 촉진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4가지 요소 모두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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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노화를 위한 장소의 생태학적 모형 (Moore, 2014)   

 

Place theorists

Aspects of the ecological framework of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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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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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소에 관한 주요 이론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의 고찰 (Moor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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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개념에는 사회적 수준의 분석(Social level of analysis)이 포함

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Moore (2014)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여러 차원의 집합체(개인, 그룹, 조직, 문

화)로 생각될 수 있고, 주관적 특성(예: 동기, 인지, 영향)과 객관적 특성

(예: 측정된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해야 하는 존재이다. EFP 모형에서 

사람은 장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주체이다.

EFP 모형에서 물리적 환경은 객관적 감각 특성(색상, 소음, 조명, 진

열, 배치 등)과 지리공간적 특성을 포함한다(Archea, 1977; Weisman, 

2001). 또한, 물리적 환경은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된 공

간이고,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나 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다. 

물리적 환경은 건물, 부지, 근린환경 등 다양한 규모와 범위로 개념화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어떤 장소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기대를 의미하고, 장

소 규칙(Place rules)과 장소 역할(Roles)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전

달된다(Barker, 1968; Canter, 1977). ‘장소 규칙’을 통해 사람들은 주어

진 장소에서 정해진 활동을 추구하고 안정성을 느낀다. ‘장소 역할’은 사

람들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는 특정 활동에 의존하며, 사람들은 장소에

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장소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역할과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한계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EFP 모형에서는 활동을 사람, 프로그램 및 물리적 환경을 결합하는 

촉매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활동을 통해 장소를 경험하고,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정 속성을 장소 경험에 귀속시킨다(Diaz Moore, Geboy, 

& Weisman, 2006). Moore (2014)는 이를 ‘장소 속성(Place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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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불렀고, EFP 모형의 핵심에 놓았다. 이는 장소 속성이 장소 경험에 

대체 불가능한 핵심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장소 속성에 대한 개념은 

장소 이론 중 하나인 ‘장소성(Sense of place)’과 유사하지만(Hummon, 

1992; Relph, 1976; Tuan, 1977), 장소성을 노인이 인식하는 장소 전반에 

대한 인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Stedman, 2002).

EFP 모형은 시간을 다원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장소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은 특정 계기에 따라서 상당히 빠르게 변화할 수 있

고, 특정 물리적 환경(예: 조명)은 하루 동안에도 달라질 수도 있다. 또

한, 연구설계에 따라서 시간은 생애과정과 건물의 노후와 같은 장시간의 

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 즉, 장소를 구성하는 사람, 물리적 환경, 프로그

램 또는 활동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종합하면, 노인의 활동적 생활의 무대인 지역사회는 물리적, 비물리적

인 요소가 포함된 다차원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시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EFP 모형은 도시 노인의 걷기증진을 위한 장소가 갖

추어야 하는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기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노인 걷기의 주요 무대인 지역사회

에 대해 사람,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활동,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시간

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도시 노인의 걷기와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적 틀

을 도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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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거이론방법에 대한 고찰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특정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

을 개발하거나 혹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 위해 실제

적이고 경험적인 분야를 탐색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이다. 사회과학의 선험

적인 이론 개발과정이 연역적 가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 추론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근거이론은 사람들의 행동, 상호작용, 사회적 과정으로

부터 수집된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수집된 자료로부터 현상에 대한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적 특성 때문에 

근거이론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 빠르게 수용되었다. 국제적으로 근거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보건, 교육, 행정, 경영, 노인학, 가족연구 등 사회

과학 분야 전반으로 확장되는 추세이고(Pilevari, 2020),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김가람, 2019; 양홍식 & 김현주, 2020). 

하지만 한국에서는 근거이론을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적 도구나 

기법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손행미(2009)는 국내 근거이론 연구가 

정해진 연구절차와 기법을 강조하는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에 편중

되어 있고,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적 특성을 간과하고 주어진 절

차와 기법만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다

고 보고했다. 따라서 근거이론을 제대로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 학문적 배경, 그리고 방법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근거이론’이란 용어도 학계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고 있어서 이

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방법(Grounded theory 

method)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방법을 바탕으로 생성된 결과물인 이론

(Grounded theory)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근거이론 연구자가 이러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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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분해서 명시하지 않으면 논문을 읽는 독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후로 방법과 절차를 지칭할 때는 근거이론방법, 결과물을 

지칭할 때는 근거이론으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근거이론방법은 여러 인식론의 색채를 가진 연구방법으로 확장되어 

발전해 왔다(그림 7). 근거이론방법을 창안한 Glaser와 Strauss는 근거이

론방법의 접근과 절차에 대해 끝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근거이

론방법은 Glaser 학파와 Strauss 학파로 갈래가 나뉘어 발전하기 시작했

다. Glaser 학파는 실증주의적 성향에 따라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을 중시했고, Strauss 학파는 실용주의와 해석주의적 성향에 따

라 질적 자료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Strauss의 제자인 Charmaz 

(2006)는 Glaser와 Strauss의 생각을 발전시켜 구성주의 근거이론방법을 

개발했다. 최근 Strauss의 또 다른 제자인 Clarke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하여 사회적 ‘상황(Situation)’을 근거이론방법의 분석단위로 보고 상

황분석(Situational analysis)을 접목한 근거이론방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Clarke & Charmaz, 2014).

[그림 7] 근거이론방법의 발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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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처럼 근거이론방법은 실증주의, 실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 여러 인식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연구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절차가 달라진다. 본 연구자는 보건학 분야의 지역사회 건강증진

에 학문적 배경을 두고 있고, 실제(Reality)는 사건에 대한 인간의 경험, 

경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현실,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맥락의 영역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노인의 걷기를 어

떠한 인식론과 학문적 배경에서 접근했는지를 명시하여 연구결과와 결과

해석에 대한 본 연구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밝혔다. 

인식론에 따라 근거이론방법을 대하는 태도와 초점은 차이가 나지만 

근거이론방법은 공통적으로 고유한 방법적 특성과 절차를 공유한다. 먼

저, 근거이론방법의 주요한 방법적 특성에 대한 개괄은 <표 2>처럼 정리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적 특성은 근거이론 연구의 어느 특정 단계에

서만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져 있다(김영

천, 2013).

방법적 특성 설명

지속적인 비교와 질문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교와 질문을 통해 범

주와 이론을 명료화, 비교와 질문을 통한 이론적 표본추출 시행

이론적 민감성
신속하고 성공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가져야 

하는 자질

문헌고찰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문헌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몇 개의 

개념을 발견하고 초기 이론적 표본추출의 근거를 마련

이론적 표본추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론과 질문을 만들어냄으로써 

다음에 수집한 표본을 선정하는 표본추출 방식

메모와 도형 그리기
분석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사고를 기록하거나 도식으로 그 

관계를 밝힌 자료

이론적 포화
자료의 수집과 분석으로 더 이상의 범주나 이론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표 2> 근거이론방법의 주요한 방법적 특성 (김영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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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절차적 측면에서 근거이론방법은 정해진 코딩(Coding) 기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다른 질적 연구방법들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근거이

론방법은 분석과정에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

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이라는 3단계 코딩절차를 거친다. 개방코딩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특정한 개념을 도출하고, 각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발

견해 나가는 분석의 과정이다. 축코딩은 여러 범주를 관통하는 중심현상

을 찾아서 이를 축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코딩방

법이다. Strauss와 Corbin (1998)은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이

라는 분석적 도구를 통해 중심현상을 둘러싼 구조(조건)와 과정을 하나의 

도식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코딩 패러다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인과적 조건 → (B) 중심현상 → (C) 맥락적 조건 → (D) 중재조건 

→ (E) 작용/상호작용 → (F) 결과

마지막 분석단계인 선택적 코딩은 근거이론방법의 최종적인 통합단계

로서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거치는 과정에서 누적된 분석적 메모, 도표, 그

리고 범주를 기반으로 이야기의 윤곽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선택적 코딩

을 통해 연구자는 여러 범주를 하나의 핵심 범주로 통합함으로써 범주 간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고 정교화하여 새로운 속성과 차원이 드러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근거이론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이론방법

에서 제시한 방법적 절차와 정해진 코딩 기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이를 

명료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수행 과정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전략을 6장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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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근거이론 및 이론화 논리에 대한 고찰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산출되는 최종 결과물을 통상 근거이론이라고 

부르지만 근거이론의 형태나 유형은 연구마다 모두 상이하다(이영철, 

2014). 그렇다면 근거이론에서 말하는 ‘이론’이란 무엇이고, 근거이론방법

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은 모두 다 근거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이 이론으로서 갖추어

야 하는 이론적 성질과 산출물은 무엇인지, 근거이론이 추구하는 이론적 

범위와 이론화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론에 대한 정의와 이론화를 추구하는 범위는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통상 사회과학에서 정의하는 이론은 구체적인 현상을 관념적인 

개념으로 추상화하고, 개념 간의 관련성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Turner, 1986; Weick, 1995; 1999). 따라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새로

운 이론’이란 1) 기존의 이론적 개념으로 충분히 포착되지 못했던 현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범주를 제시하거나, 2) 기존의 이론적 개념 간의 상

호관계를 새롭게 규명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Whetten, 

1989). 이때 전자를 ‘개념적 이론화’, 후자를 ‘관계적 이론화’라고 부른다

(권향원 & 최도림, 2011). 또한, 인문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사이에 위치

하는 사회과학의 경우 단일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자연과학이나 연

구자의 인식론적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이 이론이 될 수 있는 인문학과는 

달리, 주어진 사회적 맥락에서 타당한 설명력을 가지는 중범위 이론

(Middle range theory)을 추구한다(그림 8). 물론 사회과학에도 복수의 

맥락에서 범용적 설명력을 가지는 공식이론(Formal theory)이 존재하지

만, 학문의 속성상 처음부터 공식이론이 존재할 개연성은 매우 적다(변기

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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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학문 분야별 지식구조의 특징 (변기용, 2020)

근거이론도 사회현상과 관련된 경험적 자료를 이론적으로 환원하여 맥락

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이론적 개념’이나 ‘개념 간 관계’를 포착하는 중범위 

이론의 개발을 목표로 삼는다(권향원, 2016). Haig (1995)는 ‘좋은’ 근거이

론이란 현실 맥락의 범위 내에서 개념적 이론화와 관계적 이론화를 통해 현

상에 대한 지식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사회과학 학문

에도 공식이론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근거이론도 유사한 맥락에서 

도출된 다른 근거이론 혹은 기존 일반이론과의 연계를 모색하여 범용적 설

명력을 가지는 공식이론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Glaser & Strauss, 1967). 

근거이론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이론이라는 그 이름에서 말

하듯이 근거이론 연구가 최종 산출물로 이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는 점이다(권향원 & 최도림, 2011). 하지만 근거이론의 최종 산출물은 예

측력을 지닌 형태나 구조를 가진 이론이 아니더라도 개념적 이론화나 관

계적 이론화를 충족할 수 있으면 개념을 구성하는 속성을 나열하는 방식

이나 인과 순서가 없는 관계구조 형태를 제시해도 무방하다(윤견수, 

2013). 권향원(2016)은 개념적 이론화와 관계적 이론화의 측면에서 근거

이론의 유형과 산출물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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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형 구조 

첫 번째 유형은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적 설명을 가진 

관계구조형 근거이론이다. 이 유형은 ‘중심현상(Focal phenomena)’을 둘

러싼 원인과 결과의 인과구조를 모형4)의 ‘개념 재료(Building block)’로 

삼아 설명하고자 한다(그림 9). 이때, 근거이론은 질적 자료에 담긴 정보

로부터 개념과 개념 사이의 상관성을 관계적으로 기술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그림 9] 관계형 구조 (권향원, 2016)

2) 개념적 속성구조

두 번째 유형은 추상도가 높은 ‘상위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속성’으로 

구성된 개념적 속성구조형 근거이론이다(Turner, 1986). 이 유형은 기존

의 이론이 아직 잘 밝히지 못하였으나 현상에 내포되어 있는 새로운 개념

을 개념적 이론화를 통해 탐색적으로 발견하여 기존의 이해방식을 풍부하

게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그림 10). 이때, 근거이론은 개념적 이론화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4) 이론은 모형, 가설과 자주 혼동된다. 권향원(2016)은 이론, 모형, 가설에 대한 각각
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의미
이론(Theory) 개념 간의 관계체계를 문장의 형태로 구성한 것
모형(Model) 개념 간의 관계체계를 직관적인 도해(Diagram)의 형태로 구성한 것
가설(Hypothesis) 개념 간의 관계체계를 검증에 앞서서 잠정적인 문장의 형태로 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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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개념적 속성구조 (권향원, 2016) 

3) 내러티브 구조

세 번째 유형은 현상을 구성하는 사건과 사건의 연쇄 관계를 이론화의 

대상으로 삼는 내러티브 구조형 근거이론이다(Langely, 1999; Pajunene, 

2008). 이 유형은 이야기 구조를 이론화의 대상으로 삼아 복잡하고 모호한 

사건의 ‘과정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1). 이때, 근거이론은 사건의 연결고리를 이론적으로 파악하여 어떠

한 유형을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관계적 이론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 11] 내러티브 구조 (권향원, 2016)  

한편, 질적연구 학계에서는 근거이론의 이론화 논리를 관심 연구주

제를 설명할 수 있는 ‘선험적인 이론의 수준’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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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진행되어 왔다(Edmondson & McManus, 2007). 이에 따르면 특정 

현상에 대한 이론들이 매우 희소해서 연구자가 참조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근거이론은 ‘발견의 맥락’과 ‘귀납적 탐색’의 원리를 

지향하게 된다(Glaser, 1998). 반면, 기존 이론이 매우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면, 근거이론은 발견자 역할을 축소하고 현상으로부터 도출된 개념들

이 준비된 이론의 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설명적으로 살펴보는 역할

을 지향한다(Strauss & Corbin, 1998). 마지막으로 기존 이론이 희소하

지도 풍부하지도 않은 상황인 ‘중간적 상황(Intermediate contingency)’인 

경우, 근거이론은 ‘발견된 개념들’과 ‘기존의 개념들’을 균형 있게 상호참

조하여 기존 이론을 개선하고 정련(Refinement)하는 역할을 지향한다

(Charmaz, 2006). 근거이론 연구자는 관심 현상과 관련된 기존 이론의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의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연구설계 및 자료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명시

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자신이 딛고 있는 방법론적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

시해야 한다는 점이다(Wallace, 1971). 이론화 논리에 대한 명시적인 표

명은 강건한 논리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방법 연구의 수행과 제시에 있어

서 본질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March, 1991). 

요약하자면, 근거이론은 관심 현상을 둘러싼 맥락적 범위 내에서 제한

된 설명력을 가지는 ‘중범위 이론’을 추구하고, 사회과학의 이론으로서 관

계적 이론화 또는 개념적 이론화를 충족하기 위한 산출물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근거이론의 이론화 논리는 관심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 이

론의 역할에 달려 있고 이를 연구자가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강건한 

근거이론의 조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이 추구하는 이론적 범위에 맞춰 서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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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역사회의 맥락 안에서 노인의 걷기와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적 이론

화와 관계적 이론화를 충족하는 개념적 틀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편, 노인

의 걷기를 설명할 수 있는 기존 이론은 희소하지도 풍부하지도 않은 ‘중간

적 상황’이지만, 이론이 개발된 분야마다 서로 다른 영역에 한정된 설명을 

하고 있어 노인의 걷기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 결과물로 도출한 개념적 틀을 기존 이론과 상호참조하는 

과정을 거쳐 Charmaz (2006)가 언급한 이론 요소의 정련화와 함께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는 관계구조와 새롭게 발견된 관계구조를 종합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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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 노인의 걷기 관련 국내 연구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본 장은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상황배경을 이해하고, 이론적 표본추출과 현장조사

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제1절 연구질문

국제적으로 노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환경 요인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통해 보고되고 있지만(Barnett, Barnett, Nathan, Van 

Cauwenberg, & Cerin, 2017; Rosso, Auchincloss, & Michael, 2011), 

아시아권 도시는 문헌고찰 대상 범위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외 문헌고찰의 

근거는 경우에 따라 한국 도시환경의 맥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그대로 개념적 요소로 차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장의 목적은 도시 노인

의 걷기와 관련된 배경이해를 높이고, 현장조사와 이론적 표본추출에 필요

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특성과 노인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국내 연구의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

둘째,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노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환경 영역과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도시 노인이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식5)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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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은 비교적 새로운 지식합성의 방법

론으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찰유형이다(서현주 & 김수영, 2018).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여러 연구자의 정의가 존재한다. 가장 최근의 정의

는 Colquhoun과 그녀의 동료들(2014)이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기존 지식을 체계적으로 검색, 수집, 합성하

여 관심 분야 연구의 주요 개념, 근거의 유형, 지식의 간극을 매핑하는데 

목적을 둔 탐색적 연구질문을 다루는 지식합성의 한 형태이다”. (p.1291)

Munn과 그의 동료들(2018)은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적용하기 적합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Ÿ 해당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근거의 유형을 알고자 할 때

Ÿ 주요 개념 및 정의를 명확히 알고자 할 때

Ÿ 관심 주제의 연구가 어느 정도의 범위로 수행되었는지 알고자 할 때

Ÿ 어떤 개념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할 때

Ÿ 문헌이 아직 체계적으로 고찰된 적이 없어 체계적 문헌고찰의 선행연

구로서 수행하고자 할 때

Ÿ 지식의 간극을 확인하고 분석하고자 할 때

Ÿ 체계적 문헌고찰을 적용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이질적 성격의 근거

를 합성해야 할 때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관심 주제의 연구범위를 살피며 지식의 공백이 

5) 본 논문에서는 Ittelson (1978)의 정의를 따라 주관적 환경인식을 환경에 대한 사람
들의 생각, 감정, 평가, 그리고 감각을 통해 환경을 이해하려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
어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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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별 연구의 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기보다 연구범위와 조사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

된다. 또한, 포함된 문헌의 질을 평가하지 않고, 자료합성 방법으로 문헌

을 재해석하기 위한 질적 분석을 사용하는 것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다른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보고된 적 없는 도

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의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 주제범

위 문헌고찰을 적용하였다. 

1. 연구설계

Arksey와 O’Malley (2005)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연구절차로 1) 연구질

문 도출, 2) 연구 검색, 3) 문헌 선정, 4) 자료 기입(Chart the data), 5) 

결과 수집, 요약, 보고, 및 6) 자문의 6단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단계이자 선택 단계인 ‘자문’은 포함하지 않았고, 4단계와 5단계를 통합해

서 수행했다.

2. 검색전략

고찰대상 문헌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된 2012년 1

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도시 노인의 걷기를 주제로 수행된 국내 연구들

이다. 문헌검색에 활용된 국내 학술검색엔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4U),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이고, 국외 학술검색엔

진은 PubMed, Web of Science를 이용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발

간된 국책연구기관의 노인 걷기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도 함께 검토하였다.

검색어 선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환경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인식

론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 않고 계속 정의가 변화하고 있는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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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리적 환경, 건조환경, 근린환경이라는 용어가 도시계획, 건축, 조경 

분야 등에서 도시환경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김동하, 강혜리, 

진현영, & 유승현. 2017). 또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도시환

경의 하위영역을 토지이용, 주거환경, 근린생활시설, 공원녹지, 교통환경

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국토교통부, 2019). 이를 고려하여, 국문 

검색어는 ‘도시환경 or 물리적 환경 or 건조환경 or 조성환경 or 근린환

경 or 생활환경 or 토지이용 or 주거환경 or 여가시설 or 복지시설 or 

문화시설 or 의료시설 or 오픈스페이스 or 공개공지 or 공원 or 녹지 or 

교통환경’ AND ‘노인’ AND ‘걷기 or 신체활동 or 이동’의 단어들을 조

합하였다. 영문 검색어는 ‘urban environment or built environment or 

physical environment or neighborhood environment or living 

environment or land use or housing environment or recreational 

facilities or cultural facilities or welfare facilities or healthcare facilities 

or open spaces or parks or green spaces or transport’ AND ‘older 

adults or elderly’ AND ‘walk or walking or physical activity or 

mobility’의 단어들을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또한, 국외 데이터베이스에 보

고된 국내 연구를 검색할 때는 Korea라는 검색어 제한을 두어 연구배경

이 한국 도시인 연구만을 포함하였다. 

3. 문헌선정 

문헌선정 절차는 국제적 연구보고 지침인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에서 제시

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점검표와 연구흐름도를 사용하였다(Tricco et al.,  

2018). 또한, EndNote 서지관리 프로그램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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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식별된 문헌자료를 분류하고 선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문헌의 선정 

및 제외 기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Ÿ 문헌선정기준

- 2012년 1월에서 2019년 12월 사이에 영어 및 한국어로 출판된 문헌

- 도시6)에 거주하는 노인의 걷기를 주제로 한 연구 

- 노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환경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연구

- 노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환경을 측정하고 지표를 개발한 연구 

- 노인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식을 탐색한 연구 

Ÿ 문헌제외기준

- 도시 외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 실내시설만을 다루고 있는 연구

- 학위논문

- 물리치료나 재활의 관점에서 노인의 걷기능력을 다룬 실험연구

- 걷기 보조기 및 걷기 관련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 연구

PRISMA 1단계인 대상연구 파악에서는 온라인 학술데이터베이스 검

색을 통해 305편의 문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걷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헌 26편을 추가로 수

집하여 총 331편의 문헌을 파악하였다. 2단계인 대상연구 검토과정에서

는 331편의 문헌 중 중복되는 문헌 229편을 배제하고, 남은 102편의 문

헌에 대해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도시 노인의 걷

기를 주제로 하지 않는 문헌 74편을 배제하였다. 마지막 3단계인 대상연

6)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은 '인구 5만 명 이상,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
구가 전체의 60% 이상,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
의 60% 이상' 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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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선정에서는 초록과 제목을 검토하고 남은 28편의 문헌에 대해 전문을 

읽고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헌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6편

을 제외한 22편의 문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2). 본 논

문에서는 22편의 문헌들을 연도순과 제1저자 이름의 한글순으로 정렬한 

순서를 [번호]로 표기하고 본문 내에서 해당 문헌을 지칭할 때 사용하였

다<표 3>.

[그림 12] 주제범위 문헌고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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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기입 및 결과요약

자료추출 양식에 따라 선정된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자료추출 양

식은 저자, 게재년도, 연구자의 학문 분야, 연구 참여자, 표본 수, 조사방

법, 분석방법, 연구주제, 연구목적을 포함하였다. 또한, 내용분석을 적용하

여(Levac, Colquhoun, & O'Brien, 2010) 고찰대상 문헌에서 보고한 노

인 걷기의 특성, 노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환경 변수의 영역 및 요인, 주

관적 환경인식을 도출하였다.

제3절 연구결과

1. 고찰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고찰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문헌 중에서 해외 저널에 실린 문헌은 7편(31.8%)이었고, 연도별 출판 

건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5편)으로 연도가 지날수록 출판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의 학문 영역은 총 11개 분야였고 도시

공학 및 도시설계와 관련된 분야의 비율(40.9%)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

다. 반면, 보건의료 분야는 3편(13.6%)에 불과하여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국내 근거는 건강 관점보다는 도시설계 및 공학의 관점에서 보고된 

지식의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고찰대상 문헌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의 비율이 높았고

(72.7%), 중소도시의 맥락을 다룬 연구의 비율이 낮았다. 연구 참여자는 

노인 인구집단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한 문헌이 다수였고(78.3%), 소수 

문헌에서 노인인구를 60세 이상으로 정의하거나[4], 연금수령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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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부터 노인인구로 정의한 문헌이 있었다[12]. 또한,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문헌 2편이 확인되었다[4, 19].

2차 자료를 분석한 문헌 4편을 제외하면[5, 14, 17, 18], 1차 자료를 

수집한 문헌의 평균 표본 수는 약 287명 정도였다.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의 비율(54.5%)이 가장 높았고, 이외에 

개인심층면담, 포커스 그룹과 같은 설명적 방법을 적용한 문헌 2편[13, 

19], 현장관찰, 인지지도와 같은 공간적 방법을 적용한 문헌 4편[4, 6, 9, 

13, 19], 실험 측정을 시도한 문헌 1편이 있었다[22]. 분석방법은 수치화

된 자료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한 문헌이 대다수였고(82.6%), 질적 분

석방법을 적용한 문헌 2편[13, 19],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문헌이 

1편 있었다[12].

고찰대상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연구주제는 

노인 걷기에 대한 행동특성에 대한 분석, 노인 걷기의 공간이동 패턴에 

대한 분석, 노인 걷기와 도시환경 요인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 걷

기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태도를 탐색,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

경인식의 탐색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 노인 걷기와 도시환경 요인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문헌이 15편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걷기

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태도를 탐색한 문헌[13, 19]과 노인 걷기에 대한 

행동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문헌[19, 22]은 각각 2편뿐이었다. 이는 

한국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지식이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물리적 환

경 요인에 대해 편중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의 걷기에 

대한 행동특성이나 노인의 관점에서 걷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태

도와 경험을 하는지를 밝힐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연구와 지식이 부족했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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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게재년도) 연구 분야
연구 참여자

(연령대)

표본 

수
조사방법 분석방법

연구

주제2) 연구목적

[1] 김용진 & 안건혁(2012) 건설환경공학
서울 거주 노인

(65세 이상)
500 설문조사

누적거리분포모형, 

Categorical and 

regression tree, 

다변량분산분석

2, 3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

심으로 각 시설별 이용권을 도출

[2] 김용진(2013) 건설환경공학
서울 거주 노인

(65세 이상)
400 설문조사

솔로몬 4집단 

설계 분석
3

노인의 자립적 생활능력과 주거환

경요소의 관계를 분석

[3] Kim J. K. et al. (2013) 도시공학
서울 거주 노인

(65세 이상)
812 설문조사

Binary logistic 

regression,

ordered logit 

model,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3

노인을 위한 교통수요미충족

(Transportation deficiency) 현황에 

대한 조사

[4] An S. et al. (2013) 건축공학

전주 거주 

저소득층 노인

(60세 이상)

180
현장관찰,

설문조사

빈도분석, 상관분석

t-test, ANOVA
3

도시 노인이 일상적으로 운동하는 

공공 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활동적 노화를 위한 공공체육 시

설이 노인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 탐색

[5] 이세영 & 이제승(2014)
건축, 

도시공학

서울 거주 노인

(65세 이상)
3,368

2차자료 분석

(보행자 

교통사고, 

통행량, GIS)

공간회귀분석 3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소를 파악

<표 3> 고찰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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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은영 & 이돈일(2014) 디자인 NR1) NR 현장관찰 빈도분석 3
인클루시브 디자인과 노인 걷기

공간의 연관성을 파악

[7] 오찬옥 외(2015) 디자인

부산, 김해 

거주 노인

(65세 이상)

117 설문조사 
빈도, 퍼센트, 평균, 

t-test
5

노인 관점에서 근린환경이 얼마

나 노인 친화적인지 평가

[8] Lee & Park (2015) 조경

성남 거주 

노인

(65세 이상)

216 설문조사

Chi-square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2, 5

도시 여성 노인의 여가 목적의 

걷기 패턴을 확인하고, 걷기와 관

련된 주관적 환경인식과 근린환

경 속성의 영향을 탐색

[9] 이은영 & 이돈일(2015) 디자인 NR NR 현장관찰 빈도분석 5

노인복지관 접근로를 중심으로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특성을 적

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개

선 방안을 제시

[10] Lee H. S. (2016) 조경

성남 거주 

노인

(65세 이상)

335 설문조사 구조방정식 3

한국 노인의 여가 목적의 걷기

와 개인, 사회, 환경 변수와의 

연관성 조사

[11] 홍석호 & 김순은(2016) 행정

도시 거주 

노인

(65세 이상)

572 설문조사 위계선형회귀분석 3
도시 노인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분석

[12] 황금회 & 김승렬(2016) 도시지역계획 

도시 거주 

노인

(55세 이상)

500 설문조사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분석
2

노인이 이용하는 근린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사회적 활동의 중

심성을 분석하고 사회활동의 핵

심요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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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Yoo & Kim (2017) 보건

서울 거주 

노인

(65세 이상)

46

개인심층면담,

포커스그룹,

현장관찰

주제분석

(Thematic 

analysis)

2, 4, 5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도시 

근린환경에 대한 주관적 환경인

식을 탐색

[14] 김명관(2018) 보건

울산 거주 

노인

(65세 이상)

1,274

2차자료 분석

(지역사회

건강조사)

다수준 분석 3

도시 노인에 대해 공원 형태와 공

원 내부 요소들이 걷기일 수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

[15] Suh & Kim (2018) 간호

대구 거주 

노인

(75세 이상)

253 설문조사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s 

3

75세 이상 도시 여성 노인의 신

체활동 빈도 조사 및 신체활동 

영향요인 분석

[16] 오성훈 & 한수경(2018) 도시설계 NR NR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

노인 걷기 관련

지표산출
3

지자체별 걷기안전 수준 및 정

책적 노력을 검토하기 위한 평

가체계 개발

[17] 이유진 & 최명섭(2018) 농경제사회학

서울 거주 

노인

(65세 이상)

NR

2차자료 분석

(서울 생활인구 

빅데이터)

핫스팟 분석 2, 3

주간/야간, 평일/주말에 따른 노

인 인구 밀집지역의 시공간 분

포를 확인하고, 결정요인을 분석

[18] Jun M. J. et al. (2018) 도시계획

서울 거주 

노인

(65세 이상)

1,497

2차자료 분석

(스마트카드 

자료, 

가구통행실태조사)

Multinomial logit 

model
2, 3

노인을 위한 무료 지하철 계획

이 수도권의 이동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

[19] 김동하 외(2019)
보건,

도시교통공학

서울 거주 

취약계층 노인

(65세 이상)

23

생활시간표, 

개인심층면담, 

인지지도

패턴분석,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1, 2, 

4, 5

도시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 관

련 생활상을 이해하고, 다차원 

건강결정요인 및 관련 상황맥락

에 대한 근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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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김현선(2019) 디자인

인천 거주 

노인

(65세 이상)

100 설문조사 빈도분석 3
노인을 위한 도시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개발

[21] 박효숙 & 이경환(2019) 도시교통공학

서울 거주 

노인

(65세 이상)

206 설문조사 구조방정식 3
근린환경 특성과 노인들의 걷기

시간,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

[22] 조현주 & 이순주(2019) 조경

대구 거주 

노인

(65세 이상)

52 실험
속력공식 및 

비례공식
1, 2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 노인 친

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를 도출

NR(Not relevant)1):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 사항

연구주제2)

1: 노인 걷기에 대한 행동특성을 분석한 연구

2: 노인 걷기의 공간이동 패턴을 분석한 연구

3: 노인 걷기와 도시환경 요인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4: 걷기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태도를 탐색한 연구

5: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식을 탐색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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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특성

고찰대상 문헌에서 노인 걷기특성을 정의하거나 노인 걷기를 유형화

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고찰대상 문헌에서 확인된 노인 걷기에 대한 내용을 귀납적으로 도출

한 연구질문 유형에 따라 인지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리

하였다. 

