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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심수진⋅정지은

발간사

21세기 데이터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
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
라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
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창립한 이

래 국가통계방법론과 증거기반 정책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
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추계기
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

ㆍ

ㆍ

도록 경제 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
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

「

」

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19년 연구보고서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연구보고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집세 물가
지수 작성방안 연구 등 「행정자료 활용」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세대별 니스(NEES)
특성 분석 등 「인구ㆍ사회통계」기반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통계기반정책평가 표준
화 연구 등 「정책활용방법」관련 통섭적인 연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방법론 분야에 있어서 동 연구보고서는 국민법의식조사 조사표 개선연구 등 「인지
실험 기반 조사방법론 연구」및 차등정보보호 적용 실험 연구 등 「개인정보보호」
이번

관련 혁신적인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사용자의 통계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
고 국가통계생산자의 혁신적인 통계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내년이면 15주년을 맞는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의 싱크탱크”로서 대내외적
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개선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
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0년 5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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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체계 작성을 위한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최근 고령자 관련 주요 정책과 사
회적 이슈가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
다.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 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요인에서는 고령자 개인이 자립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안정을, 관계적 요인에서는 다양한 사회활동과 정
서적인 지원을 주고받는 친밀한 사회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환경적 요인은 고령친화적
공동체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및 생활환경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는 개인적 측면에서 ‘건강한 삶’과 ‘경제
적 안정’, 관계적 측면에서 ‘사회참여’, ‘친밀한 대인관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 ‘고령친화적 태도’ 그리고 고령자들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
는 ‘주관적 웰빙’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령자의 전반적인 인구분
포 현황을 보여주는 ‘배경지표’ 영역을 포함하여 모두 8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용어 : 노인, 고령자, 삶의 질,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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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국가발전의 목표가 경제성장에서 국민의 삶의 질, 웰빙의 향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삶의 질 측정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국제기구나 국가 통계
청을 중심으로 웰빙이나 삶의 질 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발전지표 등의 작성을 통해 이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의 정책적인 활
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표뿐 아니라 인구집단별로 세분화된 지표의 작성이 필요하
다. 국가차원의 지표는 국가 전반의 변화와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정책 대
상이 되는 특정 집단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구체적인 정책과 연관되어 활
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과정에서는 데이터 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1). 소득, 성, 연령, 이주상태, 장애,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함으로
써 정책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Leaving No One Behind)’ 하고자 하는 2030 의제의 포용성 원칙을 실천하는 전략이다
(박영실 외, 2019). 이러한 데이터 세분화의 필요성은 국내에서 작성되는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이기도 하다.2) 국가차원에서 작성되는 삶의 질 지표도 필요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구집단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이 필요하다.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을 통해서 취약집단을 구체화할 수 있
으며, 이는 취약집단의 삶의 질 개선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인구집단별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는 다른 연령대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심수진, 2018),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아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관계에서도 취약한 집단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이어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9년 18.3%에서 2025년 25.0%, 2035년 36.8%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과거와 다른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고령자들은 과거보다 오래 살고 건강하지만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녀양육
1) 17번째 목표(이행수단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세부목표 중 17.18에서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
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
는 특성별로 세분화(disaggregated)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2) 통계개발원에서는 2018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및 사회지표 작성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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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모의 부양 등으로 인해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
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이삼식, 2018).
고령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개별
연구들로 고령자의 삶의 질 현황을 보여주는 고령자지표가 주기적으로 작성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체계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 최근 고령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령자들은 가족부양의 책임
이나 경제활동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시기에 놓여 있으며, 다른 연령대보다 건강이 개인
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경제활동은 사회활동의 한 부분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생활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고령자 관련 주요 정책은 고령자를 복지의 수혜자인 돌봄의
대상이 아닌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개인으로, 이들이 은퇴 이후에도 건
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
고 있다.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고령자에 대한 정의와 이미지 등도 같이 변화하고
있다. 우선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변화가 있다.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58.3%에서 2017년 86.3%
로 증가하고 있다(정경희, 2018).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도 노인공경에서 노인혐오
나 차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주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고령자 정책의 주요 쟁점과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는 향후 고령자 사회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인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활용한 지표체계 작성과정은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결과는 고령자의 삶에 대한 전반을 모
니터링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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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과 범위
이 연구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로
향후 고령자 사회지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이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파악할 것인지에 중
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작성하고 있는 기존의 고령자 관련 지표 작성사례와
함께 관련 연구동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자 삶의 질 측정을 위해 필요
한 부분이 무엇인지 전체 인구집단을 다루고 있는 지표체계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고령자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프레임워크의 영역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위 영역별
로 어떤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고령자 지표 생산과 관련하여 활용가능
한 통계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지표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프
레임워크 구축 작업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를 작성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그림
1]). 이 보고서에서는 과제수행기간을 고려하여 프레임워크 구축 이후의 현재 가용한 통
계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통계자료를 지표로 만드는 과정은 후속연구에서 진
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는 [그림 1]에서 제시하는 지표작
성의 6단계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2단계까지로 고령자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프레
임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가용한 통계가 무엇이 있는지 고령자 관련 통계 현황을 파악하
는 부분이다.

출처: 변준석 외, 2019, 지표작성방법론, 통계개발원.

[그림 1] 지표작성의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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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법
연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사례 검토 및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다. 연구의 진행과정이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값을 얻는 것이 아닌 만큼 기존의 연
구성과나 연구동향, 작성사례 검토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프레임워크의 작성 과정
은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측정할 수 있도록 관심 영역에 대해서 이론적 개념지도
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으로(변준석 외, 2019), 기존 사례 검토와 함께 이해관계자 및 전문
가집단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에서는 주로 국내외의 고령자 관련 연구동향
과 지표작성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프
레임워크는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변화에 따라, 견해에 따라 또는 중요도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가능한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검토될 필
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프레임워크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의견수
렴과 함께 프레임워크 구축(안)에 대한 서면자문과 인구학회 발표 등을 통해 관련 전문
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그림 2]).

[그림 2] 연구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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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국외사례
UN에서는 1991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독립, 참
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의 5대 원칙을 제시한 이후, 2002년에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
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을 발표하였다.
이는 고령화 관련 연구와 관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은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 채택된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에 있어 기본으로 수행해야 할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
로 하는 복지서비스만으로는 고령화 현상과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전체적인
국가발전프레임워크 안에서 인구고령화 현상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

고령자를 복지나 돌봄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 독립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
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을 강조한다(정경희 외, 2012). MIPAA에서는 ‘노인과 발전’, ‘노
년기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의 세 가지 주요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노인과 발전’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소득보장, 빈곤해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안
녕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에는 전생에 걸친 건강, 의료서비스의 평등한 접근, 정신건강,
장애 등이 포함된다.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위한 권고사항에서는 적절한
주택과 주거환경, 폭력이나 학대로부터의 보호, 노인 이미지 개선을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에 대한 방향성으로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제시
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건강, 사회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건강한 노후(health ageing)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노
인의 인권과 관련된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경희 외, 2008). WHO의 활기찬 노후
프레임워크 보고서(WHO, 2002)에서는 활기찬 노후의 결정요인으로 여섯 개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3]). 여섯 개의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인 부분(행동적 결정요인, 개인
적 요인)과 사회적인 부분(건강·사회서비스, 경제적 결정요인, 사회적 결정요인, 물리적
환경)들로 구분된다.
‘행동적 결정요인’은 개인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이나 건강보호를 위한 행동 등으로
이러한 활동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적 요인’은 생물학과 유전,
심리적 요인 등이 외부적 요인들과 함께 개인의 질병이나 심리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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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수 있다. ‘건강·사회서비스’는 활기찬 노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 건강증진
과 함께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보호 기관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동등한 기회보장이 필요
하다. ‘경제적 결정요인’은 소득, 사회보호, 경제활동 등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결정
요인’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 되며,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교육환경 등이
포함된다. ‘물리적 환경’에는 노인들이 생활하기 안전한 주택과 거주환경을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여섯 개의 요인과 함께 모든 영역에 포함되는(cross-cutting) 요인으로 문화와
성별 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WHO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프레임워크의 세 가지 축을 건강, 참여, 안전으로 설정
하고 각각에 대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건강’에서는 질병에 대한 부담감소
와 예방, 질병 위험요소의 감소, 고령친화적인 의료와 서비스의 접근가능성, 간병인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참여’에서는 교육기회 제공,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가족과 지
역사회 참여 촉진 등이 있다. ‘안전’에서는 노인의 보호와 안전, 존엄성 증진, 여성노인
에 대한 불평등 감소 등이 있다. 이 밖에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노인의 성별 또는 하위
집단별 불평등의 감소와 노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령차별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처: 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그림 3]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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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UN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과 WHO의 ‘활기찬 노후’를 기
반으로 하여 국가 간 고령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대표적인 지표가 UNECE와 EU가 공동
으로 작성하고 있는 활기찬 노후 지수(Active Ageing Index)이다. WHO에서는 활기찬 노
후를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이 함께 살기 좋은 도
시를 뜻하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를 구축하고
있다. 국외사례에서는 이와 같이 국제기구에서 작성되는 사례와 국가단위에서 작성하고
있는 고령자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국제기구 작성 사례
1) 활기찬 노후 지수(UNECE3), Active Ageing Index)
활기찬 노후 지수는 UNECE와 EU가 공동으로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산출하고 있는
지표로 노인의 활동 능력 및 건강한 고령화의 정도를 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통합지
수이다. 지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과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으
며, 활기찬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인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경제활동 및 사회활
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노인의 독립적 생활, 노동시장 참여, 사회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4개의 영역의 22개의 지표로 구성된다(<표 1>).
영역별로 보면 ‘고용(Employment)’ 영역에서는 급여를 지급받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사회참여(Participation in Society)’
영역은 급여를 지급받거나 소득을 창출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한 4개 지표로 구성된다.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안전한
생활(Independent, Healthy and Secure living)’ 영역은 신체활동, 물리적 안전성, 건강한 노
화, 평생학습, 재정적 안정성 등의 8개 지표로 구성된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역량 및
제반환경(Capacity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Active ageing)’ 영역은 활기찬 노후와 관
련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활기찬 노후를 위한 가능성, 역량을
측정하는 6개 지표로 구성된다(최현수 외, 2015). 이들 지표들은 EU 국가 간 비교분석에
서 활용되고 있으며, 2018년 보고서 기준 28개 국가의 종합지수와 영역별 지수를 비교하
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나라별 2010년 이후 지수의 추세와 함께 성별 격차도 제시하고
있다.

3)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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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활기찬 노후 지수(Active Ageing Index) 개요
영역

지표

지표 설명

55~59세 고용률
고용

60~64세 고용률
65~69세 고용률
70~74세 고용률
자원봉사활동

사회참여

이상)

자녀, 손자녀 등 돌봄 자녀/손자녀를 주 1회 이상 돌본 비율(55세 이상)
노인(장애인) 돌봄

노인 또는 장애를 가진 친인척을 주 1회 이상 돌본 비율
(55세 이상)

정치참여

다양한 형태로 정치활동에 참여한 비율(55세 이상)

신체활동

거의 매일 신체활동 혹은 스포츠 활동을 한 비율(55세 이상)

의료기관 접근성
독립적 생활
독립적,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기관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에 주 1회 이상 참여한 비율(55세

의료, 치과 미치료율(55세 이상)
독거 혹은 부부가구 비율(75세 이상)

상대적
중위소득

65세 미만 균등화 가처분 중위소득 대비 65세 이상의
균등화 가처분 중위 소득 비율
경제적
균등화 가처분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빈곤위험 부재
안정성
빈곤위험에 있지 않은 노인 비율(65세 이상)
물질적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65세 이상)
박탈 부재
물리적 안전
평생학습

야간보행 안전도(55세 이상)
4주간 교육 혹은 훈련을 받은 비율(55~74세)

55세의 기대수명
55세의 건강수명
활기찬
정신건강
정신적 건강 측정의 WHO ICD-10 지표(55세 이상)
노후를 위한
역량 및 정보통신기술(ICT)이용 주 1회 이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율(55~74세)
제반환경
사회적 관계
월 1회 이상 친구, 이웃 등을 만난 비율(55세 이상)
교육기회

고등교육 이상을 수료한 비율(55세 이상)

자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4, Active Ageing Index 2014 Analytic Report, p. 15.

