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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ographical Research on the Elderly Problems
B∞-Sung

요약 : 이 논문은 노화와 노인의 지리학적

Kim

측면을 고찰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노년학 분야에 대한 여태까지

의 지리학연구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지리학연구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노화 및 노인

과 관련된 주제와 접근 방법은 크게 세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노화가 진행되면서 주변환경에 대한 상호관계
와 인식이 변화하고 공간적 행태도 달라지는데， 이 주제는 특히 인간주의적， 경험적 접근방법에 의해 해석되어진다
둘째로 첫번째에서 언급한 변화과정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노인의 분포와 이동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공간분석적
인 방법이 있다. 셋째로 노인복지적인 측면에서 각종 주택 및 서비스를 형평성있게 배분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는 정책적인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고 웅용지리학적인 측면이 강하다. 노년학 분야에서 공간적， 입지적 관점의 유
용성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에서의 노년연구는 지리학과 노년학 발전 모두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양적으로도 많
지 않다. 앞으로 지리학에서의 노년연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시간적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요어 : 노인， 노화， 노인의 분포와 이동， 공간적 행태， 주택과 서비스， 다양성， 시간적 변화.

Abstract

Trus paper considers the geograprucal aspects of the aged and aging.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geographers’ interest in the field of social gerontology and , if possible,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further geograprucal research. Three interdependent themes characterize the
geographical interest: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mobility of the elderly , age-related changes in the
individual’ s relationship with their environment and changing spatial behavior of the elderly, and applied
interests in housing and service delivery for the elderly. These three dearly relate to the contemporary
enthusiasms respectively for spatial analytic , experiential and socialpoliticaHso디al welfare) issues in human
geography. Whatever the merits of spatial and locational perspectives, geographical studies of aging and
the aged have had only a moderate irnpact on human geography and gerontology. The quantity of
studies is also disappointing. The progress of geograprucal study on the elderly can be made through
understanding the heterogeneity of elderly people: e.g. age, socioeconomic, ethnic, gender differences and
considering the temporal changes for analysis of trends in the welfare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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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여 지리학도 노인들의 환경인식과 공간활동 둥

1 .서론

을 설명해 줌으로써 노인관련시설의 입지를 비롯

1.

한 여러 노인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있다. 이 논문

연구목적

의 목적은 먼저 지리학에서의 주요 노인문제 관련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노인

주제 및 내용 둥을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및 설

과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문조사 둥을 통해 정리， 검토해 본 후， 이에 기초해

따라 노인 복지도 최근에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

서 노인 연구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는

제로 둥장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 추세가 현대

데에 있다.

산업사회의

산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문제도

많은 부분이 산업화·근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노인의 지위와 역할을 사회변동과 관련시켜 분

2.

연구방법

석하는 ‘현대화 이론’에 의하면， 사회가 현대화되

기존의 연구성과를 분석， 정리하기 위하여 노년

면 될수록 노인들의 지위가 낮아지고 역할이 상실

학 관련 문헌(특히 노년사회학， 노인복지학)과 국

된다고 한다. 사실상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노인

외 노인지리학 관련 논문을 검토하였으며， 인구센

들은 생활에 유용한 경험과 지혜， 또는 재산의 소

서스를 비롯한 국내 통계자료와 인터넷을 통한 국

유자로서 가족과 지역사회내에서 높은 지위를 누

외 통계자료가 비교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렸고 지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의학기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인 실태에 대해서는 무엇

의 발전， 생산기술 및 체계의 변화， 도시화， 교육의

보다도 1990 년 .1995년

대중화 둥으로 말미암아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노

‘고령자 편’을 많이 참조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50

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그 결과 노인

개 문항을 노인들에게 개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들은 기나 긴 여가시간， 역할상실， 수입감소， 건강

진행하였다. 웅답자는 남자 79명， 여자 69명을 합쳐

유지， 부양 및 보호문제， 사회적·심리적 소외 둥의

모두 148명 이었고， 연령별로는 60-64세 39명，

새로운 문제에

세 25명， 70-74세 44 명， 75-79세 18명， 80셰 이상

되었다(장인협·최성재，

22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敬老孝親을 중

명 이었다. 그 중 유배우자가 77명， 사별 68명， 이혼

해왔던 유교문화권에서는 핵가족화와 그에

3명 이었고， 거주지는 서울 118명， 경기도 18명， 기

1987, 22-23).
요시

직면하게

65-69

따른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가 전통적 가족관과 더

타 12명 이었다.

크게 대립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계속되는 노인

의 절대수 증가와 평균연령상숭， 혼자 사는 추세의

n. 이론적배경

확대， 소득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부와 구매력 증가
둥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노인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1.

‘노인’의 개념
‘노화 (a，휠19) ’는 누구나가 경험하는 현상이며， 인

(Wames, 1981, 317).
노인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둥장함에 따라

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의 한 부분을 이룬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학문도 전통적인

다. ‘노화’는 적어도 세가지 측면에서의 변화과정，

의학， 생물학을 넘어서 인류학， 인구학， 사회학， 사

즉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그리고 사회적 노

회복지학， 경제학， 심리학， 신학， 철학， 역사학 둥으

화의 과정을 포함한다(장인협 ·최성재，

로 다양해 지고 있다 (Wames， 1~， 25). 여기에 덧

44). 그 중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의 기관과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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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협 • 최성재， 1987, 46). 물론 이 기준들도 그 사회의

심리적 노화는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 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

각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 둥이 변화하는 것이고，

라져야 할 것이다.
기타 노인 이외에 노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노

마지막으로 사회적 노화는 생활주기를 통해 일어
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둥을

인인구’，

의미한다. 노화의 이 세가지 측면을 감안하여

충’， ‘노령자’， ‘고령자’ 둥의 용어가 의머상 큰 차

인 (the

‘노

aged) ’ 은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 정의될

‘노년인구’，

‘노령인구’，

‘노년충’， ‘노령

이없이 혼용되고 있다. 영어로도 ‘the

aged’ 이외에

수 있다. 즉 ‘노인’ 이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

‘aged popuIation’ , ‘the elderψ’ , ‘elderly people’ ,

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

‘the elderly pop띠ation’ , ‘old 야!Ople’ , ‘older 야ople’ ,

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the older popuIation’ , ‘old age' , ‘older age-groups’

사람’을 의미한다.

둥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의 노화는 개인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이 되는 시기 혹은 연

2.

령을 어느 시점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언뜻 보

노령화 추세와 고령화 사회
학문적으로는 통상 ‘개인적 노화(in며띠d벼1 a맹19)'’

기와는 달리 대단히 복잡하다. 또한 노인의 범주를

와

‘인구의 노령화 (popuIation a，훨19) ’를 구분하여

정하는 데 있어 신체적 쇠약정도， 사회 경제적 특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중 ‘인구의 노령화’

성， 가족생활주기 및 심리적 특성과 같은 여러 가

란 노년인구가 다른 연령층의 인구보다 빨리 증가

지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연구목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노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빨

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리 증가하기

분석의 편의상 60세 혹은 65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은 출산율이 낮아져야 한다(박재홍，

범주를 이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두 기준 중에

세기 이래 두드러 지게 나타난

서 국제적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65세라는 기

러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나타났다.

위해서는 평균수명이 연장되든지 혹

1991, 305). 20

노령화 추세는 이

준이 사용되며， 국내 연구 및 통계에서는 60세와

일찍이 베이레 베르너 (\Teyret-\Terner) 는 어떤 지

65세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박재

역의 노령화 상태( beralterung) 를 인식할 수 있는

홍，

지표로 다음의 세 가지 점 - 즉 첫째 전체인구에

1991 , 304). 참고로 우리나라 노인 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 수혜대상자를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대한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에서는 완전노령연금 수

그 지역 인구의 평균연령이 35세 이상일 것， 셋째

혜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최순남，

20세 미만 인구에 대한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1997, 65).