첫 번째 연구질문은 노인 걷기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하여 “도시 노인

은 걷기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이다. [13] Yoo와 Kim 

(2017)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신체활동을 “일상생활 유지에 관련된 활

동"과 "외출 및 일상활동을 위한 이동"으로 정의했고, 이를 대표하는 신체

활동으로 걷기를 강조하였다. [19] 김동하 외(2019) 연구에서도 도시 취

약계층 노인은 걷기를 노년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활동이자 건강관

리를 위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는 노화로 인한 신체 기

능과 체력의 감소,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 외에도 비용이 드는 

신체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어 있었다. 

두 번째 연구질문은 노인 걷기의 행동적 특성과 관련하여 “도시 노인

이 걸어서 이동하는 일상생활 공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이다. [1] 김

용진과 안건혁(2012) 연구에서는 서울 거주 노인들이 걸어서 이용하는 

공원, 경로당, 시장, 식료품 가게,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약국은 약 

350~450m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계획에서 정한 역세권역이나 

걷기권보다 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노인복지관, 병원, 종교시설은 

약 1,000~1,800m 위치에 이용권이 형성되어 있어 개인의 신념, 효용 가

치가 강하게 반영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걷기 한계거리가 늘어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2] 조현주와 이순주(2019) 연구에서 노인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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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걷기속도와 비례공식을 통해 도출한 노인이 걸어서 가기 좋은 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는 300m로 나타났다. 

한편, 도보 시간을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중심성을 연구한 [12] 

황금회와 김승렬(2016) 결과에서는 도시 노인은 재래시장까지 도보로 12

분 이상, 피트니스 센터(Fitness center)까지 도보로 15분 이상 소요될 경

우 차량 수단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도시 노인은 도보로 거주

지역에서 대중교통시설까지 평균 8분, 종교시설까지 평균 17분, 노인복지

관까지 평균 25분을 소요하였고, 공원 및 산책로는 도보로 평균 13분 이

내에 위치하는 곳에 거주하는 노인의 활동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 [13] Yoo와 Kim (2017) 연구와 [19] 김동하 외(2019) 연구에서 

확인된 도시 취약계층 노인의 도보로 이동 가능한 일상생활 범위는 주거

지 반경 평균 약 600m 정도였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를 넘어가는 

지역은 일상생활공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질문은 노인 걷기의 행동적 특성과 관련하여 “도시 노인

은 어떠한 이동 및 걷기 패턴을 보이는가”이다. [13] Yoo와 Kim (2017) 

연구에 따르면 도시 노인의 걷기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과 여가 목

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용하는 장소와 이동패턴, 활동반경이 

달랐다. 분석결과, 장소를 이동하기 위한 목적의 걷기는 왕복 약 1.41km, 

도보로 15분 내외의 거리에서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서비스나 외

출을 유도하는 시설의 분포를 따라 이루어졌다. 반면, 여가 목적의 걷기는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왕복 약 2.4km 이내, 도보로 45분 내

외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드러났다. 

한편, 생활인구 빅데이터를 통해 서울 전역의 노인 이동패턴을 파악한 

[17] 이유진과 최명섭(2018) 연구에서 서울 노인은 평일 주간에 강북의 



- 51 -

도심 일대와 강남, 서초로 밀집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지역은 주거와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되어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특징을 가졌다. 반면, 평일 야간에만 서울 노인이 밀집하는 지역은 

강북, 은평, 강동 등에서 나타났고, 이러한 지역은 대체로 주택환경이 불

량하고 근린생활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시간대별 분포와 달리 서울 노인의 요일(평일, 주말)에 따른 이

동패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하철 

노인 무료 승차제도를 연구한 [18] Jun et al. (2018)에 따르면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은 혼잡한 역과 피크 타임(Peak time)을 피해 이루어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하철 노인 무료 승차제도는 하루에 약 5만 

4천 ~ 8천 명의 노인을 지하철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였다.

네 번째 연구질문은 노인 걷기의 행동적 특성과 관련하여 “도시 노인

은 일상생활에서 이동할 때 얼마의 속도로 걷는가”이다. [22] 조현주와 

이순주(2019) 연구에서 같은 지역사회 환경에서 500m 거리를 걷는데 걸

리는 시간을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청․장년 그룹의 평균 걷기 시간은 

536초(속도 0.93m/s), 65세 이상의 노인 그룹은 889초(속도 0.56m/s)로 

청․장년층은 노인보다 약 1.7배 더 빠른 속도로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인 노인 그룹이 걷는 속도는 청․장년 그룹의 절반에 못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걷는 속도는 60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

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70~75세 미만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75초 빠

르고, 75세 이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173초 빨라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빠르게 걷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19] 

김동하 외(2019)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에서는 고령의 여성 노인이 고령의 

남성 노인보다 평균적으로 걷는 속도가 느리고, 걷기 보조차에 의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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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환경 영역 및 요인

본 연구에서는 고찰대상 문헌에서 확인된 노인 걷기와 상관성이 있는 

도시환경 요인을 종합하기 위해 박소현, 최이명, 그리고 서한림(2008) 연

구에서 제시한 걷기와 관련된 도시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요소 지표를 사

용하였다. 박소현과 그녀의 동료들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가로환경, 네

트워크 환경, 지역환경으로 구성된 분류 틀에 따라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

에 나타난 걷기 관련 물리적 환경요소를 모두 추출하여 한국 주거지의 

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들로 부각시키는 보완작업을 거쳤다<표 4>.

분류 환경요소

가로

환경

가로

특성

일반적 특성
보도의 존재, 폭, 유형, 포장 종류와 질, 경사면적, 가로 단면, 

보차도 간격

걷기 장애물 무장애 시설, 장애물

연석 폭, 경사, 유형

횡단보도 횡단보도 폭, 표시 여부, 대기 장소, 간격, 신호등, 신호간격

대중교통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 및 시설, 지하보도, 안내판

교통제어 교통 통제장치, 볼라드, 가드레일, 교차로 신호판

건물
용적률, 건폐율, 위치, 형태, 높이, 출입구 위치, 저층부 용

도, 입면 광고판, 정원 및 옥외공간의 유지정도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

가로

시설물

조명시설 조명, 가로등

위생/휴게 쓰레기통 유지상황, 휴식시설

정보장치 안내판, 안내판의 간격, 공중전화

식재, 조경, 녹지 가로수 간격, 음영넓이, 공공공지, 광장, 화분, 공공조형물

주차 및 차량 차량 출입구 방향, 주차장 위치, 불법주차 대수, 가로의 차량 점유비율

네트

워크 

환경

걷기로 연결성 연속된 걷기로, 걷기로의 네트워크

네트워크 밀도 교차로 간의 거리, 교차로의 밀도, 가로의 간격

접근성 목적지까지의 거리

지역

환경

밀도 개발면적, 주거 밀도, 용도의 복합성

도시형태 블록 크기 및 둘레, 필지의 평균 크기

토지

용도/

시설

일반적 특성 용도 구역 및 연관된 제도

상보성 주거와 상충되는 용도 면적 / 시설 수

용도 / 시설
걷기로 연결되는 특정한 토지용도 면적, 걷기권 안의 근린

생활시설 수, 통행거리 및 목적에 따른 목적지 수

<표 4> 걷기와 관련된 도시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요소 (박소현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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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해당 지표가 제시한 분류체계에 따라 노인 걷기와 상관성이 

확인된 도시환경 요인을 분류하였고,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관

련 요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환경 부분에 영역을 추가하였다. 또한, 고

찰대상 문헌에서 도시환경 요인을 측정할 때, 물리적 환경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였는지 혹은 설문을 통해 이용자의 주관적 인식을 평가하였는지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요인이 노인 걷기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

적 상관성을 보였는지(+), 부적 상관성을 보였는지(-) 기호를 통해 구별

하여 표시하였다<표 5>. 

가로환경 관련 요인 중에서 가로환경과 가로시설의 질은 노인 걷기와 

정적 상관성을 보였고, 도로면적비율, 노후주택비율, 도로 경사도는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가로면적이 적절하고, 가로노면과 가로시설의 질이 좋

을수록 노인의 걷는 양은 증가하였다[8, 10, 20, 21]. 반면, 주거지 내 도

로면적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노인의 교통사고 발생이 높았고[5], 도

로의 경사도와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이동과 활

동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17]. 

네트워크 환경 관련 요인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은 노인 걷기

와 정적 상관성을 보였지만, 교차로 밀도는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근린

생활시설이 주거지와 가깝고, 도달시간이 짧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시설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았다[1, 12]. 또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인지접근성7)이 높을수록 걸어서 시설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3, 4, 7, 8, 10, 11, 21, 22]. 반면, 주거지 내 교차로 밀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노인의 교통사고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5]. 

7) 고찰대상 문헌에서는 인지접근성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서비스 종류 등을 알고, 
이를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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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환경 관련 요인 중에서 토지이용혼합도, 지역사회 내 근린생활

시설 수, 대중교통시설 밀도, 지역사회의 범죄안전과 교통안전 수준은 노인 

걷기와 정적 상관성을 보였지만, 노인 인구밀도, 노령화지수, 다세대·다가구 

주택비중, 지역사회 내 노인 교통사고 건수 및 피해 규모는 노인 걷기와 부

적 상관성을 보였다. 토지용도를 복합적으로 이용할수록[5], 근린생활시설 

수가 많을수록[14, 17, 22], 치안과 교통안전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걷기

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8, 10, 11, 16, 21]. 반면, 노인 인구밀도가 높을

수록 걷기 사고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5], 노령화지수와 다세대·다가구 

주택비중이 높은 지역은 노인의 이동과 활동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17]. 

4.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식

고찰대상 문헌에서 확인된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식

은 일상성, 접근성, 안전성, 친숙성, 쾌적성, 심미성이었다<표 6>. 일상성이

란 일상생활 걷기를 유발하는 근린환경의 속성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목적

지의 다양성과 의도하지 않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지와 관련 있었다

[13, 19].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 외에도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할 때 경험하

는 경제적, 인지적, 형평적 측면에 다면적인 속성이었다[6, 8, 9, 13, 

18-20]. 안전성은 걷기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장소의 물리적 안전과 사회적 

안전이 포함되어 있었다[6, 8, 9, 13, 19-21]. 친숙성은 노인 혐오가 적은 

친근한 동네 분위기와 장소, 그리고 노인이 걸어서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

기 쉬운 도시형태를 의미하였다[6, 9, 13, 19-21]. 쾌적성은 노인이 걸을 

때 느끼는 개방감,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 건전한 질서가 유지되는 환경을 

의미하였다[8, 13, 19-21]. 심미성은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

리와 산책로에서 느껴지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의미하였다[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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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걷기환경 관련 

요소

노인 걷기와 상관성이 확인된 도시환경 요인
문헌

객관적 수치 측정 주관적 인식 측정

가로환경

가로특성
일반적 특성

(-) 도로면적비율(도로면적 / 동면적)

(-) 가로면 종단 경사도

(+) 평균 가로폭

(+) 가로노면의 정비상태

(-) 인지된 지역사회 가로의 경사수준 [5,21]

걷기장애물 (-) 장애물로 인한 사고 위험수준 [20]

건물 (-) 노후주택비율(집계구 내 30년 이상된 주택 수/ 전체 주택 수) [17]

가로시설

조명시설 (+) 조명시설에 대한 만족도 [8]

위생/휴게 (+) 가로 벤치에 대한 만족도 [10]

정보장치 (+) 가로안내판 식별용이 수준 [20]

식재 및 조경 (+) 가로수에 대한 만족도 [8,10]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밀도 (-) 교차로 밀도(교차로 수 / 도로길이(㎞)) [5]

접근성

(+) 주거지와 보건의료시설 간 평균 거리, 도달시간

(+) 주거지와 상업시설 간 평균 거리, 도달시간

(+) 주거지와 노인복지시설 간 평균 거리, 도달시간

(+) 주거지와 공공체육시설 간 평균 거리, 도달시간

(+) 주거지와 종교시설 간 평균 거리, 도달시간

(+) 주거지와 공원 간 평균 거리, 도달시간

(+) 공원녹지 및 산책로 인지접근성

(+) 노인복지시설 인지접근성

(+) 상업시설 인지접근성

(+) 여가 및 문화시설 인지접근성

(+) 공공체육시설 인지접근성

(+) 대중교통 인지접근성

[1,3,4,7,8,10

-12,21,22]

<표 5> 고찰대상 문헌에서 확인된 노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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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와 버스정류장 간 평균 거리, 도달시간

(+) 주거지와 지하철역 간 평균 거리, 도달시간

(+) 주거지와 여가 및 문화시설 간 평균 거리, 도달시간

(+) 금융시설 인지접근성

 지역사회

환경

밀도
(-) 노인 인구밀도(노인인구 / ㎢)

(-) 노령화지수(집계구 내 65세 이상 인구 / 15세 미만 인구)
[5,17]

도시형태
(-) 다세대⋅다가구 주택비중(집계구 내 다세대 다가구 주택 수 

/ 전체 주택 수)
[17]

토지용도

일반적 특성 (+) 토지이용혼합도(Land Use Diversity Index*) [5]

용도/시설

(+) 지하철역 밀도(지하철역 수 / ㎢)

(+) 버스정류장 밀도(버스정류장 수 / ㎢)

(+) 집계구 내 상업시설 수

(+) 집계구 내 보건의료시설 수

(+) 집계구 내 노인복지시설 수

(+) 집계구 내 버스정류장 수

(+) 집계구 내 지하철역 수

(+) 집계구 내 소공원 수

(+) 집계구 내 도시공원 수

(+) 도시공원 면적(도시공원 수 / m2)

[5,14,17,22]

안전

범죄안전 (+) 인지된 지역사회 범죄안전 수준 [8,11,21]

교통안전

(-) 보행자 교통사고 밀도(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수 / ㎢)

(-) 노인 보호구역 개소당 사고건수

(-) 노인 보행자사고 인명피해 규모

(+) 인지된 지역사회 교통안전 수준

(-) 인지된 교통혼잡수준
[5,8,10,16]

*Land Use Diversity Index: Rajamani et al. (2003)를 사용하였고, 서울의 토지용도는 상업, 주거, 녹지, 준공업으로 구분하였음. 이 지표는 0에서 1사

이의 값을 가지며, 0은 단일용도를 나타내고, 1은 완벽한 용도혼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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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의미 문헌

일상성
Ÿ 일상생활 걷기와 이동을 유발하는 목적지의 다양성

Ÿ 일상생활 속 근린환경 내 사회적 만남의 기회
[13,19]

접근성

Ÿ 근린생활시설의 물리적인 접근성

Ÿ 근린생활시설과 대중교통시설의 경제적인 접근성

Ÿ 생활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지적인 접근성

Ÿ 생활서비스 이용에 대한 공평한 기회

[6,8,9,13,18-21]

안전성
Ÿ 노인이 걷기에 안전한 물리적 여건

Ÿ 노인이 인지하는 지역사회의 치안 수준 
[6,8,9,13,19-21]

친숙성
Ÿ 노인이 살기 익숙하고, 노인 혐오가 적은 지역사회 분위기

Ÿ 노인이 걸어서 이용하기 쉬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와 배치
[6,9,13,19-21]

쾌적성

Ÿ 노인이 걷는 장소에서 느끼는 개방감

Ÿ 깨끗하게 정돈된 환경 

Ÿ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질서의 유지

[8,13,19-21]

심미성
Ÿ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근린환경

Ÿ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환경
[13,19-21]

<표 6> 고찰대상 문헌에서 확인된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식

제4절 소결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문헌의 

배경 결과와 개념적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수행된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도시계획 또는 도시설계 분야에

서 이루어졌고, 연구범위가 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 노인에게 맞춰져 있

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한국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특정 분야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을 가능성과 대도시 이외의 도시

환경이나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걷기에 대한 상황맥락을 충

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 수치화

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 기법을 통해 분석한 연구의 비율이 높아 양

적-연역적 패러다임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노인의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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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관련된 연구에는 도시환경과 노인 인구집단 맥락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확대,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의 

다원화가 요구된다.

고찰대상 문헌에서 확인된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인식은 걷기가 

여가와 목적지 이동과 관련된 필수적인 신체활동이라는 것이고, 목적과 

시설의 접근성에 따라 이동패턴과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행동적 특성으로는 걸어서 이동하는 평균 

생활반경이 도시계획에서 설정한 역세권이나 걷기 생활권보다 범위가 좁

고, 평균 걷기속도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달랐다. 마지막으로 고찰대상 

문헌에서 노인 걷기를 유형화하거나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노인 

걷기특성을 정의한 경우는 없었다. 박정호(2017)은 의학적인 접근만으로 

노인의 걷기를 정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노인 걷기특성을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건학적 관점에서 도시 노인이 인식하는 걷기에 대한 특

성을 정의하고, 걷기를 목적지 이동과 운동 및 여가 목적의 유형으로 구

분하여 걷기 목적별로 물리적·비물리적 도시환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탐

색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이 걸어서 이동하는 반경과 평균 걷기속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모바일 GPS 기기와 가속도계(Accelerometer)를 활

용하고, 해당 기기측정의 절단점(Cut point) 기준을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일상생활 반경 범위와 활동량을 고려하여 도시 노인의 걷기패턴을 객관

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노인의 걷기와 상관성이 확인된 도시환경 요인의 항목은 국외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Barnett et al., 2017). 하지만 주거밀

도, 노인 인구밀도, 교차로 밀도 등은 노인 걷기와의 상관성 방향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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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서구권 도시와 다른 한국 도시환

경의 고밀화되고 집약된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이수기,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

든 노인이 걷기 좋은 환경에 대한 지수와 연구대상 지역의 지역사회 환

경을 관찰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한국 도시환경의 특성과 맥락에 한정

된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밝히고자 한다. 

고찰대상 문헌에서 확인된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

식은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질적연구 결과를 모아 메

타합성(Meta-synthesis)한 정리한 국외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

였다(Dadpour, Pakzad, & Khankeh, 2016). 하지만 주관적 환경인식을 

대표하는 속성의 단어는 일치해도 그러한 속성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

제로 노인 걷기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은 도시가 어떠한 시스템과 제도,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시 노인의 걷

기를 유발하는 환경의 주요한 속성인 경제적인 접근성이 국내에서는 노

인이 걸어서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국외 

문헌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는 사례였다. [13] Yoo와 Kim (2017)의 연구

에서 도시 노인은 버스정류장이 지하철역보다 가까이 있어도 일부러 걸

어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행태를 보였고,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지

하철 노인 무료 승차제도가 있었다. 이처럼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식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과정

에는 한국의 제도, 시스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을 둘러싼 상황맥락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제도, 환경, 시스템이 노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이해관계자까지 연구 참여자의 범위로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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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찰대상 문헌에서는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

식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즉, 현재까지 선행연

구들은 도출된 주관적 환경인식의 속성 간 상호관련성을 탐색하거나 노

인의 공간이동 패턴과 주관적 환경인식을 연결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Moore (2014)의 EFP 모형에 비추면 노인은 걷기를 통해 

장소를 경험하고,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정 속성을 장소 경험에 귀속시킨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노인의 걷기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환경인식의 속성을 노인의 실제 걷기패턴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도록 다중 질적 조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고찰대상 문헌의 범위는 2012-2019

년에 발표된 연구로 한정되었고, 검색어와 검색기준, 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제한으로 인해 고찰대상에서 누락된 문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책기관

의 연구보고서와 동료평가가 수행된 전문학술지로 고찰대상 문헌이 제한

되어 다른 기관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된 양질의 문헌이 제외되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고찰하고, 도시 노인의 걷기특성, 노인 걷기

와의 상관성이 확인된 도시환경 요인 및 주관적 환경인식을 정리하였다. 

이는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상황배경을 검토하여 관심 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조사와 이론적 표본추출의 근거를 마련하

는데 필요한 정보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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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에 대한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본 장은 노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론적 표본추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분석(APC analysis)하여 노인 인구집단의 이질적인 걷기실천 특성

을 구분하였다. 

제1절 연구가설 및 도출근거

노화로 인한 생리학적 기능 감퇴는 정상 노화(Normal aging)와 병적 노

화(Pathological aging)8)에서 함께 관찰되는 필연적이고 광범위한 현상이다

(권인순, 2007). 미국 국립보건원의 노화종적관찰연구에서 기초대사량, 심폐

지구력, 신장기능, 근육량 감소가 정상 노화 그룹과 병적 노화 그룹에서 동

시에 관찰되었다. 또한, 노화 기간이 길수록 세포 손상이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 생리적 기능 감퇴가 가속화되고(Hadley & Rossi, 2005), 여성은 폐경

기 이후 여성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히 떨어져 같은 나이대에서는 노화속도가 

남성보다 빨랐다(Wenger, 2020). 따라서 노화로 인한 생리적 기능 감퇴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 인구집단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걷기실천이 감소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은 신체활동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으로 걷기증진에 주

목하고 있다(김동하, 정창권, 이지현, 김광기, 제갈정, & 유승현, 2018). 

서울시는 1997년 세계 최초로『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

8) 노화는 시간에 따른 보편적인 변화인 정상 노화와 정상 노화 과정에 노화 관련 질환
이 동반된 병적 노화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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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례』를 제정했고(서울시, 1997),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의 걷기를 증

진하기 위한 정책 예산을 늘리고 있다(서울시, 2018). 또한, 2006년에 비

해 2016년 서울 노인의 1인당 통행빈도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통행

수단의 63.1%는 도보/자전거로 보고되었다(유경상, 정상미, & 연준형, 

2020). 따라서 서울 거주 노인은 서울시에서 걷기증진 정책과 제도가 도

입된 기간과 코호트 집단에 따라 물리적 걷기환경과 걷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규범의 차이를 경험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근거한 4장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둘째,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은 최근 출생 연도일수록 증가할 것이다.

셋째,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은 연도가 지날수록 증가할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

료를 활용하였고,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9,857명(남성: 

17,198명, 여성: 22,659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APC 분석에 포

함된 대상자의 연령 구간은 5세 간격으로 나누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연령과 기간으로 산출한 

코호트는 1918년부터 1952년까지 총 35개였다. 

서울 노인의 걷기에 대한 APC 분석대상 변수는 걷기실천율이다. 한국

은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걷기실천율을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



- 63 -

조사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 수에 대

한 질문과 그러한 날에는 얼마나 걷는지에 대한 두 개의 질문으로 걷기

실천 여부를 산출하고 있다.

2. 분석방법

기존의 추세 연구는 대부분 연령보정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연령 효과

와 다른 두 효과와의 교란(Confounding)을 통제할 수 없다(Heo, Jeon, 

Oh, Hwang, Oh, & Cho, 2017). 하지만 APC 분석은 다른 두 시간 변

수들(연령, 기간)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코호트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분리해 이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Holford, 1991). 본 연구

에서는 APC 분석을 통해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

와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에 따른 변화 추세를 동시에 파악하였다. 

APC 모형은 로그 연결 함수(Log link function)을 사용하여 특정 사건의 

발생률에 대해 일반선형회귀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인 수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log log
는 번째 연령의 번째 기간인 셀 의 기대 도수를 의미하고, 

각 셀의 기대도수는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log은 

log에 대한 수정항으로 옵셋(Offset)이라고 부른다. 는 절편 또는 

평균 발생률, 는 번째 그룹의 연령 효과 또는 계수, 는 번째 그룹

의 기간 효과 또는 계수, 는 번째 출생 그룹의 코호트 효과 또는 계

수이다. 출생 코호트 효과는 연령과 기간의 대각 행렬로 정의되므로 코호

트의 그룹 수는 , 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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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모형에서 세 독립변수는 완전한 선형적 의존관계(코호트=기간-

연령)를 가지고 있어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동시에 추정할 수 없는 

식별문제(Identification problem)가 발생한다(Kupper, Janis, Karmous, 

& Greenberg, 1985). APC 모형의 식별문제를 다루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은 Fienberg과 Mason (1985)이 제안한 제

약된 일반선형회귀모형(Constrained Generalized Linear Model, 이하 

CGLM)이다. CGLM은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중 최소 하나 이상의 모

수를 제약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코호트 효과가 발생률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을 볼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Kang & Cho, 

2020). 하지만 어떤 모수를 제약하는지에 따라 각 모수의 추정량 패턴이 

민감하게 변화하고, 제약할 요인을 찾기 위한 사전정보가 필요하다는 어

려움이 있다(Mason & Fienberg, 2012). 

본 연구에서는 APC 모형의 식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 효과의 

평균과 기울기를 0으로 고정한 CGLM을 활용하였다. 정책의 효과보다 

노화나 관련 요인 노출의 축적으로 인한 노년기 삶의 질의 변화가 크다

는 선행연구(박준식 외, 2006)에 근거하여 기간 효과를 제약했다. APC 

모형의 기준기간은 2008년, 기준 코호트는 1953년생으로 설정하였다. 추

정방법에서 연령 효과는 기준 코호트(1953년)의 추정치, 코호트 효과는 

기준 코호트의 효과에 대한 비(Ratio)로 나타냈다.

본 연구는 APC 모형의 적합도를 연령, 기간, 코호트 내재모형 사이의 

잔차 이탈도(Residual deviance)를 통해 검증하였다. 잔차 이탈도는 연구 모

형의 예측값과 자료의 실측값이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따라서 모형의 잔차 이탈도가 낮을수록 모형이 예측력이 높다는 의미이다. 

Debiasi (2018)는 APC 분석결과에서 기술(Descriptive) 분석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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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Statistical)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도 

기술분석 결과를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을 성별과 연령 구간으로 구분

하여 추세 변화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R 소프트웨어의 

Epi 패키지를 활용하여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연령, 기간, 코호

트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결과

1.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 추이

서울 노인의 평균 걷기실천율은 2008년 이후 증감이 반복되기는 하지

만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13). 남성 노인의 경우 

2008년에서 2014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61.3% → 58.2%)를 보이다 

2017년 62.6%로 소폭 증가하였다. 여성 노인의 경우 2008년 48.9%에서 

2017년 53.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13]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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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연령 구간으로 구분한 결과, 남성 노인의 경우 연령층이 증가할

수록 걷기실천율이 낮아졌고 연도별 추세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걷기실천

율의 증가나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4). 여성 노인

도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걷기실천율이 낮아졌지만, 연도별 추세에서는 85

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걷기실천율이 증가하는 양상이었

다(그림 15). 

[그림 14] 서울 남성 노인의 걷기실천율 추이  

[그림 15] 서울 여성 노인의 걷기실천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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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노인 걷기실천율에 대한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결과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 변화 추이가 연령이나 코호트 효과인지 아니

면 시대적 흐름과 환경변화에 의한 기간 효과인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APC 분석을 실시하였다. APC 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령-기간-코호트 내재모형 간 적합도를 확인했을 때, 

연령-기간-코호트 모형의 잔차이탈도의 크기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

다. 이는 연령, 기간, 코호트를 모두 고려한 모형의 예측값이 실측값에 가

장 근접하여 다른 내재모형보다 노인 걷기실천율 추세를 설명하기 가장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남녀 노인 모두에게서 동일하였다.

Men Women

Residual
deviance

(df)

Deviance
differences

(df)
p-value

Residual
deviance

(df)

Deviance
differences

(df)
p-value

Age 31,630(205) 54,260(205)

Age-drift 31,601(204) 29.03(1) <0.001 53,790(204) 470.12(1) <0.001

Age-cohort 31,423(201) 177.48(3) <0.001 53,463(201) 327.13(3) <0.001

Age-period
-cohort 30,194(198) 1,229.18(3) <0.001 52,184(198) 1279.57(3) <0.001

Age-period 30,295(201) -101.05(-3) <0.001 52,502(201) -318.81(-3) <0.001

Age-drift 31,601(204) -1,305.62(-3) <0.001 53,790(204) -1,287.89(-3) <0.001

<표 7>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모형의 적합도

APC 분석 모형의 적합도 결과에 따라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

한 연령-기간-코호트 모형을 적용하였다. APC 분석결과는 [그림 16]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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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서울 노인 걷기실천율의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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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 걷기실천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성 노인에게서 연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표 8>. 여성 노인의 걷

기실천율은 69세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패턴을 보이고, 85세에 이르러서

는 30.0%까지 감소하였다. 남성 노인은 76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85세에 49.7%까지 이르렀다. 감소하는 기울기가 여성 노인은 급격하

게 감소하는 반면(61.4%→30.0%), 남성 노인은 여성보다 완만하게 감소

하는 경향의 차이가 있었다(62.3%→49.7%).

Age
Men Women

Prevalence
95% CI

Prevalence
95% CI

Lower Upper Lower Upper
65 62.3 61.9 62.7 61.4 61.0 61.8 
66 63.6 63.2 64.1 61.8 61.4 62.2 
67 64.9 64.4 65.4 62.1 61.6 62.5 
68 65.3 64.9 65.8 61.9 61.4 62.3 
69 64.5 64.0 65.0 60.8 60.3 61.3 
70 63.1 62.6 63.6 59.3 58.9 59.8 
71 62.3 61.8 62.8 57.9 57.5 58.4 
72 62.6 62.1 63.1 57.0 56.6 57.5 
73 63.7 63.2 64.2 56.3 55.8 56.7 
74 64.6 64.1 65.2 55.2 54.8 55.7 
75 64.7 64.2 65.3 53.6 53.2 54.1 
76 64.0 63.5 64.6 51.5 51.0 51.9 
77 62.8 62.2 63.3 49.0 48.6 49.4 
78 61.2 60.6 61.7 46.3 45.9 46.8 
79 59.4 58.9 60.0 43.6 43.2 44.0 
80 57.7 57.1 58.2 41.0 40.6 41.4 
81 56.0 55.4 56.5 38.5 38.1 38.9 
82 54.3 53.8 54.9 36.2 35.8 36.6 
83 52.7 52.2 53.3 34.0 33.6 34.4 
84 51.2 50.6 51.8 31.9 31.6 32.3 
85 49.7 49.1 50.3 30.0 29.6 30.4 

<표 8> 연령 효과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은 최근 출생연도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고, 코호트 효과가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에게 강하게 나타났다<표 

9>. 여성 노인의 경우 1923년부터 1952년 출생 코호트까지 걷기실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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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Prevalence ratio)9)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1923년 출생 0.90 → 1952

년 출생 1.00). 남성 노인의 경우도 출생 코호트별 걷기실천율 비가 최근 

출생연도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923년 출생 0.97 → 1952년 출생 1.00). 