2)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Global AgeWatch Index)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는 민간기구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
에서 개발되고 작성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96개국 노인의 사회 및 경제적 삶의 현황
을 살펴보고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 및 실천의 영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elpAge International, 2015). 지표는 4개 영역의 13개 지표로 구성된다(<표 2>). ‘소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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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Income security)’ 영역은 연금소득 대체율, 소득수준, 빈곤율 등의 4개 지표로 구성
된다. ‘건강상태(Health status)’ 영역은 신체적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기대수명과 건강수
명, 정신적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심리적 웰빙의 3개 지표로 구성된다. ‘역량(Capability)’
영역은 고용률과 고등교육 이수율 2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제반환경(Enabling environment)’
영역은 사회적 관계, 물리적 안전, 자율성, 대중교통 접근성의 4개 지표로 구성된다.
앞서 UNECE의 활기찬 노후지수(AAI)와 비교해 볼 때 영역은 거의 유사하나, 측정하
는 지표는 13개로 적은 편이다. 이는 비교대상 국가가 유럽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자료 활용의 한계로 인한 비교가능성이 어느 정도
고려된 것이라 생각된다. 영역별 개별 지표들은 종합지수와 영역별 지수로 산출되어 비
교국가별 전체 순위와 영역별 순위 그리고 대륙별로 비교하여 제시된다.

<표 2>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Global AgeWatch Index) 개요
영역

지표
연금 소득대체율

소득
안정성

노인 빈곤율

지표 설명
연금수급자의 연금 소득대체율(65세 이상)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하는 비율(60세 이상)

상대적
복지 수준

60세 이상 인구의 평균 소득/소비 대비 전체 인구의 평균
소득/소비 비율

1인당 GNI

1인당 GNI

60세의 기대수명
건강상태

60세의 건강수명
심리적 웰빙

역량

제반
환경

‘인생에 중요한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50세 이상
비율 대비 35~49세 비율

고용률

55~64세의 노동시장 참여율

교육수준

고등교육 이수율(60세 이상)

사회적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비율(50세
이상)

물리적 안전

야간보행 안전도(50세 이상)

자율성
대중교통 접근성

‘각자의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 대한 만족 비율(50세 이상)
대중교통 만족도(50세 이상)

자료: HelpAge International, 2015, Global AgeWatch Index 2015-Methodology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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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의 고령친화도 측정(Measuring the age-friendliness of cities)
고령친화도시란,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질과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주민이
보건, 사회참여 및 안전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지
역사회환경(WHO, 2015)을 갖춘 도시이다. WHO는 활기찬 노화(Active Ageing)를 촉진하
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고령친
화성 점검 요소로 8개 영역, 84개 세부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의 고령친화도를 높
이고 도시 간 학습 및 지원이 용이하도록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GNAFCC)를 구축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
워크 회원 도시 및 지역사회가 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시의 고령친화도 측정 지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WHO, 2015).
도시의 고령친화도 측정 지표는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및 ‘사회 환경의 포용성’과
관련된 14개의 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의 보조지표를 추가 고려 항목으로 권
고하고 있다(<표 3>).
<표 3> 도시의 고령친화도 측정 지표
구분

지표
거주지역의 보행성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Accessible physical environment)

공공 공간 및 건물의 접근성
대중교통 차량의 접근성
대중교통 정류장의 접근성
주택의 가격 적정성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핵심지표

유급 고용률
사회 환경의 포용성
(Inclusive social environment)

보조지표

사회-문화 활동 참여율
지역 의사결정 참여율
정보 이용가능성
사회 및 보건 서비스 이용가능성
경제적 안정성
삶의 질

노인 우선 주차공간 비율, 주택 접근가능성, 여가시간 신체활동 단체 참여율,
평생학습 참여율, 인터넷 접근성, 공공 안전성, 응급상황 대비

자료: WHO Health Organization, 2015, Measuring the age-friendliness of cities - A Guide to use core indicator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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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작성 사례
1) 미국
미국에서 국가단위로 작성되는 고령자 관련 지표는 ‘고령자 통계에 대한 연방정부포

「

럼4)’에서 작성되는 미국의 노인 2016: 주요 웰빙지표(Older Americans 2016: Key

」

Indicators of Well-Being)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 첫 발간 이후 일곱 번째
보고서로 미국 65세 이상 인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여준다. 2016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인구, 경제, 건강상태, 건강위험과 행동, 건강관리, 환경의 6개 영역 41개 지표로 구성된
다(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 2016).
보고서의 작성대상 기준은 65세 이상이며, 지표에 따라 가능한 수준에서는 세부연령
으로 구분(65~74세, 74~84세, 85세 이상)하여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각 영역별 지
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연도의 특별 이슈를 선정하여 제시하는데 2016년 보고서의
특별주제는 ‘비공식 돌봄(Informal Caregiving)’이었으며, 2012년 보고서에서는 ‘임종(End
of Life)’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영역별 지표를 보면(<표 4>) ‘인구(Population)’ 영역은 노인 인구수, 인종별 구성비,
혼인상태, 교육수준, 퇴역군인 등의 6개 지표로 구성된다. ‘경제(Economics)’ 영역은 빈
<표 4> Older Americans 2016의 영역별 지표 구성
영역
인구
경제
건강상태
건강위험과 행동
건강관리
환경

지표
노인 인구수, 인종별 구성비, 혼인상태, 교육수준, 생활수준, 퇴역군인
빈곤율, 소득, 소득원, 사회보장수혜, 순자산, 노동시장 참여율,
주거문제, 총지출
기대수명, 사망원인, 만성질환, 구강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치매,
우울증, 기능제한
예방접종률, 암검진, 식생활의 질, 신체활동, 비만율, 흡연율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처방약 구입비용, 건강보험 종류,
본인부담 의료비, 의료서비스 비용의 출처, 퇴역군인 건강관리,
제가 서비스, 개인지원 및 장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
시간사용, 대기환경, 교통이용

자료: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eing-Related Statistics, 2016, Older Americans Key Indicators of
Well-Being,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eing-Related Statistics: U.S.

4) 고령자 통계에 대한 연방정부포럼(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은 고령인구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연방기관들 간의 협력증진을 위해 1986년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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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율, 소득, 순자산, 사회보장수혜, 노동시장 참여율, 주거문제 등의 8개 지표로 구성된
다. ‘건강상태(Health status)’ 영역은 기대수명, 사망원인, 기능제한, 우울증 등의 8개 지
표로 구성되며, ‘건강위험과 행동(Health risks and behaviors)’ 영역은 예방접종률, 암검
진, 식생활의 질, 신체활동, 비만율, 흡연율 등의 6개 지표로 구성된다. ‘건강관리
(Health care)’ 영역은 의료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 건강보험 종류 등의 10
개 지표로 구성된다. ‘환경(Environment)’ 영역은 2016년부터 신설된 영역으로 시간사
용, 대기환경, 교통이용의 3개 지표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미국의 지역사회행정부(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와 노인청

「

(Administration on Aging)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자료인 미국노인의 개요(Profile of Older

」

Americans) 는 2009년 이후 매년 미국 노인인구와 관련된 주요 통계자료를 요약해서 보
여준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생활, 교육, 건강, 돌봄 등의 주요 통계자료를 통계표와
간략한 설명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서라기보다는 간단한 보고 형식으로 지표를 작성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노인 재단인 하트포드 재단(Hartford Foundation)에서는 OECD 국가, 일
본 등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하트포드 고령사회 지수(Hartford Ageing Society Index)
를 작성하고 있다. 이 지표는 OECD 등 국제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동과 생산성, 웰빙, 자산, 화합, 안전 등 5개 영역 22개 지표로 구
성되어 있다(<표 5>).
<표 5> Hartford Ageing Society Index 지표 구성
영역
노동과
생산성

지표
경제활동참가율(65세 이상), 실질은퇴연령, 봉사 시간(65세 이상),
평생교육 참여율(55-64세)

웰빙

객관적 웰빙: 건강수명(65세),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50세 이상)

자산

지니계수(65세 이상), 고령층 빈곤위험(65세 이상), 식량 안전 보장(65세 이상)
소득수준별 건강인식, 고등학교 졸업률(55-64세), 고등과정 교육률(55-64세)

화합

사회적 지지(65세 이상), 이웃을 신뢰하는 비율(50세 이상)
세대 간 동거율(65세 이상), 세대 간 이전(65세 이상)

안전

노년 부양비율, 소득(65세 이상), 순연금자산, GDP 대비 국가부채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 비율, 야간보행 안전도

자료: Dana P. Goldmana, Cynthia Chenb, Julie Zissimopoulosc, John W. Rowed, 2017, The Joun-A Hartford
Ageing Society Index, The Joun-A Hartford Foundatio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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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긍정적 노후 지표(Positive Ageing Indicators)’는 2007년 발표된 보고서로
뉴질랜드 고령자들의 웰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5) 이 보고서의 목표
는 크게 세 개로 첫째,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를 생산하여 고령자들의 웰빙과 삶
의 질을 확인하는 것이며, 둘째, 고령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셋째, 고령자
관련 계획이나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07).
보고서의 지표체계는 모두 10개 영역의 33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영
역은 소득, 건강, 주거, 교통,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마오리문화의 정체성, 시설과 서비스
접근성, 노인에 대한 태도, 고용, 기회이다(표 6).
<표 6> 뉴질랜드‘긍정적 노후 지표’의 영역별 지표
영역
소득
건강

지표
가처분소득, 사적소득, 생활수준, 저소득
기대수명, 일반건강, 낙상과 낙상으로 인한 상해, 흡연,
미충족 1차 의료, 독감예방접종

주거

주거의 질, 주택소유형태, 가격 적절성

교통

운전면허 소지율, 대중교통수단 이용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일반주택거주율, 장애수당, 범죄피해, 범죄피해 두려움,
타인에 대한 신뢰

마오리문화의 정체성

Te ao Maori, Te reo Maori speakers

시설과 서비스 접근성

중소도시의 서비스 접근성, 인터넷 접근성

노인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 신체활동, 연령차별 인식

고용

유급고용, 시간당 임금

기회

자원봉사활동 참여, 외로움, 교육활동 참여, 문화 및 예술활동 참여

자료: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07, Positive Aging Indicators 2007,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New Zealand.

3)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긍정적 노후
지표(Positive Ageing Indicators)’를 작성해오고 있다. 긍정적인 노후는 아프거나 장애 때
5) 2007년 이후 추가로 작성된 보고서는 검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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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고령자가 아닌 소비자로, 손자녀 돌봄 역할의 수행자로,
자원봉사자의 역할로서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고령자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HaPAI, 2018). 아일랜드에서는 국가 긍정적 노후 전략을 위한 네 가지 목표를 수립
하고 있다(<표 7>). 각각의 목표는 ‘긍정적 노후 지표’의 구성 영역인 참여, 건강한 노후,
안전의 세 개 영역과 관련되고, 마지막 목표인 ‘아일랜드의 고령화 정책 관련 정보에 대
한 홍보와 지원’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노후 계획(Healthy and Positive Ageing Initiative:
HaPAI)과 연결된다.
<표 7> 아일랜드의 긍정적 노후 전략 목표
목표

해당 영역

그들의 선호와 능력에 따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관여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벽을 제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유지, 개선을 위한 지원

건강한 노후

자신의 집과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고 존엄성 있게 생활을 유지

안전

아일랜드의 고령화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와 지원

건강하고 긍정적인
노후 계획(HaPAI)

자료: Healthy and Positive Ageing Initiative(HaPAI), 2018, Positive Ageing Indicators 2018, Dublin: Department of
Health, Ireland.