또한 60세 이상 80-90세가 넘는 고령까지를 동일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일 것 - 을 제시하였다(K띠을

15% 이상일 것， 둘째
0.4

1993, 72).

한 노인집단으로 취급함으로써 노인의 개인적， 사

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선진공업국 뿐만 아니라

회적 특성이 무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혹자는 전기

제 3세계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현대 산업사회의 공

노령인구 (60-69세)와 후기노령인구 (70세

이상)로

통적 특성이다. 다만 차이점은 그러한 징후가 언제

대별하기도 하며， 또한 후자는 60-64세를 연소노인

나타나며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가 하는 것이

(young -old) , 65-74세를 중고령 노인 (middle old) , 75

다. 마이어스 (G. C. Myers) 는 노령화 진전정도에

세 이상을 고령노인 (old

old) , 그리고 85세 이상을

따라 네 가지로 국가유형을 나눈다고 한다(박재홍，

최고령 노인 (very 이d) 으로 세분하기도 한다(장인

1991, 306). 이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웨멘은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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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노령화 징후를 보였고， 65셰 이상 노인인구비

뒤따라야 한다(한백연구재단， 1995, 2).

율이 1900년경 8% 선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1990년

에 그 비율은 14% , 18.3% 이다. 미국과 독일， 그리
이스로 대표되는 두 번째 유형의 나라들은 20세기

3.

노년사회학과 사회지리학

에 접어들면서 노년인구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노년학( Gerontology )’은 노화과정의 생불학적， 심

노년인구비율이 세기 중반경 8% 를 넘어 섰으며

리학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과학적 연구이다

1990년 미국은

(H없an，

12.5% , 그리이스 14% , 서독 17% 를

1996, 343). 노년과 노화에 대한 근대적， 과

넘어섰다. 일본과 러시아 둥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학적 연구는 1830년대 벨기에의 퀘틀레( A. Quetelet)

노령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75년경 8% 에 도

와 1880년대

달하였고， 1990년 노년인구비율이 일본은 12% , 러

신체특성

시아 10% 선에

달했다 (http://www.rand.org : 80/

317). 그 후 20세기 초반에는 주로 노년의 물리적，

publications/CF124.chap6.html) . 특히 일본은 현재

생화학적 조건을 연구하는 노년생리학적인 연구가

세계 최고 장수국가로(평균수명 79세) 2020년이 되

주를 이루었다. 노년학은 노년생리학， 노년심리학，

면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중이 25% 를 넘어서게 되

노년사회학， 노년복지학， 노년의학 둥으로 다시 분

어 세계최고령국가가 된다. 마지막 유형은 한국， 중

류될 수 있으며， 1없4년에 국제노년학회가 설립되

영국의

갈톤 (F. Ga1ton) 의 노년기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Wames， 1981,

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가들로 이들은 70년 이래

어 매 3-4년마다 국제노년학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노년인구비율이 급증하여， 1990년 노년인구비율은

3뻐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최순남，

한국이

5% , 중국이 5.8% 이며， 2000년 경에는 노년

19-22). 노년학 연구가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이다.

인구비율이 6.8%， 7% 에 이르러 이른바 고령화 사

1945년에 미국 노년학회가 창립되어 1946년부터 학

회 로 접 어 들 것 이 다 (http://www.밟hu.ac.kr/ cwc/

회지

때a9.htm)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후 베이비 붐 세

은 노년학 관련학회 단체， 학술지가 존재한다.

boom)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Journa1 of Gerontology’ 를 발간하며 기타 많

노년학의 한 분야인 노년사회학(S떠려Gerontol맹YJ

대틀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2010년 경이 되면 노년
인구의 폭증 (senior

1997,

은 50년대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노년의 사

회， 경제적， 인구학적 여건을 연구하고 노인과 노인

(Rowles, 1986, 525).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총인구에 대

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유럽에

한 구성 비 는 1970년 3.3% , 1990년 5.0% 에서 2020년

서 노련사회학이 가장 발달한 국가는 프랑스인데，

경에는 12.5% 에 달하게 되며 노령화 지수 (65세 이

이는 프랑스의 노년인구비중이 크다는 사실과 프

상 인구 / 0-14세

랑스 인구학의 높은 수준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복

인구

x 1(0)는 1970년에 7.8% ,

1990년에 19.4%에서 2020년에는 78.2% 로 높아진다

지가 잘 정착되어 있는 베네룩스 제국과 스칸디나

(http://www.밟hu.ac.kr/cwc/，짧a9.htm). 다가 올 고

비아 국가에서도 노년학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크게 세 가지 방

영국에서는 1971년 노년사회학회가 설립되었다. 반

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부양대상자로서의

면 독일어권 국가와 지중해 국가에서는 노년학 연

고령자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에 상웅하는 복지대

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책과 복지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둘째 생산연령인

1981, 317-319). 일본에서는 1956년에 일본노년학회

구의 감소에 대비하는 고용구조의 재조정이 고려

가 설립되었다.

되어야

한국에서의 노년학 연구는 1968년 한국 노인병학

하며， 셋째 노년층이라는 특수한 소비충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실버산업’ 의 육성과 개발이

않은 편이다 (Wameκ

회가 창설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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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에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설립되었다.

2) , 17-34.

1978

은 같은 문화권에서 서로 비슷한 역사적인 경험을

년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제 11 회 국제노년학대회에

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비슷한 가치관과 태도가

참석하고 돌아 온 국내학자들에 의해 그 해 한국노

형성되어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자란 다른 연

년학회가 창립되었으며 1981 년 국제노년학회 회원

령집단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기타 이 분야에서

국으로 가입하였다. 1980년에 학회지

는 사회심리학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도입된다

을 창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한국노년학’

있다(최순남，

1977,

(최순남，

1997, 33-61).

참고로 E뻐년부터 1991 년 까지 국내에서

지리학의 경우 1970년대 초반부터 사회지리학과

발표된 노년학 문헌은 총 3，115편에 달하고， 그 중

노년사회학의 접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노인문제

노년사회학 분야는 951 편이다(노인문제연구소 편，

에 대한 지리학의 연구는 아직까지 양적인 변에서

1991).

많지 않은 셈이다. 여태까지 지리학에서 노인문제

23-24).

노년사회학은 다양한 개념적인 접근과 방법론을

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적었던 것은 사회지리학의

통해 연구되고 있지만， 노후생활의 행태적 측면과

다소 파행적이고 단절된 발달과정과 밀접한 관련

관련해서 이 분야의 세 가지 핵심주제를 확인할 수

이 있다. 즉 1950년대 까지는 지리학자들에게 경관

있다 (Ha경n，

상에서 뚜렷이 각인되지 못하는 사회적 사실들은

1996, 344).