Cohort
Men Women

Prevalence 
ratio

95% CI Prevalence 
ratio

95% CI
Lower Upper Lower Upper

1923 0.97 0.95 0.98 0.90 0.89 0.92 
1924 0.97 0.96 0.98 0.91 0.90 0.92
1925 0.97 0.96 0.99 0.91 0.90 0.93
1926 0.97 0.96 0.99 0.92 0.91 0.93
1927 0.98 0.97 0.99 0.93 0.91 0.94
1928 0.98 0.97 0.99 0.93 0.92 0.94
1929 0.98 0.97 0.99 0.94 0.93 0.95
1930 0.98 0.97 0.99 0.94 0.93 0.95
1931 0.99 0.98 1.00 0.95 0.94 0.96
1932 0.99 0.98 1.00 0.95 0.94 0.96
1933 0.99 0.98 1.00 0.96 0.95 0.97
1934 0.99 0.98 1.00 0.97 0.96 0.97
1935 0.99 0.98 1.00 0.97 0.96 0.98
1936 1.00 0.99 1.01 0.97 0.97 0.98
1937 1.00 0.99 1.01 0.98 0.97 0.99
1938 1.00 0.99 1.01 0.98 0.97 0.99
1939 1.00 1.00 1.01 0.97 0.97 0.98
1940 1.01 1.00 1.02 0.97 0.96 0.98
1941 1.01 1.00 1.02 0.96 0.96 0.97
1942 1.01 1.00 1.02 0.96 0.96 0.97
1943 1.01 1.00 1.01 0.97 0.97 0.98
1944 1.00 0.99 1.01 0.99 0.98 1.00
1945 1.00 0.99 1.01 1.00 0.99 1.01
1946 1.00 0.99 1.00 1.01 1.00 1.01
1947 1.00 0.99 1.00 1.01 1.00 1.02
1948 1.00 0.99 1.00 1.01 1.00 1.01
1949 1.00 0.99 1.00 1.01 1.00 1.01
1950 1.00 0.99 1.00 1.00 1.00 1.01
1951 1.00 1.00 1.00 1.00 1.00 1.01
1952 1.00 1.00 1.00 1.00 1.00 1.00

<표 9> 코호트 효과

9) Prevalence ratio는 일반적으로 유병률 비로 번역되지만 걷기는 질병의 성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걷기실천율로 표현하므로 본 문헌에서는 걷기실천율 비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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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기간 효과는 기준년도(2008년)에 비

해 최대 0.94배였다<표 10>. 또한, 남녀 노인 모두 2011년까지는 걷기실

천율 비가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기간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

Period

Men Women

Prevalence 
ratio

95% CI Prevalence 
ratio

95% CI

Lower Upper Lower Upper

2008 1.00 1.00 1.00 1.00 1.00 1.00 

2009 0.98 0.97 0.98 0.98 0.98 0.98 

2010 0.95 0.95 0.96 0.96 0.95 0.96 

2011 0.94 0.93 0.94 0.94 0.94 0.95 

2012 0.94 0.93 0.94 0.95 0.94 0.95 

2013 0.94 0.94 0.95 0.95 0.95 0.95 

2014 0.95 0.95 0.96 0.95 0.95 0.95 

2015 0.96 0.96 0.97 0.95 0.95 0.96 

2016 0.98 0.97 0.98 0.97 0.97 0.98 

2017 0.99 0.98 0.99 1.00 1.00 1.00 

<표 10> 기간 효과

제4절 소결

4장의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이론적 표본추출의 기준에 대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세분된 이해를 얻기 

위해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술분석 결과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은 2008년에서 2017

년까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고,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

다 걷기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연령층에 따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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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면, 성별에 무관하게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걷기실천율은 낮아지는 패

턴을 보였다. APC 분석을 적용하여 이러한 차이를 세분화하면서 서울 노

인의 걷기실천율 추세에 대한 연령, 코호트, 기간 효과를 확인했다. 

연령에 따른 걷기실천율의 감소는 노인의 신체활동에 관련된 선행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한다(Osoba, Rao, Agrawal, & Lalwani, 2019). 더 중

요한 것은, 연령 증가로 인한 걷기실천율의 감소 효과가 서울 남성 노인

보다 여성 노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연령 효과로 인한 걷

기실천율의 감소 기울기 값은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에게 크게 나타났

다. 또한, 걷기실천율의 지속적인 감소가 시작되는 연령도 여성 노인은 

67세 이후, 남성 노인은 75세 이후로 나타나 신체적 기능 감소가 시작되

는 결정적 시기도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연실과 한설희(2017)가 정리한 노화 과정에서 일어

나는 호르몬의 변화와 근감소증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여성은 

폐경과 함께 에스트로젠(Estrogen)의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에스트로젠은 근육의 이화작용(Catabolism)을 일으키는 염증성 사이토카

인(Cytokine)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즉,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젠의 

감소는 근육의 이화작용을 촉진하게 되어 여성 노인의 근력 약화와 근감

소증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 생리적인 변화로 발생한 문제를 의학적인 치

료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에스트로젠 보충을 통한 근력증가

가 운동에 의한 근력증가에 비해 효과가 작은 편이어서 호르몬 보충에 

의한 치료법은 추천되지 않고 있다(문연실 & 한설희, 2017). 또한, 

WHO가 제시한 건강한 노화 모형에서는 노화로 인한 기능적 능력의 상

실이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는 환경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Jacob, Baird, Barker, Cooper, & Hanson, 2015). 따라서 도시 

노인의 걷기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은 성별에 따른 신체적 기능이 상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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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적 시기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의학적인 치료 모형보다

는 노인의 걷기를 장려하고 실천을 지지하는 걷기 좋은 도시여건을 마련

하여 연령 효과로 인한 신체적 기능 감소를 최대한 늦추려는 시도가 인

구집단 차원에서는 더욱 파급력이 클 것이다.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최근 출생연도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효과의 크기 자체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 노년학적 관점에서 시대에 따른 서울의 걷기증진 정책과 도

시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한 코호트 간 차이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은 1990년대 초반까지 열악한 걷기환경으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았고, 협소한 걷기 공간과 차량 중심의 도시개발로 걷기환경 개선에 대

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1997년에 세계 

최초로 보행조례를 제정해 걷기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

고, 본격적으로 걷기환경 개선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민선 7기까지 정책

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1997년이면 본 연구에 포함된 코호트 집단 중 

가장 고령인 1923년생은 만 74세로 이미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인구

에 해당하는 반면, 가장 어린 1953년생은 만 44세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성인 인구에 해당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한 걷기증

진 정책으로 인한 도시의 사회문화적,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한 정

도는 코호트 간에 차이가 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엄

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확장된 코호트 데이터를 가진 

종적연구 설계를 적용해야 가능하다. 더불어,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출생 코호트 사이에 차이를 유발하는 다차원적 결정요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기간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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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과 관계없이 기간 

효과의 경향성이 2011년-13년을 기준으로 감소에서 증가하는 패턴으로 전

환되었다. 2012년 대한민국에서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행정안전부, 2019), 서울시에서는 보행전용거리와 보행친화구역 

확대, 도심권 횡단보도 적극적 설치, 생활권 보행우선도로 도입 등 걷기환

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0가지 실행계획이 포함된 “걷기 좋은 

도시 서울 비전”이 발표되었다(고준호, 2015). 두 제도 모두 보행자 전용도

로 개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국민과 시민에

게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인 노

력이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했지만, 고령자 맞춤

형 정책은 아니어서 그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향후 고령친화도시 모형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신체활동 및 걷기증진 정

책을 실시한다면 기간 효과의 규모가 개선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시사점은 노인 건강증진 모형이 노인 인구집단 내

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발견한 것이다. 노인 보건 

관련 연구자, 정책 입안자, 서비스 제공자는 노인 인구집단을 동질성을 

가진 단일 인구집단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성별, 노화로 인한 기능적 

능력 수준, 사회문화적 경험과 환경 노출에 따른 코호트 간 차이를 간과

하고 있다(Timonen, 2016). 이는 노년층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고착

화하고, 노인 건강증진을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만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만들어낸다(Stephens, 2017). 하지만 4장의 연구결과는 도시 노인의 걷기

는 성별, 연령, 코호트, 그리고 정책에 노출된 시기에 따라 숨겨진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의 목표인 도시 노인의 

걷기와 건강증진에 관한 실체적 이론 개발의 과정에 있어서 노인을 단일 

인구집단이 아닌 이질성을 가진 인구집단으로 다뤄야 한다는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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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4장의 연구결과는 근거이론 연구의 이론적 표본추출을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활용되었다. 연령 효과의 영향력이 코호트 효과보다 뚜렷하

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서울 남녀 노인의 걷기실천율이 지속적인 감소 

구간으로 돌입하는 연령을 기점으로 표본집단을 구분해서 모집하였다. 또

한, 기간 효과는 크기가 크지는 않았지만 일관된 경향성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 지역에서 서울시 걷기증진 정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2년 전후를 모두 경험한 노인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자료 수집과정에서 모집된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장

에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거주지

를 기준으로 한 서울 거주 노인이기에 과거 거주지역과 이동 경험의 효

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은 노년기에 들어서는 주거 이동이 

적은 정주성(定住性)이 높은 인구집단이고(Iecovich, 2014), 예비 노인기

에 주거를 이동하는 경우는 거주지 교외화 경향이 있다(이승권 & 이학

동, 2010). 따라서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성인기를 보내던 사람이 노년기

에 서울로 이동해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적을 것이라 예측되어 연

구결과의 편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APC 분석의 결과는 서울시 

걷기증진 정책의 변화가 노인의 걷기실천율 경향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

를 평가하지 못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표인 걷기실천율은 자

가보고를 통해 수집된 결과이기 때문에 노인의 실제 걷기실천 수준과의 

차이 정도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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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에 대한 

공간분포 특성 분석 

본 장은 이론적 표본추출의 과정으로서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에 대한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이 걷기 좋은 환경이 밀집된 지역을 확인

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제1절 연구가설 및 도출근거

Kawachi와 Berkman (2003)이 제시한 ‘노화와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s) 모형’에 따르면 근린환경 요소와 환경맥락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

용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적응 수준에 따라 노년기 건강행동이 달라진

다고 설명한다. 또한, 노화가 진행될수록 노인들은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특성이 있고(Wiles, Leibing, Guberman, Reeve, & Allen, 2012), 활동반경

이 주거지 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용진 & 안건혁, 2012). 따라서 

노년기의 정주성과 동네효과를 고려하면, 도시 노인의 걷기는 주거지 근린

환경과 공간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2017년『제3차 OECD 환경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지역격차가 나타나고 있고(OECD, 

2017), 지역격차는 도농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시 안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변미리, 2018). 또한, 최근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에서도 공간복지서비스가 사회경제적 수준 차이에 따라 지

역 간 불균등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김용국 & 조상규, 2019). 따

라서 노인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요인도 불균등하게 공간분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한 5장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77 -

첫째, 걷기를 실천하는 도시 노인은 공간적으로 군집하는 경향성이 존

재할 것이다.

둘째, 도시 노인에게 걷기 친화적인 환경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 행정경계로 설정하였다. 연구자

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2017년 서울시 공공데이터, 서울도시계획포털

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토지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지리정보서비스(sgis.kostat.go.kr)에서 제공되는 2015년도 센서스용 행정

구역도 자료(shp. 파일)와 결합하여 공간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 셋을 구

축하였다. 

2.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는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의 공간자기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보고하고 있는 걷기실천율을 사용하

였다. 노인 걷기친화환경에 대한 공간적 집중도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걷기친화환경 지수(강창덕, 2013)를 노인 걷기결정요인으

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에 포함된 변수는 3장 

주제범위 문헌고찰로 확인한 도시환경요인 중에서 서울시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변수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변수는 토지이용혼합 지수, 인구

밀도 지수, 노인인구비율 지수, 근린생활환경 지수, 대중교통환경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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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및 공원 지수, 가로환경(Street environment) 지수이다. 토지이용혼

합 지수는 행정동의 토지용도를 6개(주거, 상업, 업무, 산업, 교통, 기타)

로 분류한 후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로 계산하였다<표 11>.

구분 용도 내용

주거

단독주택 면적제한 없음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m2이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5개 층 이상

다세대 주택 연면적 660m2이하, 4개층 이하

연립주택 연면적 660m2초과, 4개층 이하

오피스텔 주거기능을 고려하여 주거로 분류

전문하숙집 전문하숙집 (사업자등록증)

사원아파트 사원아파트, 기숙사

상업

근린생활시설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 및 교습소, 단일점포, 수퍼마켓 

등 판매시설, 산후조리원, 게임공급업소

대규모점포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의거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

센터, 도매센터

시장 재래시장

업무 사무실 각종 사무실용 건물

산업

생산시설 공장 등

위험물저장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창고 창고, 하역장 등

차량관련시설 카센터, 주차장 등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교통 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기타 기타 용도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를 모두 포함

<표 11> 토지용도의 유형 구분

인구밀도 지수는 행정동 인구를 행정동 면적(km2)으로 나눈 값이고, 

노인인구 비율 지수는 행정동 노인인구를 행정동 인구로 나눈 값이다. 근

린생활환경 지수는 행정동의 근린생활환경(의료시설, 상업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수를 행정동 면적으로 나누었다. 대중교통환경 

지수는 행정동의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수를 행정동 면적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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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 녹지 및 공원 지수는 행정동의 녹지 및 공원면적을 행정동 

면적으로 나눈 값이고, 가로환경 지수는 행정동의 가로면적을 행정동 면

적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개별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노인이 걸을 가능

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정하였고,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는 각 지수를 

Z-score로 표준화한 후 더해서 계산하였다<표 12>.

구분 계산식 설명

토지이용혼합 지수 ln
  
 ∙ ln

pi: 해당구역 건물 

총면적에서 각 

토지이용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k: 특정 구역 내 

토지이용 분류 수

인구밀도 지수 행정동 인구 ÷ 행정동 면적 행정동의 인구밀도

노인인구 지수 행정동 노인인구 ÷ 행정동 인구 노인인구 비율

근린생활환경 지수

행정동 근린생활시설의 수(의료시설, 

상업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 행정동 면적 

근린생활시설 

면적개수밀도

대중교통환경 지수
행정동의 대중교통시설의 수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 행정동 면적

대중교통시설 

면적개수밀도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수
행정동의 녹지 및 공원면적 ÷ 행정동 면적

가로환경 지수 행정동의 가로면적 ÷ 행정동 면적

Z-score   z: Z-score

x: 지수의 절댓값

μ: 평균

σ: 표준편차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

토지이용혼잡 지수 + 인구밀도 지수 + 

노인인구비율 지수 + 근린생활환경 

지수 + 대중교통환경 지수 + 녹지 및 

공원 지수 + 가로환경 지수

각 지수의 

Z-score로 계산

<표 12>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 

출처: 강창덕(2013)에서 노인 걷기와 관련된 환경변수를 중심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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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이하 

ESDA)은 관심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과 같은 공간효과를 시각화하거나 검

증하는 기법을 총칭한다(안재성, 2007). 보건학 분야에서는 ESDA를 활용

해 건강 관련 지표나 행태자료를 공간적으로 시각화하고, 이들의 상관성

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SDA는 크게 관심변수의 

연구지역 전반에 걸친 공간적 상관성을 검정하는 통계기법(Moran’s I)과 

전체 공간 관계 속에서 관심변수의 국지적인 변이를 다루는 통계기법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이하 LISA)이 있다. LISA는 분

석목적에 따라 Local Moran‘s I (Anselin, 1995), Getis-Ord’s , * 

(Getis & Ord, 1996) 등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1) 전역적 공간자기상관 분석(Moran’s )
Moran’s  계수는 연구대상 지역에서 비슷한 값을 가진 지역이 얼마

나 군집되어 있는지 혹은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Moran’s  계수는 -1에서 1의 값을 갖는다. 1에 가까울수록 정적(+) 공

간자기상관(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을 갖고 인접한 공간 단위들

이 연구지역 전반에 걸쳐 유사한 값을 보인다고 해석한다. 반면, -1에 가

까울수록 인접한 공간 단위들이 서로 상이한 값들을 갖는 부적(-) 공간

자기상관(Negative spatial autocorrelation)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Moran’s  값이 0일 경우 공간에 관계없이 무작위 패턴을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전역적 모란계수는 다음의 수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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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식에서 은 와 로 지표화된 공간 단위의 숫자이고, 는 관

심 변수이고 는 의 평균을, 는 공간가중행렬이다. 이때 는 공간

단위인 와 가 서로 이웃하면 1, 이웃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Moran’s  검정을 통해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이 서울 전역

에 공간적으로 무작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혹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

는지 분석하였다. 

2)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Local Moran’s )
앞서 논의한 Moran’s 는 전체 연구지역의 공간자기상관을 나타내는 

글로벌 지수이므로 국지적인 공간군집 경향을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국지적 차원에서 공간군집 경향을 확인하는 통계기법인 Local 

Moran's 는 해당 지역이 전체 연구지역의 값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

악하기 위해 연구지역의 모든 단위의 평균값을 각 값과 비교한다. Local 

Moran's  추정을 위한 수식 (3)은 다음과 같다. 

       
각 공간 단위 i에 대하여 계산된 Local Moran's 는 이웃()의 값에

서 평균값( )을 빼고, 그 차이값을 대상이 되는 한 쌍의 이웃의 가중치

()에 곱한다. 모든 이웃의 결과를 합친 값은 대상 공간 단위의 값()
과 평균값( )의 차에 곱해지고, 분산()으로 나누어진다. 

Local Moran's 가 양의 값을 보이면 해당 공간 단위가 유사한 값의 

공간 단위들에 의해 둘러싸인 공간적 군집 현상이 있다고 해석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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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 음의 값을 보이면 해당 공간 단위가 서로 상이한 값의 공간 단

위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고 해석한다. 통계치가 양수이면 정적 공간자

기상관, 통계치가 음수이면 부적 공간자기상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Local Moran's 를 통해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이 공간적 군

집을 보이는 지역과 공간적 이례치(Outlier)를 보이는 지역을 확인하였다.

3) Getis-Ord’s 
Getis-Ord’s 는 Ord와 Getis (1995)에 의해 개발된 공간통계기법

으로 대상이 되는 공간 단위의 값을 포함하여 기준 공간 단위 와 주변 

공간 단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앞서 Local Moran's 
는 정적 공간자기상관과 부적 공간자기상관을 구분할 수 있지만, 공간자

기상관성이 확인된 지역이 어떤 경향으로 군집되어 있는지 구분하기 어

려운 단점이 있다. Getis-Ord’s 는 높은 값의  집중치, 낮은 값의 

 집중치를 판별하여 Hot spot과 Cold spot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etis-Ord’s 는 수식 (4)로 표현할 수 있다.





  

    
   

   
 

, 
  
 

,   
    

는 표준편차를, 는 공간가중행렬을, n은 전체 케이스 수를 의미한

다. 와 는 개별 공간 단위나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공간 단위가 

이웃으로 정의되면 =1이,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며, 자신은 이웃

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로 주어진다.  통계량의 기대값은 0이고, 

분산은 거의 1이다(Aldstadt & Getis, 2006). Getis-Ord’s  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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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결과 자체만으로 Z-score를 나타내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

도출된 * 값을 바탕으로 공간적 연관성에 따라 공간분포를 

H-H(High-High), H-L(High-Low), L-H(Low-High), L-L(Low-Low)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H-H는 해당 지역의 값이 높고 그 주변 

지역의 값이 높은 유형(Hot spot), H-L은 해당 지역의 값은 높지만, 그 

주변 지역의 값은 낮은 유형, L-H은 해당 지역의 값은 낮지만 그 주변 

지역의 값이 높은 유형, L-L 해당 지역의 값이 낮고 그 주변 지역의 값

도 낮은 유형(Cold spot)으로 정의한다. 또한, H-H, L-L은 공간적 군집

으로, H-L, L-H는 공간적 연관성이 낮은 공간적 이례치로 해석할 수 

있다(Arfa, Rodriguez, Daniel, & Shonkwiler, 2010). 본 연구에서는 

Getis-Ord’s  분석을 통해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의 Hot spot과 

Cold spot의 패턴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고, 노인 걷기친화환경의 공간적 

집중도를 확인하였다.

제3절 연구결과

1. 서울 노인 걷기실천율의 현황 및 지역별 차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서울 노인 걷기실천율의 현황과 지역적 차이를 

25개 구 단위로 확인하였다(그림 17). 2017년 서울 노인 걷기실천율의 

평균은 56.8, 표준편차는 7.9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편이었다. 노인 걷

기실천율이 가장 높은 구는 송파구(75%)였고,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

(44%)였다. 권역별 분포에서는 상대적으로 동남권역 노인 걷기실천율이 

가장 높았고, 도심권역 노인 걷기실천율이 가장 낮았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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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7년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공간적 분포

권역* 구 걷기실천율(%) 평균(%) 표준편차

동남권

서초 57

64.3 9.3
강남 69
송파 75
강동 56

서남권

강서 61

59.0 8.5

양천 54
구로 55

영등포 70
동작 58
금천 46
관악 69

서북권

은평 47

56.7 9.5서대문 57

마포 66

동북권
도봉 47

53.1 6.1강북 48
성북 60

<표 13> 2017년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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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노인 걷기실천율의 전역적 군집패턴

노인 걷기실천율이 서울 전역에 걸쳐서 공간적 의존성을 갖는지 검정

하기 위해 전역적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Moran’s  
지수는 0.26으로 정적 공간자기상관을 보였고,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8). 이는 서울 전역에 걸쳐 이웃한 

인접 공간 단위에서 유사한 노인 걷기실천율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림 18]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모란산점도

동대문 57
성동 54
광진 55
중랑 60
노원 44

도심권
종로 46

52.7 5.8중구 56
용산 56

종합 56.8 7.9

*권역: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는 서울을 동남권(잠실ㆍ강남 일대), 동북권(창
동ㆍ상계ㆍ청량리ㆍ왕십리), 서남권(영등포ㆍ여의도ㆍ가산ㆍ마곡), 서북권(상암ㆍ수
색), 도심권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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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노인 걷기실천율의 국지적 군집패턴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성은 Local 

Moran's 를 추정하여 확인하였다. 서로 인접한 구끼리 유사한 노인 

걷기실천율을 가지면 Local Moran's  계수는 정적 공간자기상관을 

보이고, 서로 상이한 값들을 가지면 부적 공간자기상관을 보인다. 

Local Moran's  분석결과, 동남권역은 강동구를 제외하고 서초구, 강

남구, 송파구는 정적 공간자기상관을 보였다. 서남권역은 영등포구, 구로

구, 동작구는 정적 공간자기상관을 보인 반면,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관

악구는 부적 공간자기상관을 보였다. 서북권역에 속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는 모두 정적 공간자기상관을 보였다. 동북권역은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는 정적 공간자기상관을 보였고, 성북구, 

중랑구는 부적 공간자기상관을 보였다. 도심권역은 중구와 용산구는 정적 

공간자기상관을 보였고, 종로구는 부적 공간자기상관을 보였다(그림 19). 

[그림 19]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Local Moran'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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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이 높은 집중지와 낮은 집중지를 판별하기 위해  

값을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값이 1.96 이상이면 높은 값의 집중지, -1.96 

이하면 낮은 값의 집중지를 의미한다. 이들 값의 사이는 공간적으로 무작위 분포

를 뜻한다(강창덕, 2013).  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지도화 한 [그림 20]에서 

붉은색은 노인 걷기실천율의 기대값과 관측값이 모두 높게 나타난 Hot-spot

(≥), 파란색은 기대값과 관측값이 모두 낮게 나타난 Cold-spot을 의미

한다(≤). 연한 색을 보이는 지역(≺≺)은 노인 걷기

실천율이 무작위로 분포된 공간적 이례치를 의미한다. 

Getis-Ord’s  분석결과,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이 높은 집중지는 

강남구와 송파구였고, 낮은 집중지는 도봉구였다.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

율에 대한 공간적 이례치는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20). 종합하면,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국지적인 공간 의존성이 확인되었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군집 패턴을 보였다. 이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

과이다.

[그림 20]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에 대한 Getis-Ord’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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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에 대한 측정

도시 노인의 걷기친화환경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인 걷

기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요인의 측정치를 결합하여 지수화하는 작업

이 요구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노인의 활동반경이 700m 내외

인 점을 고려하면 노인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요인의 측정 범위

는 구 차원보다는 동 단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김동하 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467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혼합지

수, 인구밀도 지수, 노인인구 지수, 근린생활환경 지수, 대중교통환경 지

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수, 가로환경 지수를 개별적으로 측정한 후 

일반 계산식에 따라 서울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서울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의 공간적 분포는 [그림 21]과 같

다.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가 높은 지역은 한강 주변(여의도동, 양화동, 

압구정동, 가양동, 합정동, 이촌동 등)을 따라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계획된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 지역(목동, 잠실동, 상계동, 상암동 

등), 구도심 중에서 지하철역과 시장을 보유한 주거지역(하계동, 묵동, 창

동 등), 도심권 내 유적지를 포함한 지역(와룡동, 능동, 훈정동 등)도 노

인 걷기친화환경 지수가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경사가 있고 오

래된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북권 일부 지역(우이동, 구기동, 도봉

동 등)의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패턴이 두드러졌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로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동남권과 서남권 외곽

지역 일부(원지동, 내곡동, 오곡동 등), 그리고 도심권 내 재개발이 이루

어지지 않은 낙후된 일부 주거지역(봉원동, 예장동, 전농동 등)에서도 노

인 걷기친화환경 지수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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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의 공간적 분포

Getis-Ord’s  분석을 통해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 값의 공간적 

집중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그림 22).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의 높

은 값이 공간적으로 집중한 Hot-spot은 동남권 2개소(마천동, 상일동), 

서남권 2개소(고척동, 신정동), 서북권 2개소(대현동, 신촌동), 동북권 3개

소(안암동 5가, 회기동, 성수동), 도심권 2개소(화양동, 능동)로 나타났다.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의 낮은 값이 공간적으로 집중한 Cold-spot은 동

남권 3개소(원지동, 내곡동, 신원동), 서남권 3개소(오곡동, 오쇠동, 과해

동), 동북권 2개소(평창동, 진관동), 도심권 12개소(삼청동, 용산동 1가, 3

가, 4가, 5가, 사간동, 익선동, 소격동, 체부동, 필동, 구기동, 화동)으로 

나타났다.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의 공간적 이례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에 대한 공간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도심

과 계획된 대단지 주거지역-구도심 상권 지역-한강 지역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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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이 걷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이 걷기 좋은 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간 국

지적 단절이 공간집중도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가설 2를 지

지하는 결과이다. 

[그림 22] 서울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에 대한 Getis-Ord’s  결과

제4절 소결

5장의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대상 지역의 선정에 대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역적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통해 서울 노인의 걷

기실천율은 정적인 공간자기상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국지적 공간자기

상관 분석을 통해 확인된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은 지역에 따른 공간

군집 패턴을 보였고, 걷기실천율이 높은 집중지는 강남구와 송파구, 걷기

실천율이 낮은 집중지는 도봉구로 나타났다. 이는 지리공간적 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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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이 유사한 지역끼리 이웃해 있고, 그 경향성에 

공간적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서울 노인의 공간적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 걷기실천

율에 내포된 공간자기상관성을 통제하거나 혹은 고려한 연구 모형이 적

합하다. 

둘째, Getis-Ord’s  분석을 통해 나타난 서울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

수가 높은 지역은 한강 주변, 계획된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 지역, 구도심 

중에서 지하철역과 시장을 보유한 주거지역, 도심권 내 유적지를 포함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노인이 걷기에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역은 주거지 인근에 여가 목적의 걷기를 하기에 탁월한 곳이거나, 

대중교통과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환경특성을 가진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특성을 보유한 지역은 서울 내에 상대적

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 값

의 편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은 노인에게 걷기 친화적인 환경의 공

간적 형평성이 아직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치구 별로 노인 걷

기친화적인 환경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재방안 개발과 이를 평가

하기 위한 지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연구대상 지

역을 선정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

이 높은 집중지이면서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의 높은 값이 공간적으로 

집중된 곳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노인이 공간적으로 군집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치구 내에서 노인이 걸

을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춘 일개 지역사회를 선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노인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과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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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환경을 개념적 요소로 최대한 담아내고자 하였다. 

단, 선정된 연구대상 지역에 대해 주의해서 해석해야 하는 점은 자치

구가 개별적으로 가진 고유한 특성이나 맥락까지 연구대상 지역 선정에

서 고려한 것은 아니고, 자치구는 걷기 좋은 환경과 걷기를 실천하는 노

인이 집중된 동네가 속한 행정구역으로서 의미만을 가진다. 또한, 서울 

노인의 걷기실천율이 동(洞) 단위가 아니라 자치구 수준으로 집계된 자료

였기 때문에 송파구에 공간적 군집패턴이 나타난 결과가 송파구 내 모든 

동도 노인의 걷기실천율이 높은 지역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연구대상 지역 선정의 한계로 밝힌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채택한 노인 걷기친

화환경 지수는 토지이용, 대중교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계량했기 때문에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

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재 구성한 노인 걷기친화

환경 지수는 가중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를 어떤 기준으

로 선정하고 노인 걷기증진 정책 계획과 실행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

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선순

위와 가중치 높은 변수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서울 외곽에서 일부 높은 걷기 친화성 지수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광범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와 같은 특정 변수의 영향

인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만으로는 도시 노인의 

걷기에 대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계량화된 지수가 담아내지 못한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과 노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걷기친화환경의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가 

병행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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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대한 개념화

제1절 연구질문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한 도시 노인의 걷기에 관련된 배경이해

와 근거이론방법의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기반으로 도출한 연구질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중심현상은 무엇인가?