‘긍정적 노후 지표’는 4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긍정적 노후 전략 목표와 연결되는
세 영역(참여, 건강한 노후, 안전)과 함께 범영역(cross-cutting) 주제인 연령차별 방지, 정
보의 접근성을 다루고 있다. 지표체계는 4개 영역의 62개 지표로 구성된다(<표 8>).
<표 8> 아일랜드 긍정적 노후 지표의 영역과 지표
영역

하위영역
고용과 은퇴
교육과 평생교육

참여

활기찬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사회·문화 활동 참여
교통

지표
노인 고용률
정규교육 이수율, 비정규교육 참여율, 문해력,
산술능력
정치적 활동 참여, 자원봉사 참여, (손)자녀 돌봄,
이웃 돌봄
여가활동 참여, 외로움, 친척·친구 부양 경험
노인 운전자 비율,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인차량 이용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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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영역

지표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인식, 장애율,

신체건강

보행속도, 낙상, 만성질환, 만성통증

뇌 건강

인지장애

장애·질병에 대한 적응

장애로 인한 교육, 업무 능력 저하,
장애로 인한 여가활동 참여율 감소,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건강한 노후

건강행동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및 저체중, 식생활의 질

긍정적인 정신건강

우울증, 삶의 만족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불안

건강관리

유방암 검진율, 독감예방접종, 병원 방문 어려움,
5개 이상 의약품 복용,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사회복지

재가보호서비스

완화의료와 임종

선호하는 임종 장소, 임종 과정 돌봄

간병인의 건강

안전

범영역 주제

스트레스

재정 안전성

노인빈곤율, 돈의 부족으로 인한 욕구 미충족률

주거

주거 시설, 주거 환경, 주거조건, 난방의 어려움

고령친화적 공공장소

중요 서비스 접근성, 공공시설 접근성,
취미·활동 공간, 사회적 자본

개인안전

야간보행 안전도

노인 학대

노인 학대 경험

연령차별 방지

노인차별 경험, 노화 인식

정보 접근성

인터넷 이용, 의료양식 작성 자신감

자료: Healthy and Positive Ageing Initiative(HaPAI), 2018, Positive Ageing Indicators 2018, Dublin: Department of
Health, Ireland.

4) 영국

「

영국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작성하는 사례로써, Age UK에서 작성하는 Age

」

UK’s 웰빙지수(Index of Wellbeing) 가 있다. Age UK는 고령자들의 삶을 지원하는 영국
의 자선단체로 ‘Age UK’s 웰빙지수’를 통해 고령자들의 웰빙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
표체계는 개인(Personal), 사회(Social), 건강(Health), 자원(Resource), 지역사회(Local) 등 5
개 영역, 4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영역은 사고 기능(thinking skills), 교육수준,
혼인상태, 동거여부, 사별, 이혼, 돌봄 제공, 자녀여부 등 11개 지표로, ‘사회’ 영역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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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활 참여, 사회적 참여, 시민 참여, 친구, 이웃, 성격 관련 지표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 영역은 신체활동, 건강검진,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5개 지표, ‘자원’ 영역은 주택
소유, 연금수입, 자산, 고용, 수입, 부채 등 10개 지표이며, ‘지역사회’ 영역은 지역의 서
비스와 관련된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9>).
<표 9> Age UK’s 웰빙지수 지표
영역

지표

개인

사고 기능(thinking skills), 교육수준, 혼인상태, 동거여부, 사별, 이혼, 세대 간
연결, 돌봄 제공, 자녀여부, 많은 도움(돌봄)을 받음, 적은 도움(돌봄)을 받음

사회

문화생활 참여, 개방성(성격), 사회적 참여, 양심적(성격), 시민 참여,
외향성(성격), 친구, 이웃, 감정적 안정성(성격), 동의(성격)

건강

신체활동, 멘탈 웰빙(mental well-being), 건강검진, 만성질환, 정신건강

자원

주택소유, 복지수당(means-tested benefit), 연금수입, 자산, 고용, 주택자산,
물질적 자원, 수입, 부채, 담보대출 이용

지역사회

여가활동 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쇼핑시설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자료: Age UK Policy and Research Department, 2017, A Summary of Age UK’s Index of Wellbeing in later life,
Age UK: UK.

2. 국내사례
국내에서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고령자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관련 연
구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 지역발전연구원에서는 지역의 고
령친화도시나 지역 내 노인 정책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노인인력개발원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서는 노인의 일자리나 노후보장 등 관련 주제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작성되고 있는 사회보장통계 중 노인 관련 지표는 크
게 건강수준, 의료이용 및 자원, 건강행태, 가구구성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영역을 대표
하는 10개 대표지표와 6개의 연관지표로 구성된다. 주로 사회보장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로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사회관계보다는 건강과 의료이용에 집중되어 있다(최현수
외 2015). 이에 국내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작성되는
지표체계나 보고서는 현재 없으며,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가 거의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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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2006년부터 시작된 국가의 ‘저출산 고
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국내의 고령화 관련 주요 이슈와 관심영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인의 삶의 질 지
표체계와 노인의 삶의 질 지수 등의 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측정을 위
한 지표체계 영역 및 지표구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 밖에 고령자의 삶의 질이나 고령친
화도시 지표구성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개별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고령자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영역과 지표 구성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5개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06년부터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 2016년부터

․

시작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행중이다([그림 4])

[그림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기존의 고령사회 대응전략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보장, 생산인구 감소 대비 인력 활용,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삼식 외, 2018).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들은 주로 물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안정적
인 노후생활보장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실
행되는 과제들이 주로 복지수준 제고와 사회안전망의 저변 확대 등 복지정책 차원의 성
과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김종훈 외, 2018). 이에 ‘노인 빈곤 완화’에서 ‘생애주기 차
원에서의 삶의 질 제고’로의 전환과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3차 기본

․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19). 수정된 3차 기본계
획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즉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개인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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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와 함께 평균수
명의 연장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웰다잉’을 반영하고 있다.

․

수정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
능사회’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인구변화에 대비한 사회구조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령사회와 관련해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를 목표로 하여 크게
소득, 준비, 참여, 건강, 마무리 다섯 개 영역으로 추진과제를 구성하고 있다(<표 10>).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내실
화와 함께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출발을 지원하는 것도 새롭게 포함
된 부분이다. 고령자들의 건강 측면에서는 건강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과 요양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최근 고령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적 이슈
인 ‘지역사회돌봄(aging in place)’6)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
리하는 웰다잉의 관점에서 호스피스의 유형 확대 등 생애 말기 설계 지원 제도화를 위
한 기반 마련을 포함한다.
<표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략과제
전략과제
1차

- 노후소득보장체계, 건강의료보장체계, 노인친화적 사회기반 구축
- 여성 고령 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2차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경제사회제도 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3차

-

․

소득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내실화
준비 :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참여 :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건강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 환경 조성
마무리 :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

6) 고령자에게 익숙한 거주지역인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을 제공받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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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기본계획에서 특히 정합성, 중요성, 시의성 기준에 의해 역량집중과제로 분류
된 과제를 보면 기초연금 내실화, 노후준비 지원 확대, 고령자의 정신건강관리,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내실화,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를 위한 기본계획에서의 시사점은 크게 첫째, 정책적 관심이 고령자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후보
장이나 건강한 삶뿐 아니라 ‘웰다잉’의 개념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돌봄의 대
상이 아닌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고령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돌봄체계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강조하
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자의 연령폭이 커짐에 따라 고령자 안에서도
소득,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
득이나 의료보장과 같은 일괄적인 복지정책으로는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없음을 반영하
는 것이다.

나.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에서 작성되고 있는 ‘고령자 통계’는 노인의 날(10. 2)에 맞추
어 2003년부터 매년 작성되고 있는 보도자료이다. 보고서로 발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
령자의 전체 삶의 질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매년 작성되는 유일한 자
료이다. 2019년 자료는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을 주제로 하여 취업자와 비취업
자의 생활과 의식을 비교 분석하였고, 2018년에는 ‘활기찬 고령지표’를 주제로 하여
UNECE와 EU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는 ‘Active Ageing Index’ 중 우리나라에서 산출 가
능한 통계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비교하였다.
특정 주제 이외에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고령자 통계는 매년 동일한 체계로 작성되지
는 않는다. 2018년에는 ‘안전과 환경’을 제외한 6개 영역의 25개 통계자료로 구성된 반
면, 2019년에는 7개 영역의 28개 통계자료로 구성되었다. 2017년까지는 6개 영역이 2년
주기로 구성되어 인구, 보건, 경제활동, 복지 영역은 매년 포함되고, ‘가족’과 ‘문화여가
와 사회참여’ 영역은 사회조사의 조사시기에 따라 2년 주기로 포함된다. 2018년부터 ‘가
족’과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 영역이 매년 포함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안전와 환경’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 영역별 통계자료는 같은 영역 내에서도 매년 동일하게 구성되지
는 않고,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현재 작성되는 ‘고령자 통계’는 해당 연도에 수집 가능
한 고령자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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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고령자 통계 작성 영역
연도
2018년
2019년

작성 영역
인구(4), 가족(3), 보건(4), 경제활동(4), 복지(6),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4)
인구(5), 가족(5), 보건(4), 경제활동(4), 복지(3),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3),
안전 및 환경(4)

주: ( ) 안의 숫자는 영역별 해당 통계 자료.

다. 국내 작성사례 및 연구동향
국내에서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작성되는 지표체
계는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가 거의 유일하다. 주기적으로 작성되는 지표들로
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표’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통계’의 하위 영역 중

․

‘노인 장애인’ 영역의 지표이다. ‘노후준비지표’의 경우 노후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
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지표로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
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사회보장통계’의 경우 전체 사회영역을 포괄하는 11개 하위영

․

역7) 중 ‘노인 장애인’ 영역에서 고령자 관련 지표를 다루고 있으나 건강수준, 건강행
태, 의료자원이용 등 매우 간략히 구성되어 있다(최현수 외, 2015).
고령자들의 전반적인 삶을 보여주는 지표체계 개발 관련 연구들은 주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지표 개발,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노인의 삶의 질 지
수 등의 연구들이 일회성으로 다루어져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이 외에도 고
령자 정책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에 대한 국내 이
행실태(정경희 외, 2008; 정경희 외, 2012), 활기찬 노후 지수(AAI)의 우리나라 적용방안
(최현수 외, 2015), 고령사회친화도시, 연령통합지표개발, 노인의 다차원빈곤 등 고령자
관련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검토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
인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체계 위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기존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정경희 외, 2012),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정경희 외, 2017)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에 보건사회연구원 중심으로 작성된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측정 지표 관련 연구결과들에서 제시된 지표
체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고령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위 영역 및 관련 지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7) 가족, 보육 및 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문화, 에너지, 환경, 노인․장애인, 사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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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정경희 외(2012)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추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
표체계를 개발하였다. 지표체계는 인구사회적 배경 외에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개별지표 121개와 인구사회적 배경 관련 25개 지
표를 포함하여 총 146개의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8) 그러나 여기에는 현재 산출 불가능
한 지표들도 포함하고 있어 보고서에서는 영역별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표 12>). 146개의 전체 지표체계와 함께 산
출가능하고 핵심적인 35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지표체계 개발에서의 포괄성과
단순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체계의 구성을 통해 지표의 활용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신규개발 지표에 대한 시사점 또한 얻을 수 있다.
<표 12> 한국 노인의 삶의 질 대표지표
대영역

중영역
인구동향

인구사회적
배경
(6개)

인구고령화
수명 및 사망

개별지표
1 노인인구비
2 건강수명
3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규모

재정

정부

4 공공사회복지지출 대비 노인복지지출 규모
5 노인의료비 비율

시설기반
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
(4개)

하위영역

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

장기요양서비스

6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7 노인 자살률

사회심리적
안정의 침해

8 노인학대 경험률
9 노인의 범죄피해율
10 노인 범죄율

노인의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관계

개인자원

개인역량

11 노인의 교육수준

가족관계

가족구성

12 노인의 가구형태

(3개)

사회관계

사회관계

13 노인의 친구·이웃과의 접촉 빈도

거주환경

주거의 질

14 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율

교통환경

교통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

노인의
물리적 안전
(5개)

8) 전체 146개 지표 목록은 <부록> 1 참고

15 노인의 교통사고 부상률
16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
17 도시철도 E/S, E/V 설치달성률
18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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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하위영역

소득

노인 빈곤

자산 및 부채

자산

노인의
경제상태
(6개)

19 노인의 절대빈곤율
20 노인의 자산소유액 및 구성
21 노인가구의 가구지출액

지출

지출실태

소득 안전망

공적 소득
안전망
기능제한상태

건강수준
노인의 건강
(7개)

노인의
사회참여
(4개)

개별지표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건강관리

건강검진

건강정책

노인질환
서비스

경제활동

경제활동현황

사회참여

자원봉사

여가문화활동

여가문화할동

22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23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및 수급액
24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호비율
25 노인의 ADL 제한율
26 노인의 만성복합질환 유병률
27 노인의 치매유병률
28 노인의 운동실천율
29 노인의 영양관리 필요율
30 노인의 치매진료율
31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월평균 진료비
32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33 노인의 종사직종
34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
35 노인의 평균여가시간

자료: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2012,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보건복지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pp. 115.