첫째는 노화과정의 보편적인 특성에는 어떤 것이

관심이 되지 못했다. 또한 일부 비달학파의 영향을

있는가 또한 고유한 환경적， 문화적 요인이 노인의

받은 사회지리학자들은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것이다. 대표

1950년대 이후 법칙 정립적 연구가 유행하면서 사

적인 이론으로는

이론( cliængagement

회지리학은 도시지리학 특히 도시생태학에 의해

‘노화’란 개인이 사회

주도되었고，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현상에 대한

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며， 따라서 은퇴는 자연스

인식을 하지 못했다. 1970년대 이후 인간주의적， 사

러운 현상이며 노인플은 늙음을 당연하게 받아들

회학적 관심이 다양하게 도입되었으나 여기에서도

이고 자아를 재편성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이

행태주의적 연구나 공간분석기법을 사회지표에 적

있는 휴식의 생활로 들어가야 한다는 기능주의적

용하는 연구 퉁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80년대

‘은퇴(이탈)

th∞ry) ’이 있는데， 여기에서

입장이다 (Herbert

& Peaæ, 1980, 224-껍5).

‘생활양식’을 강조하였다.

이후에는 사회지리학과 급진지리학이 동의어처럼

둘째는 노후생활에서의 안정성(지속성)과 변화의

되어 모든 사회문제나 사회적 차이의 근원을 계급

변증법적인 관계에 대한 탐구이다. 노화과정은 생

간의 갈둥으로 연결시켜 노인집단 같은 특수한 관

활 전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동적인 과정으로

심은 역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Wames，

예컨대

2-4).

‘활동이론 (activity theory )’ 은 은퇴이론과

달리 상정적 상호작용이론의 관점에서 노인은 성

1982,

대부분의 연구가 미국에서 이루어 졌으며， 노인

공적인 노년기를 위하여 새로운 사회활동 영역을

문제를 자주 다루는 지리학자로는 원즈 (A. M.

찾아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Wames) , 로울즈 (G. D. Rowles) , 골란트 (5. M.

‘하위문화이론 (subc띠ture theory) ’ 과도 그 맥을 같

Go1ant) 둥이 있다(참고문헌 참조) . 노년학 분야에

이 한다.

서 지리학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공간적，

셋째는 사회구조 속에서의 노인의 위치에 대한

입지적 연구가 오히려 다른 학문에서 행해지고 있

탐구， 즉 개인과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을 검토하

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노년학자나 노인복지 전문

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가 중에서 과거 지리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적지

‘연령성충화 이론 (age

strat퍼ca디on theory) ’ 은 한 연령 계층에 속한 사람들

않이 발견된다 (War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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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6-27).

노인문제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지리학적 관점에서 노화 및 노인과 관련된 주제

이 60세 이상 고령자이며， 시부는 그 비율이

5.6%

와 접근방법은 크게 세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먼

로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의 고령자비율이 높게 나

저 노화가 진행되면서 주변환경이나 장소에 대한

타남을 알 수 있다(일본의 경우 같은 비율이 시부

인식과 상호관계가 함께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하

16.1%, 군부 22.3%). 시부， 군부의 고령자 분포 특

게 되는데， 이 주제는 특히 행태지리학적， 인간주의

성의 차이는 고령자 가구에서 명확히 나타나는데，

적， 경험적 접근방법에 의해 해석되어 진다. 둘째로

군부지역의 고령자 가구들은 총 가구의 12.9% 를

첫번째에서

차지하고， 시부의 경우 2.9% 에 불과하다. 그러나

언급한 변화과정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노인의 분포와 이동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공

시부지역 고령자 가구도 85년에 비해 무려

간분석적인 접근방법이 있다. 셋째로 노인복지적인

가 증가하여 시부에서도 고령자 가구 문제가 대두

측면에서 각종자원과 서비스를 공간적으로 형평성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통계청，

있게 배분하는 문제와 주택 및 여러 시설의 입지를

96.8%

1993, 374-376).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노령자에 대한 기본적

다루게 되는데， 이는 응용지리학적인 측면이 강하

인 인구학적 사실들은 잘 기록되어

고 정책적인

1986,

그러나 좀 더 세분화된 국가적， 지역적 분포에 대

지리학에서 이 분야와

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 차원에

관련되어 가장 많이 다루어 졌던 주제는 노인분포

서의 노화의 확산 현상이라든가 각국의 분포를 비

의 변화와 노인의 국내이동， 노인에 대한 서비스

교할

공급과 서비스에로의 접근성 둥이고， 기타 주택문

로는 우선 자료부족과 시간소모적이라는 점， 또한

제， 은퇴자 취락， 노인과 환경간의 상호관계， 노인

이론적으로 볼 때 혁신적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의 활동패턴 및 사회관계망 둥이 지리학 연구의

응용가치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Warnes， 198L

대상이 되었다 (Warnes，

321). 외국의 경우 도시지역 내에서의 노인인구 분

이슈와 관련되어

528; Warnes, 1982, 25-27).

있다 (Rowles，

1990, 26).

있는 편이다.

만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

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였다.
과거에는 노령자는 주로 경제적 침체지역， 청장

m. 지리학어l서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연구

년층의 전출지역에 집중한다고 생각했었으나 근래
에는 오히려 영국， 프랑스， 미국 둥 선진국의 경우

1. 노인의분포및이동

노년충의

순이입지역에

노인이

집중하는 경향을

주지하듯이 지리학의 전통적인 연구대상은 어떤

보인다. 여기서 노년인구의 성장과 노년인구의 집

현상의 분포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노인 지

중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전자는 노년인구 절대수

리학 분야에서도 노인의 지역적 분포와 그 변화 둥

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노년인구의 상대

은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적 비율증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Rowles，

도 노인의 공간적 분포에 관해 여러 편의 지려학

525). 노년인구의 집중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많이

논문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김추강， 1988; 김형태，

분석되었는데， 특히 주와 군 차원에서의 집중현상

1997;

박성 호， 1986; 황희 덕，

1986, 524-

에 대해 연구하였고 흑인 노년층의 내부도시 공영

1982).

~년 총인구에 대한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

주택에의 집중 둥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같은

비율은 평균 7.6% 로 경북이 12.1%로 가장 높고， 서

맥락에서 1960년대에 노인인구는 주로 내부도시에

울은 5.4%이다. 총 고령자 중 시부에서 거주하는

집중되어 있다는 일반화가 유행되었고， 그 이유로

고령자 비율은 54.7%로 우리나라 시부인구 비율

는 ‘거주자가 그 지역에서 늙어가는 현상 (a，밍ng-in

74.7% 보다 훨씬 낮다. 군부는 인구 100명당 13.5명

place) ’과 젊은층의 전출 둥이 종종 거론되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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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7-34.

노인인구이동은 크게 ‘국지적 이동(Ioc려 moves) ’

택이 노화될수록 노년충 거주자의 비율은 증가하
게 되고 호주의 급성장동}는 신도시에서는 연령분

과 ‘장거리 인구이동(long dis떠næ

포의 동심원 구조를 보이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

구분할 수 있다 (Rowles， 1986, 52이. 대부분의 노인

러한 내부도시 집중현상의 원인은 종종 정부지원

들은 거주적 안정성을 원하고 집이나 친근한 환경

의 저월세 아파트나 요양소， 인종의 영향 둥 특수

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 그들은 이주를 원하지 않

한 요인일 경우가 많고 영국과 미국 북동부와 같은

는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 응답자 148명 중

오래된 도시에서는 그와 같이 단순한 관계를 보이

에서 57% 이상이 현 거주지에서 6년 이상 거주하

지는 않는다. 원즈와 로(Law) 는 런던의 연금수혜

였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9.5% 에 이른다. 현

자

분포에서 지역 (borough) 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거주지 이전 거주지에서 6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발견하지 못했다. 더욱이 내부지역에 노년층이 집

72% 에 이르고 3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15% 에 달

중되어 있는 동심원 구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migration)' 으로

그러나 노화에 따르는 개인적 변화， 환경적 변화

(Wames & Law, 1984, 50). 최근에는 오히려 풍요
한 근교에서의 노년충 집중이 두드러 진다. 스웨멘

는 거주지 조정을 필요로 하고， 결국 노인들은 자

이나 영국의 19세기 산업도시와 근교에서는 일부

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우리나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노년층의 집중현상이 나

라 고령자 이동실태를 보면 60세 이상 총 고령자의

타난다(W，킹nes，

12.8% , 424，뻐명이 잃 -90년 사이에 이동(동·읍·면

1981, 321).