둘째,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셋째, 도시 노인이 걸어서 경험하는 지역사회 장소가 가지고 있는 속

성과 규칙은 무엇인가?

넷째, 도시 노인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걷기패턴을 보이는가?

다섯째,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은 건강증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지역

연구대상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A’동이다. 연구대상 지역 

선정과정은 다음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5장에서 2017년 지역사회건강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노인 걷기실천율의 국지적 군집패턴이 Hot-spot으

로 나타난 서울시 내 지역을 1차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지역 중에서 

2017년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통해 행정동 단위에서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가 높은 집중지로 나타난 ‘A’동을 최종 선정하였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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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의 노인 걷기친화환경 지수

토지

이용

혼합도

인구

밀도

(명/km2)

노인

인구

비율

(%)

근린생활

환경  

(수/km2)

가로

환경

(%)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

대중교통

환경

(수/km2)

Z-score

0.72 39,503 15.49 148.3 25.68 11.46 32.76 5.97

<표 14> 연구대상 지역의 특성 

연구대상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동쪽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동북쪽으

로 하남시, 서남쪽으로 성남시와 접하고 있다. 특히 남한산이 바로 인접

해 있어 연구대상 지역 인근으로 광범위한 자연녹지지역이 있다(그림 

23). 면적은 0.58km2으로 송파구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밀

도는 2019년 기준 35,800명/km2로 서울시 평균 인구밀도(16,541명/km2)

의 2배 이상이다. 

연구대상 지역은 1960~70년대 청계천과 세검정에서 내몰린 철거민이 

연이어 들어오면서 ‘가난한 동네’ 이미지가 굳어졌고, 군부대와 그린벨트

로 인해 송파구 내에서 개발이 가장 늦게 진행되었던 지역 중 하나이다, 

하지만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군부대가 이주하며 개발을 저해

하는 요소가 사라지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가 일부 해지되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또한, 남부 위례신도시, 북부 감일신도시

가 생기며 도로가 새로 개통되어 교통환경이 개선되었고, 위례신도시와 

연구대상 지역을 잇는 노면전차(Tram)가 설치될 예정이라 신도시의 생활

시설 인프라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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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연구대상 지역의 지리적 위치

연구대상 지역의 대부분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제1종일반

주거지역이고, 차도를 중심으로 동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서쪽의 다

세대⋅다가구 주택단지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그림 24). 또한, 공원 

및 녹지는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조성된 반면, 대다수의 근린생활시설과 

대중교통시설은 다세대⋅다가구 주택단지 주변으로 조성된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서쪽이 동쪽보다 높은 고도에 있고, 두 지역을 연

결하는 가로의 종단경사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5.6%보다 높은 9-18% 기울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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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연구대상 지역의 토지이용패턴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모집

근거이론방법은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입증된 이론적 관련성

(Proven theoretical relevance)을 따르기 때문에 양적 연구의 표본추출의 

목적인 대표성 확보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입증된 이론적 관

련성이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개념이나 범주를 발견했다면 그 

개념이나 범주를 발전시키고 확장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도 개념적 틀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입증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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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련성의 원칙을 준수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지역사회 노인과 노인의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황맥락을 설

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이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초기 표본추

출 단계는 연구주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연구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는 4장을 통해 도출한 노인 인구

집단의 이질적인 걷기실천 경향을 고려하여 성별, 걷기실천이 감소 시기

에 돌입하는 연령대, 걷기속도 차이(허약, 비허약)를 고정점(Anchor 

point)으로 잡고 그룹을 만들어 모집하였다(그림 25). 모집 경로는 지역사

회 노인이 많이 모이는 노인복지시설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개모집을 실시

하였다. 초기 참여자가 그룹별로 일부 모집되면, 눈덩이 표집기법

(Snow-balling sampling) 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그룹의 연구 참여자를 추

가적으로 모집하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와 면담으로 확인된 노인 걷기와 

관련된 상황맥락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림 25] 연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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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 과정에서 선정한 연구 참여자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이후에 연구대상 지역에 전입해서 서울의 걷기증진 정책으로 달라

진 동네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노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노인, 보조기를 이용해도 걷기가 불가능한 노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은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지역에서 근무한 

지 3개월 미만의 서비스 제공자는 상황맥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개념적 틀을 포화시킬 만큼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는 

지점인 이론적 포화 시점에 도달하면 종료하였다. 이론적 포화에 도달하였다

고 판단한 기준은 Guest, Bunce, 그리고 Johnson (2006) 제시한 이론적 포

화의 판단 원칙을 따라 새로운 연구 참여자의 걷기실천 경험에 대한 정보가 

더 이상 코드북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자료 포화), 자료로부터 새로운 범

주가 드러나지 않은 지점(범주의 소진)에 이르렀을 때로 하였다. 또한, 신체

적,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여 현재 걷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의 연구 참여자 사례를 추가하여 분석결과와 대조함으로써 걷기실천 경

험의 윤곽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

여한 노인 연구 참여자는 38인,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는 5인이었다. 

3. 자료수집

설명적 정보와 공간적 정보를 함께 수집하는 다중 질적 조사방법은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식과 공간적 맥락을 연결 지어 

포착해내는 장점이 있다(Yoo & Kim, 2017; Moran, Van Cauwenberg, 

Hercky-Linnewiel, Cerin, Deforche, & Plaut, 2014).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연구 참여자의 걷기실천 경험과 주관적 환경인식을 탐색하기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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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적 조사방법인 개인심층면접조사와 걷기와 관련된 공간적 맥락과 걷

기패턴을 확인하기 적합한 공간적 조사방법인 현장관찰조사, 가속도계 측

정, 모바일 GPS 측정을 조합하여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시기는 2020년 

0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루어졌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시

점인 생활방역 기간에만 조사하였다. 

가. 설명적 조사방법 

1) 개인심층면접조사 

개인심층면접조사는 연구 참여자의 삶과 경험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

로 이해하고,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질적 조사방법이다(김영천, 2006). 개인심층면접조사

의 기본이 되는 면담은 목적을 가진 대화이자 동시에 연구 참여자의 관점

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상호작

용이다(Maccoby & Maccoby, 1954). 따라서 개인심층면접조사에서 진행

되는 면담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행동 맥락에 접근할 수 있고,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개인심층면접조사는 수단이나 매체, 연

구 참여자의 수, 면담의 형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유형은 면담 질문의 개방 정도에 따른 개방형 면담(Open 

interview),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구조화된 면담

(Structured interview)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연구 참여자와 노인 걷기에 관련된 지역사회 이

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

은 질문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지만, 연구 참여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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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질문 형식이 개방적인 형

태로 진술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나 속도, 질문의 

폭과 범위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영천, 2006).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절차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직접 대면하여 연

구의 목적과 내용, 조사방식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녹음 허락요청이 

명시된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조사방법의 특성상 직접 대면조사가 불가피

했기 때문에 연구자는 조사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절차

를 준수했다. 연구에 대한 소개 전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 손소독과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면담은 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였다. 또한, 

가능하면 면담 시 연구 참여자와의 거리 간격을 1m를 유지하려고 노력했

고, 조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연구 참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이

후 발열, 오한, 기침 등의 신체적 변화사항은 없었는지 안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일정에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어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연구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태를 대비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본격적인 심층면담에 앞서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는 인

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거주기간, 거주유형, 동거인 수), 주관적 건강수

준, 걷기실천 수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10), 정신건강 수준, 걷기환

경만족도, 사회적 지지 여부, 허약 노인 여부11), 여가활동 수준을 측정하

10)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는 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 활동에 관련된 10가지 문항을 포함한다(정지연, 김준
수, 최현정, 이가영, & 박태진, 2009). 각 문항에서 어느 1가지 항목이라도 ‘부분적으
로 혹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의존적 노인, 모든 항
목을 ‘타인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 독립적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11) 허약 노인 사정도구는 5가지 기준(체중저하, 탈진, 신체활동, 걷기속도, 악력) 중 한 
가지도 허약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비허약(Robust), 1~2개 해당할 경우는 전허
약(Prefrail), 3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는 허약(Frail)으로 판정한다(Fried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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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노인 걷기에 관련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에게는 인구학적 특성(성

별, 연령)과 업무 특성(근무년수, 근무기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끝난 후,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

을 수행하였고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는 1) 

건강과 관련된 생활상, 2) 걷기실천의 경험과 과정, 3) 걷기실천 경험을 구

성하는 중심맥락과 영향요인, 4) 걷기를 돕는 전략과 걷기를 통해 발생하

는 건강 관련 효과를 탐색하는 질문을 하였다<표 15>. 노인 걷기에 관련

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에게는 1) 노인이 걷기에 좋은 환경을 구성하는 요

소, 2) 노인의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 동네의 근린환경 요인, 3) 노인의 걷

기와 활동적 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는 질문을 하였다<표 

16>. 두 질문지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전후로 달라진 노인 걷기 관

련 상황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세부질문으로 보강하였다.

심층면담이 끝나면 응답 중에 나타난 노인 걷기와 관련된 장소와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재확인한 후 면접을 종료하였다. 녹취한 음성 파일은 텍스

트 정보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평균 3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조사질문

1. 건강 관련 생활상을 파악하는 질문

Ÿ 현재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과 지금의 일상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2. 걷기실천의 경험과 과정을 확인하는 질문

Ÿ 평범한 하루에 보통 동네를 얼마나 걸으십니까?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전과 비교했을 때, 동네를 걷는 빈도나 시간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Ÿ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주로 걷게 되는 이유나 목적은 주로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Ÿ (걷기를 매일 한다면) 걷기를 꾸준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15> 심층면담 질문지 (노인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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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질문

1. 노인이 걷기에 좋은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탐색하는 질문

Ÿ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노인이 걷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기 좋은 마을의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A동’은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 노인의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 동네의 근린환경 요인을 탐색하는 질문

Ÿ 노인의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의 시설이나 환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그 시설/환경이 어떻게 노인의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그러한 영향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Ÿ 마을의 물리적인 시설이나 환경 외에도 노인의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까?

- 그 시설/환경이 어떻게 노인의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그러한 영향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3. 노인의 걷기와 활동적 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는 질문

Ÿ 현재 일하시는 분야에서 노인이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계획이나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셨습니까? 

Ÿ 노인이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서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노력이 있습니까? 

-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표 16> 심층면담 질문지 (노인 걷기에 관련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Ÿ (걷기를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걷기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Ÿ 동네를 걸을 때 주로 어떠한 경로로 걸으십니까?

- 그러한 경로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동네를 걸을 때 어떠한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십니까? 

3. 걷기실천의 경험을 구성하는 중심맥락과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질문

Ÿ 나를 주로 걷게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Ÿ 걷기 힘들거나 걷기 어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4. 걷기를 돕는 전략과 걷기를 통해 발생하는 건강 관련 효과를 탐색하는 질문

Ÿ 노인이 걷기 좋은 동네가 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Ÿ 노인이 걷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Ÿ 도시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데에 걷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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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적 조사방법

1) 현장관찰조사

현장관찰조사는 연구현장을 연구자가 이동하며 관심 연구주제와 관련된 

현상을 관찰하는 공간적 조사기법이다(McKenzie, Neiger, & Thackeray, 

2012). 현장관찰조사의 유형은 체계적 관찰과 개방적 관찰로 나눌 수 있다

(김영천, 2006). 체계적 관찰은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나름의 준

거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 정하고 관찰하는 방법을 의미한

다. 체계적 관찰은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관련된 관찰의 범위와 초점을 미

리 가지고 있는 경우에 수행한다. 반면, 개방적 관찰은 연구자가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연구주제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찰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개방적 관찰은 연구자가 연구의 주제를 찾거나 혹

은 세부적인 연구주제와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주로 쓰는 관찰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지역사회 현장에 대해 현장관찰

조사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 관찰을 수행하였다<표 17>. 

영역 항목 내용

녹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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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환경 교통시설 현황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대중교통 노선
가로환경 걷기로 현황 보차혼용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운동환경 공공체육시설 현황 실내외 체육시설, 녹지 및 하천 주변 산책로

근린생활서비스 

환경

복지시설 현황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종교시설 현황 교회, 성당, 사찰
보건의료시설 현황 병원, 약국, 보건소

상업시설 현황 마트, 전통시장

생활편의시설 현황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공공기관 현황 우체국, 경찰서, 동주민센터
여가 및 문화시설 현황 공공도서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표 17> 현장관찰조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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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찰조사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3장 주제범위 문헌고찰

을 통해 확인된 노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환경 요인을 기반으로 만든 체

크리스트를 가지고 연구현장 전반을 관찰하고 지도에 수기로 기록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빈도가 높은 연구현장의 주요 장소에 

대해서는 사회적 모임 활동을 확인하는 활동유무 관찰을 실시하였다. 마

지막으로, 개인심층면접조사에서 연구 참여자가 응답한 주요 걷기경로와 

이동장소를 방문하여 연구현장과 인터뷰 내용을 상호검증하였다. 

2) 가속도계 측정

가속도계는 신체적 움직임의 각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신체활동량이나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측정장치이다. 가속도계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

로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장비 중 하나로 ActiGraph가 있다. ActiGraph

는 다른 가속도계에 비해 비교적 크기가 작고 가벼워 착용이 간편하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장시간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박지연, 

김나현, & 강선희, 2015). 

ActiGraph는 1990년대 처음 CSA(Computer Sciences and Application, 

USA)를 통해 소개되었다. 초기에는 1축 가속도계로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3축 가속도계 모델인 Actigraph GT3X까지 개발되었다. ActiGraph는 국

제적으로 신체활동 측정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받았고

(Sasaki, John, & Freedson, 2011), 국내에서도 이미영(2012)의 객관적 

신체활동 검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연구에서 그 정확성을 확인

받은 바 있다.

ActiGraph 가속도계의 신체활동 측정원리는 서로 직교하는 진동 방향을 

가진 3개의 진동판에서 상하(Vertical, 이하 VT), 전후(Antero-Posterior,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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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AP), 좌우(Medio-Lateral, 이하 ML)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신체의 움직임

에 따른 가속도 변화(Vector Magnitude, 이하 VM)를 산출한다. 가속도 변

화를 산출하는 공식은     와 같다. 수집된 가속도 

변화의 Raw data는 샘플링 과정을 거쳐 양자화되어 유의한 숫자(Counts)

로 기록된다(그림 26). 

[그림 26] ActiGraph 데이터 처리 및 분석원리

본 연구에서는 ActiGraph 최신 기기인 wGT3X-BT를 노인 연구 참

여자들이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여 걷기를 통한 신체활동 강도, 

걸음 수, 걷기 시간대를 측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ActiGraph를 선호하

는 손목에 착용하였다. ActiGraph는 개인심층면접조사가 종료된 시점부

터 주말이 포함된 3일 동안 모니터링 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신체활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ActiGraph 모니터링 일수를 검증한 

Hart et al. (2011)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추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부분으로 자료요약주기(Epoch length)가 있다. 가속도계는 변화하는 가속

도의 시간을 30Hz 주기로 측정한다(Sasaki et al., 2011). 이 때 탐지된 

전압 진폭의 합은 미리 설정한 자료요약주기에 따라 기록된다. 일반적으

로 성인은 60초(Ojiambo et al., 2011), 아동은 15초 단위(Trost, Ward, 

Moorehead, Watson, Riner, & Burke, 1998)로 요약했을 때 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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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계의 자료요약주기를 성인 기준인 60

초로 설정하였다. 

3) 모바일 GPS 조사

모바일 GPS는 연구 참여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파악

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정연준, 박주현, & 이경환, 2020).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GPS 기기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걸어서 이동하는 일상생활 

활동반경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동 경로와 머무름이 발생하는 

장소를 파악하였다. 모바일 GPS 조사에 활용된 기기는 Polar M430이었

고, 자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Polar M430을 통해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이동거

리, 이동 지속시간, 이동속도, 평균 심박수, 칼로리이고, 일별로 구글 지

도와 자동으로 연동되어 저장된다(그림 27). 

[그림 27] Polar M430으로 수집되는 자료 예시



- 107 -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ActiGraph와 함께 

Polar M430을 착용할 것을 사전 교육하였다. 모바일 GPS 기기 착용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일부 연구 참여자에 한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모바일 

GPS 기기를 차고 연구 참여자와 동행하여 개인심층면접조사에서 언급한 

장소와 이동 경로에 관련된 자료를 하루 동안 1회 수집하였다.

4. 자료분석 및 통합

개인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설명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Strauss

와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개방 코딩을 통해 연구자는 전사본과 

코딩 메모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현상의 의

미와 개념을 밝히고, 이를 유목화하여 하위범주(Subcategory), 상위범주

(Category)를 도출하였다. 축코딩 과정에서 연구자는 도출된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를 코딩 패러다임 영역에 맞춰 정렬하고, 범주를 연결하는 축을 

설정하였다. 선택적 코딩에서는 코딩 패러다임을 관통하는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노인의 걷기를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이야기의 

윤곽을 서술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구조화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분석한 구체적인 코딩 결과는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신체활동량은 ActiGraph의 활동강도 기준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알려진 Freedson et al. (1998) 기준을 따라 분석하였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신체활동 강도는 1단계 휴식단계(Sedentary, < 1.5 ME

T12)s), 2단계 약한 단계(Light, ≤ 3 METs), 3단계 중간단계(Moderate, 

12) MET: 안정상태에서 분(min)당 체중(kg)당 산소섭취량을 의미하고, 1 MET란 3.5 
mL/kg/mi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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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METs), 4단계 강한 단계(Vigorous > 6 METs)로 분류하고 있다. 

METs는 가속도계로 측정한 분당 활동 카운트 (Counts Per Minute, 이

하 CPM)를 이용하여 수식 (5)와 같이 산출되었다. 

   ×  min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걷기를 통한 시간대별 신체활동 강도를 

1일 평균 신진대사해당치(METs)와 1일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시

간(분)의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총 걸음 수(Steps counts), 분당 최

대 걸음 수(Steps max counts)를 측정하였다. 

모바일 GPS 기기를 통해 수집한 연구 참여자의 이동패턴 관련 자료

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착용한 모바일 GPS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한 위치 정보 중에서 위치가 변화된 시점부터 일정 시간 

동안 위치에 변동이 없어 이동을 멈춘 것으로 간주한 시점에 해당하는 

위치 값을 연결하여 하나의 이동 경로로 분석하였다. 또한, 모바일 GPS 

기기에서 수집한 자료 중에서 실내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진 이동은 제외

하였고, 이동속도 자료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걸어서 이동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했는지를 구분하여 걷기 이외의 이동수단도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집 주소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석대상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모바일 GPS 기기를 

통해 파악된 개별 연구 참여자의 이동패턴은 Quantum GIS 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 수치 지형도로 옮겨 디지털 지도에서 다시 매핑하였다. 

가속도계, 모바일 GPS 기기를 통해 수집한 공간-행동적 자료(spatial 

behavioral data)의 분석결과는 코딩 패러다임의 중심현상과 맥락적 조건 

단계에서 통합하였다. 가속도계를 통해 확인된 시간대별 걷기 활동량, 걷

기속도와 모바일 GPS 기기에서 나타난 이동경로, 이동거리, 반경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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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별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인 시공간적 걷기패턴을 구성하고 시각화

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결과를 중심현상에 따라 유형화하고 상호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맥락

적 조건을 다각적으로 확인하였다(그림 28). 중심현상을 기준으로 통합분

석을 시도한 결과는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과 생활상에 내포된 시간, 

장소, 사람의 상호작용을 구성하고,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삼각검

증에 활용되었다. 

[그림 28] 다중 질적자료의 통합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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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엄격성 및 진실성

Hannes (2011)은 수치화된 값이 산출되기 어려운 질적연구 결과에 대

한 비평적 평가는 1) 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수집, 분석에 대한 기준의 적

절성, 2) 연구 구성요소의 기술적 엄격성(Technical rigour), 3) 자료에 대

한 반응성(Responsiveness)과 예증의 충분성(Paradigmatic sufficiency)의 

영역을 다룰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연구의 진실

성(Credibility), 적용 가능성(Transferability), 신뢰성(Dependability), 확실

성(Confirmability)을 제시한 바 있다<표 18>.

측면 질적연구 용어 양적연구 용어

True value (진실성) Credibility Internal validity

Applicability (적용 가능성) Transferability External validity

Consistency (일관성) Dependability Reliability

Neutrality (중립성) Confirmability Objectivity

<표 18> 질적연구 결과에 대한 비평적 평가 기준 (Hannes,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중 질적 조사방법을 통해 수집한 설명적 

자료와 공간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삼각검증(Triangulation)하여 연구결과 

해석의 오류를 보완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근거

이론방법의 방법적 특성과 절차를 풍부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 적용가능

성을 높이고, 질적연구 전문가인 지도교수의 감사(Audit)를 통해 연구수

행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어떠한 의도나 개입을 시도하지 않고, 질적 연구자로서 데이터를 수

집, 분석,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가정과 경험에 대해 성찰

함으로써 중립성을 높이고자 하였다(Sandelowski,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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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개인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9>와 

같다. 노인 연구 참여자는 여성 비율(52.6%)이 높았고, 평균 연령은 77.3

세, 평균 거주기간은 20.4년이었다. 거주유형은 연립, 빌라, 다세대에 거

주하고 있는 비율(60.5%)이 높았고, 가구형태는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를 

합친 단독가구의 비율(82.6%)이 높았다. 또한, 노인 연구 참여자는 비허

약 노인의 비율(55.2%)이 가장 높았고, 독립적인 걷기(68.4%)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가능한 노인의 비율(89.5%)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연속적으로 2주이상 일상생활에 지장

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89.5%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8%였고. 동네 걷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2점으로 나타났다. 노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에서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걷기실천율, 우울감 경험율은 2019

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서 보고된 서울 노인의 평균값보다 양호한 수준

으로 나타나(질병관리청, 2020) 이론적 표본추출의 맥락이 반영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개인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노인 걷기와 관련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는 여성 비율(60.0%)이 높았고, 평균 연령은 36.8세였다. 평균 근무년수

는 7.7년, 근무기관은 공공기관의 비율(60.0%)이 높았다. 주요 업무 분야

는 노인복지(40.0%), 방문간호(20.0%), 여가 및 문화체육(20.0%), 종교활

동(20.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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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 (N = 38) N(%)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N = 5) N(%)

성별

여성

남성

20(52.6)

18(47.4)

성별

여성

남성

3(60.0)

2(40.0)
연령

평균±표준편차

65-69세

70-79세

80-89세

90세이상

77.3±8.3

10(26.3)

12(31.6)

11(28.9)

5(13.2)

연령

평균±표준편차

20-39세

40-59세

36.8±17.2

4(80.0)

1(20.0)

거주기간

평균±표준편차

10-14년

15년이상

20.4±7.3

8(21.1)

30(78.9)

근무년수

평균±표준편차

1~4년

5년이상

7.7±6.5

2(40.0)

3(60.0)
거주유형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15(39.5)

23(60.5)

근무기관

공공기관

비공공기관

3(60.0)

2(40.0)

가구형태

독거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23(61.5)

8(21.1)

7(18.4)

주요 업무

노인복지

방문간호

여가 및 문화체육

종교활동

2(40.0)

1(20.0)

1(20.0)

1(20.0)
허약 노인 

비허약

전허약

허약

21(55.2)

12(31.6)

5(13.2)
걷기능력

독립적 걷기

비독립적 걷기

26(68.4)

12(31.6)
IADL

독립적 노인

의존적 노인

34(89.5)

4(10.5)
주관적 건강 수준

양호

나쁨

33(86.8)

5(13.2)
우울감 경험

비우울

우울

34(89.5)

4(10.5)
걷기실천

걷기실천자

비걷기실천자

33(86.8)

5(13.2)
동네 걷기환경만족도

평균±표준편차 8.2±1.3

<표 19>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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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대한 개방코딩

Corbin과 Strauss (1990)가 제시한 개방코딩은 연구 참여자가 응답한 

심층면담 내용의 행간을 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하고 개념과 개념 사이에 

숨어있는 패턴을 파악하고 구조화한다. 연구자는 38명의 노인 연구 참여

자와 5명의 노인 걷기와 관련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통해 수집한 면

담 자료의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분석대상 자료와 친숙해지고,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미체계를 파악하였다. 

이후, 연구질문과 관련된 의미 단위를 찾아내어 진술하고 명명하여 125

개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유목화함으로써 65개의 하

위범주, 27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수와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념과 범주들이 연구목적과 질문에 부합하는지, 전체 자료

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확정하였다.

3.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대한 코딩 패러다임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대한 코딩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근

거이론방법의 대표적인 자료분석 방법인 지속적 비교방법을 적용하였다. 

앞서 개방코딩으로 도출된 범주와 개념을 기반으로 분석 메모와 도형을 

활용하여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내재된 중심현상을 탐색하였다. 

중심현상과 관련된 범주와 개념을 정리하고 남은 범주와 개념을 중심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중심현상의 

강도에 변화를 주는 조건, 중심현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인과 환경 사이

의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도시 노인의 걷기와 건강증진 결과로 구분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코딩 패러다임을 [그림 29]와 같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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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대한 코딩 패러다임

1) 걷기 중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게 된 인과적 조건 

① 노년기 이후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

도시 노인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생활반경은 축소되고, 생활시간 패

턴은 단조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는 노년기의 생

활반경이 축소된 주요 원인으로 신체적 기능의 감소와 경제활동의 양 또

는 질의 저하를 지목하였다. 노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과 체

력 저하는 거의 모든 노인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서 확인되었고, 일부는 

교통사고, 낙상, 근로 현장에서 생긴 사고로 영구한 신체적 기능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생체기능의 감퇴와 제한은 노인 연구 참여자

의 이동을 제한하고, 일상생활 반경을 줄이는 원인으로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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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내가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무섭더라고. 운전 딱 포기하고 나니까 

가던 데가 확 줄지 뭐. 걸어 다녀야 하니까.”(83세 남성, 독립적 걷기)

“내가 일하다가 다쳐서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다리] 불편해서 혼자 멀

리는 다닐 수가 없고 그냥 동네만 겨우 다녀요.”(72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노인 연구 참여자는 직장에서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경제활동의 질이 낮아졌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다

니던 비정규직 직장에서 실직 후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근

로를 하고 있거나 이마저도 조건이 안 되면 동네에서 재활용 수거를 통

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의 양 또는 질의 저하를 경험한 대

다수 노인 연구 참여자는 대중교통 이용과 동네 밖 외출기회가 줄어들었

고, 은퇴 이후 본인의 일상생활 반경은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

다고 응답했다. 

“그래도 직장이라고 다니던 거 그만두고 나니까 옛날처럼 동네 밖으로 나갈 일이 

많이 줄었지.”(68세 여성, 독립적 걷기)

“일할 때는 지하철 타고 매일 다녔지. 은퇴하고 나서는 병원 갈 일 말고는 잘 

안 타. 매일 여기 [동네]에만 있다고 보면 돼.”(81세 남성, 독립적 걷기)

경제활동의 양 또는 질의 저하는 노년기의 단조로운 생활패턴 형성에

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는 일상생활에 일과 관련된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

거나 거의 없어 일상이 노년기 이전보다 단조로워졌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한편,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연구 참여자는 생계를 위해서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고 일과 관련된 시간이 일상생활의 전반을 차지하다 보

니 또 다른 의미에서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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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은퇴 후] 처음에는 갑자기 할 게 없더라고. 그냥 집에서 티브이 보는 것

도 한두 번이지. 나가다가 안 나가니까 몸이 아파지는 거 같아서 뭐라도 할 거 

없나 찾다 보니까 여기 복지관 다니게 된 거야.”(75세 남성, 독립적 걷기)

“나는 눈뜨면 자기 전까지 온종일 폐지만 주워. 이거 하느라 다른 거 할 시간

이 없어.”(77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도시 노인의 생활반경을 축소시키고, 실내 여

가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다수 노인 연구 참여

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보다 현재 생활반경은 감소하였고, 여가

시간은 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 응답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적인 취약계층 노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달라진 생활반경과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에] 요즘? 

온종일 집에만 있는 거야. 복지관 닫고, 코로나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교회

도 닫고.”(77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요즘은 나갈 일이 없지. 뭐라도 할 게 있어야 나갈 텐데 복지관도 안 하고, 그

나마 주던 밥도 안 주고, 일 [공공근로]도 안 시켜주니까 집에만 있는 거지.”

(79세 남성, 비독립적 걷기)

② 건강관리에 대한 높아진 관심, 하지만 낮아진 신체적 자기효능감

도시 노인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감수성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와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기

능 저하와 건강상태의 이상을 경험한 노인 연구 참여자는 건강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중에는 일상의 모든 행위를 건강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노인 연구 참여자들이 동네 친

구와 만나서 나누는 이야깃거리 중에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사망 소식



- 117 -

이나 치매, 암 등 노화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화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었다.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사는 얘기 하는 건데, 그게 이 나이 먹

으면 다 건강 얘기지. 맨날 노인네들이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래놓고 사실 자기네

들 건강은 또 끔찍이 생각한다니까.”(76세 여성, 독립적 걷기)

“아프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번 크게 아프고 나니까 나 하나 아픈 건 문제가 

아닌데 가족들한테 민폐라 아프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 때 이후로

는 진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85세 여성, 독립적 걷기)

노인 연구 참여자의 높아진 건강에 대한 감수성은 자연스럽게 건강관리

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된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건강관리수단은 건강검진, 운동, 비타민과 약 복용,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이

었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동네 친구, 복지관, 가족, 미디어, 의료

기관이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건

강에 대한 감수성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 몸 건강관리는 약 세끼 꼬박 챙겨먹고, 운동 삼아 걷는 거 하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하고, 걷다가 사람들 우연히 만날 때도 

멀찍이 떨어져서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노인네들이 걸리면 더 위험하니까 

더 잘 지켜.”(68세 남성, 독립적 걷기)

한편, 도시 노인은 건강과 건강관리에 대한 늘어난 관심과 달리 노년

기 이후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확신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 

연구 참여자는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하락하게 된 각자의 계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나 신체활동에 대

한 체력적 부담, 마음먹은 대로 따라주지 않은 운동기술로 인한 심리적 

상실과 자책, 부상 위험에 대한 인지, 사고 및 낙상 경험이었다. 또한, 심

층면담 과정에서 낮아진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확신이 스포츠와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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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실천의 감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다치고 나니까 이제 산에 갈 자신이 없더라고. 또 다칠까봐. 그래서 그 때부

터는 그냥 동네만 걸어요.”(83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원래는 내가 축구를 했었는데 이제 체력도 안 되고, 팀에 민폐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운동하는 건 못하고, 혼자 해도 되는 그런 걸 찾게 

됐지.”(81세 남성, 독립적 걷기)

③ 걷기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지 강화

도시 노인은 노년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걷기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

한 주관적 인지가 강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노년기 

진입 이후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변화로 삶에서 걷기에 대한 의미와 비중

이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걷기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

지는 걷기에 대한 규범, 걷기에 대한 태도, 걷기가 주는 이득에 대한 인

지를 통해 높아졌다. 노인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걷기에 대한 규범은 

연구대상 지역에서 걷기는 당연한 일상이자 바람직한 행동처럼 느껴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었다. 심층면담을 통해 노인 연구 참여자들

은 친구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기 위한 동네 산책을 보편적 현상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고령사회에 바람직한 노인

상으로 걷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 걷기를 매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압력처럼 느껴졌다.