2)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2017년도에 작성된 노인의 삶의 질 지수를 구성한 지표체계(정경희 외, 2017)는 2012
년 연구에서 구성한 지표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노인의 삶의 질 특징을 보여주는 지표
개발을 위해 초기 구성단계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인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을 반
영할 수 있는 영역체계9)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영역구성
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한국인 전체의 삶의 질을 근간으로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전반
적인 삶의 질 논의의 맥락에서 노인의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안으로
최종 6개 영역의 22개 지표로 확정되었다(<표 13>). 영역별 지표들은 교육 및 여가 영역
을 제외하고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 3~4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9) 경제상태(빈곤), 건강상태(질병), 사회참여활동(무위), 가족사회적 관계(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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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구성에서 다른 지표들과의 차이점은 경제활동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
고, 고용 관련 지표 또한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연구가 삶의 질 지수 작
성을 목적으로 진행된 만큼 방향성이 명확한 지표를 선정하고 있으나, 고용률 등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 지표는 그것이 생계유지를 위한 비자발적 활동인지 자아성취를 위한 자
발적인 활동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표체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의

․

이유로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인 가족 공동체나 시민참여 영역은 다른 지표체계와는
다른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22개 지표를 지수화한 후 복지국가
유형별로 선정된 4개 국가와 비교하여 영역 및 종합지수값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역별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노인을 비교했을 때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
인 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개선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13> 노인의 삶의 질 지수 영역별 지표
대영역
소득
(4개 지표)
건강
(4개 지표)
교육 및
여가
(3개 지표)
가족 및
공동체
(4개 지표)

개별지표
상대빈곤율, 경제적 박탈 경험률, 공적연금 수급률

○

경제상태 만족률
운동실천율,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건강기간 비율(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 비율)

○

주관적 건강인지율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여가활동 참여율

○

유배우율, 가족관계 만족률,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

○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시민참여
(3개 지표)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안전 및
환경
(4개 지표)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노인자살률

6개 영역

객관적
지표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
○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주거환경 만족률
22개

16개

주관적
지표

○
○

○
○
○
6개

출처: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오미애, 이선희, 김정석, 2017,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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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지표체계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2012)나
노인의 삶의 질 지수(2017) 연구 이외에도 노인의 삶의 질 측정이나 고령친화도 평가
지표, 노인빈곤실태 진단 지표 등의 연구에서 구성한 지표체계들을 정리하면 <표 14>
와 같다.
<표 14>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관련
제목

영역 내용

지표 구성
영역

지표

노년기의 삶의 질: 지표개발과 평가
(이가옥 외, 2000)

건강, 물리적 복지, 경제활동, 가족관
계, 주거, 교육, 여가활동

7

148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최수정, 2002)

생활안정, 자원 활용의 편이성, 건강
및 가족 내 영향력, 지지 기반의 확립

4

3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경희 외, 2002)

배경, 기본생활, 사회적 안전망, 사회
적 연계, 사회적 배려

5

118

고령친화도 평가지표
(김선자, 김경혜, 2009)

존경과 배려, 기초생활, 안전, 도시환
경, 교통서비스 및 시설, 사회참여, 취
업과 교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건강
의료, 고령친화적 정책기반

10

49

한국의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정경희 외 2012)

인구사회적 배경, 사회심리적 안정,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관계, 물리적
안전, 경제상태, 건강, 사회참여

7

146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외, 2013)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4

4

서울시 노인 빈곤실태의 다차원적
진단과 대응방안(김경혜, 윤민석, 2013)

소득, 노동, 건강, 대인관계, 사회참여,
주거

6

15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정경희 외, 2017)

소득, 건강, 교육 및 여가, 가족 및 공
동체, 시민참여, 안전 및 환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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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작성된 노인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구성과 관련된 연구들의 영역
구성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소득, 건강, 경제활동, 사회관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
통점을 보여준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소득수준과 건강, 경제, 사회활동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보다 최근의 지표로 올수록 주변
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영역, 관계와 공동체 측면이 포함되는 것을 보여주며, 심리적 안
정과 관련된 영역들도 포함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고령친화도 평가지표(김선자·김
경혜, 2009)에서는 ‘존경과 배려’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노인차별 감소, 노인 이미지 개
선 등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3. 시사점
국내외의 고령자 관련 연구동향과 지표의 측정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국제비교
를 위해 UNECE와 EU에서 작성하고 있는 활기찬 노후 지수(AAI)가 가장 대표적으로 작
성되는 사례이다. 국가단위 지표에서도 활기찬 노후 지수를 기반으로 하여 지표를 작성
하는 사례가 많고,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고령자의 삶의 질 비교를 위한 개별 연구에서
도 이 지표체계를 적용하는 사례들(Um et al., 2019)10)이 있다. 활기찬 노후 지수를 제외
하고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고령자 지표체계 작성 사례는 많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
만 작성하며,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지역단위에서 작성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도 유사하여 현재 국가단위에서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을 보여주는
지표체계는 없지만, 지역단위에서는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11) 현재 우리나라의 13개 지역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지표의 작성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최근 고령자의 삶과 관련해서는 활기찬(active) 노
후, 건강한(healthy) 노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관점도 돌봄이나
복지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인 개인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능동적
인 개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삶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어지던 건강, 소득보장, 돌봄 등과 함께 사회참여, 여가, 사회관계 측면이 강조된다. 고
령자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가족(배우자)이나 손자녀 돌봄의 주체가 되면서 고령자들
이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 또한 중요 지표 중 하나로 포함되는 추세이다.

10) 연구에서는 활기찬 노후 지수를 활용하여 한국와 중국 그리고 EU 국가들과 비교하고 있다.
11) 고령친화도 평가지표(김선자․김경혜, 200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과 추진방
안(이재정, 2015, 부산복지 이슈리포트);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연구(이상철․이웅, 2012, 서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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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령자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 연령기준 상한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
되고 있다. 하나의 연령기준으로 분석하기에 고령자들은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
라 매우 다양한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다양한 특징을 모두 포착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표에서는 가능한 지표를 기준으로 고령자를 연령에 따라 전
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고령자 관련 연구동향이나 정책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WHO를 중심으로 자신이 지내 온 지역사회 내에서 편안히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는 ‘ageing in place’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고령자들의 돌봄이 의료시설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고령자들이 지낸 온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체
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WHO의 고령친화도시 개념인 모든 연령대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둘째, 고령자의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
다. 최근 일자리와 자원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차별, 노인혐오, 연
령주의(ageism) 등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지표체계에서 반영되어
있진 않지만, 아일랜드의 긍정적 노후 지표에서는 연령차별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
으며, 연령통합지표나 연령주의 척도에 대한 별도의 연구들12)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웰다잉’에 대한 부분으로 고령자들의 삶과 함께 삶의 마지막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 부
분으로 다뤄지고 있다. 호스피스 이용, 고독사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삶의 마무리 단계
에서 개인의 자율적 결정권에 기반하여 사람 중심의 존엄한 삶-의료-돌봄-죽음 문화의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이삼식 외, 2018). 이러한 최근의 이슈들은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
용하여 지표로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킴으로써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12) 연령통합지표 개발과 적용(정경희 외,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령주의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지은정 외, 201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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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령자 통계 현황
1. 고령자 관련 통계자료
고령자 대상 승인통계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노인실태조사와 같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이외에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중 응답결과의 대표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계청의 사회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이 그
예이다.
고령자 관련 통계자료 중 조사자료는 가계동향조사, 노인실태조사,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 사회조사, 주거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국
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이 있으며, 행정자료로는 사망원인통계, 생명표,

․

․

․

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금공단 통계연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
국연금), 노인학대현황 등이 있다. 주요 자료원의 특징은 <표 15>와 같다.
<표 15> 자료원의 특징
자료
구분

조사자료

활용 자료원

조사 주체

조사대상

구축연도

조사
주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일반가구

’63-’18

분기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5세 이상

’08-’17

3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45세 이상

’06-’16

격년

사회조사

통계청

13세 이상

’08-’18

격년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일반가구

’06-’18

매년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반가구

’05-’18

매년

국민노후보장패널

국민연금관리공단

50세 이상

’05-’17

격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일반가구

’06-’18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일반가구

’73-’18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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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분

보고 및
가공자료

조사

활용 자료원

조사 주체

조사대상

구축연도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복지부

19세 이상

’08-’18

매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99-’18

매년

생명표

통계청

-

’94-’17

격년

장기요양통계연보

건강보험공단

-

’08-‘18

매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통계연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내부자료

국민(공무원, 사학)
연금관리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98-’18
’99-’18
’98-’18
-

매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

’05-’17

주기

자료: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오미애, 이선희, 김정석, 2017,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18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구축연도는 승인통계 승인일자 기준임

1)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노인실태조사, 2017).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생산되고 있
으며,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2008년 만 60세 이상,
2011년 만 63세 이상13)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표본 수는
2017년 기준으로 10,288명이다.
2017년 조사항목은 가구 일반사항, 건강상태, 건강행태,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여가

․
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생활환경, 노후
활동과 사회활동, 경제활동, 경제상태, (손)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형태, 부모, 형

생활과 삶의 질,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의 인식, 인지 기능 등 총 14개 영역, 197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조사대상은 만 63세 이상이나, 만 65세 이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2011년 기준 65세 이상
10,6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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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노인실태조사 주요 조사 항목
영역
가구 일반사항
건강상태

건강행태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주요 조사항목
-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
- 평소의 건강상태, 만성질환, 일일복용의약품, 의료기관이용,
입원경험, 우울증상 척도 등
- 흡연, 음주, 운동, 신체측정, 영양관리상태, 건강검진
- 병의원 미치료 경험, 치과 미치료 경험
- 건강 관련 민간보험 가입 여부 등
- 시력, 청력, 씹기 상태 및 보조기 사용여부, 근력상태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 수행 도움 여부, 간병인 여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장애등급 등
- TV시청, 여행 경험, 문화 활동 여부
- 평생학습 참여 여부,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
여부,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 전자기기 이용가능 여부, 종교
활동, 경로당 복지관 이용 여부

․

․

․

경제활동

- 현재 경제활동 상태, 최장기 일자리 직업종류, 향후 근로 희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 의향

