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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독거노인과 조손가족은 농어 의 취약계층 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

이다. 최근에 농어  독거노인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많

은 독거노인들이 경제 으로 가난하고 건강상태도 나쁠 뿐만 아니라 사회

안 망의 사각지 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농어  조손가족의 문제는 가난

의 물림뿐만 아니라 농어 , 노인, 여성, 아동 문제가 복합 으로 연계되

어 있다. 그러나 농어  조손가족은 소득, 건강, 교육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 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으로 제 로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정부의 지원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농어 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독거노인과 조손

가족을 심으로 심층 으로 조사하여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

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고

가 되고, 이 분야의 연구에 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먼 , 국의 농어  독

거노인  조손가족 련 기   지방자치단체의 계자, 설문조사를 

행해  리서치 앤 리서치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

지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 련 기  여러분의 극 인 

조와 고견에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설문조사와 심

층면 조사에 극 으로 조해 주신 농어  독거노인  조손가족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0.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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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농어 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독거노인

과 조손가족을 심으로 심층 으로 조사하여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

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 조사, 설문조사, 심층면 조사, 

외국사례 분석, 문가  련자 의견 수렴 등이었다.

  농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살펴보면, 농어  독거노인

의 2/3 정도가 10년 이상 혼자 살고 있으며, 독거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데 

가장 어려운 은 건강이 나쁘다는 것과 경제  어려움이었다.

  독거노인은 자녀들과는 월 1～2회 연락하고, 1/4 정도는 농어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독거노인만이 농어업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

고 있었다.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42.2만원에 불과하고, 월평균 생활비는 32.8

만원이며, 부담이 큰 지출품목은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이었다.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노인이 반 정도이고, 주택

은 낡고 노인들의 신체구조에 부 합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독거노인들은 친목단체와 종교단체에는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문화활

동, 사단체 등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며, 사회  지지가 생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별 사회  지지 에서는 

가족·친지의 지지가, 사회  지지 유형별로는 정서  지지가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욕구에 하여 살펴보면, 소득  경제활동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기 노령연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서비스 필요성의 인지는 기 노령연 , 국민연 , 국민기 생활보장 생계

비 지원 순으로 높았다.

  보건의료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반 으로 이용 경험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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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나 필요성의 인지는 약값·의료비 지원, 보건소의 방

문의료서비스, 보철·틀니  보청기 지원 순으로 높았다.

  주거환경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독거노인의 1/3 정도가 경로당

과 같은 공동주거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난방비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독거노인들은 노인돌 서비스 같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낮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서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에 한 정책은 노인복지법과 출산·고령사회기본

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들에 근거한 농어  독거노인 련 

정책  사업으로는 노인돌 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생활 리사 견사

업), 노인돌 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

노령연 , 독거노인 응 안  돌보미 서비스(구, 독거노인 u-Care시스템), 

노인일자리사업,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등이 있다.

  외국의 농어  독거노인 련 정책의 시사 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지역

사회 조직과 연계한 독거노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노인복지 증진

에 있어서 사회  지지(지원)망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  독거노인 정책 개선을 한 기본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하

다. 첫째, 사회안 망의 사각지 를 해소하고 추진체계를 농어  실정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의 사회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책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  지지망을 강화하여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기 노령연 제

도를 농어  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으로 ① 경로당, 마을회  등을 활용한 그룹홈사업의 국사업화  개선, 

② 식사지원  양개선 로그램의 강화, ③ 독거노인 응 안  돌보미 

서비스의 확 , ④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 ⑤ 보행보조기구 지원, ⑥ 노인

돌 서비스의 개선, ⑦ 취약계층 인력지원사업의 개선 등을 제시하 다.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살펴보면, 손자녀의 평균 연

령은 12.7세이고 친손자녀가 다수이며, 손자녀 양육기간은 평균 8.6년이

고, 손자녀 양육의 주요 원인은 가족해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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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사람과의 빈도를 살펴보면, 자녀들과는 월 1～2회 는 연 1～

2회, 친척과는 연 1～2회, 친구나 이웃과는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가 많

았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1/3 정도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농어업 이외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14.7%에 불과했다.

  조손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69.7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58.4만원으로 

나타났다.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37.7%이고, 주택이 노후

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친목단체  종교단체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문화활동, 사단체 등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손자녀와 친부모의 계에 있어서는, 손자녀의 친부모는 이혼 후 독신인 

경우가 많았고, 반 이상의 아이들이 어머니와는 연락을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주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

고, 친부모의 향후 자녀양육 의향도 낮았다.