“이 동네는 친구 만나려면 그냥 밖에 나가서 걸으면 돼요. 맨날 때 되면 그냥 

나와 있어. 다들 집에만 있기 갑갑하니까.”(83세 남성, 비독립적 걷기)

“TV에서 아침프로 보면 맨날 노인들은 걸으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병원

에 가면 맨날 시간 날 때마다 걸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다들 그러니까 걷기

를 죽기 살기로 하나 봐 ((웃음)).”(69세 여성, 독립적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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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노인은 걷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는 걷기를 비용이 들지 않는 활동적 이동수단이자 동네 친구를 

만나는 수단이고, 그 자체로 운동이 되는 유익한 활동으로 평가하였다. 또

한, 걷기를 재미있고, 즐겁고, 활기차고, 소중한 신체활동이라고 느끼고 있

었다. 일관되게 관찰된 걷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걷기실천을 하는 노

인이 연구의 주요 참여자이고,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졌다는 응답 이후

에 이어지는 답변에서 도출된 결과이기에 연구 참여자가 긍정적인 측면만

을 부각해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걷는 건 돈도 안 들고, 운동도 되고. 내가 이제 앞으로 꾸준히 할만한 거 중에 이만한 

가성비 나오는 게 별로 없을 거 같은데요?”(65세 여성, 독립적 걷기)

“[걷기를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기분에 대한 질문에] 일에 치어서 살고 그

럴 때는 걷는 거 누가 신경이나 쓰고 사나?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데 걷는 게 점점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재미더라고.”(81세 남성, 독립적 걷기)

“다시 이나마도 걸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안 아프고 계속 걸을 수 있는 건 진짜 

복인 건데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 같아.”(83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마지막으로 도시 노인은 걷기실천을 통한 삶의 이득을 중요하게 평가

하고 있었다.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걷기 보조기에 의지하는 노인 연구 참

여자는 걷는 능력이 저하된 시기를 기점으로 건강상태와 삶의 질이 급속

하게 악화하였다고 인지하였다. 이들은 자유로운 걷기가 어려워진 시점을 

전후로 급속한 근육 손실과 체력 저하를 느꼈고,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높

아지고,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거나 경제활동 참여 제한으로 인한 가계소

득의 감소와 가족관계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적인 

걷기가 가능한 노인 연구 참여자는 주변에서 걷기 능력이 저하된 노인을 

목격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자신도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 걷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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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걷기를 통해 가능한 일상생활 활동과 삶의 이득을 인지하고 있었다. 

“아프면서부터 걷는 게 힘들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졌어. 좀만 걸어

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도 없고. 또 나가질 않으니 마음은 힘들고, 누구 보기도 힘

들고.”(90세 남성, 비독립적 걷기)

“걸어 다니니까 그나마 돈이라도 조금 버는 거지. 저번에 복지관 가니까 잘 못 걷는 

노인네는 일도 안 시켜주더라니까.”(80세 여성, 독립적 걷기)

“주변에만 봐도 얼마 전까지 멀쩡하던 양반이 갑자기 쓰러져서 누워만 있는 일이 흔

해요. 그거 보면 무서워. 사람 사는 꼴이 말이 아니야.”(76세 여성, 독립적 걷기)

2) 일상생활 속 걷기실천 경험에 나타난 중심현상

도시 노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를 실천하면서 건강한 노인으로서의 

주체성, 이동의 자율성을 경험하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걷기를 실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건강한 나’를 

체감하는 방식이자 타인에게 ‘건강한 노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단이

었다. 이는 노인 걷기에 있어 노년기의 맥락이 반영된 고유적 성질이었다. 

“나이 들기 전에는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걷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걸

어 다닌다고 저 사람 건강하네~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인들한테 걷

는 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라고 인식되

면 벌써 이미 한번 판단이 동네에서 갈리는 거예요. 어디 갈 때 잘 부르지도 

않고, 챙겨줘야 하는 늙은이 취급당하는 거죠.”(72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한편, 노년기 이후 걷기 중심의 일상생활은 노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언

제든지 자유롭게 발길이 이끄는 대로 지역사회 현장과 공간을 직접 체험하

고 대면하는 이동의 자율성을 주었다. 이는 노인 걷기에 있어 걷기라는 행

위가 가지는 보편적 성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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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어디를 가려고 하면 차를 끌고 다니다가 요즘은 이제 주로 걸어 다

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주차 걱정도 할 필요도 하고, 발길 닿는 

데로 내 맘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맛이 있어. 이것도 나름 좋아. 뭔가 여유

롭고 자유롭다고 해야 하나?”(68세 남성, 독립적 걷기)

이러한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은 주로 일상생활 공간인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졌고, 걷기의 목적에 따라 입체적인 양상을 보였다. 장소를 

이동하기 위한 목적의 걷기는 노인 연구 참여자를 세상과 마주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걸어서 지역

사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인 연구 참여자는 이웃에게 자신을 자연스

럽게 노출하고, 지역사회의 장소, 분위기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였다. 이는 

노인 연구 참여자와 지역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걷기라는 

행위가 가진 고유의 힘이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누가 와서 세상일 돌아가는 거 알려주나? 밖에 나가

서 그래도 돌아다녀야 요즘 노인네들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 동네에 뭐가 또 

새로 생겼나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지나가다 뭐 재미난 거 있으면 나도 좀 껴

달라고 할 수도 있고.”(76세 여성, 독립적 걷기)

“이 동네는 지금 나가서 걸어 다니는 노인들 보잖아? 이 동네 사람인지 아닌

지 딱딱 알아보죠. 왜냐? 매일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 여러 번 봤거든.”

(83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운동 및 여가활동 목적의 걷기는 노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하루 시간

을 보람차고 성실하게 보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제공했고, 건강한 노

인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 걷기는 노동수단이자 경제활동 참여의 필수조건으

로서 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여 독립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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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목적으로 걷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운동 삼아서 동네를 걷는 거는 

처음에는 새해의 다짐 같은 거였는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사실 반드시 뭘 

해야 하는 게 거의 없어지거든? 뭐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도 나한테 뭘 요구하지도 않아. 이게 참...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데 그나마 

내가 세운 다짐이라도 계속 지켜나가면서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지.”(81세 남성, 독립적 걷기)

“그나마 내가 이거 [재활용 수거] 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 보태서 사니까 여기

저기 돈 안 빌리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재활용 수거]마저도 못 하게 되면 길거리에 나 앉거나 어디 위탁시설이라도 

들어가야죠. 그럼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남 눈치 보면서 사는 거지.”

(83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이를 종합하면,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나타난 중심현상은 노인

의 고유성과 걷기의 보편성이 조합되어 나타나고, 걷기라는 행위가 가진 

다목적성에 따라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언어로만 

표현된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실천 경험의 입체성에 대한 공간행동적 

면모를 확인하고, 중심현상과 맥락적 조건을 연결하기 위한 근거를 도출

하기 위해 모바일 GPS와 가속도계 측정을 통해 수집한 노인 연구 참여

자의 시공간 걷기패턴 자료를 행동적 양상과 걷기 목적별로 구분해서 분

석하여 제시하였다.

① 행동적 양상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은 걷기 능력에 따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독립적인 걷기와 걷기 보조기에 의존해야 하는 비독립적인 걷기로 행동

적 양상이 구분되었다.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는 능력에 따른 신체활동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가속도계 측정결과는 <표 20>과 같다. 에너지소비

량, 신체활동량(1일 평균 신진대사해당치,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시간), 

걷기 활동량(하루 총 걸음 수), 걷기 속도(분당 최대 걸음 수)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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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중에서 1일 평균 신진대사해당치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독립적 

걷기를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가 비독립적인 걷기를 하는 노인 연구 참

여자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구분
독립적 걷기 (n = 26) 비독립적 걷기 (n = 12)

Mean S.d. Range Mean S.d. Range

연령 74.4 15.0 65-90 80.2 6.0 72-90

1일 평균 

에너지소비량(kcal)
1,207.2 810.3

550.3-

3,665.2
643.0 182.6

384.6-

845.8

1일 평균 

신진대사해당치(METs)
1.4 0.3 1.2-2.4 1.2 0.1 1.0-1.2

1일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시간(분)

178.1 93.9 50-454 38.3 14.6 8-55

하루 총 걸음 수 12,070.5 3,311.4
5,747-

18,017
6,792.3 1,858.8

4,426-

10,541

분당 최대 걸음 수 105.1 28.9 36-156 57.4 27.1 31-110

<표 20> 걷기 능력에 따른 가속도계 측정결과 비교

가속도계를 통해 측정된 시간에 따른 걷기 활동량 패턴을 귀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독립적인 걷기를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는 특정 시간

대에 걷기 활동량이 최고점에 이르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운동 또는 여

가활동 목적의 걷기를 할 때 나타났다. 반면, 비독립적인 걷기를 하는 노

인 연구 참여자에게는 걷기 활동량의 차이가 구별될 만큼 뚜렷한 최고점

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걷기활동 시간도 더 짧았다. 전체 노인 

연구 참여자의 시간에 대한 걷기 활동량은 <부록>으로 제시하였고, [그림 

30, 31]은 걷는 능력이 다른 노인 연구 참여자의 시간에 따른 걷기 활동

량의 차이를 성별에 따라 보여주는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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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걷기 능력이 다른 여성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 활동량 예시

[그림 31] 걷기 능력이 다른 남성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 활동량 예시

한편, 모바일 GPS 측정을 통해 확인된 연구대상 지역 내 평균 이동반

경은 독립적 걷기를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가 513m, 비독립적인 걷기를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는 216m로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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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걷기 능력에 따른 노인 연구 참여자의 이동반경 차이

② 이동 수단적 양상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 수단적 양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바일 GPS 측정을 통해 노인 연구 참여자는 연구대상 지역에 있는 도

시기반시설을 걸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거지에서 목적지까

지 평균 이동거리는 약 835m(편도기준), 평균 이동시간은 약 18분(편도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허약하지 않은 노인군과 허약한 노인군

(전허약 + 허약)으로 구별해서 살펴보면, 허약한 그룹에 속하는 노인 연

구 참여자들은 허약하지 않은 노인 연구 참여자보다 목적지까지 평균 이

동거리는 다소 감소했지만, 평균 이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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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허약 노인 (n = 22) 전허약 +허약 노인 (n = 16)

Mean S.d. Range Mean S.d. Range

평균 이동거리(m) 998.3 232.1
673-

1,200
670.1 273.3 143-960

평균 이동시간(분) 15.6 4.4 10.2-21.0 19.4 8.3 10.8-30.6

평균 이동속도(m/s) 1.1 0.2 0.9-1.2 0.6 0.1 0.4-0.7

<표 21> 신체적 허약 수준에 따른 목적지 이동행태 비교 (편도기준)

또한, 허약한 그룹에 속한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목적지까지 이동 경

로에 결절점(그림 33의 동그라미 표시)이 있는 경우가 다수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그림 33). 심층면담을 과정에서 허약한 노인 그룹에 속한 연

구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7분 내외(약 300m)에 한 번 정도는 가다가 

서서 혹은 길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응답하여 결절점은 휴식으로 

인해 발생한 공간적 패턴이고, 이동시간도 휴식시간이 포함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 허약한 그룹에 속한 노인 연구 참여자의 이동행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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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제 수단적 양상

도시 취약계층 노인에게 걷기는 그 자체로서 경제활동이자 먹고살기 위

한 노동수단의 모습이 있었고, 특히 생활고로 인해 온종일 재활용품을 수

거해야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걷

기가 노동화 된 일상인 노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가속도계 측정결과는 

<표 22>와 같다. 에너지소비량, 신체활동량, 걷기 활동량, 걷기 속도에 대

한 지표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보다 

공공근로를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재활용 수거 (n = 3) 공공근로 (n = 4)

Mean S.d. Range Mean S.d. Range

연령 77.0 0.8 76-78 75.5 0.5 75-76

1일 평균 

에너지소비량(kcal)
675.4 129.9

523.8-

841.0
703.4 185.0

428.7-

897.0

1일 평균 

신진대사해당치(METs)
1.3 0.1 1.2-1.5 1.3 0.1 1.2-1.4

1일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시간(분)

45.0 8.6 34.0-55.0 90.3 53.8
43.0-

179.0

하루 총 걸음 수 5,447.3 1,087.6
4,415.0-

6,951.0
8230.8 2400.9

6,235.0-

12,191.0

분당 최대 걸음 수 43.3 3.9 38.0-47.0 130.7 18.4
113.0-

156.0

<표 22> 걷기를 노동으로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가속도계 측정결과 비교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근로 형태(재활용 수거, 

공공근로, 정규직)에 따라 시간에 따른 걷기 활동량을 비교해보면 [그림 

34, 35]와 같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는 최고점이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한 수준의 걷기 활동량이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지

만, 공공근로를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 활동량은 특정 시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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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점에 이르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정규직 근무하는 여성 노인 연구 

참여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걷기 활동량이 최고점을 보였고, 전반적인 걷

기 활동량도 공공근로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단, 걷기 활동량의 경우 직장에 출퇴근하는 여성 노인 연구 참

여자10의 연령대가 60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34] 재활용품 수거, 공공근로를 하는 여성 노인의 걷기 활동량 예시

[그림 35] 정규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인의 걷기 활동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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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GPS 측정결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 3인은 

식재료를 받기 위해 복지관을 방문하는 경로 외에는 주거지 인근 주택가 

골목길과 수거한 재활용품을 비용으로 정산하기 위해 고물상을 방문하는 

패턴이 주로 나타났고, 따로 여가나 운동 목적의 걷기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6).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이동거리는 

114m이고, 평균 이동반경은 376m였다.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재활용품

을 수거하고 다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패턴 때문에 평균 이동거리는 

길지 않았고, 이동반경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범위와 고물상까지의 거리 

또는 주거지와 복지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6]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들의 누적 이동경로

반면, 공공근로를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 4인은 지역사회 환경 미화를 

위해 주택가 인근에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니는 경로와 더불어 상업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행태와 여

가 및 운동 목적의 걷기가 관찰되었다(그림 37). 공공근로를 하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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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평균 이동거리는 531m이고, 평균 이동반경은 379m, 공공

근로 활동반경은 190m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시점에서 복지관은 비대면 

형태의 공공근로인 지역사회 환경 미화만 운영하고 있어 걷기가 원활한 

노인들만 제한해서 공공근로 신청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독립적인 걷기

가 가능한 노인 연구 참여자만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어 손수레나 걷기 

보조차를 활용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서 나타나던 

결절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7] 공공근로를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들의 누적 이동경로

 

④ 사회교류적 양상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은 사회적 교류 활동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넓지 않은 생활반경 안에서 노인 연구 참여자가 걸어서 갈만한 

곳들은 제한적이고 겹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이웃들과 마주치게 되

고, 의도하지 않아도 걷기실천이 사회적 교류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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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관찰 결과, 연구대상 지역에서 노인 연구 참여자가 사회적 교류

를 하는 주요 장소로는 교회 앞 벤치, 주택가 인근 어린이공원 외에도 공

공주차장 뒤편, 가로변 공터, 어린이집 주변 공터, 산책로 등이었다(그림 

38).

 

[그림 38] 노인 연구 참여자의 주요 사회적 교류 활동 장소 

⑤ 운동 및 여가활동적 양상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행동으로서 

운동 및 여가활동적 양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다수 노인 연구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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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활동의 질과 양이 감소함에 따라 갑자기 늘어난 잉여시간을 활기

차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대안으로서 동네 산책을 운동 수단이자 여가

활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운동이자 여가활동 수단으로서 걷기가 

가지는 장점으로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건강수준에 맞게 스스로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고, 여가시간을 동적으로 보내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

였다. 

모바일 GPS 측정결과, 연구대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연구 참여

자의 운동 및 여가활동 목적의 걷기는 선호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그림 39). 첫 번째는 공원을 중심으로 산

책하는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 유형은 공원 외곽을 둘러싼 걷기로나 공원 

내 위치한 트랙을 산책로로 활용하였고, 가장 다수의 노인 연구 참여자에

게서 관찰되었다. 공원 중심형 산책을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이

동거리는 2,843m이고, 산책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50분으로 나타났

다. 두 번째는 동네 생활가로를 산책하는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 유형은 

주거지 인근에 생활가로 네트워크를 산책로로 활용하였고, 새벽 시간대에 

근거리 산책을 시도하는 일부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서 확인되었다. 생활

가로 중심형 산책을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이동거리는 1,320m

이고, 산책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25분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재래

시장을 산책하는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 유형은 연구대상 지역 외부에 있

는 재래시장을 생필품을 구매하는 장소 외에도 여가활동 목적의 걷기 장

소로 활용하고 있었고, 걷기능력이 좋은 소수의 연구 참여자에게서 확인

되었다. 재래시장을 산책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이동거리는 

2,320m이고, 산책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64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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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노인 연구 참여자는 운동 및 여가활동 목적의 걷기를 할 

때 세 가지 유형을 혼합해서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는 

생활가로 네트워크 중심으로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생활가로를 산책하다가 연결해서 공원을 산책하는 식으로 확장되기

도 하였다. 

[그림 39] 운동 및 여가활동 목적의 산책에 대한 누적 이동경로 

 

3) 걷기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

① 젠더적 맥락: 고정관념과 성역할 태도

고정관념과 성역할 태도는 도시 노인 걷기의 행동적 양상과 경제 수

단적 양상의 맥락적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현장관찰 결과, 보조기에 의지

해서 걷는 남성 노인의 대다수는 지팡이를 이용하는 반면, 여성 노인의 

대다수는 걷기 보조차에 의지해서 걷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그림 4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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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행태 차이에 대해 남성 노인 연구 참여자는 걷기 보조차는 할머니

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혼자 산책을 

하거나 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걷기 보조차를 끄는 것이 거추장스럽

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보조기가 필요한 여성 노인 연구 참여자는 장바

구니 용도에서부터 쉬고 싶을 때 앉을 수 있는 의자 역할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걷기 보조차를 선호하였다. 

“유모차 [걷기 보조차] 그거는 여자가 주로 쓰는 거지. 남자 중에는 그거 쓰

는 사람 없어.”(90세 남성, 비독립적 걷기)

“짐 싣고, 가다가 앉고 그러려면 그게 [걷기 보조차] 편해. 지팡이는 손 아프

고. 짐도 손에 들고 다녀야 해서 번거롭다고.”(83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그림 40] 걷기 보조차를 이용하는 여성 노인과 지팡이를 이용하는 남성 노인

한편, 경제 수단 그 자체가 목적인 걷기가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노인의 삶에는 성역할 태도의 맥락이 작동하고 있었다. 재활

용품을 수거나 공공근로를 하는 여성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이 육아

와 집안일에 전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적 배경에서 자란 탓에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고, 부양자가 있었던 때에는 

부양자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비공식적, 간헐적으로 제한된 직종

의 일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다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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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스러운 배우자의 은퇴나 사망, 경제적 실패, 관계 갈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등과 같은 가계 소득원의 상실을 맞이하게 되자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노동 경력의 

단절로 인해 공적연금의 수혜자격에서 배제되었고, 직업적 역량의 부족으

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탓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복지

관, 주민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근로나 재활용 수거밖에 없었다고 응

답하였다(그림 41).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응답을 통해서도 현재 동네

에서 재활용품 수거나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에서 여성의 비

율은 약 70%에 달하고, 연령대는 70대 중후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걷기의 노동화 현상의 기저에 깔린 고령 여성 

노인의 빈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사망] 되고 나서부터는 먹고살 도리가 없더라고. 내가 

뭐 평생 돈을 벌어봤어야 말이지.”(83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네에서 현재 공공근로 하시거나 재활용 수거 하

시는 노인의 약 70%정도는 여성이에요. 여성이 더 오래사는 걸 감안해도 확

실히 여성이 남성보다 많긴 하죠.”(28세 여성, 복지서비스 제공자)

[그림 41] 공공근로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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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기반시설의 물리적 특성

도시기반시설의 물리적 특성(입지, 분포, 밀도)은 도시 노인이 실천하

는 다양한 목적의 걷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맥락적 조건이었다.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와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은 근린생활시설(복지시설, 상

업시설, 보건의료시설, 종교시설, 재활용 수거시설)과 대중교통시설, 그리

고 시설과 시설을 연결하는 기반시설로서 가로환경이었다.

현장관찰 결과, 연구대상 지역의 복지시설 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1개

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8개소로 확인되었다(그림 42). 종합사회

복지관은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골목에 있어 노인 연구 참여

자들은 모두 걸어서 방문하고 있었다. 반면, 장애인복지관은 도로에 인접

해 있어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접근이 쉬운 편이었지만, 장애인복지

관을 이용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는 모두 걷기 보조기에 의지해 걸어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은 연구대상 지역 곳곳에 분산되어 있

고, 대부분 주거지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

다. 현장조사 시점에서 연구대상 지역의 모든 복지시설은 코로나19 팬데

믹 상황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림 42] 연구대상 지역의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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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구 참여자가 이용하는 연구대상 지역의 상업시설은 중소규모의 

마트 15개소와 연구대상 지역에 인접한 옆 동에 있는 재래시장 1개소로 

확인되었고(그림 43),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을 이용한다는 응

답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다수 노인 연구 참여자는 주거지 주변에 있는 중

소규모의 마트를 걸어서 이용했지만, 걸어서 일부러 재래시장까지 장을 보

러 가는 경우도 다수의 응답에서 관찰되었다. 이에 대해 재래시장의 상대

적으로 저렴한 물가 외에도 재래시장 이용 그 자체를 삶의 활력을 주는 소

소한 사건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시점에서 연구대상 지

역의 상업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지만, 대다수 노인 연구 참여자들

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보다는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3] 연구대상 지역의 상업시설

연구대상 지역의 보건의료시설 현황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보건소

는 없고, 병·의원 9개소가 확인되었다(그림 44). 대다수 병·의원은 지역사

회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가 인근보다는 초등학교, 상업시설, 지하철역이 

함께 있는 지역에 있었고,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걸어서 연구대상 지역의 

병·의원을 방문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가족들의 이용 만류와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연구

대상 지역의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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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구대상 지역의 보건의료시설

연구대상 지역의 종교시설은 교회 8개소가 주거지 인근에 분포하고 

있고, 성당과 절은 없었다(그림 45). 노인 연구 참여자의 종교활동은 대

부분 주거지 인근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교회는 걸어서 방문하

고 있었다. 교회 이외의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는 동네 밖에 

있는 종교시설에 방문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서 마련해준 차편을 이용하

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종교

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현장조사 시점 당시 종교를 가진 모든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대면 형태의 종교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고, 주말에도 평

일과 유사한 형태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 연구대상 지역의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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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지역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 노인들이 수거한 재

활용품을 비용으로 정산해주는 고물상 1개소가 있었다(그림 46). 고물상

은 재활용품 수거가 경제활동 수단인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는 생활필수

시설이었지만, 일부 지역주민에게는 주거지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 시설로 

인지되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통해 고물상 인근에 거주

하는 주민들이 동네의 미관을 해치는 장소로 구청에 다수의 민원을 신고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재활용 수거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고 있으며, 이에 

고물상을 방문하는 횟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전과 차이가 없다고 응

답하였다.

[그림 46] 연구대상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시설

앞서 기술한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와 관련된 근린생활시설의 연구

대상 지역 내 분포는 [그림 47]과 같다. 이를 통해 노인 걷기와 관련된 

근린생활시설의 상당수가 연구대상 지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중심도로를 

기준으로 고도가 높은 서쪽 지역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근린생활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목적의 걷기 패턴의 환경

맥락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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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연구대상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분포

연구대상 지역의 대중교통시설 현황은 지하철역 1개소와 버스정류장 

12개소로 확인되었다(그림 48, 49). 지하철은 5호선 단일노선이었고, 버

스노선은 지선버스와 시내버스 외에 마을버스는 운행되지 않았다. 지하철

역은 노인 연구 참여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떨어진 상업시설과 초등학교

에 인접해 있었고, 버스정류장은 주거지 인근 도로를 따라 분포되어 있었

다.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이나 가족이나 친구방문 등

의 목적으로 동네 밖으로 외출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했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버스보다는 비용이 무료인 지하철 이용

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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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연구대상 지역의 대중교통시설

[그림 49] 연구대상 지역의 대중교통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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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지역의 가로환경은 전반적으로 그물망처럼 연결된 복잡한 

가로네트워크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50). 생활권 중심가로와 생활가

로13) 간의 교차로 수는 34개였고, 생활가로 간의 교차로 수는 92개였다. 

[그림 50] 연구대상 지역의 가로네트워크 환경

연구대상 지역 내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생활가로는 대부분 2m~3m 

폭의 보차혼용도로14)로 조성되어 있었다(그림 51). 이에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 중 상당수는 주택가 인근의 주차난과 이면도

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을 심층면담 과정에서 호소하였다.

13) ‘일상생활 공간화’된 가로로 주거지와 연접한 가로를 말한다.
14) 보도가 구분되지 않고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니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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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연구대상 지역의 주택단지 인근 보차혼용도로

반면, 연구대상 지역의 아파트 단지 주변은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전

용도로가 구분된 4m~5m 폭의 가로가 설치되어 있어 다세대 주택 단지

에 비해 상대적으로 걷기가 용이한 편이었고, 대다수 노인 연구 참여자는 

이곳을 주요 산책코스에 포함하고 있었다(그림 52). 한편, 연구대상 지역

의 중심대로 폭은 평균 약 22m 정도였다. 보조기에 의존해서 걷는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중심대로 건널목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신호시간이 짧다

고 인지하였고, 가장 폭이 넓은 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 이용을 의도적으

로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연구대상 지역의 아파트 단지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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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구 참여자의 운동 및 여가 목적의 걷기와 관련된 도시기반시

설은 공원녹지와 공공체육시설이었고, 대부분은 연구대상 지역을 남북으

로 가르는 중심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었다(그림 53). 연구대상 지역

은 공원 9개소가 있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이용률이 높았

다. 반면, 주거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15)과 동

네에서 시설이 가장 열악한 종합복지관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지역

사회 노인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3] 연구대상 지역의 운동 및 여가목적 시설현황

15)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반경 500m 이내 인근 거주자를 위한 공원으로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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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이 이용하는 연구대상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은 공원에 설치

된 운동기구와 트랙, 자전거 도로 외에 별도의 실내시설은 없었다(그림 54). 

또한, 연구대상 지역의 녹지는 도시민에게 여가나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연결녹지가 아니라 천마산, 남한산성과 같은 경사도가 있는 자연녹지라 여

가목적의 걷기 장소보다는 동네 경관과 산책 시 볼거리로 활용되었다. 

[그림 54] 연구대상 지역의 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③ 노인 정주성이 높은 동네의 문화

노인 정주성이 높은 동네의 문화는 노인 걷기를 유발하고, 지역사회 

노인 간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대상 지

역에 거주하는 노인 대부분은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사이라 직접적인 친

분이 없더라도 서로 안면이 있고, 오고 가며 안부 정도의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동네 전

반으로 노인들 간에 서로 돕고 돕는 관계를 통해 공동체적 일상이 유지

되는 동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복지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자들도 다른 동네에서 일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구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오랫동안 살아서 지역사회 노인 

간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쉬운 편이었고, 공공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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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이웃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발굴하고 필요

한 서비스와 연계시켜 주려는 노력이 눈에 띄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는 다들 오래 사셔서 서로서로 잘 알고 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자택으로 식재료를 전달해 드릴 때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한

테 자발적으로 서로 전달해주시더라고요.”(33세 남성, 복지서비스 제공자)

노인이 함께 오래 살아온 동네는 외부인은 알기 힘든, 지역사회 공간

을 이용하는 노인들만의 사회적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

를 들어 특정 교회 앞 벤치는 지역사회 남성 노인만 사용하는 전용공간

이었고, 같은 어린이공원이더라도 어떤 공원은 노인이 주로 이용하고, 어

떤 공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도록 구분된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55). 