경제상태

- 주요 항목별 지출액, 경제적 지위, 본인 및 가구 소득, 월평균
소비지출액, 주거비 지출액 등

․

(손)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형태

․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 지인과의
관계
자녀 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 ․
․

- 비동거 자녀 여부, 자녀와 갈등경험, 비동거 손자녀 여부
- 배우자 건강상태, 단독가구 형성 및 이유, 선호하는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등
- 형제 및 자매 생존 여부, 친인척 연락 빈도 등

․ ․

- 동거/비동거 자녀 부모 배우자 존재 여부 및 상호도움 여부,
- 직접 돌본 10세 미만의 손자녀 유무 및 명수 등

생활환경

- 주요기관(시설)까지 이동거리, 주요 이동 교통수단, 현재 운전
여부, 운전을 그만둔 연령
- 낙상 경험, 안전사고 경험, 범죄피해 경험
- 주택의 종류, 방의 개수 등

노후생활과 삶의 질

-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삶의 만족도, 연령 규범
- 노인차별 경험 여부, 노인학대 경험 여부
- 죽음에 대한 준비, 선호하는 장례방식, 자살 생각 및 경험 등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의 인식

- 주거형태,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도, 선호하는 거주형태
-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 성의 중요성 등

인지기능

- 기억력 및 집중력 체크문항(연도, 요일, 주소, 도형 그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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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령자의 사회, 경제, 심리, 인구학적 배경 및 건강상태 등을

․

측정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
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 조사결과는 미국, 유럽 등 이미 고령자 대상 패널조사를 실시
하고 있는 선진국과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원표본은 2006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45세 이상자(1961년 이전 출생) 중 임의
표집된 10,254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격년 주기로 기본 조사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6
차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18년 진행된 7차 조사는 2020년에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과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 사
망자 설문 등 총 7개 영역에 약 3,00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7>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주요 조사 항목
영역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과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
사망자 설문

주요 조사항목
- 생년월일, 셩별, 학력, 종교, 혼인상태, 종교, 사회적 관계 및 활동, 배우자 정
보(출생연도, 학력, 고용상태)
- (자녀 및 손자녀) 생존 자녀(비동거 자녀 포함)의 기본사항, 비동거 자녀와의
근접성 및 접촉정도, (비)금전적 지원, 동거자 녀와의 금전적 지원 및 지원액,
손자녀 보살핌 여부
- (부모 및 형제자매) 부모 및 형재자매 기본사항, 동거여부 및 접촉정도,
(비)금전적 지원 여부
-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사고 및 외상, 비교기과 질환, 소화기계 및 디스
크, 노후징후, 통증부위, 일상활동 어려움, 인지력, 신체계측
- 운동, 영양(식사 여부), 흡연, 음주, 우울증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 간병수발자
- 건강보험 가입유형 및 가입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시설이용 현황
- 현재 고용상태, 및 일자리 형태, 일자리 이력, 구직활동
- 임금근로자 정보, 자영업자 정보, 무급가족종사자 정보
- 은퇴자 및 소일거리 현황
-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회보장 소득, 기타 소득 정보
- (소비) 생활비, 생활비 부족분 충당방법, 저축액
- 거주주택 소유형태 및 가격,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
비금융자산
- 연금 가입 상황, 기초노령임금 수혜
- 연령별 기대수명, 생활수준 변화와 정부에 대한 기대감, 삶의 만족도,
여가활동 및 부담비용,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사망원인, 사망당시 건강상태, 고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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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중 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 생활을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고, 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이 고령화 사회에
서 노후소득에 미치는 효과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다.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017년에 7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
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가구조사와 개인조
사가 진행된다.
조사표는 가구용, 개인용, 직업력, 연금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구용 조사표는
가구원 인적사항, 주거, 가구지출, 가구소득 및 저축, 가구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용 조사표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소득 및 이전지출, 자산 및 부
채, 상속 및 증여, 건강,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직업력 조
사표는 일자리 시작과 종료시기, 직업과 산업 관련 정보, 생애 주된 일자리 여부, 주기적
일자리, 4대보험 가입 여부, 퇴직 관련 문항이 포함된다.

<표 18>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항목
조사표

주요 조사항목
가구원 인적사항
주거

가구용

개인용

가구지출

- 가구원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혼인상태, 학력, 변
동가구원(분가, 사망) 등
- 거주주택의 종류, 점유형태
- COIOP-K 기준항목(식비, 주거비 등), 지출이 소득보다 많았
던 달 여부 및 부족한 생활비 마련방법

가구소득 및 저축

- 근로, 금융, 부동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기타소득, 저축

가구자산 및 부채

- 부동산, 금융, 기타자산, 부채

취업자
(고용 및 이직)

-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 퇴직급여, 정년 및 퇴직, 이직활동 및
은퇴계획

비취업자
(은퇴 및 구직)

- 구직활동, 은퇴여부, 은퇴태도

노후준비

- 노후준비, 노후생활(노후 해당 여부, 노후생활비, 여가활동 등)

공적연금

- 납부정보(종류, 가입 시기, 보험료 등)
- 수급정보(수급급여, 월수급액, 만족도 등)

개인연금

- 가입(유형,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
- 수급(수급시점, 수급액,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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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주요 조사항목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가입, 납부), 의료급여, 민영건강보험

소득 및 이전지출
자산 및 부채

- 거주주택 및 사업장 소유여부,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상속 및 증여

- 상속(종류, 금액, 향후 상속 여부 등)
- 증여(종류, 금액, 향후 증여 여부 등)

돌봄노동

- 손자녀 및 부모 돌봄
-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 장애, 질병(질환)정보,
일상생활활동 정보

건강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직업력

- 근로, 금융, 부동산,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 연금형태, 수입,
기타소득, 저축

- 동거여부, 왕래 및 연락빈도

․

일자리 시작 및 종료시기, 직 산업관련 정보, 생애 주된 일자리 여부,
주기적 일자리, 4대보험 가입여부, 퇴직(사유, 퇴직금수령액, 주 사용처)

․

자료: 송현주, 임란, 왕승현, 이은영, 2018, 중 고령자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7차(2017년도) 국민
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 보고서, pp. 18.

제4장 프레임워크 구축
1. 프레임워크 구성
가. 고령자의 연령기준
고령자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최근 연령기준 상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고령자들의 연령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안에
서도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 신체적, 경제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날 뿐 아니라 같은 연령 내에서도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
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일관된 연령기준으로 고령자를 구분하기보다는
고령자의 다양한 특성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WHO, 2015).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
험 등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연령은 65세이다(정경희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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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계자료에서도 15~6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노년
부양비나 노령화지수 등을 산출하고 있다.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
는 회원국을 고려하여 노인을 60세 이상으로 정의하여 통계표를 구성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65세 이상의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7). 또한 한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14)로써 65세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에서 지표작성 기준 연령은 지표에 따라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등
다양하며, 같은 지표체계 안에서도 활용가능한 통계자료에 따라서 다른 연령기준을 적
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고령자를 하나의 연령대로 구분하기보다는 연령대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령자 지표 프레임워크에서는 고령자의 연령기준
을 65세 이상으로 하되,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75세를 전후15)로 하여 전
기와 후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60대 후반과 80세 전후 고령자들의 삶은 건강상태에서부
터 경제활동, 사회참여, 가족구성 등에서 매우 다른 삶의 양상을 보일 수 있고, 삶에 대
한 가치관 또한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 프레임워크 작성의 기본 방향
고령자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 둘째, 기존 타
지표체계들과의 연관성을 가지되 고령자만의 특징을 부각하는 것, 셋째, 최근 고령자 관
련 세대갈등, 노인혐오와 차별, 웰다잉 등의 이슈를 반영하는 것이다.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 방향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다. 고령자 사회지표 작성의 최종 목적은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
령자들의 삶은 다른 연령대와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
지만, 경제활동이나 돌봄의 책임에서 1차적으로 벗어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특징
을 보인다. 다른 연령대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 컨텐츠

14)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7~14% 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 전체 인구대
비 65세 인구가 14~20% 미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20% 이상)
15) 현재 고령자를 전기와 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75세를 기준으로 구분한다(심
수진, 2018 재인용). 전문가 서면자문 시 초고령노인의 특성 비교를 위해 연령을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8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 정도로 적고,
조사자료의 경우에도 80세 이상은 응답사례수가 적어 조사결과의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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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생활습관 등 개인마다 다른 다양한 원인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젊은 세대만큼 누리
지 못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경제활동 또한 개인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하는 경우와
자기계발을 위해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경제활동 유무가 고령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회참여나 여가활동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태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요 경제활동에서 벗어나면서 경제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
고, 사회활동 축소와 함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친구나 배우자, 가족 등의 죽음으로 인
해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적 빈곤은 건강상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불평등이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OECD, 2017).
그렇다면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고령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영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UN 행복보고서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 건강, 관용, 사회적 지원, 부패, 자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Helliwell, 2019).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 중에는 건강상태, 교육수준과 소득, 가족 및 대인관계, 활발한 여가활동과 사회관
계 등이 있다(심수진, 2018).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경제활동이나 사회관계보다는 건
강과 소득수준, 가족 및 대인관계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 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16) 개인적 요인 중에서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건강상태일 것이다. 건강은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소득수준 또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중요한 부분
이다. 개인적 요인에서 건강과 소득수준은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연령대에 걸쳐 중
요한 부분이나,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개인적 요인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이나 교육 등의
요인들은 고령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고용의 질이나 자아실현, 지식습득의 목적보다 경
제적인 안정과 사회활동 측면에서의 교육과 노동이 더 중요할 수 있다.

16) 이러한 구분 방식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3개의 차원(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
적 조건)과 유사한 구조이며, WHO에서 제시하는 고령자 프레임워크의 세 개의 축(건강, 참여, 안전)과도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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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 좀 더 주관적인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관계적 요인
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고령자들이 은퇴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지,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이다. 이 연구에서
는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고령자들의 경우
나이가 듦에 따라 은퇴, 건강상태, 경제수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이와 함께 대인관계의 폭도 좁아져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령자들은 생애주기
로 볼 때 경제활동이나 양육의 1차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시기로 다른 연령대에서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최근 다양한 고령자 지표체계에서도 건강한 노후와 함께 강조하는 부분이 활동적인 노
후이며, WHO에서 제시하는 고령자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세 개의 요인 중 하나가 ‘참
여’이다.
환경적 요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는 ‘고령친화적인 공동체’이다. 고령자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사회가 얼마나 고령자에게 친화적인지 고령자들이 살기 편한 사
회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고령친화적인 환경과 사회분위기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령친화적인 공동체에서는 크게 물리적인 환경이 고령자
에게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얼마나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분위기인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령자들의 경우 활동제약 등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주거환경이나 이동환경을 필요로 한다. 주거나 주변이 얼마나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생
활할 수 있는 환경인지, 지역사회가 연령차별 없이 고령자들을 존중하는 사회인지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고령자를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부정적
인 측면이 더 강한 편이다(이삼식 외, 2018). 과거에는 노인 공경 등 연장자에 대한 배려
와 이해 등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노인차별, 노인혐오 등의 사회적 문제 등이 자주 거론
되며, 고령자를 의존적이고 사회에 짐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세대 간 갈등도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은 기존의 고령자 지표체계나
삶의 질 관련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와 함께
고령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포함하였다.

다.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프레임워크 구축과정에서는 기존 지표체계와의 연관성과 함께 고령자의 특수성을 반
영하고자 다른 연령대와 다른 고령자의 특징, 최근의 고령자 관련 이슈들을 프레임워크
에 반영하였다.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관계적, 환경적
세 개 요인이고, 개인적 요인에서는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 관계적 요인에서는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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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인관계, 환경적 요인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고령친화적 태도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6개의 각 영역들이 고령자들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각각의 영역들은
주관적 웰빙과 함께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
고자 한다([그림 5]).