호주에서는 65셰 이상 인구의 2/3가 뉴사우스 웨

경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총 인구이동

일즈와 빅토리아에 집중되어 있다. 컨스랜드는 노

율 22.7% 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통계청， 1993,

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지이지만 청·장년층의

391-392). 외국의 경우 국지적 이동에서 도시내 이

유입이 노년층의 유입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곳에

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중심도시

서의

노인인구비율은 평균이하이다. 또한 주목할

에서 중심도시로의 이동， 교외에서 교외로의 이동

현상 중의 하나로 호주의 경우 제 1차 세계대전 이

이 많다. 농촌지역에서의 국지적 이동에 관한 자료

후 이주한 외국인 2세들이 노령화되고 아울러

는 거의 찾기 힘들다 (Rowles，

제

1986, 52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이입민들이 노령화되면서 일

근래에 들어 선진국에서는 은퇴에 따른 장거리

부 외국인 정착지에서의 노인인구 집중현상이 나

이동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노인들 절대수

타난다. 대표적인 곳이 아텔레이드 근교의 그리이

의 증가， 평균 수명의 연장， 건강상태의 개선， 연금

스인 정 착지， 이 태 리 인 정 착지 이 다 (Rowles，

제도 둥으로 인한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 둥에 기

1986,

인한다 (Wames

527).
1994년도 서울시 노인인구 분포를 각구별로 고찰
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종로

는 가구들은 대부분 연령이 비교적 적고

풍요하며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유배우자 노년층이다.
자발적 장거리 이주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구 (6.0%) ， 중구 (5.8%) ， 용산구 (5.6%) 둥 시내 중심

부의 구 주돼지역이다. 반면에 구로구 (3.4%)， 중랑

& Law, 1982, 53). 여기에 참여하

세 가지로 분류할 수있다.

구 (3.6%) ， 관악구 (3.6%) ， 양천구 (3.8%) ， 영 동포구

첫째 유형은 주로 부유한 은퇴층이 ‘자연 및 인

(3.9%) , 송파구 (3.9%) 둥 신홍 아파트 지역에서 비

문환경이 쾌적한 곳(때enity area) ’으로 이동하는

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전체의 노

현상으로 대표적 목적지로는 미국의 선벨트나 휴

인인구비은 42% 로 전반적으로 구별 차이가 그렇게

양지， 영국， 호주에서의 해변 휴양지 동을 들 수 있

심각한 편은 아니다(자료: 서울시， 1994, 92-95).

다. 그러나 근래에 농촌적인 내륙 리조트가 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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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은퇴이동도 공간적으로 다양해 지고 있다.

여러 인구학적 요인과 연관시켜 장거리 이동의 결

이러한 내륙 리조트는 주로 인근 주민들의 목적지

과를 분석함과 더불어 장거리 이동에 대한 동기，

가 되고 있다. 실제로 1970년대 들어 와서 농촌지

의사결정과정， 이주자의 성격 둥에 대한 연구가 점

역으로의 노인이동의 증가가 두드러 진다. 은퇴이

차 늘어나고 었다. 젊은층과는 대조적으로 노인 이

동의 특정은 기원지는 다양하고(대도시 지역) , 목

주자에게 고용관계나 노동시장은 이주의 중요한 요

적지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경관

인이 아니다. 대부분의 노인 이주자들은 이동에 대

적， 기후적으로

한 심사숙고기간이 비교적 짧고 선택의 여지도 많

매력적이며 접근성과 서비스가 좋

은 곳). 1960년대 미국의 선벨트로의 이동은 북동

지 않다(Wames

부에서 남동부(특히 플로리다)로의 이동과 북부 중

문했던 경험이 있는 휴양지를 목적지로 택하는 경

서부에서 남서부(예를 들면 아리조나)로의 이동으

향이 많고 철새처럼 가을에는 남쪽으로 가고 봄이

로 특정지워진다. 연소노인들의 대도시 지역에서의

되면 북쪽으로 되돌아 오는 일시적 이동 (snowbir，버ng)

탈출은 대도시 지역에 남아 있는 고령노인의 비율

이 나이가 들면서 영구이동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을 높히 는데 한 몫을 한다 (Rowles，

또한 자녀곁으로 간다는 점과 생활비 절감을 위한

1986, 522-524).

두번째 유형은 자녀 친지 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의 이동을 틀 수 있다. 이러한 이동은 부분적으로

& Law , 1982). 따라서 이전에 방

주거비용 감소효과도 이동요인으로 작용한다(Rowles，

1986, 524).

a앓stanæ) ’ 으

다른 서구국가와는 달리 서독의 노인인구는 비이

로 표현될 수도 있고 때로는 첫 번째 유형과 중복

동적이다. 서독에서는 은퇴이동이 많지 않고 은퇴

되기도 한다. 원즈와 로는 북웨일즈와 도셋에서의

자 취락은 거의 없다. 물론 노인들이 집중된 장소

201 명 이주자의 이주원인을 조사한 결과 21% 가 자

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청장년충 전출의

녀와 친구곁으로 가기 위해서라고 웅답했다 (Wames

결과이지 노년층 이입의 결과는 아니다. 서독의 낮

& Law , 1982, 74).

은 이동성에 대한 원인으로는 우선 전국적으로 지

‘지원요청을 위한 이동 (mobility

for

많

역간 이질성이 적다는 점， 독일사람들이 특정한 지

은 이주자들이 자신의 출생지나 어린 시절 성장지

역에 대한 인간적， 문화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입지

셋째 유형은 ‘귀환이동 (retum

migration)' 으로

역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적 관성이 전체사회에 깊숙히 박혀 있다는 것， 직

노인들의 참여비율이 높고， 특히 프랑스에서 중요

업전환이 적다는 점， 낮은 소득의 독신여성 비율이

한 비중을 차지한다. 크리비에 (Cribier) 가 파리에서

높다는 점 둥을 들 수 있다 (Rohr- Z

은퇴이동한 2657}구를 조사한 결과 그 중 43% 가

-219).

남편이나 아내의 고향으로 되돌아 갔다(Cribier，

hnker, 1989, 218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

1982,

가들은 전통적으로 가족지향적 사회이며 서구보다

120).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노인 장거리 이동은

노인들의 가족내， 직업내에서의 역할이 비교적 뚜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는데 급속한 도시화의 초기

렷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인들의 은퇴이동의 비

단계에서는 농촌으로의 귀환이동이 주류를 이루고，

중이 크지 않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앞으로의 이동

그 다음에는 휴양지나 쾌적한 지역으로 집중되며，

계획에 대해 현 거주지에 계속 살겠다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새로운 리조트의 출현과 혼잡한 기존

56% 이었고， 기타 자연환경이 좋은 시골이나 교외

의 휴양지를 기피하려는 경향으로 은퇴이동의 목

로 가겠다가

적지가 분산된다 (Wames

20% , 고향으로 가겠다가 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몇몇 선진국 이외의

& Law , 1984, 52).

노화， 사망률， 출산률， 비노년층의 인구이동 동

지역에서의 노인들의 공간적 분포와 이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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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노년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자료는 불충분하고 따라서 비교연구가 어려운 실

생계

정이다.