[그림 55] 노인이 점유한 어린이공원의 모습

또한, 동네 곳곳에 친분이 있는 노인들끼리 모이기 위한 공간 만들기

(Space making)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현장관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모

습은 공공주차장 뒤편, 공원 수돗가 근처 공터, 주택과 도로 사이 공간 

등 공공에서 관리하지 않아 방치된 공간이거나 개인 소유주가 있더라도 

관심이 없어 이용해도 간섭받지 않는 공간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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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노인 연구 참여자들이 모임 장소로 만들어낸 공간 

한편, 노인 정주성이 높은 동네의 문화가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의 일

상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한 동네에 

다 같이 오래 살아 서로의 사생활을 자연스럽게 잘 알게 되다 보니 의도

하지는 않았지만, 간섭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잘

못된 소문이나 악의적인 험담이 노인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타고 수습

할 새도 없이 빠르게 지역사회로 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발생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활반경이 좁다 보니 어디를 가도 계속 

마주치고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어 결국에는 외출과 서비스 이용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는 비밀이 없다니까. 서로 자식이 몇 명이고,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심지어 우리 집 숟가락 몇 개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걸. 이런 게 때로는 불편

하지. 걱정되니까,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하는 소리 같기도 한데... 그래도 

선을 넘는 말이 많기도 하니까.”(76세 여성, 독립적 걷기)

“여기는 관계가 틀어지면 참 살기 어려워. 한 집 건너 한 집 다 알다 보니 싸

운 거도 소문나고... 또 서로 다 알고 친구 사이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둘 사

이의 문제인데도 주변 사람들 관계도 신경이 쓰이지. 또 어디 갈 때마다 마주

치니까 얼굴 안 보고 살기도 힘들고.”(83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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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기적으로 걷기를 유발하고, 필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는 노인들의 정기적인 외출기회이자 필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걷기를 유발하는 맥락적인 조

건이었다. 연구대상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은 모든 노인 연구 참여자들이 

방문해서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중요 자산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사회복지

관은 노인에게 이미용, 세탁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나들이, 생일잔치 

등의 정서지원서비스, 공공근로와 폐지수거활동에 필요한 손수레를 지원

하는 자활지원서비스,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지원서비스, 여가

문화서비스를 각각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맞춰 제공하고 있었다. 이 중에

서도 평일 점심을 매일 제공하는 급식지원서비스는 노인 연구 참여자들

의 걷기실천 빈도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식사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지역사회 노인 간의 사회적 교류의 장이자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인 외출을 유도하여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있는 사업이었다. 

“복지관에서 공짜로 밥 주는 게 진짜 컸지 [도움이 된다는 표현]. 요즘에는 

이거 없어지니까 나가지도 않아, 사람도 못 만나, 밥도 혼자 잘 안 해 먹어, 

지금이 점심인지 몇 시인지도 모르고 산다니까.”(77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함

께 장애인복지관도 함께 이용했는데 급식지원서비스를 제외하면 장애인

복지관도 종합사회복지관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하지만 연구대상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아서 지역사회 노인들이 동네에서 신체활동 서

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간헐적으로 경로당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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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진행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생활체조, 게이트볼 등)을 이용하는 것

이 유일한 방안이었다. 

이외에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노인의 걷기실천 빈도를 직접 유도하지는 않았지

만,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신체적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보건복지 관련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여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

였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응답을 통해 일부 적극적인 

방문건강관리사는 취약계층 노인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시도하면서 걷기 

교육을 지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걷기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질문에] 저희가 방문하는 분들이 신체적

으로 장애가 있거나, 허약한 어르신이 많거든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는 분을 

막 억지로 운동시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분은 되도록 

나가서 걸으시라고 많이 제안해 드리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

데 가끔 같이 나가서 산책하는 분도 [보건서비스 제공자] 있다고 들은 적도 

있어요.”(42세 여성, 보건서비스 제공자)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연구대상 지역 노인에게 제공되

던 대부분의 지역사회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노인 연구 참여자가 유지

하던 생활리듬이 파괴되었고, 정기적인 외출기회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특히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삶을 지탱하던 취약계층 노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컸다.

4) 걷기실천 경험의 빈도와 강도를 변화시키는 중재조건

① 걷기 생활권 내 다양하고 밀집된 환경의 조성 여부 

걸어서 갈만한 곳이 다양하고 밀집해 있는 동네환경은 도시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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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걷기실천 빈도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

는 ‘걷기환경’을 평범한 하루를 보내면서 마주하는 일상적인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노인 연구 참여자는 걷기 좋은 동네란 운동

이나 여가 목적의 걷기 장소로서 산책로나 등산로를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사활동, 친교활동, 종교활동, 장보기와 같은 하루 일상을 

구성하는 활동과 관련된 목적지들이 걸어서 갈만한 거리에 밀집해 있어 

자연스럽게 걷기를 유발하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지. 

그래도 이 동네는 노인들이 갈만한 데가 많아서 좋아. 코로나 전에는 산책했다 

복지관 갔다 요 앞에 공원 갔다 집에 왔다가 시장도 갔다가 엄청 여기저기 바

쁘게 다녔지.”(80세 여성, 독립적 걷기)

“[걷기 좋은 동네에 대한 질문에] 여기저기 걸어서 갈 데가 있어야 걷기 좋은 

동네야. 산책로 같은 거만 하나 있다고 걷기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운동만 

맨날 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69세 남성, 독립적 걷기)

② 공동체 정체성의 형성 여부

도시 노인의 사회적 동질성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 정체성은 사회적 

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연

구대상 지역을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서로 비

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끼리 모여서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 정체성은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

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높아진 

공동체 의식은 노인 연구 참여자가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로 작동하여 외출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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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고도 [주택가]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오래 살았어. 토

박이지. 요즘 아파트 지어서 새로 이사 온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지. 이 동네

가 지금처럼 변하기 전부터 쭉~ 봐왔던 우리랑 어떻게 같겠어?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지.”(90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여기는 우리 같은 노인들이 많아서 노인들 살기에는 좋아요. 서로 비슷한 처

지니까.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은 새로 이사 오면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야.”(76세 여성, 독립적 걷기)

③ 교통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의 적용 여부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공공디자인은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도

시 노인의 걷기실천 빈도를 감소시켰고, 특히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걷

기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더욱 위협적이었다. 현장관찰조사 결과 연구대

상 지역의 지하철역은 지하철이 도착하는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까지만 

연결되어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까지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조기에 의존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지하철 

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보도의 포장재질, 계단, 보도 턱 높이

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이 노인 걷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되어 

있어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오히려 걷기 안전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었다(그림 57).

“나는 이거 카드 [경로우대자 무임용 교통카드] 몇 번 써보지도 못했어. 지하

철을 탈 수가 없는걸.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여기

는 처음에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가 이걸 [걷기 보조차] 끌고 갈 

수가 없잖아.”(77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연구대상 지역의 걷기환경에 대한 질문에] 길 건너 언덕 쪽에 계단이 많은

데, 그런 데는 무릎이 아파서 못 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보도 턱에 걸려 넘

어질 뻔한 적도 있어.”(80세 여성, 독립적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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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이동편의시설

④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의 작동 여부 

심층면담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

침에 따라 연구대상 지역은 지역사회 서비스의 운영이 거의 중단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노인 걷기와 관련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은 

그 동안 지역사회 서비스를 대면 관계를 기반으로 시설 내에서 주로 전

달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설 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연구

대상 지역의 공공, 민간 복지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는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발생한 노인 돌봄 공백의 위기

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분절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의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 결과, 가족이 

있는 노인 연구 참여자는 가족 돌봄을 통해 위기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독거 상태의 노인 연구 참여자는 그나마 있던 지역사회

의 관심이나 도움의 손길이 끊긴 채 집에서 방치되어 머무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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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기존에 지원해드리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주로 찾아오시는 노인분들한테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는데 사

회적 거리두기로 다 제한하라고 하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나마 무료급식은 식재

료 주는 식으로 대체하긴 했는데 다른 건 아직 특별한 대안이 없어 그냥 중단

된 것도 많아요.”(28세 여성, 복지서비스 제공자)

“여기는 원래도 각자 따로 하고 있었어요.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우리는 우리

대로. 저 쪽 [복지관]에서는 우리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코로나 생기고 나서

는 워낙 정신없어서 서로 챙길 겨를은 더 없는 거 같더라고요.”

(37세 여성, 종교기관 자원봉사자)

“요즘에는 아무도 안 찾아와. 사람 못 본 지 좀 됐어. 도우미도 안 와, 경로당

도 못 가, 복지관도 못 가. 그냥 집에서 혼자 티브이만 보고 있는 거야.”

(90세 남성, 비독립적 걷기)

5) 걷기실천을 통한 노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① 일정한 공간과 동선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 

제한된 생활권 내에서 걷기를 통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

는 도시 노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었다. 노인 연구 참여자들

은 연구대상 지역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서비스의 범위

가 제한적이고, 만나는 장소와 정해진 목적지로의 이동 경로가 겹치다 보

니 하루에도 여러 번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또한, 만남의 과정에서 서로

의 일상생활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다 보니 대다수 노인 연구 참여자는 

어느 노인이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예상하는 일이 이 

동네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동네 좁은 데 뭐 노인네들 어디 있는지 찾는 거는 쉽지. [직전 면담 대상자

의 위치에 대한 질문에] 어디 보자... 아마 이 시간이면 저기 공원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있을걸?”(90세 남성, 비독립적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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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은 환경에 대한 적응을 촉진하는 매개역할을 하

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가 연구대상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마주친 장소와 

풍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익숙함과 안정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지역사회 여기저기를 걸어 다녀보는 것은 노인 연구 참여자가 지역

사회의 분위기와 환경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을 주었고, 환경에 대한 지각

된 통제 수준을 높여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는 효과가 있었다.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동네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더니 이제는 

모르는 데가 없지. 처음에 걸어 다닐 때는 헤매기도 하고, 낯선 데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친숙하지. 머리에 아예 동네 지도가 탑재된 거지. 어디에 뭐 있는지 

이제 딱딱 그려진달까?”(69세 남성, 독립적 걷기)

③ 걷기와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주관적 환경인식 형성

도시 노인은 걷기실천을 통해 지역사회를 경험하면서 근린환경에 대

한 주관적 환경인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귀납적으

로 도출된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식의 속성은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심미성, 친밀성이었다. 또한, 도출된 주관적 환경인식의 

속성은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간에 관련성을 형성하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걷기와 관련된 근린환경의 안전성은 신

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의 측면으로 구분되었다. 신체적 안전은 낙상과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근린환경의 

물리적 여건과 관련되어 있었다. 노인 연구 참여자는 폭이 넓은 로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단차가 높은 보도, 보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가로, 너

무 좁거나 너무 넓은 도로 폭, 깨진 보도블록, 경사가 심한 곳, 조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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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가로를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였다(그림 58). 특히 

신체적 허약으로 걷기능력이 저하되었거나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요소를 민감하게 인지하였고, 이는 걸어서 이동하는 

경로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가 한번 저기 길에서 넘어져 봤잖아요? 이제는 넘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넘어질 거 같은 위험한 데는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해요.”

(72세 여성, 독립적 걷기)

[그림 58] 신체적 안전에 위협으로 인식되는 근린환경 요소

 

심리적 안전은 치안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린환

경의 사회적 여건과 관련되어 있었다. 노인 연구 참여자는 지역주민과 공

공기관의 적극적인 방범활동과 동네를 걸을 때 빈번하게 목격되는 노인들

을 통해 심리적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근린환경에 대한 심리적 안전은 

노인 연구 참여자가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저녁에도 이동하거나 산책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늘어난 빈집과 버려진 공터가 청소년의 불량행위 장소

로 이용되는 사례가 목격됨에 따라 일부 노인 연구 참여자는 근린환경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이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그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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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동네 애들이 막 그런데 숨어서 담배 피우고 하는 

걸 보게 되니까 걷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그렇지.”

(69세 남성, 독립적 걷기)

[그림 59] 심리적 안전에 위협으로 인식되는 근린환경 요소

노인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걷기와 관련된 근린환경의 접근성은 여

러 속성 중에서 가장 다면적이었고, 물리적, 인지적, 경제적, 기회적 측면

을 포함하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이나 장소, 

공간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목적지까지 가는 이동경로의 연결이 

좋을수록 근린환경의 물리적 접근성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노

인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시설이나 공간, 장소를 인지하지 못했고(그림 60), 설사 

인지하더라도 자신의 생활권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근린환경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인지적 접근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대상 지역에 있는 치매예방디자인 길에 대한 질문에] 우리 동네에 그런 

데가 있어? 내가 생전 살면서 처음 들어보네. 어디 있는 건데? [위치에 대한 

설명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한 번도 못 봤네. 오다가다 볼 법도 한데 왜 

못 봤지?”(81세 남성, 독립적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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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노인 연구 참여자 중 아는 사람이 없는 치매예방디자인 길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낮을수록 근린환경의 접근성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멀더라도 유료인 버스보다는 가능하면 

무료인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종합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을 먹

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걷기패턴을 만들었다. 또한,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의 이용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때 근린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대상 지역의 높은 노인 인구비율과 공간과 예산의 한계로 인

해 서비스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 지역사회 노인은 한번 얻은 

서비스 기회를 포기하면 다시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서

비스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서비스 이용의 진입장벽

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가 특

정 대상에게 고착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동네는 워낙 노인이 많으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하늘에 별 따기야. 

그리고 또 가난한 노인들 위주로 우선 신청을 받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그래서 한번 하다가 빠지면 다시 들어가기 힘드니까 계속 꾸

준히 나가는 거야.”(76세 여성, 독립적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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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걷기와 관련된 근린환경의 친밀성은 장

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환대와 통제감과 관련되어 있었다. 노인 연구 참여

자의 응답을 통해 연구대상 지역 내에는 노인이 환영받는 장소, 시설, 공

간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장소에서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적 편안함과 장소에 대한 통제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선의로 노인 연구 참여자가 모이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노인들에게는 장소에 대한 친밀감을 떨어뜨

리는 반작용이 나타난 사례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동네 여기저기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거 같아도 사실은 가는 데만 가지, 아무 

데나 가는 건 아니야. 갈 곳이 나름 정해져 있어.”(83세 남성, 독립적 걷기)

“원래 우리만 모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다 벤치도 놓고, 뭐 운동기구도 갖다 놓

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또 다 와서 이제 우리는 거기 안 가.”

(77세 여성, 비독립적 걷기)

노인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걷기와 관련된 근린환경의 쾌적성은 걷기 

장소에서 느껴지는 개방감과 깨끗하고 건전한 환경과 관련되어 있었다. 가

시성이 확보된 걷기 장소를 노인 연구 참여자는 쾌적하다고 인식했다. 주변

에 고층 건물이 없어 동네의 전경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공원 

인근의 넓은 공터는 노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상쾌한 기분과 정서적 환기효

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깨끗하고 

건전한 환경이 주는 인상을 쾌적함으로 인식했고, 재개발로 인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빈집, 쓰레기 무단투기, 이면도로 위에 무질서한 주차행위, 공

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불건전한 행동이 근린환경의 쾌적성을 방해하는 요소

라고 응답하였다(그림 61). 특히 경로당이나 일부 어린이공원에서 이루어지

는 술, 담배, 화투와 같은 불건전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응답을 통

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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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쪽 [산책로]이 아무래도 답답하지 않고, 시야를 가리는 게 없으니까 걸

을 때 뭔가 좀 상쾌한 기분이 들지.”(69세 남성, 독립적 걷기)

“경로당 앞으로도 쭉 안 갈 거야. 우리 엄마 가서 하는 거 보면 그냥 화투나 

치고 앉았고, 맨날 남 험담이나 하고. 들어보니까 남자 노인들은 막 거기서 몰

래 술도 마신다던데?”(65세 여성, 독립적 걷기)

[그림 61] 쾌적함을 방해하는 근린환경 요소

노인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걷기와 관련된 근린환경의 심미성은 걷

기 장소의 볼거리와 관련되어 있었다. 다채롭고 흥미로운 볼거리가 많은 

장소를 걸을 때 노인 연구 참여자는 이를 심미적이라고 인식했다. 근린환

경의 심미성은 노인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인 걷기에 재미를 더해 걷기실

천의 동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 연구 참여자

가 응답한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걷기 장소로는 계절에 따라 변하

는 자연환경, 재래시장 등이 있었다(그림 62). 또한, 이러한 장소를 고정

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가기보다는 코스를 바꾸는 변화를 통해 걷기에 대

한 흥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을 때 맨날 똑같은 코스로만 다니면 보는 거만 보니까 지겨워서 오래 못 가

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원래 가던 공원으로 안 가고] 꽃이 있는 산 쪽으로도 

갔다가, 사람들 보러 시장 쪽으로 가기도 해요”(72세 여성, 독립적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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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심미적인 장소로 인식되는 근린환경 요소

도시 노인은 걷기와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해 주관적 환경인식을 복합적으

로 인식하였고, 특히 안전성, 접근성, 친밀성은 밀접한 상관성을 보였다.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걸어서 접근 가능한 근린환경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지되면 그곳을 느끼고 둘러볼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겼다. 이후,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걷기 장소로서 근린환경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근린환

경에 대한 친밀성이 늘어났다. 반면, 쾌적성과 심미성은 안전성 및 접근성과 

별개로 노인 연구 참여자가 걸어서 직접 근린환경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경

관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안전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속성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쾌적하고, 친밀하고, 심미적인 근린환경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과 접근성이 전제되어야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관적 환경인식의 

속성 간 상호작용은 근린환경에 대한 노인의 관점과 지역사회 환경 맥락이 

함께 조합되기 때문에 같은 시설이어도 동네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끼리도 입지와 디자인, 암묵적인 장소 이용의 규칙 등에 따

라 인식은 달라질 수 있었다. 연구대상 지역에 있는 노인 걷기와 관련된 근

린환경에 대한 주관적 환경인식의 상호성의 예시는 [그림 6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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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노인 걷기와 관련된 근린환경에 대한 주관적 환경인식의 상호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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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사회 서비스 환경을 통한 노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

지역사회 서비스 환경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노인 지역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 지역사회 서비스 환경은 노인 

연구 참여자를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로 모아주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

동했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인 노인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발하였다. 특히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남의 기회를 만들기에 시간적, 경

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취약계층 노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환경은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이웃과

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이 되었다. 

“복지관이 만남의 장소야. 다 밥 먹으러 거기 오거든. 복지관 가는 이유가 밥 먹

으러 가는 거 반,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 반이야.”(72세 여성, 독립적 걷기)

“복지관 갈 때가 하루 중 유일하게 동네 사람들 만나는 거야. 각자 돈 벌고, 살

기 바빠도 밥은 먹으러 모이니까 밥 줄 때 돼서 가보면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거지.”

(83세 남성, 비독립적 걷기)  

6) 일상생활 속 걷기실천의 결과로서 건강증진 

① 독립적이고 건강한 존재로서의 자아존중감 강화

적극적인 걷기실천 경험을 통해 향상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통제감과 

건강한 나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정은 도시 노인에게 독립적으로 일

상생활을 해낼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

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독립적인 걷기가 가능한 노인 연구 참여자들

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원하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가고 싶

은 장소를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고, 이

는 노년기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또한, 다수의 노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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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자는 걷기실천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발산하여 정서적인 안정

과 평형상태를 유지하였다.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가족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떳떳한 거야.”

(81세 남성, 독립적 걷기)

“마음이 어지럽고 답답하면 나가서 걸어.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

(72세 여성, 독립적 걷기)

② 활동적 생활양식의 강화

도시 노인의 활동적 생활양식은 걷기실천을 통해 자기강화되는 순환구

조를 이루고 있었다. 걷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얻어지는 신체

적, 정신적 건강 측면의 이득을 체감한 노인 연구 참여자는 걷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화되고, 이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양식으로 걷기가 자

리 잡고 습관화되는 기전으로 연결되었다(그림 64). 또한, 노인 연구 참

여자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를 통해 만나거나 관찰한 다른 노인의 활

동적 생활양식을 모방하여 자원봉사, 종교활동 등 사회적 활동의 유형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동적 여가활동을 추구하였다. 

[그림 64] 걷기실천을 통한 노년기 활동적 생활의 자기강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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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사회 장소성 및 공동체 역량 강화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은 지역사회의 장소성과 공동체 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연구 참여자는 걷기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 공간이용의 경험이 확대되고, 주관적 환경인식을 통해 장소에 자신

만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동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걷

기실천을 통한 노인 연구 참여자와 지역사회 노인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

용은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도왔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

회로 작동하였다. 또한, 활동적인 노인이 지역사회에 많이 드러나고 기회

가 생길 때마다 목소리를 냄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노인의 적극적인 관

심과 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아무래도 오래 살다 보니까 동네 여기저기에 추억이 많지. 그래서 재개발이다 

뭐다 해도 이 동네를 떠나기가 싫어.”(72세 여성, 독립적 걷기)

“여기는 노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워낙 노인들이 많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단체나 향우회나 이런 데도 가보면 노인들뿐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같은 노인 입

장에서 많이 얘기해주죠.”(83세 남성, 비독립적 걷기)

④ 비공식적 노인 돌봄의 작동

걷기실천이 활발한 노인 지역사회는 비공식적 노인 돌봄이 작동하였

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대면 서비스

가 중단되고,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취약계층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던 기존의 전달체계가 마비되었다. 하지만 연구대상 지역은 지역사회 

노인의 걷기를 통해 비공식적인 노인 돌봄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었다. 다

수의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규칙적인 걷기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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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고, 늘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연

락을 하면서 서로를 챙겼다. 또한, 독립적인 걷기가 가능한 노인들이 자

발적으로 참여하여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 노인에게 공공에

서 제공하던 물질적인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 대신 직접 전달하는 역할

을 맡아주기도 하였다. 

“코로나 이후로는 밖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인사하면서 별일 없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궁금해서 전화도 해보고 그러지. 며칠 안 

보여서 전화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가족 있는 데로 간 사람도 많아.”

(76세 여성, 독립적 걷기)

“[직접] 못 움직이는 분들은 복지관 선생님 대신에 우리가 찾아가서 물건 주고 

오고, 별일 없는지 확인하고 뭔 일 있으면 이제 복지관에 말해주고 하지.”

(72세 여성, 독립적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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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에 대한 개념적 틀 도출

1) 선택적 코딩과정과 도출된 개념적 틀에 대한 개요

앞서 정리한 코딩 패러다임의 결과를 선택적 코딩을 거쳐 도시 노인

의 걷기실천 경험을 아우르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Strauss (1987)는 

핵심 범주를 선택하는 준거 기준에 대해 1) 모든 범주 및 속성과 개념적

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2) 자료에서 자주 등장해야 하고, 3) 다른 범주들

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억지스럽지 않아야 하고, 4) 일반적 이론으로 발

전하기 위해 추상적이어야 하고, 5) 자료의 핵심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변

화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가 실천까지 이어지는 경로와 걷기실천을 통해 나타

나는 상황과 양상을 연결하는 핵심 범주를 ‘노인 걷기실천의 상호작용 효

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에서 노인의 걷기

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개발하였다.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 영역과 요소는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이론적 

범위인 ‘건강증진으로 연결되는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개념적 틀의 전제(Assumption)로 제시하였다. 또한, 4장 연령-기간

-코호트 분석과 5장 공간통계분석의 결과는 ‘생애과정에 걸쳐 누적된 영

향으로 발생하는 노인 걷기실천의 격차’와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의 물

리적 특성’으로서 연구대상 지역과 연구 참여자의 맥락적인 정보를 찾는 

데에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개념적 틀이 작동하는 맥락(Context)

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최종 산출물인 개념적 틀로 개념적 영역의 

관계구조를 모형화한 [그림 65]와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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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산출물에는 기존 이론과 상호비교

한 결과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근거이론적 개념들’

이 기존의 ‘이론적 앎’의 어떠한 사각지대를 메꾸어 줄 수 있고, 어떠한 측

면에서 기여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표명하였다. 상호비교를 위해 검토한 

기존 이론의 영역 및 요소는 앞서 2장에서 고찰한 건강행동이론, 환경 노년

학 분야의 노인과 환경의 적응이론, 장소이론을 활용하였다. 

2)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에서 노인의 걷기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

① 노인 걷기실천의 과정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은 걷기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형성되고 유발되는 과

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도시 노인의 걷기 목적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

원의 결정요소는 신체적,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걷기에 대한 노인의 인식(태도, 

규범, 자기효능감, 결과기대)이다. 또한, 신체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

의 삶에서 걷기가 차지하는 의미의 비중이 달라지고, 이는 걷기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 노인의 걷기 목적과 동기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

경(근린생활시설, 가로환경, 대중교통시설)과 사회문화적 환경(지역사회 네트워

크, 사회적 규범, 이웃에 대한 신뢰, 동네의 분위기)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은 걷기 목적과 동기에 따라 운동 및 

여가, 사회적 교류, 경제활동, 목적지 이동의 입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걷기를 실천하는 행동적 양상과 걷기 위한 장소 선택도 달라진다. 

② 걷기실천을 통한 노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걷기실천을 통해 도시 노인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경험

하고, 이와 상호작용한다. 도시 노인은 걷기를 실천하면서 동네를 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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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형성과 지

역사회에 대한 적응, 노인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장소를 발굴하는 공간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걷기실천을 통해 노인 지역사회 내에서 자

연스러운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의 확산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웃 간 관계에서 상호호혜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사

회적 상호작용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걷기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은 노인 지역사회의 사회적 특성(정주성, 동질성, 상호

호혜성)과 지역사회 환경의 공간적 특성(밀집성, 다양성, 접근성), 그리고 노

인이 얼마나 걷기를 통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③ 걷기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결과

도시 노인이 걷기실천을 통해 경험하는 건강한 노인으로서의 주체성은 

노인 개인의 긍정적인 건강변화로 연결된다. 노년기의 적극적인 걷기실천은 

자아존중감 향상, 신체적 기능 유지, 정신적 안정, 활동적인 생활습관의 형

성으로 이어진다. 자아존중감의 강화와 활동적인 생활습관은 다시 일상생활 

속 걷기 유발로 이어진다. 한편, 걷기실천을 매개로 나타나는 노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필요한 역량의 요소와 연결된다. 걷기실천

을 통해 활성화된 공간적 상호작용은 도시 노인에게 우리 동네라는 소속감

과 장소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환경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걷기실천을 통한 노인 지역사회 내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웃 간

의 소통을 돕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비공

식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처럼 노인의 걷기실천을 통해 

강화된 지역사회의 역량은 이웃 간 유대관계와 공동체 문화를 공고히 하고, 

노인에게 친화적인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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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에서 노인의 걷기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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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영역 개념적 요소 역할
부합되는 기존 이론1)의 

요소
추가적인 발견

걷기에 대한 

노인의 인식

걷기에 대한 주관적 

규범 

걷기에 대해 사회적 압력과 

분위기에 대한 인지

걷기에 대한 의도, 

동기를 강화

TPB: 주관적 규범

걷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걷기에 대한 호의적이고 긍

정적인 믿음
TPB: 행동에 대한 태도

걷기에 대한 상대적 

자기효능감 

다른 신체활동보다 하기 쉬

운 걷기는 나이가 들어도 

실천할 수 있다는 노인 

스스로의 믿음, 신념

SCT: 자기효능감

TPB: 인지된 행동통제

노인이 인지하는 걷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당연한 

신체활동이던 걷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그래도 

다른 신체활동에 비해 수월한 

신체활동이라는 인식이 작동함

걷기의 결과로서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

걷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기대감

SCT: 결과에 대한 

기대감

TPB: 행동에 대한 태도

신체적,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동거인 

여부, 경제적 취약 여부, 

교육수준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노인 걷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건이자

걷기에 대한 의도와 

동기에 영향을 미침

SCT: 배경요인

TPB: 배경요인

노인의 걷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걷기실천율이 

감소하는 연령효과와 젠더적 

맥락이 작동함 

신체적 허약수준, 

걷기능력

걷기실천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노쇠의 수준

신체적 허약수준과 걷기능력에 

따라 걷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에 

영향을 미침

<표 23> 기존 이론과 도출된 개념적 요소의 상호비교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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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걷기유발

걷기에 대한 목적 노인이 걷기를 실천하려는 목적

걷기를 실천하는 

행위로 발전 
TPB: 행동에 대한 의도

모형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재활용 

수거를 하는 노인의 경우 걷기가 그 

자체로 생계수단이자 경제활동의 

수단인 경우가 나타남

걷기에 대한 동기 노인이 걷기를 실천하려는 이유

노인의 걷기실천

걷기실천의 행동양상

걷기 목적에 따라 경로, 반경, 

이동시간대, 걷기 활동량 등의 

특성에 차이를 보임

노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연결, 

개인 차원의 

건강증진 효과로 

연결

P–E fit: 행동

PT: 활동

SCT: 행동

TPB: 행동

노인은 걷기환경을 일상생활 공간 

전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걷기실천의 양상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혼재되고 복합적으로 

나타남걷기실천의 장소 선택
걷기 목적에 따라 걷기를 

실천하는 장소가 달라짐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근린생활시설

노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의 입지, 

분포, 밀도 

노인의 걷기를 

유발하고, 노인의 

걷기실천을 통해 

공간적 상호작용 

형성

P–E fit: 환경

PT: 물리적 환경

시설의 설치여부와 더불어 공공

시설의 디자인이 얼마나 교통약

자인 노인에게 친화적으로 설계

되어 있는지가 시설을 노인이 실

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침

가로환경

대중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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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

걷기와 관련된 노인 

지역사회의 규범

걷기와 관련된 노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규칙과 

문화 

노인의 걷기를 

유발하고, 

걷기실천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발생

PT: 프로그램

SCT: 상황

걷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노인이 많은 동네는 규칙적인 

걷기를 정해진 사회적 약속으로 

받아들임 

지역사회 네트워크
노인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사회적 연결망

PT: 사람

SCT: 환경

이웃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

노인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관계

PT: 프로그램

SCT: 환경

동네의 분위기
노인 혐오가 적고 노인에게 

친근한 동네 분위기

PT: 프로그램

SCT: 상황

걷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노인이 많은 동네는 노인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전달되기 

용이하여 노인 친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유리함

노인과 지역사회 

환경의 공간적 

상호작용

주관적 환경인식 

동네의 여러 공간과 

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주관적인 인식과 의미부여

 

지역사회 차원의 

건강증진 역량으로 

연결

PT: 장소 속성

노인이 인식하는 장소에 대한 속

성은 하나의 장소에서 복합적으

로 나타날 수 있음

주관적 환경통제감 

동네 공간이나 시설을 

스스로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 

P–E fit: 주체성

장소에 대한 애착 
장소와 정서적 관계 및 

친밀감을 형성

P–E fit: 소속감

PT: 장소 속성

장소 규칙

장소 이용과 관련된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 

규칙

PT: 프로그램

노인은 복잡한 도시환경 속에서 

노인 지역사회 나름의 이용 

규칙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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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 정체성 형성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통한 우리 동네, 

이웃이라는 감각을 느끼고 

인지함 

지역사회 차원의 

건강증진 역량으로 

연결

SCT: 관찰학습

SCT: 상호결정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교류

일상 및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

정서적 온기교환

이웃 간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물질적, 

비물질적 교류

걷기실천을 통한 

긍정적인 

건강변화

자아존중감 향상
스스로 가치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높아짐 

노인

걷기실천의 

직접적인 건강증진 

효과,

노인 걷기유발로 

연결

SCT: 강화

TPB: 행동에 대한 결과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해낼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믿음과 관련이 있음

신체적 기능 유지

걷기실천을 통한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지

정서적 안정
걷기실천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활동적 생활양식의 강화는 걷기를 

유발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다시 

연결됨
활동적 생활양식 강화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동

적 여가활동을 통해 걷기

실천 습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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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

우리동네에 대한 

소속감

동네와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각

노인

걷기실천의 

간접적인 건강증진 

효과,

지역사회 환경으로 

연결

걷기실천을 통해 형성된 장소에 대한 

애착과 노인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로 ‘우리’ 동네라는 인식과 

느낌이 강해짐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자발적인 활동과 의견개진

걷기실천을 통해 드러난 노인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전달되고, 

지역사회 이해관계와 관련된 그룹에 

노인의 역할과 참여가 생김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소통증진

지역사회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에 대한 

소통

노인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슈와 공감대가 

소통되고 확산됨 

노인을 위한 

장소만들기

노인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모임 장

소를 만들거나 특정 장소를 노인

들이 점유함

우리동네에 대한 이해

동네환경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인지

지역사회를 걷고 생활하면서 알게 

된 시설과 공간에 대해서는 

인지적 접근성이 높아짐

사회적 안전망 작동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노

인들이 자발적으로 취약한 

이웃 노인에게 물질적, 비

물질적 서비스를 대신 전달

비공식적 노인 돌봄은 가족부양체

계의 약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

황으로 마비된 서비스 전달체계로 

발생하는 노인 돌봄의 공백을 보

완함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계획된 행동이론

SCT (Social Cognitive Theory): 사회적 인지이론

PT (Place Theory): 장소이론

P–E fit (Person-Environment fit):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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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제1절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혼합연구적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

에서 노인의 걷기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개발하였다. 개념적 틀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노인의 걷기실천 특성, 걷기실천을 통한 노

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걷기실천의 장으로서 도시적 맥락에 관한 

순으로 재구성하였다. 