  손자녀 양육의 장 은 내 집에서 손자녀를 돌볼 수가 있어서 마음이 편

해진 , 집안에 생기가 돌게 된  등이고, 손자녀 양육의 고충으로는 양

육비 부담, 힘에 부침 등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체 으로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사

회  지지는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

다. 이것은 재 조손가족 련 사회  지지가 으로 부족하기 때문으

로 단된다.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 빈도, 손자녀 생활, 평소 본인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욕구에 하여 살펴보면, 소득  경제활동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기 노령연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서비스 필요성의 인지는 기 노령연 , 국민기 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국

민연 , 기타 생활비 지원 순으로 높았다.

  보건의료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반 으로 이용 경험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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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나 필요성의 인지는 약값·의료비 지원, 보철·틀니 

 보청기 지원,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 보행보조기구 등의 순으로 높

았다.

  주거환경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조손가족 노인의 1/4 정도가 경

로당과 같은 공동주거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난방비  교통비 지원의 필요

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보육  교육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는 조손가족은 소수이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서는 부분이 공감하

고 있었다. 그리고 조손가족 노인들은 노인돌 서비스 같은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낮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서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재 우리나라에는 조손가족을 직 인 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체

계는 없다. 농어  조손가족 부분 으로 련되는 지원으로는 국민기 생

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의료보험료 경감제도, 기 노령연 , 건

강가정지원제도, 드림스타트, 리양육 가정 탁제도, 지자체의 조손가족 

지원조례 등이 있다.  

  외국의 농어  조손가족 련 정책의 시사 으로는 련법을 제정하여 

조손가족의 의료·학습·생활비를 체계 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이다. 미국

의 친족 탁양육은 우리나라의 가정 탁사업의 조부모 리양육 지원사업

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  조손가족 정책 개선을 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조손가

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확실한 정책 상으로 설정하여 제도  

지원방안을 체계화해야 한다. ② 농어  조손가족은 통합  지원이 필요하

다. ③ 조손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감안하는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하고, 

가족의 역량강화에 을 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① 정기 인 실태조사 실시, ② 가칭 <조손가족지원법>의 제

정, ③ 통합  사례 리  지원, ④ 가사도우미 지원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⑤ 청소년 멘토링제도 운 , ⑥ 조부모 상 교육 강화, ⑦ 사회  

지지(지원)망 구축 등을 제시하 다.



vii

ABSTRACT

Current Situation of the Rural Vulnerable Class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Centered on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rural vulnerable class(the elderly living alone and grand-
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3) to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the 
welfare level of rural vulnerable class.

The research methods were the field survey, in-depth interview, col-
lection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and so on. The field survey was con-
ducted among 328 elderly living alone and 313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mong 20 elderly living 
alone and 10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
ernmental organiz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
age, means and cross-classification tables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
marize the dat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in-
fluence of social supports on the life satisfaction.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welfare of elderly living alone 
are as follows: 1) nationwide expansion of group home tasks utilizing eld-
erly hall, village hall, and so on, 2) reinforcement of meal services and nu-
trition improvement programs, 3) expansion of emergency safety care serv-
ices, 4) improvement of the elderly employment tasks, 5) support of walk-
ing assistance appliance, 6) improvement of the elderly care services, and 
7) improvement of the manpower assistance task for rural vulnerable class.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welfare of grandparents-grand-
children families are as follows: 1) enforcement of periodical fact-finding 
survey, 2) enactment of the law for supporting grandparents-grandchildren 



viii

families, 3) integrated case-management, 4) support of housework helpers 
and family counseling services, 5) adolescence mentoring program, 6) en-
forcement of grandparents education, and 7) construction of social support 
networks. 

Researchers: Dae-Shik Park, Sang-Jin Ma, Kyung-Eun Choi
Research Period: 2010. 1 ～ 2010. 10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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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로벌 융 기의 여 로 우리나라 경제도 침체기에 있다. 경제 기 시

에는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되어 산층은 서민층으로, 서민층은 빈곤층으

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도 크게 증가한다.

  사회경제  변화에 응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 기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 를 들면, 표 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은 생산성이 낮은 계층으로 인식되어 구조조정의 우선 표 이 되고 있

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제 로 받지 

못하고 있다. 농어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에

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심층 으로 조사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

는 것은 시 한 정책과제이다.