2) , 17-34.

및 소득보장 관련 서비스에는 노령임금이나

노령수당과 같은 재정지원 서비스， 취업알선 서비

2.

스， 취업관련 교육서비스 둥이 있다. 이 가운데 취

주택 및 서비스 공급의 공간적 측면

업알선 서비스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거

우리나라 1990년 60세 이상 총 고령자 가운데 평

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상시에 수입있는 일을 하고 있는 고령 유업자는

사회로부터의

28.3% (94 만명)이고 시부에서는 14.9% 가 군부에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1994년 서울시

는 44.5% 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부보다 군부

노인조사에 의하면 노후에 일하는 것이 좋다는 고

에서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 - 농사 둥 - 이 비교

령자는 85% 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단순 재정서비스

적 많기 때문이다. 총 고령 유업자의 63.1%가 자영

보다는 노인능력은행이나 노인공동작업장 같은 적

자로 나타 났으며 18.8% 는 무급가족 종사자， 그리

극적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경

고 14.2%가 임금·봉급 근로자이다. 직업별로 보면

혜 외，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아 성취감을

1994, 91-94;

최순남，

1997, 496-497).

고령 유업자의 72.6% 가 농림， 어업직에 종사하고

위에서 연구한 낮은 소득 이외에도 노인들은 나

있으며 8.5% 는 판매직， 6.8% 가 생산직이다. 특히

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퇴화로 인해 이동성과 독립

군부에서는 92.2% 가 농림， 어업직이다. 또한 고령

성에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노년층은 개인

유업자의 23.6% 는 규칙적이고 정형적인 직업을 갖

적， 사회적， 국가적 지원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기 보다는 틈틈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된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생계 및 소

(통계청，

득보장 서비스 이외에도 보건 • 의료 서비스， 주택

1993, 385-389).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은퇴는 낮은 수입을 의미한

서비스， 생활 서비스， 사회 참여 및 여가 서비스

다. 일찍이 19세기 말에 영국 요크시에서 행해졌던

둥이 있다. 서비스의 전달방식에 따라 수용시설 중

조사는 빈온현상이 노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잘

심， 이용시설 중심， 가정배달 서비스로 나눠볼 수

보여 준다. 특히 육체 노동자가구의 경우 더욱 더

있으며， 또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인구의 건강상태

그러하다. 1978년 영국의 노인중

2/3 이상이 빈곤속

에 따라 건강한 노인집단을 위한 서비스， 점차 기

에서 또는 빈곤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고， 전체 빈곤

능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집단을 위한 서비스，

자의 36% 가 노인 빈콘자이다 (Wam않，

1989, 203-

병약한 노인집단을 위한 서비스 동으로 구분하기

204). 필자의 설문조사에서도 월평균 수입 100만원

도 한다. 공급주체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 동 비공

이상은 24% 에 불과했고 10만원 이하도 23% 에 달

식 부문에 의한 서비스와 국가， 사회 동 공식부문

했다. 주수입원도 50% 이상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

에 의한 서비스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공식부문은

이었다. 물론 노년층은 다양하고 이러한 부와 빈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다(김경혜 외， 1없4，

의 분포는 노년층의 연령， 성별， 사회계충， 거주지，

85-118).

배우자 유무 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취

월레스 (W때ace) 는 노인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야

약한 계충은 혼자 사는 여자노인과 경제적 하충집

할 요건들을 이용가능성， 접근성， 수용가능성의 세

단이다. 게다가 고령노인 일수록 인플레이션과 저축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이용가능성은 이용할 수 있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선진국의 경

는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는가에 관한 문제이고，

우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빈콘 노년층은 내부

접근성은 그것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에게

도시와 구 산업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접근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며，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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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성은 수요자가 그 서비스를 수용하려 하

다라고 했으며， 26% 가 되도록이면 독립해서 살겠

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

다고 대답했다.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한 이유 중에

지 못하는 지역을 월레스는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

서는 자녀와 함께 또는

(no-care zone) ’ 이라고 명명하고 노인복지시설은

제적

이와 같은 지역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

(1 9%). 자녀， 손자와 함께 살도록 설계된 3세대 동

다고 주장한다(김형태， 1997, 62).

거주택에 대해서도 51% 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가까이 살기 위해서가 경

이유 (40%)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노인을 위한 여러 서비스 중에서 그 동안 가장

지리학에서 노인주택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주목을 받아왔던 분야는 단연코 주거관련 서비스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그 이전까지 주로 이 문제

이다. 주택관련 서비스는 노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는 사회 학자， 건축학자， 심 리 학자들이 다루었다. 노

주거선택 대안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인주태 - 즉

년층에 대한 주태 공급은 복잡한 문제이다. 단순히

양로원， 요양원， 유료 양로원， 집단가정， 복합서비스

나이와 경제력의 함수가 아니고 그 성향 자체가 바

주거， 3세대 전용 주택， 이동주택， 공공노인 주택，

뀌고 있다. 또한 건강한 노인집단과 점차 기능장애

은퇴노인 집합 주거지 둥 - 을 개발하는 것과 노인

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집단， 병약한 노인집단에 따

들의 주거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

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평

서비스로 구분된다(김경혜 외，

균수명 연장， 저출산， 풍요로 인해 독립된 노년층이

1994, 89).

우리나라 고령자의 주거 실태를 보면 90년 총고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집과 양로원 중간형태의

령자 중 83.3% 는 단독 주태에 거주하며， 다음으로

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Wames，

아파트 (9.5%) ，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 (4.4%) 순으

325).

1981,

3껑-

로 거주하고 있다.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둥 주택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주택으로 공동주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0.7%이다. 총 인

택 (public housing) , 공원주태 (mobile home park) ,

구의 단독주택 거주비율 (73.5%) 보다 높으며 특히

악세서리

군부에서는 대부분 단독주택에

주택 (ECHO.쉰der ∞ttage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accessary a partm en t) , 이코오

housing opporturúty) , 노

(97.1%). 고령자 거주가구의 세대 구성을 보면 3세

인 전용 하숙집(뼈rd and care homes) , 은퇴공동체

대 가구에 고령자가 가장 많아 고령자의 44% 가 거

(retirement community) 둥이 제공되어 연령， 경제

주하고

29 .4%, 1 세대 가구

적 여건， 건상상태， 가족관계 둥에 따라 입주할 수

13.9% , 단독가구 10.6% 순으로 나타난다. 시부에서

있는 선택의 가능성이 많다. 기타 수입이 낮은 노

는 고령자 거주가구의 81.8% 가 2세대 이상 가구이

인들을 위한 주택으로 영국의 보호주택 (sheltered

며， 군부에서는 이 비율이 65.7%로 나타나는데， 이

housing) , 스웨멘， 네텔란드 둥의 경보체계 주택

는 경로사상 등 전통적인 유교관이 농촌지역에 더

(허arm scheme housing) 둥이

강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청， 장년층이

519-529).

있으며， 2세대

가구

있다(최순남， 1997,

도시로 많이 이동해 갔음을 보여 준다(통계청，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양로원에 대한 인식은 부

1993, 381-385).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적인데， 설문조사 결과 무료 양로원에 대해서 들

노년층의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높고 이는 우리나

어 갈 필요도 없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가 88% 이

라에서 은퇴이동이 적은 이유가 될 수 있다. 설문

고， 유료 양로원에 대해서도 76% 가 들어가지 않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와의 동거 희망 여부를 묻

다고 답하고， 9% 가 들어가고 싶지만 돈이 없다라

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7% 가 같이 살고 싶다고

고 웅답했다. 만약 양로원에 들어 갈 경우 공기， 경

답했고 14% 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독립해서 살겠

치 둥 건강에 좋은 지역을 가장 고려해야 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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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내브라스차

으로 지적했다(46%).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437~ 의 노인복지시설

둥의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는 약 2천

에 총 8，403명의 무의무탁 노인이 생활하고 있다.