[그림 5]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지표체계는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웰빙을 포함하는 7개 영역과 함께
배경지표 영역을 별도의 영역으로 포함하였다. 배경지표 영역은 고령자의 삶의 질과 직
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고령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고령자 사회
지표 작성 시 필요한 영역이다. 전체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들은 해당 영역
에서 지향하는 목표에 맞춰 일반적인 영역명칭이 아닌 가치를 부여한 영역명칭을 사용
하였다. 영역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표 19>).
‘배경지표’ 영역은 고령자의 인구분포 현황을 제시하는 영역으로 다른 영역들의 배
경이 되는 지표로 구성된다. 고령자의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와 함께 지역별 분포, 고령
화지수 등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의 사회지
표’와 비교해보면, ‘인구’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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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요인 중 건강과 관련된 ‘건강한 삶’ 영역의 목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한 고령자’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고령자의 개인적 측면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
태와 함께 건강행동이 포함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복
지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돌봄을 포함하고자 한다. ‘건강한 삶’ 영역은 다른 지표체계
에서도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건강’ 영역에 해당되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표체계보다 이 영역이 강조된다.
<표 19> 영역별 측정목표
영역

영역별 목표

하위 영역(측정내용)

배경지표

고령자의 인구분포 현황 제시

건강한 삶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고령자

건강상태(신체/정신), 건강행태,
의료복지서비스, 지역사회 돌봄

경제적 안정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유지

소득/자산, 노후보장(노후준비)
경제활동

사회참여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고령자

사회활동 , 여가활동

친밀한
대인관계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주고받는 고령자

가족관계, 사회관계

안전한
생활환경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이동의 자율성을 느끼며 생활하는 고령자

주거환경, 이동성,
생활안전(사고, 범죄)

고령친화적
태도

연령차별 없이 고령자가 존중받는 공동체

노인차별, 가치관, 세대교류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고령자

개인적 요인 중 경제수준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 영역의 목표는 ‘생활유지와 함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고령자’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현재 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 및 자산 관련 부분과 정부에서
고령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노후보장 부분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생활유
지를 위한 비자발적인 경제활동 부분을 포함하였다.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따라 고령자의 삶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발적인 경제활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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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안정이 목적이 아닌 사회참여와 자기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비자발적인 경제
활동은 경제적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가용한 통계자료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에서 자발성과 비
자발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관계적 요인 중에서 다양한 활동의 참여를 보여주는 ‘사회참여’ 영역의 목표는 ‘본인
이 원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고령자’
이다. 고령자의 사회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활동의 내용이
무엇이든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든 개인적인 여가활동이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나이에 따른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 영역은 ‘한국의 사회지표’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비교
해볼 때 교육, 노동, 여가, 시민참여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만, 초점은 활동의 종류가 아
닌 활동 여부와 이러한 활도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맞춰져 있다.
관계적 요인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측면을 보여주는 ‘친밀한 대인관계’의 목표는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주고받는 고령
자’이다. 고령자들은 나이가 듦에 따라 은퇴 등에 따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가
족 및 주변 지인들과의 사별, 자녀의 독립 등에 따른 가족구성원 축소 등 다양한 대인관
계에서 변화를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인관계에서 고립되는 경우도 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고령자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영역은 다른 주제 영역과 비교할 때 측정
내용이 협소하여 사회참여의 하위영역으로 포함될 수도 있지만, 고령자의 삶의 질 측면
에서 본다면 사회참여의 양보다는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대인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삶의 질에 미치는 관계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
려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적 요인에서 지향하는 것은 ‘고령친화적인 공동체’로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
적 환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물리적 환경을 보여주는 부분인 ‘안전한 생활환경’
영역의 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이동의 자율성을 느끼며 생활하는 고
령자’이다. 이 영역은 고령자에 초점을 맞춰서 주거환경이 얼마나 안전하고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친화적인지, 이동성 측면에서 주변환경이 얼마나 자유롭고 안전한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서 안전한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나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보면 안전, 생활환경, 범죄, 주거 영역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
고, 이들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안전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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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 중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 ‘고령친화적 태도’ 영역의 목표는 ‘연
령차별 없이 고령자가 존중받는 공동체’이다. 이 영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사회
가 고령자에게 얼마나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고령자가 연령에 대한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인지, 세대갈등 없이 세대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인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회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대한 부분으로
기존의 사회지표나 삶의 질 지표에서 별도의 주제영역으로 다루는 영역은 아니다. 사회
통계 프레임워크에서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은 크로스컷팅(cross-cutting) 이슈로 모든 영
역에 걸쳐서 포함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 지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
체계이고, 최근의 일자리와 자원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노인혐오, 노인차별 등 사회적
인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다루고 있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영역의 목표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고령
자’이다. 주관적 웰빙 영역은 다른 주제영역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개별 주제영
역이 아닌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다루고 있어 과거 별도의 주제 영역으로 구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관적 웰빙과 주관적인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측정방식 또한 체계화되어 다른 주제영역들과 구분되는 독립된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17) 이 영역은 고령자의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전문가가 규정하는 기준
이 아닌 고령자 자신이 판단하는 삶의 질의 주관적인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8개 영역과 기존의 타 지표체계들을 비교해보면 [그림 6]과 같다. 배
경지표, 건강한 삶, 경제적 안정, 주관적 웰빙 영역은 타 지표에서도 별도로 구분되는 영
역이다. 반면 사회참여, 친밀한 대인관계, 안전한 생활환경은 기존 영역인 가족, 교육, 노
동, 주거, 생활환경, 안전, 여가, 시민참여 중 참여, 관계, 안전 측면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고령친화적 태도는 기존에 다루
지 않았던 가치관이나 사회적 태도를 다루고 있어 다른 지표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라 할 수 있다.

17) OECD에서는 웰빙 측정 프레임워크에서 주관적 웰빙 영역을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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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와 타 지표체계 비교

2. 지표체계 구성
지표체계는 프레임워크에 따른 7개 영역과 배경지표 영역을 포함하는 8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의 측정목표에 따른 하위영역 구성과 함께 각 하위영역에서 다뤄야 할
지표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지표체계는 프레임워크의 세부내용을 확장시킨 것으로 실제
지표목록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가 프레임워크 구축이므로
통계자료의 검토과정을 통한 지표의 산출가능 여부에 따라 최종 지표체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표체계(안)을 구성한 이후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하여 가능한 지표를 구
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계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다
만 통계자료 확인 전에 이러한 지표체계를 작성하는 것의 장점은 첫째 해당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지표가 필요한지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필요한 지표임에도 현재 가용한 통계자료가 없어 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신규 지표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측정에서 필요한 통계자료가 무엇이고, 현재 부족한 통계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지표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위 영역에 포함될 필요지표들은 기존 사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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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확인된 가용한 지표와 함께 산출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측정이 필요한 지표도
포함하고 있다. 전체 8개 영역의 하위영역별 필요지표는 <표 20>에 제시되어 있다.
‘배경지표’ 영역에서 필요한 지표는 고령인구의 전반적인 배경 현황을 보여주는 인
구추이, 고령인구의 성/연령/지역별 분포, 노년부양비, 고령화지수, 1인가구 비율 지표
이다.
‘건강한 삶’ 영역은 건강상태, 건강행태, 의료복지서비스, 지역사회돌봄의 4개 하위영
역으로 구성된다. ‘건강상태’에서는 고령자의 신체건강을 보여주는 사망원인, 암종류별
사망률, 건강상태 불평등 정도, 만성질환율, 활동제약 지표와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치매
유병률, 자살률 지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
태인 주관적 건강평가 지표 또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건강행태’에서는 고령자들의 건
강 관련 행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흡연, 음주, 운동, 영양관리 관련 지표로 구성될 수 있
다. ‘의료복지서비스’는 노인진료비, 의료기관 방문횟수, 미충족 의료, 장기요양시시설
충족률 등 의료기관 이용관련 지표를 포함한다. ‘지역사회돌봄’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
루어지고 있는 돌봄을 보기 위한 것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율,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수혜율, 고독사,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또는 이용률 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 고독사나 호
스피스 유형은 최근의 주요 이슈인 웰다잉을 보여주는 지표이나 현재 가용한 통계자료
로 산출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적 안정’ 영역은 소득/자산, 노후보장, 경제활동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소득/자산’에서는 고령자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균등화 소득, 순연
금자산, 자산소유액, 노인빈곤율 등의 지표가 필요하다. ‘노후보장’은 사회에서 지원하는
소득보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노후준비 방법, 공적연금수급률, 기초연금수급자 현황, 기
초보장대상자 비율 등의 지표로 구성될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실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생활유지를 위한 비자발적인 경제활동참여이나 가용한 통계자료에서는 이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지표는 고용률, 취업의사 및 취업이
유, 일자리 선택기준, 임금수준, 노인일자리 참여실태, 퇴직연령 등이다.
‘사회참여’ 영역은 사회활동, 여가활동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사회활동’에서
는 고령자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포함하기 위해 사회단체 참여율, 정치활동 참여
율, 투표율, 손자녀(가족) 돌봄 등의 지표가 필요하다. 최근 고령자들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노-노 부양, 배우자 돌봄, 손자녀(가족) 돌봄 등 고령자들이 돌봄대상이 아닌 돌봄
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많다. 가족 돌봄은 사회참여보다는 가족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활
동이지만 여가활동과는 다른 무급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참여에 포함하였다. ‘여가활
동’에서는 여가활동의 종류별 참여, 자원봉사, 평생교육 참여와 함께 여가시간, 여가생
활 만족도 등의 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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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고령자 사회지표의 영역별 필요지표(안)
영역

하위영역

필요지표(안)

배경지표

-

인구추이,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성,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1인가구 비율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평가, 사망원인, 암 종류별 사망률, 건강상태 불평등
정도, 만성질환율, 치매유병률, 자살률, ADL 및 IADL 제한 비율

건강행태

흡연율, 음주율, 운동실천율, 균형잡힌 영양관리

건강한 삶

의료복지서비스

노인진료비,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수혜율, 의료기관 방문횟수,
미충족 의료

지역사회돌봄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율,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수혜율, 고독사,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또는 이용률

․

소득 자산
경제적 안정

사회참여

친밀한
대인관계

노후보장

균등화소득, 순연금자산, 자산소유액 및 구성, 노인빈곤율
공적연금수급률, 노후준비 방법, 기초연금수급자 현황,
기초보장대상자 비율

경제활동

고용률, 취업의사 및 취업이유, 일자리 선택 기준, 임금수준,
노인일자리 참여실태, 퇴직연령

사회활동

사회단체 참여율, 정치활동 참여율, 투표율, 손자녀(가족)돌봄

여가활동

여가활동 종류별 참여, 시간, 만족도, 자원봉사, 평생교육 참여율

가족관계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접촉빈도

사회관계

사회관계망, 대인관계 만족도, 연락하는 사람수, 일반인에 대한
신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거주형태, 가정 내 안전사고

주거환경
안전한
생활환경

고령친화적
태도

이동성

보행 안전성,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저상버스 도입 달성률

생활안전

야간보행 안전도, 노인 범죄피해율, 학대피해 경험, 고령자
안전사고, 낙상사고률, 교통사고발생(피해율, 가해율)

노인차별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 노인혐오(연령주의)

노후 가치관
세대교류

주관적 웰빙

경험률,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수, 주택에 대한 만족도(편리성,
안전성)

-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노후부양에 대한 견해, 웰다잉 관련
가치관(장례방법, 연명치료 등)
세대 간 교류 정도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경험, 노인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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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대인관계’ 영역은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가족
관계’에서는 고령자의 가족구성을 볼 수 있는 혼인상태와 가족 간 관계를 보여주는 가
족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접촉빈도 지표 등의 지표가 필요하다. ‘사회관계’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관계망, 연락하는 사람수와 이에 대한 주관적
측면을 보여주는 대인관계 만족도, 일반인에 대한 신뢰 등의 지표가 고려될 수 있다.
‘안전한 생활환경’ 영역은 주거환경, 이동성, 생활안전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주거환경’에서는 고령자들이 생활하는 주거시설이 얼마나 고령자에게 안전한지를 보여
주는 지표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거주형태,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률, 고령자
용 임대주택 공급수와 함께 주택에 대한 만족도 지표 등의 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동성’에서는 고령자들의 이동이 얼마나 자유롭고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행안전
성, 저상버스 도입 달성률, 대중교통 만족도 지표가 검토될 수 있다. ‘생활안전’에서는
야간보행 안전도, 범죄피해율, 노인범죄율, 학대피해 경험, 고령자 안전사고, 낙상사고율,
교통사고 발생피해율(가해율) 등의 지표가 필요하다.
‘고령친화적 태도’ 영역은 노인차별, 노후 가치관, 세대교류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
성된다. ‘노인차별’에서는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 노인혐오 관련 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노후 가치관’에서는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노후부양에 대한 견해, 웰다잉 관
련 가치관(장례방법, 연명치료 등)을 보여주는 지표가 검토될 수 있다. ‘세대교류’는 고
령친화적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하위영역으로 포함하였고, 세대 간 교류 정도
를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 영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자료나 기존 지표
체계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나, 최근에는 외국의 지표에서 노인차별이나 세대교
류 관련 지표를 다루고 있고, 연령차별을 보여주는 연령주의 지표도 개발되는 추세여서
별도의 영역으로 포함하였다. ‘고령친화적 태도’ 영역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가 아닌 전체 인구집단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인 가치관(노인혐오, 노
후부양에 대한 견해, 세대 간 교류 등) 관련 지표도 포함한다.