  취약계층은 그 범 가 매우 넓어서 특정한 집단으로 한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취약1계층이란 용어는 엄 한 의미에서 학문  용어로 개

1 ‘취약성(vulnerability)’이란 신체 ·정신 ·사회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치는 

험 요인( 를 들면, 노령, 빈곤, 신체결함 등)이 역동 으로 상호작용하여 개

인이나 가족, 사회  수 에서 나타나는 부정  특성을 의미한다. Alwang et 

al.(2001)은 취약성을 험노출과 험 처능력, 이로 인한 결과로 나 어 설명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험에 비한 사  

방 는 사후 으로 처할 수 있는 정보나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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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혹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취약계층’에 한 조작  정의는 험을 무

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학문분야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경제학에서는 물

리  자원이 은 빈곤층에 주로 심을 둔다.2 사회학에서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 등에 주목한다. 보건학에서는 건강에 해한 요인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 험요인에 노출된 후 이에 한 처능력

이 약하여 신체 ·정신  건강수 이 쉽게 악화되는 집단, 이를 리할 자

원이 부족하여 건강한 수 으로 빨리 회복되지 못하거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집단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본다. 사회복지학에서 표 인 ‘취약

계층’으로 인식하는 사회집단으로는 노인, 아동, 소득층, 장애인 등이 있

다. 일반 으로 취약계층이란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  측면에서 배제된 

약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독거노인과 조손가족은 농어 의 취약계층 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

이라 할 수 있다. 독거노인은 경제  빈곤, 가족지원의 부족, 의료시설 이

용 근성의 제한 등으로 노인부부가족이나 자녀동거가족에 비해서 취약

하다. 조손가족은 아동문제와 노인문제, 가족해체 등의 문제가 복합 으로 

얽  있다.

  독거노인과 조손가족은 국 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의 독거노

인은 1995년 34만 9,020가구에서 2005년 78만 2,708가구로 증가하 다. 

그리고 국의 조손가족도 1995년 3만 5,194가구에서 2005년 5만 8,101가

구로 증가하 다. 농어 의 경우, 독거노인은 1995년 19만 8,976가구에서 

2005년 36만 6,809가구로 증가하 으며, 조손가족은 1995년 1만 6,356가

구에서 2005년 2만 1,633가구로 증가하 다<표 1-1>.

  최근 통계청(2010년 9월)에서 발표한 <201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  국 독거노인 가구 수(추계치)는 102만 1,008가구(구성비는 

상태라 할 수 있다.

2 ‘취약계층’이란 개념은 어로는 ‘vulnerable class(group)’로 표 할 수 있는데, 

의  개념에서 ‘취약계층’이란 ‘자력으로 사회경제생활을 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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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고, 2020년에는 국의 독거노인 가구 수가 233만 8,354가구(구성

비 8.0%)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  국 조손가족 가구 수(추계치)는 6만 9,175가구이다.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체 가구 
독거
노인

조손
가족

체 가구
독거
노인

조손
가족

체 가구
독거
노인

조손
가족 

국 12,958,181 349,020 35,194 14,311,807 542,690 45,225  15,887,128 782,708 58,101

도시
(동부)

10,031,978 150,044 18,838 11,229,476 263,233 25,996 12,744,940 415,899 36,468 

농어
(읍․면부)

2,926,203 198,976 16,356 3,082,331 279,457 19,229 3,142,188 366,809 21,633  

  주: 외국인  집단가구 제외, 독거노인의 경우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를 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인구총조사.

표 1-1.  조손가족  독거노인 황

 단 : 가구

  최근에 농어  독거노인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독거노인들이 경제 으로 빈곤하고 건강상태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 망의 사각지 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이 사망 후 상당기

간 지나서 발견되거나 고립생활에 따른 우울증이나 자살이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복지패 자료를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어  독거노인들은 도시 독거노인에 비해서 의료비 

지원, 무료 식, 물품지원, 가정 사, 식사배달 등의 복지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

  농어  조손가족의 문제는 가난의 물림뿐만 아니라 농어 , 노인, 여성, 

아동 등과 연계된 복합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조손가족이 소

득·건강·교육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 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회 으로 제 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농어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복지

모형의 모색과 함께 복지투자의 확충, 투자 우선순  조정 등에 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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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한, 농어  취약계층 문제는 경제  측면에서만 고찰하는 

데서 벗어나 가족 계, 보건의료, 주거환경, 사회참여, 생활만족도 등을 함

께 고려하는 다차원 인 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취약계층 련 선행연구

들은 주로 분석 단 를 국으로 하 기 때문에 농어업이나 농어 의 특성

을 제 로 감안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농어 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실태

를 독거노인과 조손가족을 심으로 심층 으로 조사하여 이들이 당면하

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 즉, 농어 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문제 을 가족 계, 소

득·소비, 경제활동, 보건의료  주거환경, 사회참여, 생활만족도,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심으로 악하고, 국내외의 취약계층 련 정책  제도를 

검토하여 정책  시사 을 도출하며, 농어업·농어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 다.