세대 이상의 노인 주택단지가 2천 5 백개소를 넘고

이는 65세 이상 노인 266만명의 0.32% 에 불과하다.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아리조나의 피닉스

무료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입

근교 14마일 지점에 형성된 선시티 (Sun City) 로

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 및 요양시설로 구분

1960년 초에 건립되었으며 현재 7만명이 넘는 노인

할 수 있는데 1996년 1 월 현재 85개의 양로시설에

들이 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노인촌이다(중앙일보

4，724명， 42개의 요양시설에 2，897명， 1 개의 치매시

1997.12.11. ; 최순남， 1997, 53이. 그러나 선시티와

설에 216명이 보호받고 있다. 실비 복지시설에서

같이 비교적 부유한 계층을 위한 은퇴자 취락의 경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3개의 양로원과 12개의 요양

우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는

시설에 걸쳐 566명이다. 1993년 노인 복지법의 개

데， 우선 나이가 들수록 도와 줄 이웃이 없고， 또한

정으로 개인 또는 일반 기업체도 노인 복지시설을

집을 팔기도 어려우며， 더 나아가 은퇴자 취락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현재 117~ 의

에서의 세대간 갈둥， 노인들과 주변 거주민들과의

내

유료 양로시설에 401 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고 유

이해의 대립， 시설의 저조한 이용 퉁이 그것이다.

료 노인요양시설 1 개에는 현재 38명이

수용되어

또한 이러한 집단 주거지가 노인들의 활동을 촉진

있다. 이와 같은 입소현황은 총 정원의 85% 이다

하는가 아니면 저해하는가 혹은 정서적으로 바람

(보건복지부，

직한가의

1997).

한편 선진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자의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Rowles，

1986,

518).

적으로 혹은 경제적， 사회적 의학적인 이유로 인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구와 같은 은퇴자 집

어쩔 수 없이 고립된 거주환경， 즉 집단 주태에서

단 거주지에 대해 53% 가 싫다고 응답했고， 33% 가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동질적인 집단에 의해 점유

좋다라고 했으며， 6% 가 여유있는 계충만을 위한

되고 있는 거주지가 폰재한다는 것은 사회지리학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 점을 보면，

자에게 특히 관심거리이다. 더욱이 이러한 집단주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자 취락에 대한 인지도가 전

택은 거의 모든 지리적 규모 즉 빌딩， 근린， 도시，

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종래 시설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국가적으로

교외， 주， 지역 둥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집단 거주

지는 자연스럽게 인구학적 변화에 의해 나타나기

나 개인적으로 막중한 부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

도 하지만 대부분이 민간 또는 공공 부문의 계획에

고 실제로 노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고립된 집단 주거지는 사

에 따라

회지리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첫째

스(재 택 보호

물리적 공간 내에서 동료들과의 사회적 접촉이 집

전환되는 추세이다 (Pinch，

노인 서비스 형태가 점차 ‘재가 노인서비

home-baæd seπice，

home care)' 로

1980, 302-304). ‘시설화

중됨으로써 거리극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둘째

(institu디onalization) ’ 의 단점으로는 기타 비인간적인

노인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사회， 경제， 정치기관에

대우， 개인적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결핍， 친구와 가

보다 가시적으로 부각되며， 셋째 노인들이 청， 장년

족과의

충과 영토적으로 분리되어 진다는 점이다(GoJant，

(Gleeson, 1997, 209). 아울러 노인들은 환경변화에

1980, 2E7-껑8).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친숙한 환경에서

미국이 집단 주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며， 주로 민간부문이 주도하였다.

분리， 재산의

볼수 퉁이 종종 거론된다

서비스 공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재가 서비스를 통해 이제는 노인이 서비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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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노인에게 가는 것이다.

력과 계획의 부재， 지도자 동을 들 수 있다 (Pinch，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그 지역에 살

1980, 308-313). 특히 도시， 농촌 지역의 차이가 심

고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하고 농촌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구도 적다. 물론

보호 (community care ,

농촌지역의 노령화는 관심을 끄는 주제이며 실제

commur때-ba뼈 service) ’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로 미국에서 농촌인구 노령화의 원인과 결과를 이

(김형태， 1997, 59).

해하려는 욕구는 1970년대 초반 이후 ‘농촌 노년학

지역사회

‘지역사회

보호는

소위

‘탈

시설화( de -

(rura1 gerontology) ’이라는독자적인분야를발전시

institutionalization) , 정책으로(한국노인문제연구소，

켰다. 그러나 연구 주제가 주거환경과 인구이동 같

1995, 128) , 더 나아가 고령자， 장애자， 어린이， 생

은 몇몇 주제에 한정되어 있고 농촌 노인들의 삶의

활 보호자 둥 대상자 별로 취해져 왔던 종래의 사

현장과 경험을 이해하려는 집중적인 노력이 부족

회복지의 체계를 지역이라는 공통항으로 묶어 횡

하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는 특수한 계획을 필요로

적으로 시행하는 ‘지역복지’의 개념으로 숭화할 수

하는데， 인구희박지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의 어려움

있다 (http://www.s없lU.ac.kr/ cwc/a잉a2.htm). 구체

때문이다(Law

적으로는 재태 복지서비스， 환경개선 서비스， 지역

도 교통과 의료문제는 심각하다. 서비스 시설과 서

조직화 동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비스 분배에 있어서 입지분석 둥 지리적 전문지식

보건， 의료를 비롯해서 소득， 고용， 주택， 생활환경，

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리학이

교통， 통신， 방재 동 모든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고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Harper, 1992, 96-97).

이 중에서

령자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응한다는 것이다. 여기
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둥
을 통한 비공식 서비스 (informa1 service) 이며， 특히

농촌에서는 비공식
H하야r，

지원이

1992, 103-104).

필수적이l:t( Law

3. 노인의공간적행태

&

노인들은 선호도의 변화， 사회 • 경제생활에서의

이 러 한 지 역 사회 보호를 효

제한된 역할， 약화된 육체적 능력과 이동성， 수입감

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자원봉사

소 및

간의 역할분담， 각 서비스 부문간의 연계 둥이 필

활동의

수적이며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재

(Wames, 1981 , 327). 우선 정기적인 공간이동(외

조직이 필요하다.

출)이 감소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1990년

이상에서는 주로 주택과 관련지어 노인 서비스

배우자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 동으로 공간

범위와

지속시간에서

제한을

받는다

60

세 이상 고령자 중 통근자는 4.6% 에 불과하고 그

공급의 공간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여태까지의 연

나마 군부에서는 그 비율이

구결과를 보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특별한 공간

에 지나지 않는다. 설문조사 결과 매일 외출하는

적 규칙성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또한 서비스의 공

사람은 31% 에 지나지 않었고 일주일에 1-2번 외출

간적 불균둥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간 서비

하는 사람이 34% 이었다. 노인들은 통행 횟수 뿐만

스 불균형의 설명적 변수로는 각 지역의 필요수준，

아니라 통행거려，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청， 장년충

1.1% , 시부에서는 7.5%

그 지역의 정치적 권한과 경쟁력， 지방정부의 규모，

과 확연히 다른 패턴을 보여 준다. 1990년 고령 통

그 지역의 자원보유 및 부의 수준， 비용， 전문가와

근자의 이용 교통수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30.5% 가

실무가의 태도， 전문지식， 그 지역의 수요， 그 지역

도보， 29% 가 시내버스， 승용차

의 이익(압력)집단，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 서비스

부에서는 시내버스 (30.6%) ， 도보 (28.5%) ， 숭용차

의 대체가능성， 중앙정부의 개입， 재정적 문제， 협

(15.0%) 순이며， 군부에서는 도보 (46.8%) ， 시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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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1 6.2% ), 자전거 (8.5%) 순이었다(통계청，

390).