1) 노인의 걷기실천 특성

노인 연구 참여자들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삶에서 걷기가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나이 듦과 관련해서 나타

나는 정서적 변화를 Lawton, Kleban, Rajagopal, 그리고 Dean (1992) 

연구에서는 ‘정서 최적화’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인

은 노화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을 가능한 회피하기 위해 긍정적 자극

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

을 유지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았다. 또한, 사

회 정서적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서는 노인은 

생의 한계에 대한 자각을 통해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에 주의를 기

울이는 방향으로 동기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Carstensen & 

Cone, 1993). 이를 종합하면,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노인에게 걷기는 정

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와 연결된 행동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려는 능동

적인 노력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인의 걷기를 연구하는 후속 

연구들에서는 노년기의 걷기를 행동 그 자체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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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와 가치가 반영된 복합적인 행동으로 접근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걷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규범, 자기효능감은 노인 연구 참여자의 

일상생활 속 걷기실천을 강화하는 인과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TPB에 따

르면 행동은 의도에 의해 결정되고,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동 통제에 영향을 받는다(Ajzen, 2012). 이를 본 연구결과

에 대입하면, 노인의 걷기실천을 결정하는 의도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서는 걷기에 대한 태도, 규범,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 연구 참여자들의 걷기에 

대한 태도, 규범, 자기효능감은 삶에서 차지하는 걷기의 비중과 의미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한 면도 있지만, 걷기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활력있는 고령친화도시 계획에 신체

활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와 동시에 걷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진 노인들이 그러한 

지역사회에서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함께 따라가야 할 것이다. 

건강한 노인으로서 주체성과 이동의 자율성은 노인 연구 참여자의 일

상생활 속 걷기실천 경험의 중심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도시 노인의 

운동 목적의 걷기실천 경험에 대해 현상학 연구를 수행한 이환호와 윤인

애(2019)에 따르면 걷기는 노인이 스스로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방식이자 지역사회 환경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방

식이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노인 연구 참여자는 걷기실천을 통

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환경을 체험하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스스로 

삶을 통제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즉,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노인에게 걷기란 단순한 신체활동이나 이동수단의 행위를 넘어 ‘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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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라는 본질적인 삶의 의미와 맞닿아 있고, 자아를 실현하는 방식이라

고 볼 수 있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선행연구

들은 노인의 걷기를 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거나 통계분석의 변수로 다

루어 왔고, 외부 연구자의 관점에서 피상적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노인 당사자에게 걷기라는 행동이 지닌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

지에 대해 주목했고, 이를 통해 걷기실천 경험의 중심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노인의 걷기실천을 높이기 위한 보건커뮤니케이

션, 건강증진 기획의 전략에서 활용한다면 메시지의 전달력과 호소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실천 경험은 걷기의 목적에 따라 다면적인 

양상을 보였다. 걷기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걷기 목적을 구별해서 분석해

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지역주민의 걷기를 연구한 조혜

민과 이수기(2016), 이종선과 최혜민(2018)은 걷기 목적을 일상적 걷기

(Utilitarian walking)와 여가 목적의 걷기(Leisure walking)로 구분하였

다. 때로는 걷기 목적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직장인의 

걷기 활동량을 연구한 성현곤과 김진유(2011)는 걷기 목적을 출퇴근, 외

근, 쇼핑, 운동/산책, 문화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노

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 목적도 대부분 이러한 범위 안에 포함되었지만, 

걷기가 노동 그 자체로서 목적인 경우는 본 연구가 수행된 시점까지 국

내외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적 없는 결과였고, 특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

발원이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은 66,000명으로 추정됐고, 서울시

의 경우 강남구를 제외하고 노인 2,417명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변금선, 윤기원, & 송명호, 2018). 수치로 보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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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약한 노인이 겪고 있는 걷기의 노동화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종

의 사회현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가속도계 측정결

과 노인 연구 참여자가 재활용 수거를 위해 장시간 밖에서 걷는 것에 비

해 운동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의 

이면에는 걷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걸을 수 밖에 

없는 노인도 있고, 이러한 걷기는 장시간을 해도 운동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활동적 노화와 건강 형평성의 관점에서 노인의 노

동으로서 걷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실천은 독립적이고 건강한 존재로서의 자아존

중감과 활동적인 생활양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노인의 신체활동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되는 관계구조는 종단연구(McAuley et 

al., 2005)와 무작위 실험연구(McAuley, Blissmer, Katula, Duncan, & 

Mihalko, 2000)를 통해 입증된 인과관계이고, TTM에서는 행동변화의 핵

심요소로 자기효능감을 설명하고 있다(Prochaska & Velicer, 1997). 따라

서 노인의 적극적인 걷기실천을 통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강화는 

다시 일상생활 속 걷기실천의 습관화로 이어지는 강화루프(Reinforcing 

loop)의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걷기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노인의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는 별도의 개입이 없어도 되기 때문

에 걷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 TTM 초기 단계(계획전~준비

단계)의 노인을 행동단계로 변화하기 위한 개입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2) 걷기실천을 통한 노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걷기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노인과 환경의 공간적 상호작용은 노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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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환경 통제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장소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보건학 분야의 논의에서 공간적, 

환경적 요소는 인간의 삶을 위한 물리적인 배경으로만 여겨진 경향이 있

었다(Casper, Kramer, Peacock, & Vaughan, 2019). 하지만 이런 경향은 

학문적 개념으로서 ‘장소’에 관한 관심이 사회과학계 전반에서 새롭게 주

목받으면서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는 중이다(정헌목, 2013). 장소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 Moore (2014)는 장소와 공간을 분리된 개념으로 정의

하였는데, 삶의 영역 내부에서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행위들이 발생하는 

곳이 장소라면, 삶의 영역 외부에서 배경의 형태로 존재하는 곳을 공간으

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람들의 경험과 교류, 문화적 규칙에 따라 공간은 

장소로 변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공간 + 실천 → 장소”). 이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면, 노인은 걷기실천을 통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지

역사회 환경과 공간을 인지하고, 해당 공간에서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

하면서 배경으로 존재하던 지역사회 환경을 장소화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고 볼 수 있다. 김용진(2013)과 Park과 Lee (2017)는 도시 노인의 건강

에 관한 근린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인-환경 사이의 적합성과 상호작용,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식의 부재는 고령친화 

도시환경이나 도시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가 노인 당사자의 관점이 부재

한 채로 현실과 밀착되지 못하고 겉도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확대된 후속 연구를 통해 도출된 근거를 기

반으로 노인이 살기에 건강하고 친화적인 도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

한 장소 기반 정책(Place-based policy)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걷기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노인 연구 참여자와 노인 지역사회와의 사

회적 상호작용은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연구 참여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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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사회적 교류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동네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명확하

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동체 정체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동체 정체성은 지역사회 참여와 순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강민정 & 이명순, 2016; Kim, Kim, Seomun, Shin, & Song, 

2014; Seo, 2013; Xu, Perkins, & Chos, 2010; Yang & Kang, 2008). 

이를 종합하면, 공동체 정체성은 노인의 사회적 교류 목적의 걷기실천이 

지역사회 참여로 연결되는 사이에서 순환적인 관계구조를 이루면서 핵심

적인 가교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등

과 같이 공동체 정체성의 복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도되는 사업은 노

인의 걷기실천을 높이는 전략이자 사회통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령친화

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도 의미가 있다(장수지, 김

수영, & 문경주, 2015). 다만, 공동체 정체성 강화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

은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공동체 정체성이 자칫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집

단이기주의로 왜곡되기도 하고(윤인진, 2008), 본 연구에서처럼 높은 공

동체 정체성과 정주성이 이웃 간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갈등을 조율하고 공동체 의식의 방향 설정을 돕는 중재자 양성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노인 걷기실천의 장으로서 도시적 맥락

노인 연구 참여자는 경제활동 제약과 신체적 기능 감소로 장거리 이

동이 줄고, 평균 이동반경이 사는 동네를 넘지 않았다. 또한, 대다수 노인 

연구 참여자는 단조로운 일상생활을 동네 안에서 어떻게든 소화해야 하

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노년기의 생활반경 축소와 생활시간 패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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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노인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이형숙, 2011). 하지만 한국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의 걷기 생활권

을 연구한 결과(이형숙 & 박은영, 2015; 황금회 & 김승렬, 2016)를 비

교하면, 도시 노인의 걷기 생활권이 농촌 노인의 걷기 생활권보다 최대 

이동반경은 좁지만, 하루 동안 생활권 안을 걸어서 이동하는 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노인이 상대적으로 농촌 노인보다 걸어서 멀

리 이동하는 일은 적은 대신, 근거리에서 빈도 높은 걷기를 실천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여러 광역시에서는 소생활권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서울시는 2∼3개 행정동 단위를 묶어 116개 지역으로 세

분화해 시민과 함께 ‘소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서울시, 2014). 하

지만 현재 설정된 소생활권의 범위도 도시 노인의 걷기 생활권을 고려하

면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도시 계획에서는 도시 노

인의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걷기 생활권을 고려한 계획범위 설정

과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소생

활권 계획과 최대한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존재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설

이 얼마나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밀집되어 있는지가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실천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최

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성장지향적인 도시개발이 불가능해지면

서 도시의 활력은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을 재조정하여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도시계획모델로서 압축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원광희 외, 2019). 압축도시는 도시공간구조를 집약하고 다양한 편의시

설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복합적으로 배치하며,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

경 개선을 강조한다(김찬호, 이창수, & 우윤석, 2007). 이러한 접근은 노

인 연구 참여자가 일상적인 공간 전반을 걷기환경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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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대상 지역인 서울이 추구하는 걷기 친화적인 도시개발의 기조(서

울시, 2014)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고한 지역

사회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무질서,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갈등처럼 

압축적인 구조만 만들고, 이러한 공간구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질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잡과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이 언제, 어디서나 기

회가 있을 때마다 걸을 수 있도록 압축적인 공간구조로 재편하는 외형적

인 접근과 더불어 그러한 변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유지하고 관리

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도시기반시설이 주거지와 근거리에 있는 연구대상 지역에서는 

물리적인 거리로만 설명되지 않는 접근성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신

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 이러한 면모가 두드러지

게 나타났는데, 독립적으로 걷기 힘든 노인은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된 지

하철역은 아무리 가까워도 이용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은 

걸어서 갈만한 거리에 있는 시설이라도 유료이면 이용을 꺼리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는 도시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의 접근성이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다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Yoo와 Kim (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교통, 도시계획 분야에서 접근성은 오로지 물리적 거

리로만 다뤄지는 개념이고, 이마저도『교통분야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신해 & 류청한, 2020). 따

라서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시기

반시설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로서 접근성을 물리적 거리로만 환산된 지표

가 아니라 인지적, 디자인적, 경제적 측면 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통약자16)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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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거기반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주성은 노인의 걷기실천을 유발하고, 노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높

이는 연구대상 지역의 맥락적 특성이었다. 노인 정주성이 높은 동네는 노

인 친화적인 동네 분위기와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지역사회 노

인들끼리 동네 곳곳에 모임 장소를 만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 지역의 시설과 공간을 이용하는 노인 지역사회 나름의 규칙이 있어 

현장관찰조사나 모바일 GPS 결과만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공원이나 복지시설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도시 노인의 정주성과 공간이용

을 연구한 홍영의(2019)도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거주한 노인들의 사

회적 교류는 경로당, 복지관 외에도 시장 옆 공터, 하천다리 밑, 주차장 

옆 공터 등 다양한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

역사회 노인들이 사회적 교류와 걷기실천이 활발한 공간에서 머문 시간

이 길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는 연구결과도 보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정주성과 노인의 걷기실천은 

상호영향 관계로 이해할 수 있어 고령친화도시의 핵심 요소인 ‘노인의 지

역사회 계속 거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노인 걷기증진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주성 높은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

한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노인들이 발굴하고 만

들어낸 장소를 지역사회 자산으로 대우하고, 노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장소 이용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은 노인 걷기실천의 빈도를 높이는 실천

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실천이 활발한 지역사회에서는 비공식적 노

인돌봄이 작동하고 있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지역사회 서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한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
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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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전달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드러난 결과였다. 비공식적 노인돌봄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한 윤순덕과 채해선(2008)은 전통형 농촌 마을이나 

도시근교형 마을에서는 가족이 해주지 못하는 돌봄의 영역을 마을주민들

의 자발적인 의지로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도농복합형 마을부터는 

비공식적 노인돌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공적 복지혜택에만 의존한다

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하던 노인돌봄에 공백이 생기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

대상 지역 노인들 간의 자생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노인 걷기실천이 활발한 도시 지역사회는 농촌에서 가능하다

고 여겨지던 마을 공동체 단위의 돌봄이 작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돌봄 공백에 대한 위기가 커지자 지역사

회 중심의 돌봄서비스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김윤영 & 윤혜영, 2018).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

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통합된 체계 속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돌봄 사각지

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사회적 유대 강화를 

지향한다(강태경, 2019).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의 실체와 모형, 그리고 커

뮤니티 케어가 작동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역사회의 역량과 조건에 대

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실정이다(오영인, 2019).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걷

기실천이 활발한 지역사회는 커뮤니티 케어가 작동할 수 있는 여건과 토

대를 마련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활동적 노화와 커뮤니티 케

어가 서로 연계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서 걷기와 관련된 공중보건 

시스템의 역할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 지역이 속한 자치

구의 보건소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동네에 있는 점과 코로나19 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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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 상황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대면 중심의 보건소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

맥락이 맞물려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를 살

펴보면, 노인건강증진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신체활동 및 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송파구 보건소, 2020)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노인의 걷기와 관

련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 연구 참여자를 통한 응답을 통해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연구대

상 지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확인된 노인 걷기와 관련된 사업현황을 

중심으로 공중보건 시스템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살펴보

면, 노인 걷기와 관련 사업의 영역은 크게 1) 권역별 건강계단 및 건강산

책로 게시판 설치, 2) 걷기 동아리 및 걷기 마일리지 운영, 3) 걷기캠페

인 운영, 4)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교육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이었다(송파

구, 2020). 전반적인 사업 경향은 소수의 물리적 환경조성 전략을 제외하

고 개인 차원의 상담, 교육,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구청 부서와 보건소 사이의 

연계⋅협력은 공간사용에 대한 협조와 지역사회 시설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 지역의 노인 걷기

를 위한 공중보건 시스템은 개인 단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피상적인 수

준의 연계⋅협력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닌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대다수 노인 연구 참여자에게서 확인되기보다는 보건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일부 노인의 응답에서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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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발간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이하 HP2030)을 살펴보면, 앞으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공중보건 시스

템과 사업전략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HP2030에서는 신체활동 

영역의 중점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신체활동 기반 구축과 신체활동 친

화적 환경조성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질환 관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전

략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또한, 이

를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차원의 전략으로 건강증진법 개정, 부문 간 협

력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기능확대, 지

역보건인력의 정규직화를 선언하였다. HP2030에서 제시한 바대로 공중

보건 시스템의 체질 개선과 사업추진 방향의 재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다면 노인 걷기를 위한 개인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다 부문, 다차원적

인 접근으로 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이론을 개발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수집하기 위

해 설명적 방법과 공간적 방법을 조합한 다중 질적 조사방법을 적용하였

다. 본 절에서는 다중 질적 조사방법의 적용에 대해 이론 개발과 도시건

강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질적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질적연구는 면담을 통해 

서술자료(Text data)만 수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Corley, 2015). 물론 

면담은 현상을 체험한 사람의 경험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

한 조사방법이고, 면담을 통해 수집된 서술자료에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

들의 감정, 태도, 인식, 가치관, 상황맥락이 담겨있어 현상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김영천, 2006). 하지만 Carly (1993)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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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종종 면담 과정에서 반복적인 일상생활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을 누

락하는 경향이 있고, 대화만으로는 현상이 지닌 물리·환경적 특성과 인간

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이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질적 연구자가 면담을 통해 수집한 서술자료만 분석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Carly (1993)의 비판처럼 걷기라

는 일상생활 행동을 면담방식의 서술자료로만 수집했을 때 드러나지 않거

나 놓칠 수 있는 상황맥락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도시’와 ‘건

강증진’의 맥락이 반영된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인 걷기와 관련된 지역

사회 환경 현황, 실제 노인의 시공간 걷기패턴과 활동량의 정보가 필요했

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설명적 방법인 심층면담과 공간

적 방법인 현장관찰조사, 모바일 GPS, 가속도계 측정을 조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설명적 방법과 공간적 방법의 접목은 이론 요소 

간 관계를 설명하는 ‘어떻게(How)’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각각의 방

법을 단독으로 적용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여 이

론의 맥락을 보강했다. 예를 들어, 심층면담을 통해서 도시 노인의 일상

적인 걷기실천 경험은 걷기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

까지는 알 수 있었지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대화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모바일 GPS와 가속도계 측정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더해

지면서 걷기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도시 노인의 걷기패턴과 활

동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언어로 표현된 노인 걷기의 입체성에 대

한 수준과 정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고, 걷기경험에 내재된 중심현상

과 맥락적 조건을 연결하는 기전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노인 연구 참여

자가 응답한 “걸어가기에 멀다, 가깝다”나 “걸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다”를 면담만으로는 정확히 그 범위를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모바일 GPS 

자료는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하여 노인이 인식하는 시공간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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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근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수거를 운동이자 건강관리라고 

인식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걷기 활동량을 가속도계로 측정했을 때 노

동형 걷기는 분절된 이동행태의 특성상 저강도의 신체활동 수준에 그쳐 

인식과 달리 실제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는 미흡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다중 질적 조사방법을 통해 노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시

공간적 맥락과 행동특성의 정보가 더해지면서 걷기실천 경험을 입체적이

고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경험과 현상의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 블랙박스

(Black box)와 같았던 지식의 간극을 좁혔다. 이는 도시 노인의 걷기와 

관련된 이론 요소와 요소를 연결하는 기전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

게 하고, 언어로 표현된 경험담의 실체적 윤곽을 명료하게 그려냄으로써 

귀납적으로 도출된 근거이론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다중 질적조사 방법은 도시건강 연구방법으로서 

몇몇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설명적 방법과 공간적 방법을 조합하면 눈

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도시건강 분야의 주요 의제들은 사

람, 장소, 시스템으로 구성된 복잡계 성격을 지닌다(유승현, 2017). 따라서 

도시건강 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주요 연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하고 연구결과의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

는 존재를 ‘보이게’ 만드는 시각화 전략이 도움이 된다(Pavlovskaya, 

2009). 본 연구에서는 노인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식의 속성별로 

색깔과 모양의 조합에 따른 기호체계를 만들어 해당하는 장소에 표시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의 관점과 의미가 부여된 새로운 지도를 만들

었다. 이러한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성이 노인 걷기에 미치는 영

향력을 전달하는 데에 유용하였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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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나 성격으로 분류되는 장소들이 지역사회 노인에게는 의미가 달라 

걷기를 유발하는 패턴이 다르거나, 일반적으로 걷기환경 점검표에는 포함

되지 않는 주차장과 같은 곳들이 노인 걷기를 유발하는 주요 장소로 지도 

위에 표현되었다. 최근 활동적 이동, 활동적 삶(Active living)을 주제로 

하는 도시건강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 장소성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Active Living Conference, 2019; Urban Transitions, 2020) 이러한 기법

이 학계에 공유된다면 확대적용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다중 질적 조사방법은 도시건강 주제를 접근하는 연구의 개념틀

과 연구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Elwood (2009)는 설명적 방법과 공

간적 방법을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한 가지 방법만 사용했을 때는 묻기 

어려운 연구질문을 할 수 있고, 다른 유형의 지식을 더하거나 상호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설명적 방법 또는 공간적 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다룰 수 없는 연구질문이 추가되고, 연구범위가 

시간, 공간, 경험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따라서 시간, 공간, 경험의 상호

작용을 주목하는 도시건강 연구에 본 연구의 조사방법 설계가 벤치마킹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다중 질적 조사방법은 도시건강 이슈에 대한 다학제적 지식을 

창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Sensing (2011)은 다중 질적 조사방법

이 보건학과 지리, 도시설계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공간적 방법도 보건학에서는 익숙하지 않지

만, 건축, 도시계획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법을 활용하였고 자

료에 대한 분석과 결과제시도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표현, 기법, 용어

의 도움을 받았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

한 다학제적 접근과 지식의 융합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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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질적 조사방법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통합하는 다학제 성격

의 연구방법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중 질적 조사방법은 적용에 있어서 조

사방법의 체계성과 효율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최근 들어 도시건강 이

슈를 다중 질적 조사방법을 통해 공간, 경험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분석하

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Hand, Rudman, Huot, Gilliland, & Pack, 

2018; Hand, Huot, Laliberte, Rudman, & Wijekoon, 2017), 누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방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Muenchow, Schäfer, & Krüger, 2019). 이에 다중 질적 

조사방법을 시도한 연구자의 경험이 학계에 공유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공간과 경험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조사방법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표

준화된 프로토콜이 없어 수집된 자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힘들게 자

료를 수집했어도 자료를 통합하는 분석기법이 미흡하여 결과를 효과적으

로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Keddem et al., 2015; 

Milton et al., 2015). 이러한 한계점은 기술의 향상과 공간정보의 축적, 

질적 연구수요의 다변화와 같은 연구제반 여건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건

강증진 연구방법으로서 다중 질적 조사방법이 확산되지 못하는 주요 이

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중 질적 조사방법의 수행

절차와 통합분석기법, 결과제시 형태를 참고하여 후속 연구자가 효율적이

고 체계화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학계에서 논의하고 검증한다면 

도시건강 연구방법으로서 다중 질적 조사방법의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제3절 보건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 

본 연구결과의 보건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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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확인한 노인 걷기의 행동특성은 새로운 신체활동 가이드라인과 

걷기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노인 맞춤형 지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국내외 선행 발표된 신체활동 지침과 이해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1세대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인『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를 발표하였고(보건복지부, 2013), 최근 2020년에는『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 (만 18세-64세)』를 발간하였다(보건복지부 & 한

국건강증진개발원, 2020b). 하지만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노인을 위한 맞

춤형 지침이 없거나 미흡하고, 신체활동 측정방법의 발전과 함께 누적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개정한 국외의 2세대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의 지침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고광욱, 2018).

2017년에 개정된 호주의 2세대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생애

주기에서 좌식행태(Sedentary behavior) 줄이기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매일 30분의 중강도 체력활동, 유연성 활동, 균형

활동의 실천과 주 2-3회의 근력활동 실천을 권장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17). 캐나다의 경우 노인을 포함

한 모든 생애주기에서 신체활동과 좌식행태, 수면을 통합하여 24시간 활

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Canadian Society of Exercise 

Physiology, 2018). 미국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2판은 근거기반의 지식을 

바탕으로 중·고강도 신체활동량의 하한선 폐지를 주장하였고, 노인에게 

좌식행태 감소와 균형 운동을 포함한 다중 신체활동(Multi-component 

physical activity) 실천을 권장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8). 이처럼 국제적으로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신체활

동 증진 전략을 누적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정하고 있고, 권고 대

상과 내용도 구체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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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GPS와 가속도계 측정을 통해 한국 도시 노인

은 걷기실천의 빈도와 강도가 걷기 기능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걷기능

력, 신체적 허약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걷기패턴, 걷기속도, 활동량도 다르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향후 한국의 1세대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인『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를 개정하고,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인 걷기실천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걷기실천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지표에 대

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신체활동 모니터링 도구 개발을 위한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근거에 기반한 신체활동 모니터링 결과는 신체

활동 증진 사업의 정확한 성과와 목표 설정의 필수적 요소이다(Bauman, 

Phongsavan, Schoeppe, & Owen, 2006). 한국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

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인구집단의 신체활동 수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두 조사에서 시행하는 설문 문항의 근거가 다르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는 13년도까지 단문형 국제신체활동설문(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hort Form, 이하 IPAQ-SF) 문항을 사

용하다가 14년도 이후 세계신체활동설문(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이하 GPAQ) 문항으로 변경하였다. 반면, 지역사회건강조

사는 처음 시행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IPAQ-SF에 근거한 문항을 사용하는 

중이다. 이중 지역사회건강조사 걷기실천 문항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김완수 & 이미라, 2015). 

먼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사용하는 IPAQ-SF는 원문과 내용이 다르

다. 원문 IPAQ-SF에서는 걷기실천 문항의 예시문에서 “작업장이나 집에

서”로 표기하고 있지만,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출퇴근 또는 등하교”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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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작업장과 집에서의 걷기실천은 포착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걷기실천을 묻는 문항이 고강도, 중등도 신체활동 설문 문항과 별도

로 배치되어 있어 응답자들이 걷기를 저강도 신체활동으로 한정해서 응답

할 수 있다(Kim, 2012). 이상의 제한점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보고

된 걷기실천율이 과소평가되는 방향으로 편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Bauman et al., 2009; Hallal, Victoria, Wells, & Lima, 2003). 

IPAQ-SF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내 신체활동 분야 

연구자들은 신체활동 모니터링 도구인 GPAQ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Jeon, 2013; Kim, 2012). 걷기실천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로서 GPAQ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강도의 걷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WHO, 

2013). 걷기는 다양한 강도(2-8 METs; 저강도,〈3 METs/ 중등도 강도, 

3≤〜≤5.9 METs/ 격렬한 강도, ≥6)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고(Ainsworth et al., 2000), WHO (2010)의 신체

활동 권고안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모바일 GPS와 가속도계 측정을 통해 노인의 걷기실천 

빈도와 강도가 걷기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걷기실천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서 IPAQ-SF보다는 GPAQ 적용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하지만 신체적으

로 허약하거나 걷기 보조기를 이용하는 일부 노인의 경우 전체 걷기시간

과 걷기빈도로 따지면 IPAQ-SF나 GPAQ의 걷기실천자 기준에 부합하지

만 실제로는 걸어가는 도중에 쉬었다 가거나, 쉬지 않고 700m를 이동하

는 데 30분이 걸리기도 했다. 이를 IPAQ-SF와 GPAQ처럼 걷기시간과 

날짜 빈도의 조합으로 걷기실천 여부를 계산하면 독립적으로 쉬지 않고 

잘 걷는 노인하고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없어 노인의 걷기실천 수준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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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능력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노인의 걷기능력과 신체적 기능 수준에 따른 걷기 패턴 차이를 기술

하고, 걷기 강도와 빈도를 이에 맞춰 재조정하여 현재의 지표들이 놓치고 

있는 노인 걷기의 모습을 포착해내기 위한 지표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노인 신체활동 친화적인 건강도

시 모델의 논리모형 구조로 활용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신체활

동 부족이 전 세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WHO, 2010) 

정부 차원에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을 수립하고, 건강도

시 모형 개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도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건강환경 조성과 건강도시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

고(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는 2015년 공동정책으로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을 선언하였다(고광욱 

외, 2016).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2015년 이후 다수의 건강도시에서 신

체활동 증진 사업을 정비하고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경산시, 

2019; 고양시, 2021; 김해시, 2019).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 증진을 목표로 내세운 한국의 건

강도시 중에서 근거에 기반한 이론모형을 구축한 사례는 거의 없고, 건강

도시 프로파일도 체계적으로 시도한 사례가 드물다(고광욱 외, 2016). 근

거 체계가 부재한 건강도시 모형으로 인해 정책결정자들은 건강도시 사

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일개 부처의 사업이라는 좁은 범위로 인식하

고 있고(김광기, 유승현, & 강은정, 2019), 리더십의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 다부문 협력체계를 구축이 어려워 단일 부처 중심의 홍보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다(이미선, 2020).