2. 선행연구에 한 검토

□ 취약계층 일반에 한 연구

  취약계층 일반에 한 선행연구는 주로 국 단 로 진행되어 왔으며 도

시와 농어 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다. 

  조흥식(1995)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화를 한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심으로 논의하 다. 그는 취약계층에 한 사회

복지서비스 확 , 여성정책 개발, 외국인 노동자 복지정책 개발, 지역 간 

격차 해소, 사회복지를 통한 사회참여의 확  등을 강조하 다.

  유경  외(2004)는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 취약계층(빈

곤계층)으로 락한 근로자나 무직자에 한 정부나 민간차원 지원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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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한 정책방

향의 시론 인 연구로 소득  소비와 련된 경제  능력  일부만을 

상으로 분석을 시도하 다. 그리고 근로연계 복지정책 발 방안, 취약계층 

보호를 한 고용보험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 개인 기부문화의 활성화 

방안,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 다.

  노 명(2006)은 “취약계층을 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에서 취업취약

계층 상 고용창출정책과 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하 다. 그는 취

업취약계층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고용창

출정책, 특히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창출정책에 있어 수요측면의 근이 

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박찬임 외(2007)는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서비스 강화방안”

에서 공공 고용안정서비스의 핵심 수용자가 되어야 하는 취약계층에 

을 맞추어 이들의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취약계층에 합한 서비스 달

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 다. 그는 취업취약계층을 실질 으로 지원하고 

고용서비스 사각지 를 좁 나가기 해서는 고용서비스 달체계의 근본

인 변화가 필수 이라고 보았다. 한 취약계층은 여러 가지 복합 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 이고 단계 인 근이 필요하고, 취약계

층 서비스 공 체계를 ‘취약요인별 응  근 략’에서 ‘공통 을 심

축으로 한  차원의 근 략’으로 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약계층 문

제는 원칙 으로 민간과 의 력 인 연계체계 속에서 분담하여 해결해

야 한다고 보았다.

  김희연 외(2008)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한 사회  기업 육성체계 

구축방안”에서 경기지역 자활공동체의 실태분석과 자활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  기업을 형성한 사례들을 통해 사회  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 다. 

  강신욱 외(2008)는 “취약계층 보호를 한 정책 응”에서 세계화와 노

동시장 변화가 래하는 다양한 불평등 상에 해 산업, 고용, 소득분배 

등의 분야에서 어떠한 정책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국제 비교, 자 업자의 빈곤화 방지

를 한 사회보장정책 사례,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 융소외 계층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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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의 흡수 방안 등을 으로 다루었다.

  강일국(2009)은 “농 지역 취약계층 교육지원 방안 연구”에서 신안군과  

무안군을 상으로 실시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농어 교육의 실태를 악

하고 향후 발 방안을 모색하 다. 농어 교육지원정책이 단기 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 으로 농어 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복지제도의 사각지 에 있는 농어  학생들에 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농어 지역 특히 도서지역의 평생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보다 극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윤석명 외(2009)는 “취약계층에 한 사회보험 확 용 방안: 국민연

을 심으로”에서 사회·경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취약계층에 한 실

질 인 의미에서의 사회보험 확 용방안을 모색하 다. 국민연 의 경우 

소득 국민연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도입 시 상되는 효과를 분석하 고, 취약계층에 한 고용보험 

 의료보장 확 용방안, 특수형태 근로자  학생에 한 산재보험 확

용방안을 제시하 다.

□ 독거노인에 한 연구

  독거노인 련 선행연구는 주로 도시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김수  외

(2008)를 제외하면 농어  상의 선행연구는 사례지역 조사이거나 소수의 

독거노인에 한 심층면 조사 결과인 경우가 부분이다.