3. 지표구축 방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고령자 관련 승인
통계들의 세부항목들을 모두 검토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
를 지표화하는 과정은 후속연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령자 관련 통
계는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가 주로 활용되나, 이러한 조사가 한정되어 있어 전
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일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연령이 고령자 전체를 포괄하는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여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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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의 대표성이 있는지를 통해서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통계자료를 지표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몇 가지 기준으로는 가용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공식통계인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지(타당성), 시계열 비
교가 가능한지, 자료의 생산주기가 적절한지이다. 예를 들어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하루
의 일상생활 배분을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조사이나 5년 주기로 조사되어 시의성이 낮
다. 조사내용과 함께 이러한 조사 작성주기나 시계열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가
능한 범위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한지, 고령자 연령대의 세분화(74세 전후)가 가능한지를
통해서 통계자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지표 작성과정에서 고려해야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최종 고령자 사회지표가 어떠한
형태로 작성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처럼 보도자료 형
식으로 매년 작성할 것인지, 지표 보고서 형태의 보고서로 발간될 것인지, 그렇다면 보
고서 작성주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지표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과
같이 매년 보도자료 형식으로 작성된다고 할 경우 지표수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고령
자 관련 대표적인 조사들의 주기가 격년이나 3년 주기이므로 매년 작성할 수 있는 지표
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영역은 유지하되 자료의 산출시점을 고려하여
매년 구성되는 지표가 변경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표보고서 형태로 작성될
경우에는 지표 수에서의 제약은 감소하나 작성주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조사자료
의 주기를 고려하여 격년이나 3년 주기로 지표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지표보고서는 3년이나 격년 주기로 발간 또는 업데이트
하고,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핵심지표나 요약지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매년 작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결과작성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작성담당 실사과
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지표를 구축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
가 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워크의 구축은 고령자의 삶의
질 전반을 보여주는 이론적인 틀에 해당하므로, 결과보고서의 작성방법과는 관련 없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지
만, 지표체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관련 부처 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추
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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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연구이다.
고령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
률 등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고령자의 삶 전반을 보여주는 고령자 사회지표
작성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자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
만, 대부분 개별 연구들로 고령자의 삶의 질 현황을 보여주는 고령자 사회지표가 주기적
으로 작성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
로 보여주는 지표체계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 최근 고령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고령자들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부양의 책임이나 경
제활동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시기에 놓여 있으며, 다른 연령대보다 건강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경제활동은 사회활동의 한 부분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
으나, 기본 생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경제활동 여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의 고령자 관련 주요 정책은 고령자를 복지의 수혜
자인 돌봄의 대상이 아닌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개인으로 바라보는 관
점의 변화가 있으며, 이들이 은퇴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
역사회의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 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적 요인에서는 고령자 개인이 자
립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관계적 요인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변함없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지원을 주고 받으며 생활하는 고령자의 삶을 보
고자 하였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및 생활환경
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고령친화적
공동체’인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는 개인적 측면에서 ‘건강한 삶’과 ‘경제적
안정’, 관계적 측면에서 ‘사회참여’, ‘친밀한 대인관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안전한 생활
환경’, ‘고령친화적 태도’ 그리고 고령자 삶의 질의 주관적인 부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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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관적 웰빙’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령자 전반적인 인구분포
현황을 보여주는 ‘배경지표’ 영역을 포함하여 모두 8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작성된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가 기존 사례들과 다른 차별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많이 인용되고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해외에서 작성된 국제비
교 사례보다는 좀 더 한국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포괄적인 지표체계로 구성되었다. 둘째,
영역구성에 있어서 최근의 고령자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주제로 거론되는 지역사회돌봄
(ageing in place)이나 고령친화적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였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관계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최근 고령자와 관련하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혐오와 차별, 세대갈등, 웰다잉 등의 내용을 지표로 포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영역에 대해 가치를 반영한 명칭을 활용함으로써 고령자 사회지
표가 가지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는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고령자 통계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지표체계를 작성하는 과정은 후속연구
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실제 개별지표가 작성되
지는 않았지만,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을 개별 과제로 진행하는 것의 장점은
현재 통계자료의 상황과는 별개로 이론적인 틀에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하나의 연구 안에서 진행되게 되면 프레임워크보다 실제 통계자
료로 작성된 최종 지표체계에 더 관심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여 후속연구에서 통계자료
검토과정을 거쳐 지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표로 작성될
수 없는 지표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정확히 보여주고, 고령자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신규지표 개발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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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선행연구 지표체계 세부지표 목록
<부표 1> 노년기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요(이가옥 외, 2002)
영역

건강

부문

객관적

하위영역

지표

질병유무

만성질환이 없는 비율, 정신장애가 없는 비율

기능정도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이 없는 비율,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 없는 비율

적절한 치료 수발 유무

적절한 치료 유무, 적절한 수발 유무
질병기간의 역수,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시

주관적

객관적
물질적 복리

간의 역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
기간의 역수

주관적 평가 및 만족도

현재 건강에 대한 평가, 동년배와의 비교

소득소비 수준

가계소득, 개인 및 배우자의 소득, 용돈지출

분배 결핍 수준

결핍탈피 수준, 노인가구내 분배의 형평성,
노인과 전체 가구간 소득비

경제적 안정성

주관적

객관적
경제활동
주관적

가족관계

건강하지 못한 시간

자산소득원 비중, 연금수혜비율, 자립형 노인
비율, 자립형 소득원 비중, 자립형 생계수준

주관적 평가 및 만족도

동년배와의 비교, 생계지출부담으로부터
탈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탈피, 과거
비교 만족도, 경제상태 전반 만족도

취업률

조취업률, 취업희망자 중의 취업률

취업의 연속성

취업종류의 연속성, 근로기간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환경의 쾌적성

주관적 평가 및 만족도

일의 내재적 가치, 비금전적 근로동기, 지속적
근로희망, 일을 희망할 때 할 수 있는 비율,
일에 대한 만족도

가족관계자의 존재

배우자 존재율, 자녀 생존율, 자녀와의
동거비율

외형적 긴밀성

별거자녀와의 상호 접촉빈도, 별거자녀와의
상호 연락빈도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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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부문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

가정에서의 역할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 가족 의사결정 참여
정도

가족간의 태도 및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의 동의,

가치의 일치

가족 규범의 일치

주관적 평가 및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가족으로부터의 대우에 대한 평가

독립성

노인독방 유무, 주택소유여부,
주택 공유가구수

편리성

문화시설 유무, 주택의 편의성(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의 종류), 근린시설 및 공공시설
접근의 편의성

쾌적성

내부공간의 쾌적성(채광, 환풍 정도),
집주변의 공기, 소음 정도

안정성

내부공간의 사고위험이 없는 비율,
주거지역의 도난 범죄가 없는 비율

사회성

가구원들과의 사회적 관계,
이웃주민들과의 사교와 신뢰

주관적 평가 및 만족도

주택에 대한 만족도,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에
대한 평가, 이웃들에 대한 만족도

지적능력

문자해독률(문맹률의 역수), 고졸이상 비율,
컴퓨터 사용능력

지적발달 활동 참여

성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 독서인구비율

주관적

주관적 평가 및 만족도

지적 학습욕구 충족에 대한 평가

객관적

여가활동 참여유무

취미생활 유무, 사회활동 유무

주관적

주관적 평가 및 만족도

취미생활에 대한 만족도,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객관적
주거

주관적

여가활동

지표

가족으로부터의 수혜

주관적

교육

하위영역

객관적

자료: 이가옥, 이현송, 김정석, 2000, 노년기의 삶의 질: 지표개발과 평가, 성공회대학교, 유한킴벌리.

고령자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51

<부표 2>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최수정 외, 2002)
영역

지표
형제, 친척관계, 이웃사람과의 관계, 활력, 일의 수행능력, 위기대처

생활안정

능력, 가족결속력, 종교활동(생활), 가족지지, 여가생활, 생의 목표도
달, 주변 환경의 사회위험 안정성, 주거형태

자원활용의 편의성

사회의 경로사상 의식, 사회 공적부조(경로연금,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의 편리함, 교육여건, 의료기관 이용 및 접근 용이성,
경제상태, 자아실현(자아성취), 성생활

건강 및 가족 내 영향력

일상생활 움직임(기동력), 건강, 자신에 대한 만족(자긍심), 가족 내
의사결정권, 가족 내 역할 및 위치
국가의 노인정책, 사회활동, 경제활동, 자녀와의 관계,
결혼생활(배우자 관계)

지지기반의 확립

자료: 최수정, 2002,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 성인간호학회지, 14(3), 401-410.