2) , 17-34.

1993,

대도시 내부지역에 사는 5명 노인의 사례연구를 통

노인들의 경우 1 회 외출시 이동거리가 젊은

해 노화가 개인의 환경이용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충 보다 짧고， 자가용 소유율이 낮으며 대중교통수

력을 제시해 보였다 (Rowles，

단에의 의존도가 높다. 특히 여자노인들의 경우 버

팔래치아의 한

스의 이용율이 대단히 높다. 영국의 1981 년 센서스

의 인지구역 계충 - 즉 집， 통제구역， 집근처， 지역

에 의하면 연금수혜자 가구의 Z7% 만이 자가용을

사회， 지역， 국가 둥 - 이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소유하고 있어 500만명의 노인들이 자가용 없는 가

이들 각각의 구역에서 전형적인 행동유형이 나타

구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Curtis，

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Rowles，

1989, 88) .

설문조

1978). 또한

그는 애

촌락 연구를 통해 노인들에게 일련

1983).

사 결과에 의하면 외출의 41% 가 동네에서 이루어

노인들에 있어서 집 (home) 은 특히 지속적인 기

졌고， 50% 가 버스와 전철을 이용했다. 운전을 할

능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안

수 있는 사람은 20% 였는데 그 중

락한 장소임과 동시에 지위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60% 이상이 70

역할을 한다 (Rowles，

세 정도 까지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1986, 514). 현 거주지에 대한

노년층의 삶의 질은 물질자원의 구사뿐만 아니라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 62% 가 만족， 23% 가 보통，

신체적 능력과 사회적 통합(고립)과 관련되어 있다

15% 가 불만으로 응답하여 노인들의 친근한 환경에

(Wames, 1982, 4). 이러한 사실은 설문조사에서도

대한 애착을 보여 준다. 여가활동의 장소로서의 집

확실히 나타나는데， 과거와 현재의 활동범위가 달

의 역할도 중요한데， 응답자의 36% 가 주로 자태에

라진 원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신체적 변화

40% ,

서 여 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살고

23% 사회적 지위의 변화

싶은 곳을 묻는 설문에서도 39% 가 서울이라고 응

15% , 경제적 변화 11% 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소

답했는데， 서울을 택한 이유는 40% 가 오래 살던

위 노인 4苦 - 즉 소득상실， 수입감소에 따른 빈곤

곳이라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이었다. 아울러 노인

문제，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 사회

들의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도 집과의 근접성

교통시설 이용면의 변화

적·십리적 고립 및 소외문제， 가정·사회 둥에서의

이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평소 이용하는 병원

역할 상실 둥-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http

을 묻는 설문에서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가 45% 로

/ /www.welfare.or.kr/library /libraryo2/textl078.txt).

의사에 대한 신뢰도 (18%)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물론 노년충은 동질적이 아니고 다양한 삶을 누리

다. 외출하는 범위도 41% 가 동네이며 여가활동의

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 가면서 또한 환경과 장소에

대부분도 집과 근린범위에서

대한 인식과 애착 풍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아

(87%).

직까지 노인들의 행태에 대한 지식은 많은 부분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아동과 노인들의 연령에 따른 환경지각의

교통연구 분야 - 쇼핑， 사교， 의료를 위한 이동패턴

비교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공간적

연구 - 에서 얻어진 제한된 자료에 의존되어 있고，

지식과 인식을 증가시키는 데 비하여 노인돌의 경

따라서 개별적 특성을 무시한 평균적 행동에 관한

우 나이가 들면서 정반대로 공간적 인지영역이 점

것 이 대 부분이 다(Wam않

차 감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은 노인들의 지

1981, 327 -328) .

대부분의 연구가 기술적 성격으로 인간과 환경과

각된 세계의 한 부분으로 더욱 더 중요하게 된다.

의 관계의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다양성에 대한

아울러 많은 연구들이 노인들의 환경지각의 중요

보다 폭넓은 인식이 필요하다. 로울즈 (Rowles) 의 인

한 차원으로 ‘두려웅(:6않r) ’의 역할을 강조한다‘ 따

간주의 지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는 이 주제

라서 노인들은 새로운 환경과 맞서기 보다는 제한

의 다양한 영역을 보여 주는데， 그는 미국 북동부

된 삶의 공간으로 후퇴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도

9. 9 -

노인문제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사회계충， 연령， 성별 둥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한다

질병， 소외감 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종종 과장

(Gold & Gαxiy， 1989, 102). 많은 노인들에게 국지

되게 표현된다. 예를 들어

적 환경 (1ocal envirornnent) 은 그들 행동의 중심 점

전문가나 환자 자신이 질병을 노년기의 피할 수 없

‘건강’ 문제에 관한 경우

이며， 따라서 그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에 우

는 조건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든가 집이나

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근린환경 내

자동차를 팔라고 권유하는 둥 노인의 신체적 퇴화

에서 사회적 접촉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최소한의

에 대해 노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해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당한 체제와

결책을 제시하는 것 퉁이다 (Wames，

시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의 충

러나 노인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족 여부는 노인들이 그 지역사회를 떠날 것인가 아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그들의 소득，

니면 계속 거기에 남을 것인가를 결정핸데 지대

건강， 가치관， 공간적 행태， 경험 둥에 있어서 매우

한 영 향을 주며 소위 !성 공적 인 노화(suαg밟.ù a맹19)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고정관

과정을 지원하는 모든 정책에서 필수적으로 고려

념을 버리고 보다 잭관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 P않æ，

1989, 197). 그

l980， 껑3-껑4).

있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노인들이 지속

한편 노인들의 전반적인 자아의식과 행태는 노인

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한국노인문

해야 할 사항이다(Herbert

들에 대한 통념화된 사회적 인식과 깊이 관련되어

제연구소，

있다. 상징적

1995, 29). 이와 관련해서 골란트의 연구

형성이론에

가 주목 할만한 데， 그는 에반스톤 (Ev없ston) 에 사

의 하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는 어

는 비교적 건강한 4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세

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아개념을 갖게 되고， 그러한

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대부분의 도시 노인공동체

자아개념은 그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다시 이

거주자들은 계속해서 정상적인

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반웅방식에 대해 영향을

있으며 그들의 집과 근린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반응

주었다 (Go1ant，

상호작용론의

자아개념

(A) -

기능을 유지하고

1982).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주제

지각 (P) - 자아개념 (S) - 자신의 행동 (B) - 다른 사
람의 반응 (A) 이라는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

는 현대사회에서의

시 말해 어떤 사회에서 노화나 노인에 대해 부정적

relations) , 가

인 고정관념을 지닐 때 노인들은 긍정적인 자아개

산력 감소， 여성의 역할변화， 경제적 여건 변화 동

념을 갖기 어렵고 그렇게 될 경우 A-P-S-B-A라

은 개인 상호간의 기대， 규범， 행태 둥을 변화시키

는 모형에 의해 악순환 과정을 반복할 수 었다(박

고 있다. 이 주제는 또한 각 연령집단간의 사회적，

재홍，

법적， 재정적 책임이 한 사회내에서 어떻게 구성되

1991, 311-312).