  이가옥 외(1989)는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한 연구”에서 노인단독가구

의 지역별 분포, 반  생활실태(일반사항, 자녀, 경제, 주거, 일상생활), 

노인단독가구의 형성  지속 련 사항 등을 악하 다.

  오 희 외(2005)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

농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심으로”에서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

지욕구를 가족 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사회참여의 측면으로 

나 어 분석하 다. 2004년도 국 노인생활실태  복지욕구조사의 재분

석을 통해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소득보장정책(① 보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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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강화,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정기 의 완화), 독거노인의 삶

의 질 향상을 한 보건  요양보호정책(① 양개선사업의 실시, ② 방

문보건사업의 강화, ③ 노년기 장애를 방하기 한 건강증진사업의 실

시, 지역사회 심의 노인복지서비스 확  개발), 여가  사회참여 활동 

진 방안(① 노인여가활동을 한 실비 지원, ② 지역특성을 감안한 여가 

지원, ③ 정보화 진 지원), 독거노인을 한 효율 인 복지서비스 달체

계 구축 등을 강조하 다.

  이기  외(2006)는 “복지정책 개발을 한 농  독거노인 사례연구”에서 

농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을 심층 면 하여 그들의 일상생활과 생활상의 

여러 문제를 분석하 다. 농 노인에 한 심층면 조사를 토 로 독거노

인들이 공통 으로 겪는 문제(건강의 악화, 주택의 개보수문제, 교통 불편, 

겨울철 난방비 문제)를 정리하 다.

  홍미령 외(2006)는 “독거노인 사회안 망 구축을 한 복지서비스 기

조사”에서 독거노인들이 제공받고 있는 사회안 망의 황을 분석하고, 특

히 빈곤층 독거노인들을 해 정부  민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서비스

의 실태와 욕구수 을 조사하 다. 조사결과를 토 로 정책 개선과제로 ①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리체계의 정비, ② 독거노인을 한 노후복지서

비스 로그램 확 , ③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운 모델, ④ 지역의 독거노

인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을 한 지역공동체 참여방안 등을 제시하 다.

  채 탁(2006)은 “농 지역 독거노인의 사회  지지망 강화 방안: 일본 

시오야마치의 사례를 심으로”에서 일본 농 의 독거노인을 해 마련된 

사회  지지망 황을 살펴보고 이를 구체 으로 분석하여 몇 가지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지역 내 독거노인 문제가 지역주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농 지역의 독거노인 문제를 포 할 수 있는 정부 차원

의 사업·제도 마련과 지역 단 에서의 특성 있는 사회  지지망으로 발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독거노

인의 사회  지지망을 강화하고 책임성 있는 서비스 지원에 의한 사회  

지지망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김수  외(2008)는 “농어  여성독거노인의 사회  계망이 삶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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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에서 사회  계망이 농어  여성독거노인들의 삶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 다. 농어  여성독거노인들의 사회 계망에서 자

녀가 가장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농어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가

장 큰 향을 미치는 단독 변인은 자녀의 화 횟수 으나 체 인 설명

력에서 살펴보면, 자녀의 화 빈도가 많을수록, 이웃의 수가 많을수록, 소

득이 많을수록, 이웃과의 만남 빈도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고 보고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가족 계, 경제, 건강, 주거, 

여가활동  사회참여, 삶의 질 만족도 등을 심으로 조사하고 있었다.

□ 조손가족에 한 연구

  정일선(2004)은 “농  조손가정의 형성과 여성노인의 응”에서 빠른 속

도로 증가하고 있는 농 지역 조손가정의 형성과 손자녀 양육을 담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응을 이해하고, 자원이 부족한 조손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함의를 도출하 다. 농  조손가정 실태분석에서는 조손가정·

손자녀·아동부모·여성노인의 일반  특성, 손자녀 양육 여성노인의 삶(양

육 동기·기간·실태,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 손자녀 양육 후 변화), 사회  

지원 실태  요구에 을 두었다. 그리고 천군 용문면  청도군 이

서면에서 총 16사례에 한 심층면 조사를 통해 농  조손가정의 형성과 

여성노인의 응 과정  양식을 집 으로 조사하 다.

  염동훈 외(2007)는 “조손가족 실태조사  지원방안 연구”에서 재 조

손가족의 실태와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악하고, 

이들이 원하는 지원내용이 무엇이며, 그와 같은 요구사항을 어떻게 지원하

는 것이 효과 인가를 악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 다. 18세 이하의 손자

녀와 조부모가 동거하는 국의 조손가족 600가구(농어  응답자는 129가

구에 불과)를 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1인을 상으로 구조

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 면 조사를 실시하 다.