<부표 3>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요(정경희 외, 2002)
영역
인구

세부영역
인구

정부
재정
비정부

배경

부양태도
가치관

이미지
연령차별

지적자원

교육수준
정보화지수
신체적 건강

건강
기본
생활

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
건강행위
소득 소비

경제생활

주관적 경제상태
경제활동

지표
노인인구비, 노인가구비율, 노인부양비, 기대여명,
주요사망원인
GDP 대비 사회복지세출,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세출,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정부세출대비 노인복지지출, 사회복지세출 대비
노인복지지출
공동모금액 대비 노인복지 배분액, 종교단체의
복지사업비 대비 노인복지 배분액
경제적 부양에 대한 태도, 신체적 부양에 대한
태도, 정서적 부양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가족 내 연령차별, 고용 상 연령차별, 사회 내
연령차별
교육수준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ADL 제한비율, IADL 제한비율, 65세 이후
장애출현율, 만성질환률, 영양상태, 결식비율
치매유병률, 우울감, 자살률
주관적 건강
운동실천율, 음주율, 흡연율, 건강검진율
자산소유액, 월평균 가계소득, 평균 부채액, 소득원,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용돈액수
주관적 경제상태
경제활동참가율, 직업별 구성비, 종사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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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영역

․

보건 의료

․

․

보건 의료 서비스

소득지원

소득 고용

사회적
안전망

고용서비스

재가보호서비스
사회보호
시설보호서비스
주택 내 안전
환경

지역사회 내 안전

가족
비공식적
지지망

․

친구 이웃
부양

사회적
연계

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단체활동
만족도
가족지원서비스

연계지원

사회활동지원서비
스
사적권익

권익보호
공적권익

사회적
배려

평생교육
자아실현
문화여가

지표
노인전문병원 수, 노인전문의료인력 수,
진료수진율, 의료서비스 미충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경로연금 수급자
비율, 노후소득지원 만족도
고용서비스 시설 수, 고용기관 종사자 수,
취업알선율, 고용서비스 만족도
재가복지시설 수, 재가복지시설종사자 수,
재가복지시설 이용경험률, 재가복지시설 서비스
만족도
장기입소시설 수, 장기입소시설종사자 수,
장기입소시설별 노인보호비율, 장기입소서비스
만족도
주택 내 안전장치 설치율,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률
편의시설 설치율, 이동지원서비스, 긴급구조서비스,
긴급구조서비스 만족도, 범죄피해율, 범죄로부터의
안전감, 교통사고율
유배우율, 생존자녀 수, 생존형제자매 수,
기타 친척 수, 가족에 대한 만족도
친구 이웃 수
경제적 부양의 교환유형, 신체적 부양의 교환유형,

․

정서적 부양의 교환유형
자원봉사참여율, 자원봉사 시간
종교활동 참여율, 종교활동 빈도
단체활동 참여율, 단체활동 시간
사회활동만족도
가족지원서비스기관 수, 가족지원서비스 종사자 수,
부양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만족도
자원봉사지원기관 수, 자원봉사지원기관 종사자 수
자아존중감, 사적공간확보 비율, 가족 내 노인의
역할, 가족 내 영향력(노인가구주 비율),
가족 내 학대경험률
시설 내 학대경험률, 학대서비스기관 수,
학대서비스 기관 종사자 수, 노인권익단체 수
평생교육참여율, 평생교육시설 수,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수, 평생교육서비스만족도
여가활용방법, 여가활동시간, 공연문화향유율,
여가복지시설 수, 여가복지 시설 종사자 수,
여가복지 서비스 만족도

자료: 정경희, 김미혜, 정순둘, 200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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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고령친화도시 평가지표(김선자․김경혜, 2009)
영역

지표
(나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일이 있다
사람들은 노인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

존경과 배려

서울시나 우리구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할 때 노인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
주변의 상가나 서비스업체에서 노인을 위한 특별서비스(특별메뉴나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발간된 안내물들은 활자가 크고 알아보기 쉽다
현재 나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친지이외에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생활비 중 주택과 관련한 비용의 부담이 크다

기초생활

현재 (내가)살고 있는 집은 수도, 화장실, 난방 등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설비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체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싶다(화장실 안전 바 및 미끄럼방지 설치, 문턱 없애기, 부엌개수대 높이
조절 등)
서울시는 노인들이 살기에 안전한 도시이다
사기나 전화사기, 절도, 강도 등을 당할까 불안하다

안전

외출 할 때는 교통사고를 당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
외출 할 때는 안전사고(낙상, 화상, 감전, 화재 등)를 당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는 범죄의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
(자주 이용하는 길의)보도의 노면은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어서 걸어 다니기에
편리하다
횡단보도의 신호대기 시간은 노인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에 적절하다

도시환경

도로표지판과 안내표지판은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쉽다
버스승강장은 안전하게 기다리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집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
거리나 공원, 산책로 등에는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벤치나 화장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편리하고 안전하다

교통 서비스
및 시설

버스운전기사는 버스 출발과 정지, 승하차 시 노인 승객의 안전을 배려한다
버스나 지하철에는 충분한 수의 노약자석이 설치되어 있다
버스노선이나 시간표 등의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무료셔틀버스의 노선이나 배차간격은 이용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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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기회가 많다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 오락, 체육행사 등이 자주 개최되고 있다

사회참여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예: 손자, 자녀나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행사)이 자주 있다
가까운 곳에서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행사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일하고 싶지만 적당한 일지라기 없다
취업, 창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취업과 교육

노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의 기회가 많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내가 만약 가사나 간병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복지기관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필요한 경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가 만약 지매나 중풍에 걸리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누구에게 혹은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알고 있다
병원진료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예: 건강검진, 예방접종)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건강의료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치과, 안과진료 포함)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교육, 영양교실, 운동처방과 같이 노인건강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많은
편이다
우리시장님은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령친화적
정책기반

서울시에는 노인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직원들(공무원들)은 노인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한다

자료: 김선자, 김경혜, 2009,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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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한국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요(정경희 외, 2012)
대영역

중영역
인구동향

재정

0.
인구사회
학적 배경

노인의
사회심리
적 안정

개인지원

2. 노인의
개인지원
및
가족 사
회 관계

가족관계

지표

인구고령화

노인인구비, 노인가구비, 노인부양비, 노령화지수

수명 및 사망

평균수명, 건강수명, 연령별 사망률 및 사망원인

정부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대
비 노인복지지출 규모, 노인복지지출의 구성,
노인의료비

민간

공동모금액 대비 노인복지배분액 규모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시설충족률

이용시설

노인 만명당 노인복지관 수, 노인 만명당 경로당 수,
노인 만명당 노인교실 수

기타노인복지서비스
기관

독거노인의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율, 노인 만명당
노인보호전문기관 수, 노인 만명당 치매상담센터 수,
노인 만명당 시니어클럽 수

노인의 태도

노년기 희망 거주형태, 노인복지정책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노년기관련 사회의
가치관

부모 노후부양에 대한 견해, 노인에 대한 차별인식,
노인연령기준

사회심리적 안정의

노인의 행복감, 노인의 자아존중감, 노인의 계층의식,

수준

노인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심리적 안정의
침해

노인자살률, 노인의 학대 경험률, 노인의 범죄피해율,
노인의 범죄율

개인역량

노인의 교육수준, 노인의 컴퓨터 활용능력

관심사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노인의 경험하는
어려움

가족구성

노인의 결혼상태, 노인의 생존 자녀수,
노인의 형제 자매 수, 노인의 가구형태

가족관계의 긴밀성

노인의 배우자와의 활동 공유정도, 노인의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 노인의 별거자녀와의
접촉빈도, 노인의 자녀와의 지원의 교환

시설기반

인식

1. 노인의
사회심리
적 안정

하위영역

․

가족관계 만족도

․

노인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노인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사회관계

노인의 친한 친구와 이웃 수, 노인의 친구 이웃과의
접촉빈도, 노인의 외출 빈도

지역사회 만족도

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에 대한 만족도, 노인의

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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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하위영역

지표
주거환경 만족도, 노인의 이웃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

노인의 주택소유율, 노인의 주택유형,
임대주택분양가구 중 노인가구의 비율
노인가구의 최저구거기준 미달 가구율, 노인의

거주 환경

주거의 질

노인(가구)의 주거 만족도

3. 노인의
물리적
안전

거주 안정성

노인가구의 비자발적 주거 아동률, 노인가구의
슈바베계수

교통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

노인의 교통사고 부상률,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
노인의 자가운전율, 노인의(대중)교통 이용 불편
경험률

교통환경 정책

실버존 설치 수, 노인의 안전교육 이수자 수, 저상버스
도입 달성률, 도시철도 E/S 및 E/V 설치 달성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소득수준

노인의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 가구소득 중
노인개인소득의 비중, 노인의 개인소득 구성

노인 빈곤

노인의 절대빈곤율, 노인의 상대빈곤율, 노인의 비소득
빈곤율

소득형평성

노년기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자산

노인의 자산소유액 및 구성

부채

부채

노인의 소득 자산 유형, 노인의 자산 대비 부채 규모,
노인의 주 부채사유

지출

지출실태

노인가구의 가구지출액,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경제상태만족도

노인의 경제상태 만족도

교통환경

소득

자산 및
4. 노인의
경제상태

가정안전장치 설치율,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률, 노인의 가정 내 불편한 환경 존재율,

주관적
경제상태

․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및 평균수급액,
소득
안전망

5. 노인의
건강

건강수준

공적 소득 안전망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호비율,
절대빈곤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호비율

민간 소득 안전망

노인의 개인연금 수급률, 노인의 퇴직연금 수급률,
노인 중 주택연금 수급자 수

기능제한상태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의 IADL 제한율

신체적 건강상태

노인의 만성복합질환 유병률, 노인의 낙상경험률,
노인의 영구치우식 유병률, 노인의 시력보조기(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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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하위영역

지표
사용률, 노인의 청력 보조기(보청기) 사용률, 노인의
등록 장애인 비율, 노인의 월간 와병 경험률

정신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행태

건강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정책

노인의 주관적 저작불편호소율
노인의 흡연율, 노인의 과음주율, 노인의 운동실천율,
노인의 영양관리 필요율
노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노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노인의 치매 조기검진율, 노인의 암검진 수진율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노인질환 서비스

경제활동 현황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노인의 경제활동이유, 노인의
종사 직종, 노인의 종사상 지위, 노인의 시간당 평균
근로임금, 공공 노인 일자리 수

주관적
경제활동만족도

사회참여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별 비율,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노인의 치매 진료율,
만성질환관리제 등록노인 수, 노인의 2주간 외래
이용률, 노인의 연간 입원율,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월평균 진료비,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노인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노인의 미치료율(병의원)

경제활동

6. 노인의
사회참여

노인의 치매유병률, 노인의 우울증 비율

노인의 경제활동만족도

자원봉사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 노인의 자원봉사욕구충족률,
노인의 자원봉사단체 수

투표 및 기부현황

노인의 투표참여율, 노인의 사회기부율

주관적 사회참여
만족도

노인의 사회참여만족도

평생교육

노인의 평생교육참여율, 노인의 평생교육욕구충족률

여가문화활동

노인의 단체활동참여율, 노인의 공연문화향유율,
노인의 여행경험률, 노인의 평균여가시간,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율

주관적
여가문화활동
만족도

노인의 여가문화활동만족도

여가문화

자료: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2012, 한국의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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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중년층 노인의 삶의 질 지표 개요(정경희 외, 2013)
영역

․

1. 가족 사회관계

2. 경제상태

지표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생존 형제자매수,
친구 이웃과의 접촉빈도

․

가구균등화소득, 가구균등화자산, 자산의 유동성(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
연금 가입 실태(공적연금,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3. 건강상태

만성질환수, 우울증 여부, 활동제한 정도,
건강행위 실천 정도(운동과 건강검진 수검여부)

4. 사회참여

적절한 경제활동참여, 단체활동참여수, 공연문화향유여부, 여행경험여부

자료: 정경희, 염주희, 황남희, 김정석, 이금룡, 오신휘, 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부표 7> 서울시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지표체계 개요(김경혜․윤민석, 2013)
차원

지표

지표설명

1) 소독

소득수준

가구균등화 가구소득

2) 노동

노동접근성
노동만족도

참여욕구가 있으나 미취업
현재 일자리 불만족

3) 건강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기능장애

만성질환수
우울증상점수
ADL, IADL 장애

부부관계
자녀관계

배우자 유무 및 부부관계 만족도
생존자녀유무와 자녀관계 만족도

친지관계

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 존재

여가문화활동
사회활동
평생교육

여가문화활동 참여여부
모든 유형의 사회활동 참여
평생교육 참여여부

주거적정성
주거편리성

주거위치의 적절성
주택구조의 편리성

주거안정성

비자발적 이동가능성

4) 대인관계

5) 사회참여

6) 주거

자료: 김경혜. 윤민석, 2013, 서울시 노인 빈곤실태의 다차원적 진단과 대응방안,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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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요(정경희 외, 2017)
영역

지표

소득

상대빈곤율, 경제적 박탈 경험률, 공적연금 수급율, 경제상태 만족률

건강

운동실천율,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건강기간 비율, 주관적 건강인지율

교육 및 여가
가족 및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및 환경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여가활동 참여율

․

유배우율, 가족관계 만족률, 친한 친구 이웃이 있는 비율,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노인자살률, 주거환경 만족률,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자료: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오미애, 이선희, 김정석, 2017,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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