본 연구에서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개념적 틀은 정책결정자에게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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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다분야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는 과

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각 도시환경 

맥락에 맞춰 건강도시 사업의 논리모형 구조를 구성한다면 노인의 걷기

를 증진하기 위해 어느 부서가 어느 요소에 개입해야 하고, 어떠한 차원

의 전략을 활용해서 어떠한 변화를 측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단일 부서 중심의 단발성 사업으로 머무르고 

있는 건강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건강도시의 원칙(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4)인 ‘모든 이의 건강(Health for All)’

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걷기를 실

천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서울의 일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걷

기실천 경험에 한정된 결과이다. 이는 도시 노인이 걷기를 적극적으로 실

천할 수 있는 여건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걷기실천 경험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장점이 있지만, 서울과 다른 도시적 여건에 노출되어 있거나 같

은 서울이어도 걷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시 노

인의 걷기 경험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도시 노인의 걷기를 더욱 

엄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밀집성, 접근성, 정주성이 다른 

상황에 놓인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과 더불어 걷기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

는 노인에 대한 이해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정보가 더해지면 도시 노인의 걷기와 건강증진의 상호작용을 범맥락적으

로 설명하는 공식이론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장조사 시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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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인 연구 참여자의 일상생활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영향을 받

고 있었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노인의 이동반경과 빈도, 활동량의 수

준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인 걷기실천이 활발한 지역사회

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노인돌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가 멈추면서 오히려 드러난 결과였다는 점

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노인의 걷기실천에 숨겨진 맥락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

는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결된 

이후 연구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본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론 요소와 맥락에 대한 탐색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도시 노인의 걷기를 주제로 연구한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주제

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노인의 걷기에 대해 보건, 교통,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가 다학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외 선행연구와 달리 상대적으로 국내 문헌은 교통 혹은 

도시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단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가 많아 자료의 범

위나 분석에서 건강에 대한 관점이 미흡하고 분야에 한정된 변수를 다뤄

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결과를 기반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시 노인의 걷기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나 노인의 걷기와 건강의 연결고리를 포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가 빠졌을 수 있다. 연구자도 이 지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외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노인 걷기와 관련된 결정요인, 노인의 걷

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참고하여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외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요인인데 

드러나지 않았거나 달리 발견되는 지점이 있는지 비판적인 사고를 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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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념적 틀에는 최근 노년기에 진입한 베이

비부머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반영이 적은 한계가 있다. 현재 제시한 개

념적 틀은 70세 이상 노인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와 경험이 중심을 이루

고 있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미디어, 모바일 기기에 대해 

익숙하고 정주성이 약한 베이비부머에게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념

적 틀의 구성요소나 상황맥락이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의 핵심 코호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베이비부머 노인의 목소리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의 걷기를 공간, 행동, 경

험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탐색하여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풍부한 

맥락을 제시하고, 이를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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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건강증진과 도시적 맥락에서 노인의 

걷기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노인 걷기는 노년

기 이전과 연속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으로 접근하고, 삶의 현장인 도시

와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노년기의 상황변화는 노인 내면

에 걷기실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 경험은 입체적이고, 걷기 능력과 허약수준에 따라 걷기실천 경

험의 강도와 범위는 달라진다. 지역사회 환경은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실체이자, 노인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의미를 부

여받는 주관적 실체이다. 노인 걷기는 개인 차원의 건강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하지만 지역사회 환경과 서비스의 접근성 

약화와 경제적 빈곤은 도시 노인이 걷기를 실천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를 구조적으로 발생시킨다. 

도시 노인의 걷기실천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증진 전략의 핵심은 노인

의 일상생활 환경에 걷기를 스며들게 하여 다양한 목적의 걷기실천 빈도

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 형평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환경

의 노인 걷기친화도 향상, 공동체 활동의 유형과 장소의 다양화, 지역사

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에게 의미가 부여된 장

소를 발굴하여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생활권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 노인의 걷기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효

과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및 지원은 부문 간, 학제 간 협력이 필요하다. 

다중 질적 조사방법은 시간, 공간, 경험의 측면에서 현상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고, 다학제적 지식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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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ptualizing walking of older 

adults in the context of health 

promotion and an urban setting

Dong Ha Kim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Evidence-based health policies are required to solve the crisis in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urban older adults, which has emerged in 

the aged society in Korea.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proposed 

‘active ageing’ as a conceptual paradigm to cope with health problems 

caused by urbanization and aging and has emphasized the promotion of 

walking for older adults as a key strategy to realize active ageing. 

However, the prevalence of walking among the urban older adults in 

Korea is decreasing, and pedestrian-friendly policies are segmented across 

these various areas such as public health, social welfare, 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without theoretical grounds. Furthermore,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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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ies describing the walking behavior of older adults have been 

developed mainly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and urban planning, 

focusing on physical environmental variables, and adopting variables 

de-contextually.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walking of older adults in the context of health promotion and an 

urban setting as in preparation for the entry into a super-aged society 

in Korea.

Methods 

The scope of this study was the experience of walking practice 

among older adults who live in Seoul, a pedestrian-friendly city in 

Korea. The research design applied mixed methods in grounded 

theory. The epistemological perspective of this study was based on 

critical realism, and the researcher actively combined suitable research 

methods to solve research questions from a pragmatic perspective.

In the literature review phase, a scoping review of Korean studies 

on walking and the health of urban older adults was conducted. The 

evidence extracted from the review included the study characteristics, 

the walking characteristics of urban older adults, and the objective 

and perceived environment for walking of urban older adults.

In the theoretical sampling phase, age-period-cohort (APC) 

analysis and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 were 

conducted using the prevalence of walking among older adults in 

Seoul reported in the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KCHS). 

Results from APC and ESDA were used as criteria for selecting 

research participants and a study site.

Fiel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 A-dong, Songpa-gu, 

Seoul. Theoretical sampling continued until theoretical saturation 

was reached, with a total of 38 older adults and fiv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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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s were involved. Data were collected only at the first 

stage of social distancing between July 2020 and December 2020. 

The research methods were applied with qualitative multi-methods 

that combine descriptive methods (in-depth interviews) and spatial 

methods (field observation, mobile GPS tracking, and accelerometer 

measurem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while text information 

and non-text information were integrated during axial coding.

Results

The open coding resulted in 125 concepts, 65 subcategories, and 

27 categories, which were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 coding 

paradigm structure for axial coding. The phenomenon through the 

experience of daily walking of urban older adults was “subjectivity 

as a healthy older adult”, “autonomy of movement”, and 

“multi-faceted walking experienc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walking”. The causal conditions were "changing in daily life patterns 

since old age", "increasing interest in health and reduced physical 

self-efficacy", and "enhancing perceived awareness of the utility and 

value of walking". The contexts were "gender rol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urban infrastructure", "community culture with high 

settlement characteristics for the older adults", and "community 

services that support the daily life of older adults". The intervening 

strategies were "creation of diverse and dense environments in a 

walkable neighborhood", "application of public design with 

consideration for the mobility handicapped", "building a community 

identity", and "oper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delivery system". 

The interaction strategies were "creating natural social exchanges in 

a certain space", "adapting to the community environment",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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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urban environment related to walking of older adults", 

and "forming and maintaining social networks among older adults in 

the community". The consequences were "enhancing self-esteem and 

active lifestyles", "enhancing a sense of place and community 

capacity", and "operating of informal elderly care".

A conceptual framework was derived to explain the walking of 

older adults in the context of health promotion and an urban 

setting through selective coding. This conceptual framework explains 

that walking practice can be linked to multidimensional health 

promotion by facilitating interactions between older adults and the 

environment in an urban context.

Conclusions

This study has a theoretical significance that structures the 

multidimensional factors and contexts that constitute the walking 

experience of urban older adul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lder 

adults. Furthermore, qualitative multi-methods can improve the 

reliability of a theory by triangulation and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analysis of research, 

which can be utilized as multidisciplinary research methods. The 

health policy implications are that the findings provide the rationale 

for age-friendly cities and healthy cities model, and the knowledge 

needed to improve Korean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and indicators 

for monitoring walking practice of older adults.

keywords : Aging, Walking, Grounded theory, Conceptual 

framework, Urban health, Age-friendly city 

Student Number : 2016-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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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코딩 

패러다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개념 설명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이 

발생하게 된 

상황)

노년기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

노년기의 신체적 기능 

저하

사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제약 
Ÿ 교통사고, 낙상, 근로현장에서 생긴 사고로 영구한 신체적 

기능 장애가 발생함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Ÿ 노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를 경험함

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 Ÿ 노화로 인한 체력의 감소를 경험함

경제활동의 양 또는 

질 저하

직장에서 은퇴 후 무직상태
Ÿ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고 준비된 노후 자금과 자녀의 금전

적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음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해고 후 

재활용 수거
Ÿ 생활비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음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해고 후 

공공근로
Ÿ 공공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축소된 

생활반경과 

시간과잉

일상생활반경의 감소 이동거리와 활동반경의 축소

Ÿ 경제활동 은퇴 후 직장까지 이동과 직장 주변이 생활반경에서 

사라짐 

Ÿ 신체적 기능과 체력의 감소로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줄어듦

Ÿ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축소됨

목적 없는 시간의 양 

증가

의무시간의 감소

Ÿ 경제활동 은퇴로 인한 의무시간이 감소함

Ÿ 취약계층 노인도 공공근로가 코로나 기간동안 멈춰서 의무

시간이 감소함

Ÿ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감소함

잉여시간의 증가
Ÿ 경제활동에서 은퇴와 줄어든 외출기회로 여가시간이 늘어남

Ÿ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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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에 

대한 높아진 

관심, 

하지만 낮아진 

신체적 

자기효능감

건강에 대한 감수성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

Ÿ 노화를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Ÿ 사고를 경험 후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Ÿ 미디어에서 나오는 건강 관련 이야기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됨

Ÿ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높아짐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증가 

Ÿ 내 주변에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수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주변 지인, 복지관, 가족)

Ÿ 건강관리를 위한 여러 실천방안을 모색함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감소

신체활동에 대한 낮아진 

자기확신과 신체적 부담으로 인한 

포기하게 된 신체활동

Ÿ 구기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음

Ÿ 어느 순간 과거에 했던 달리기나 장거리 산책에 대한 신

체적 부담감을 느껴하지않음

Ÿ 과거에 했던 등산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포기하였음

걷기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지 

강화

걷기에 대한 주관적 

규범 형성

노인 걷기에 대한 기술적 규범
Ÿ 동네 친구들이 대부분 나와서 걷고, 밖에서 산책을 하면서 

만나다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나와서 걸음 

노인 걷기에 대한 명령적 규범

Ÿ 미디어에서는 매일 걷는 건강한 습관을 가진 노인이 고령

화 사회에 바람직한 노인상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함

Ÿ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걷기가 노인에게 제일 좋은 운동이

라고 이야기함

걷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화

걷기는 돈이 안 드는 

신체활동(도구적 태도)

Ÿ 취약계층 노인에게 걷기는 돈을 들이지 않고,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라고 생각함

걷기는 우울하고 답답한 기분을 

해소해주는 신체활동(경험적 

태도)

Ÿ 걷기는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신체활동이라고 생각함

걷기는 시간을 보내기 좋은 

신체활동(경험적 태도)

Ÿ 걷기를 통한 동네 산책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주요한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함



- 240 -

걷기는 삶의 활력을 주는 

신체활동(경험적 태도)

Ÿ 걷기는 노년기의 무료하고 지루한 삶에 있어 활력을 주는 

몇 안 되는 요소라고 생각함 

걷기는 활동적 이동수단(도구적 

태도)

Ÿ 좁아진 생활반경으로 이제 굳이 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걷기는 동네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함 

걷기는 다른 동네 친구를 만나는 

수단(도구적 태도)
Ÿ 동네를 걸으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함

걷기는 운동이 되는 

신체활동(도구적 태도)

Ÿ 걷는 것만으로도 노인에게는 충분히 운동이 되는 신체활동

이라고 생각함

걷기가 주는 삶의 

이득에 대한 인지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이득
Ÿ 급속한 근육 손실과 체력 저하를 방지

Ÿ 심폐지구력유지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이득 Ÿ 사회적 교류를 유지,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게 함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이득 Ÿ 무기력감이나 우울한 기분을 해소

삶의 질로서의 이득
Ÿ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일상생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

체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

중심현상

(걷기 중심의 

노년기 

일상생활)

‘인간다움’ 본질적인 삶의 의미 삶의 주체성과 자율성 실현
Ÿ 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적 걷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나’를 체감

걷기 목적과 

기능에 따른 

걷기경험의 

입체성

행동적 양상

걷기 보조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걷기

Ÿ 비허약 노인의 경우 걷기 보조기에 의지하지 않고 걷는 

경우가 많음

걷기 보조기에 의지한 걷기

Ÿ 비독립적 걷기 여성은 걷기보조차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음

Ÿ 비독립적 걷기 남성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걷는 경우가 많음

Ÿ 허약노인의 경우 걷기 보조기에 의지하는 경우가 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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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적 양상
서비스 제공 장소로 찾아가기 

위한 이동수단

Ÿ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이동활동 

사회문화적 양상

걷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

Ÿ 넓지 않은 반경의 동네를 걷다보면 이동경로가 겹쳐 자연

스럽게 이웃들과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짐

걷기를 통한 지역사회의 장소에 

대한 경험

Ÿ 노인은 걸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장소와 분위기를 체

험하고, 주요 생활권역을 형성함

경제 수단적 양상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걷기
Ÿ 재활용 수거, 공공근로 중 담배꽁초를 줍는 일은 걷기가 

그 자체로서 경제활동의 기능을 하는 것과 유사함

운동 및 여가활동적 

양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습관으로서 

걷기

Ÿ 주체하기 힘들정도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주요 활동

Ÿ 본인의 건강 수준에 맞게 안전하게 계획할 수 있는 운동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범주들의

모임)

노인 건기와 

관련된 젠더적 

맥락

성 역할 태도
도시 노인 걷기의 경제 수단적 

양상의 기저에 있는 여성 빈곤

Ÿ 남성은 ‘경제활동의 주체’, 여성은 ‘가사·돌봄 노동의 담당

자’라는 성 역할 태도

Ÿ 여성노인이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

겼던 시대적 배경에서 자란 탓에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Ÿ 부양자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비공식적, 간헐적으

로 제한된 직종의 일을 할 수밖에 없음

Ÿ 직업적 역량의 약화로 갑작스러운 소득원 상실을 대응하

기 어려움



- 242 -

고정관념
걷기 보조기 이용과 관련된 

고정관념

Ÿ 비독립적 걷기를 하는 남자는 지팡이를 쓰고 여자는 걷기 

보조기를 이용하는 패턴이 관측됨

노인 걷기와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의 물리적 

환경특성

토지이용패턴 토지이용의 불균등한 입지

Ÿ 녹지와 공원이 동네의 동쪽(평지)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Ÿ 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상업시설은 서쪽(언덕)에 주로 분

포되어 있음 

동네 지형 서고 동저 Ÿ 서쪽이 상대적으로 고지대, 동쪽이 낮은 저지대

녹지 및 공원

천상 어린이공원

Ÿ 동네 노인들이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걸어서 산책하는 공원

Ÿ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 공원

Ÿ 아파트 관리실에서 유지하다 보니 시설이 잘 유지되어 있는 공원

Ÿ 코로나와 상관없이 가는 장소

복지관 근처 돌무데기 공원
Ÿ 동네 어르신들이 거의 모이지 않는 장소

Ÿ 그늘이 없고, 아이들이 주로 노는 장소라고 인식

돌무데기 공원

Ÿ 주택에 사는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Ÿ 그늘이 있고, 노인들이 주로 노는 장소라고 인식

Ÿ 남자와 여자가 나눠져서 모이는 장소

Ÿ 코로나와 상관없이 가는 장소

널문근린공원
Ÿ 동네 노인들이 산책 시 거쳐서 지나가는 장소

Ÿ 산책경로 중 휴식공간

안전공원

Ÿ 동네 어르신들은 멀어서 잘 가지 않는 공원

Ÿ 공공에서 관리해서 시설이 잘 유지되는 공원

Ÿ 운동기구가 동네에 있는 공원 중 가장 많은 공원

Ÿ 코로나와 상관없이 가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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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천상 어린이공원 내 운동기구 Ÿ 천상 어린이공원에는 야외 운동기구를 비치해두고 있음

안전공원 내 트랙 Ÿ 안전공원에는 야외 트랙을 가지고 있음

안전공원 내 운동기구 Ÿ 안전공원에는 야외 운동기구를 비치해두고 있음

복지시설

방이동 복지관

Ÿ 식사를 제공하지 않지만 운동프로그램과 운동기구를 갖추

고 있는 복지관

Ÿ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복지관

Ÿ 걸어서 갈 수는 없고 셔틀버스가 와서 데리고 가는 복지관

Ÿ 동네 노인들이 멀어서 잘 가지 않는 복지관

Ÿ 코로나 이후 가지 못하는 장소

마천 복지관

Ÿ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복지관

Ÿ 동네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Ÿ 노인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복지관

Ÿ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복지관

Ÿ 걸어서 가는 거리에 위치한 복지관

Ÿ 코로나 이후 가지 못하는 장소

경로당

Ÿ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치는 장소

Ÿ 위계질서가 있는 장소

Ÿ 사람들이 모여서 남을 험담하는 분위기

Ÿ 식사를 제공해주는 장소

Ÿ 코로나 이후 가지 못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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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시설 고물상

Ÿ 취약계층 노인의 생계수단인 재활용 수거를 장소

Ÿ 동네 미관에는 방해가 되는 장소

Ÿ 코로나와 상관없이 매일 가는 장소

종교시설 교회
Ÿ 주말에 걸어서 외출하는 장소

Ÿ 코로나 이후 가지 못하는 장소

상업시설

마천시장

Ÿ 걸어서 장을 보러 가는 장소

Ÿ 연구대상 지역 외부에 있지만 걸어서 가는 장소

Ÿ 코로나 이후 잘 가지 않는 장소

동네마트 Ÿ 걸어서 장을 보러 가는 장소

대중교통시설

지하철

Ÿ 동네 밖으로 외출을 할 때 이용하는 시설

Ÿ 버스보다는 무료인 지하철에 대한 선호

Ÿ 코로나 이후 잘 가지 않는 장소

Ÿ 코로나 이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주요목적: 일자리, 

대형병원 방문

Ÿ 낙상경험 이후 가지 못하는 장소

버스
Ÿ 동네 밖으로 외출을 할 때 이용하는 시설

Ÿ 비독립적 걷기 노인은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

보건의료시설 동네병원
Ÿ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걸어서 외출하는 장소

Ÿ 코로나 이후 잘 가지 않는 장소

가로환경 경사도

Ÿ 안전한 노인 걷기환경의 결정요인

Ÿ (동쪽에거주하는노인)동네걷기로의평평한경사

Ÿ (서쪽에거주하는노인)동네걷기로의높은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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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의 좁은 골목길 Ÿ 노인 걷기의 편의성을 방해하는 환경적 맥락

폭이 긴 건널목 Ÿ 느린 속도로 걷는 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적 맥락

보차혼용도로 Ÿ 느린 속도로 걷는 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적 맥락

불법주차 Ÿ 편리하고 쾌적한 노인 걷기환경을 방해하는 요인

노인 정주성이 

높은 동네의 

문화

사회적 유대감 유지 한, 두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
Ÿ 동네 노인끼리 대부분 서로 안면이 있고 오고 가며 대화

를 나누는 사이임

지나친 사생활 간섭 지나친 간섭 Ÿ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생기기도 함

빠르게 퍼지는 소문 거짓 소문과 훼방 Ÿ 동네 노인 간의 사회적 관계를 헤치는 요인

사회적 관계를 해치는 

잠재적 갈등
재개발에 대한 의견차이

Ÿ 재개발로 인한 주민 간 의견차이는 지역사회 내부에 잠재

적인 갈등요인으로 자리잡혀 있음

사회적 신뢰와 관계를 

해치는 외부요인
방문판매 Ÿ 사회적 신뢰와 동네 분위기를 헤치는 방해요인

 공간만들기

공공주차장 뒷편 Ÿ 여성 노인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공간

교회 앞 벤치 Ÿ 남성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를 두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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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가 근처 공터 Ÿ 여성 노인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공간

집 주변 공터 Ÿ 남성 노인이 의자를 두고 앉아 이야기 하는 공간

장소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룰

(외부인은 알기 힘든) 지역사회 

공간을 이용하는 사회적 규칙과 룰

Ÿ 같은 공간에 모여 있을 때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

자끼리 모여있음

Ÿ 동네에 노인이 모이는 공간이나 시설이 암묵적으로 정해

져있음

Ÿ 경로당에는 텃새와 파벌이있음

걷기를 

유도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정기적인 외출기회, 

걷기빈도, 

생활의 필수적인 면을 

충족 

자활지원서비스

Ÿ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노인의 경제적 

측면을 지탱하는 서비스

Ÿ 취약계층 노인의 외출과 이동목적의 걷기를 정기적으로 

유도하는 서비스

Ÿ 코로나19 이후 제공이 중단되었다가 1단계 생활속 거리두

기 단계에서는 사람 대면이 적은 활동으로 일부 재개

여가문화서비스

Ÿ 지역 봉사단체 공연 및 재능기부프로그램, 월 1회 문화체

험, 영화 및 문화공연 관람

Ÿ 코로나19 이후 제공이 중단

일상생활지원서비스
Ÿ 이미용, 세탁 등의 일상생활 관련된 서비스 제공

Ÿ 코로나19 이후 제공이 중단

신체활동 서비스

Ÿ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로당에 방문해서 진행하는 생활체

육 프로그램(생활체조, 게이트볼 등)

Ÿ 코로나19 이후 제공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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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서비스

Ÿ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

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밑반찬·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

Ÿ 식사제공 기능 외에도 사회적 교류, 이동목적의 걷기의 기

능을 가지고 있는 사업

Ÿ 코로나19 이후 제공이 중단되었다가 1단계 생활속 거리두

기 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제공

정서지원서비스
Ÿ 나들이, 생일잔치 등 정서지원

Ÿ 코로나19 이후 제공이 중단

노인의 신체적 

건강관리 지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Ÿ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어르신에게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있음

Ÿ 코로나19 이후 직접 대면은 중단되고 유선상으로 안부를 

확인 

중재조건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 

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

노동형 걷기의 

경제적 가치 

하락

재활용 수거의 시간 

대비 경제적 보상의 

하락 

노인 재활용 수거를 대하는 

지역주민의 태도

Ÿ 주민들은 재활용 수거하는 노인을 미화원과 같은 직업으

로 바라보고 거리낌 없이 계속 재활용품을 내주고 있음

Ÿ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해서 내주지 않기 때문에 정작 수

거해서 비용으로 환산되는 비율은 높지 않음

Ÿ (다세대·다가구주택 특성상 좁은 골목들은 공공 영역이 침

투하는 데 한계가 발생)

재활용 가격의 하락 Ÿ 재활용과 폐지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재활용 수거에 대한 치열한 경쟁
Ÿ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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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공공디자인

노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동편의시설 

대중교통시설 접근의 장애 Ÿ 비독립적인 걷기 노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구조

시설이용에 있어서 낙상의 위험
Ÿ 계단, 단차 등은 걷기 중 노인의 낙상을 유발하고 시설 이

용의 장애를 유발

공동체 정체성 

형성

사회적 동질성
우리 동네 노인은 서로 비슷한 

처지

Ÿ 동네에는 거주하는 노인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처

지라 서로 상황파악이 쉬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우리 동네'라는 인식

Ÿ 연구대상 지역을 우리 동네라고 인지하고, 지역사회에 대

한 귀속의식을 보임

Ÿ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관심이 높음

코로나 19로 

마비된 

지역사회 

서비스

가족부양환경의 변화

부양주체의 감소 또는 부재

Ÿ 금전적 갈등으로 배우자와 이혼하고 혼자 생활하게 되었음

Ÿ 배우자의 사망을 경험함

Ÿ 자녀의 사망을 경험함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자녀와의 

동거

Ÿ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끼리 살아가고 있음

Ÿ 자녀가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음

Ÿ 자녀와의 갈등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하기 

어려워진 기존의 

서비스 전달 방식

대면 관계를 기반으로 전달
Ÿ 현재 지역사회 서비스는 대면서비스 형태로 전달되도록 

계획되어있음

시설 내에서 주로 전달

Ÿ 지역사회 서비스는 ‘시설 내’에서 주로 전달되어 왔기 때

문에 시설 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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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운영의 

분절현상

공공기관 중심의 서비스 네트워크 Ÿ 민간기관과의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미흡

협력 거버넌스 부재

Ÿ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사업은 대상이나 욕구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대상이나 욕구에 대해 

서로 다른 부처와 부서가 사업을 나누어 실행하는 구조

Ÿ 코로나 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상호작용

(중심현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참여자의 

반응, 행위, 

인식)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

제한된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만남

비슷한 생활리듬과 패턴으로 인한 

빈번한 마주침

Ÿ 동네 안에서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보니 비슷한 생활

리듬과 패턴을 형성함

일상생활 공유
Ÿ 만남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짐

Ÿ 서로의 일상생활이 공유되다 보니 사생활이 노출되기도 함

걷기를 통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

걷기를 통해 얻어지는 

지역사회에 대한 

익숙함과 안정

걷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장소와 사람에 대한 추억

Ÿ 걸어서 돌아다닌 동네 이곳, 저곳에는 여러 기억과 추억이 

담겨 있음

익숙해지는 동네환경과 분위기
Ÿ 지역사회를 걸어다니면서 동네의 분위기와 근린환경에 대

해 익숙해짐

걷기와 관련된 

주관적 

환경인식 

안전성

동네환경에서 느껴지는 신체적인 

안전

Ÿ 동네를 걸을 때 낙상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

하다고 인식하는지와 관련이 있음

Ÿ 넓은 로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Ÿ 단차가 높은 보도

Ÿ 보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가로

Ÿ 너무 좁거나 너무 넓은 도로 폭

Ÿ 경사가 심한 곳

Ÿ 조명이 약한 가로

Ÿ 불법주차

동네환경에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안전

Ÿ 동네를 걸을 때 치안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

식하는지와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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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빈집

Ÿ 버려진 공터

Ÿ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된 골목길

Ÿ CCTV

접근성

가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물리적 접근성

Ÿ 가고자 하는 시설이나 장소가 걸어서 이동할만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Ÿ 생활반경, 이동수단 선택에 영향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성

Ÿ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경제

적 부담 여부

Ÿ 가능하면 버스 보다는 지하철을이용

Ÿ 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식사 이용

Ÿ 이동패턴에 영향

생활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지적인 접근성

Ÿ 동네에 위치한 장소나 시설을 얼마나 노인들이 인지하는

지와 관련된 측면

Ÿ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이동 경로와 관련이 없으면 가

까워도 인지가 되지 않음

생활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회 

접근성

Ÿ 생활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 여부

Ÿ 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

Ÿ 높은 노인인구 비율

Ÿ 제도적 사각지대

쾌적성 걷는 장소에서 느끼는 개방감

Ÿ 장소에서 느껴지는 가시성과 답답하지 않고 확 트인 느낌

Ÿ 공원 및 녹지, 산

Ÿ 산책로

Ÿ 정서적 힐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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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정돈된 환경 

Ÿ 동네 환경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Ÿ 재개발로 인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빈집

Ÿ 쓰레기 무단투기

Ÿ 이면도로 무질서 주차행위

심미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근린환경

Ÿ 동네를 걸을 때 느껴지는 시각적 다양성

Ÿ 동네의 조경, 식재

Ÿ 경관의 다양성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환경 Ÿ 자연환경에서 느껴지는 계절감의 변화

친밀성
환경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 편안함

Ÿ 노인이 환대받는 장소라고 인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Ÿ 특정 공원

Ÿ 경로당

Ÿ 복지관

Ÿ 비정형화된 유휴공간

속성 간 관계구조

안전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발현되는 속성 1차적으로 유발. 

접근성, 안전성, 자주, 반복, 

빈번하게 만드는 것

Ÿ 친밀성, 쾌적성, 심미성은 안전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인

식되는 속성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온기

서비스 접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관계 

서비스 제공자-노인 상호작용
Ÿ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플랫폼과 노인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서비스 이용자(노인-노인)의 

상호작용
Ÿ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과 노인 간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짐 

코로나 19로 드러난 

노인 돌봄공백의 

걷기감소 효과

노인돌봄 공백으로 인한 외출기회 

감소와 사회적 고립

Ÿ 코로나 19로 마비된 지역사회 서비스는 취약계층 노인이 

갈 곳, 할 일을 모두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

스를 통해 전달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차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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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독립적이고 

건강한 

존재로서의 

자아실현

건강한 자아실현 추구 

가능

노년기의 자존감 유지

Ÿ 스스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

Ÿ 노년기에 걷지 못하는 삶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게됨

자유의지의 발현
Ÿ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아무 데나 갈 수 

있음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발산
Ÿ 걷기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정서적인 안정

을 이룰 수 있음

생산적 활동에 대한 관심

Ÿ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주체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이 늘어남

Ÿ 경제활동에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유지됨

걷기 중심의 

생활양식 강화

걷기에 대한 

자기효능감 강화

걷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증가

Ÿ 걷기는 다른 신체활동과 달리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신체활동

걷기에 대한 자기강화
걷기 효과에 대한 스스로의 

피드백

Ÿ 꾸준한 걷기를 통해 신체적인 기능 수준과 질병증상이 호

전되었다고 스스로 인지함

걷기의 습관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서 

걷기

Ÿ 건강관리를 위해 시작한 걷기가 이제는 하루에 빠짐없는 

일과가 되어버림

활동적인 삶 

추구

적극적인 사회참여
사회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천

Ÿ 자원봉사, 종교활동, 여행활동 등 여러 유형의 사회활동에 참여

Ÿ 자원봉사의 경우 독거노인 가정에 우유, 식사배달을 목적으로 

정기적 방문을 하여 수시로 안전 확인(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의 역할)

동적 여가활동 추구
걷기를 매개로 한 다양한 동적 

여가활동

Ÿ 여가시간을 정적인 활동(tv 시청)으로 보내기보다 동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함



- 253 -

지역사회 

장소성 및 

공동체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장소성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장소의식 

형성

Ÿ 지역사회에 위치한 장소와 시설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고, 

동네에 대한 애착이 형성됨

공동체 역량 강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Ÿ 사회적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대가 형성됨

노인에 대한 혐오가 적은 

지역사회 분위기

Ÿ 활동적인 노인이 외부에 많이 드러나고 목소리를 내고 있

어 노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적은 지역사회

사회적 안전망 기능
Ÿ 동네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새벽, 아침 시간에 걸어주는 

것은 서로에게 보내는 안부 신호의 기능

비공식적 

노인돌봄 작동

이웃과의 

상호호혜성이 

남아있는 지역사회

서로 돕고 돕는 분위기

Ÿ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급식지원서비스가 중단되어 식

재료를 직접 와서 받아가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전환되었

을 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걷기가 가능한 노인들

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식재료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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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걷기를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ActiGraph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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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립적 걷기를 하는 노인 연구 참여자의 ActiGraph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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