많은 사회에서 노인은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존재

‘세대간 관계( intergenerationa1

변화하는 패턴이다. 인구학적 변화， 출

어 있는가에도 관심을 갖는다 (Wames，

1990, 47).

라기 보다는 남에게 의존하거나 사회적으로나 경

사실상 이 문제는 여러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는

제적으로 부담을 안겨 주는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갈둥이론과 교환이론이다.

있다. 사회문제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스럽지

‘갈둥이론 (conf1ict theory )’ 은 사회를 상호대립적

못한 것으로 여기는 상황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를 지닌 세력간의 끊임없는 갈둥과 투쟁，

상황에의해 불편을 겪지만 인간의 집합적 노력에

그에 따른 사회구조 변동으로 특징짓는다. 물론 이

의해 개선， 극복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의

해관계의 상충은 회소자원의 소유와 배분을 둘러

미한다(박재홍， 1991, 303). 물론 노년충은 젊은충에

싸고 발생한다. 갈둥이론을 이 주제에 적용시켜 보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노년층의 빈곤，

면 사회는 상이한 연령집단(세대)간의 갈둥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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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으로 묘사된다. 현대 산업사회의 제도적 장치

달과 여가시간의 증가는 세대간의 접촉과 실질적

하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연령집단은 물론 중년층

인 지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Wames，

이며 이러한 중년충 중심의 사회질서는 노인들로

1900, 47). 물리적 거리가 벌어 진다고 해서 가족간의

하여금 희소자원에 대한 기존의 배분방식을 자신

유대관계나 지원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촉구하게

다. 여하튼 이러한 가족， 친지， 세대간이 변화하는

만든다. 이러한 연령집단의 갈둥과 이해관계의 대

관계는 노년 사회집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많은

립은 다소 과장된 듯도 하지만

전쟁

영향을 주며 노인틀의 삶의 질， 그들의 독립성과

(intergenerational war)' 으로 묘사되 기 도 한다( 박재

의존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주제에 대해

홍， 1991, 310-311). 미국의 경우 ‘미국 은퇴자 협

다양한 지역 - 예를 들면 대도시， 근교， 소도시， 농

회’와 ‘회색표범’ 둥 이익집단 성격의 각종 노인단

촌 둥 -에서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Wame육

체들이 노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의회에 막강한

19).

‘세대간의

1982,

압력을 행사하며 이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점차 증
가추세에 있는 노인복지예산에 대해 강한 불만을

N. 요약및결론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집단간의 갈둥
에는 명백한 제약이 따른다. 그것은 바로 서로 다
른 연령층이 가족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노화와 노인 연구에 대한 지리학의 장점이 무엇

에 세대간의 갈둥이 첨예한 양상으로 까지 전개되

이든지

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이 바로 계급갈둥과의

인문지리학과 노년학 양자 모두에 대해 거의 영향

차이인 동시에 여성해방운동과의 공통점이다.

을 주지 못하고 있다. 토마스 문 (Th. K띠m) 의 용

한편 ‘교환이론 (exchange

간에

아직까지

지리학에서의

노인연구는

theory )’ 에 의하면 사

어를 빌린다면 노인의 지리학은 지배적인 패러다

회적 상호작용시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임이 나타나기 전 단계인 정보축적의 단계를 거치

자신에게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고 있다 (Rowles， 1986, 51 1). 지리학에서 이 분야에

행동 또는 인간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관심이 적었던 것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

인간관계는 적어도 두 사람사이에서 일어나는 교

지리학의 다소 파행적인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여

환적인

태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으로서

사람들은 서로간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이익 또는 보상이 교환되어야지 그 관계

첫째 그동안 지리학에서 많이 다루었던 주제는

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인

노인인구의 분포와 이동， 서비스 공급과 접근성， 기

집단은 젊은층에게 줄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어야

타 사회 관계망， 주택， 은퇴자 취락， 활동패턴， 환경

젊은 세대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현대 젊은 세대

과의 상호관계 둥이었으며， 반면 소홀히 다루어진

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으로 교환가치가 있는 부모

주제 가운데 지리학이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

와 동거하는 것은 바라지만 경제력도 없고 건강도

야로는 노화현상의 공간적 확산과 입지와 노년의

나쁜 부모와의 동거는 원치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삶과의 상호관계 둥이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최순남，

둘째 노인인구의 높은 집중을 보이는 지역은 크

1997, 45-47).

이 주제의 공간적 차원은 상반되는 두 개의 경향

게 청， 장년층의 전출지역과 노년충의 전입지역으

으로 나타나는데， 한편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에는 대도시나 구 산업도

직업의 이동이 커짐에 따라 부모와 자녀간의 분산

시의 내부지역， 노후화된 주택지역， 원격 농촌지역

이 촉진되는 반면， 다른 한면으로는 교통통신의 발

퉁이 속하며， 후자로는 쾌적한 휴양지， 은퇴자 집단

””

노인문제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주거지， 비교적 풍요한 근교， 대도시 주변농촌 동을

노인지리학이 지금까지의 산발적 연구에서 벗어

들 수 있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은퇴이동이

나서 일관된 지리적 관점， 즉 개인의 노화과정의

활발해지고 있으나 많은

노인들은 아직도 비이동

공간적 특성과 이 과정의 총체적 결과 - 노인 인구

적이며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에 그대로 머무른다.

의 분포나 생활환경 둥 - 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좀

이 점에 있어 국가간， 지역간， 사회계충간 차이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크다.

점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셋째 노인을 위한 주택과 서비스의 공급에서 공

첫째 노령화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현상이기는

간적 불규칙성과 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난다. 특히

하나 노년의 경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

이다. 즉 노년충은 사회계충별， 문화적으로 차이를

가 도시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보이며， 아울러 각 지역의 인구학적 조건， 경제적

분야에서 노인집단주택은 특히 지리학적으로 관심

조건， 지배적인 가치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을 끄는 주제이다. 또한 서비스의 전달형태면에서

러므로 다양한 환경과 문화에서의 노년층의 지리

과거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재가 서비스 또는

적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보호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역기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속성과 경향에 초점이 맞

반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간

추어져 왔는데， 이제부터는 노인들의 긍정적인 역

적인 재조직이 필요하고 지리적 지식이 이 부분에

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연구에서 시간적인 측면의 이해가 필요

서 크게 기여할수 있다.
넷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인들의 공간적 활

하다. 사회의 가치관， 사회제도와 더불어 노년층의

동범위와 환경에 대한 인식 둥이 변화하게 된다.

가치관， 노년인구의 특성도 달라진다. 미래에 대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집과 더불어 그와 인접한

예측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결부시켜서 이루어져

친근한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사

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노화에 관련된 연구결과가

회의 노인에 대한 일반적 통념은 노인틀의 공간적

진정으로 연령변화 (age change) 인 노화에 의한 것

행태에 영향을 주며， 또한 가족， 세대간의 변화하는

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령차이 (age difference) 에 의

관계도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한 것인지 또한 동년배집단효과 (cohort e旅x:t) 와 기

많은 지리학자들이

‘노인집단’은 아직도 인구의

간효과 (period e旅ct) 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

소수이고 기능적인 사회집단이기 보다는 단순히

를 세분되게 검토，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Wames，

연령에 의해 결정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

1990, 43; 보다 자세한 것은 장인협 • 최성재， 1987,

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종

38-42 참조) .

문제나 여성문제 둥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어디까지가 인간의 건강한 상태이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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