  장희선·김윤정(2008)은 “농 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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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경험에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이면서 손자녀를 1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15명을 상으로 이들의 양육경험을 조사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

면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동기는 자녀의 이혼이 가장 큰 이유 고, 조손가

족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으로 보상감도 경험하고 다른 성인자녀로부터 지

원도 증가하는 정 인 경험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정 인 

경험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 조부모는 건강의 악

화, 경제 인 문제, 손자녀와의 계변화  손자녀의 학업과 교우 계에 

한 처능력 부족, 성인자녀로부터의 지원의 미비, 사회  활동의 제한 

등을 경험하고 있었고,  조부모가 가장 바라는 지원은 경제  지원이었다.

  이정화·한경혜(2008)는 “농  조손가족의 세 계와 손자녀 양육 조모

의 심리  복지”에서 손자녀 양육에 직 인 책임을 지고 있는 조모의 시

각에서 농  조손가족의 특성과 3세  계 그리고 이러한 농  조손가족

의 특성이 조모의 심리  복지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조손가족 조

모의 심리  복지상태는 비교  낮은 편이었고, 세 계가 좋을수록 조모

의 행복감은 높고 우울감은 낮게 나타났으며, 세 계 에서도 특히 아

들  손자녀와의 계가 조모의 심리  복지에 미치는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  조손가족에 한 선행연구가 상당수가 있으나 소수의 조손가족에 

한 심층면 조사이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정화·한경혜(2008)의 연구는 조사를 완료한 가구 수가 311호나 되지

만 조손가족의 조모만을 상으로 조사하 다는 한계가 있다.

□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취약계층에 한 선행연구들은 부분 국 단 나 도시에 을 두고 

있어서 농어업  농어 의 특성을 제 로 반 하지 못했다. 농어  취약

계층에 한 선행연구들은 사례 수가 무 거나 조사지역이 특정한 곳에 

한정되어 조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은 농림수산식품부나 농어업 련 기 의 정책  사업은 거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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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 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독거노인과 

조손가족을 심으로 다차원 으로 조사하여 이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농어  취약계층에 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 련 기 의 정책  

사업도 충분히 검토하 다.

3. 연구의 범 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농어 이란 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을 말한다. 

  농어  취약계층에는 독거노인, 조손가족,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족, 장애

인 등이 해당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농어 의 표 인 취약집단인 독거노

인과 조손가족을 심으로 살펴보았다.3 여성농업인(강혜정·마상진, 2007) 

 다문화가족(박 식·최경은, 2008)에 한 연구는 최근에 KREI에서 수

행한 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은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을 지칭하고, 조손가

족은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동거하는 가족을 지

칭한다. 즉,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자녀를 신하여 손자녀 양육의 일차

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3 농어 의 장애인 문제는 발생원인, 문제 , 개선방안 등의 측면에서 독거노인이

나 조손가족 문제와는 많은 차이 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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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의 주요 내용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 , 선행연구에 한 검토, 연구의 범

와 내용, 연구방법을 다루었다. 이 연구의 제1부(제2장～제5장)에서는 농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을, 제2부(제6장～제9장)에서는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을 다루었다.4  

  먼  제1부를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농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

지욕구와 련하여 응답 독거노인의 일반  특성  기본 인 생활 황, 

주변 사람(자녀, 친척, 친구 는 이웃)과의 , 경제활동, 소득  소비, 

보건의료  주거, 사회참여, 사회  지지와 생활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욕구를 심으로 정리하 다. 제3장에서는 농어  독거노인 련 지원

의 황과 문제 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일본, 국, 미국의 농어  독

거노인 련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제5장에서는 

농어  독거노인 정책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제2부를 살펴보면, 제6장에서는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

구와 련하여 응답 조손가족의 일반  특성  손자녀 련 특성, 주변 

사람(자녀, 친척, 친구 는 이웃)과의 , 경제활동, 소득  소비, 보건

의료  주거, 사회참여, 손자녀와 친부모의 계, 손자녀의 생활, 손자녀 

양육의 장단 , 사회  지지와 생활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욕구를 

심으로 정리하 다. 제7장에서는 농어  조손가족 련 지원의 황과 

문제 을 다루었다. 제8장에서는 일본, 국, 미국의 농어  조손가족 련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제9장에서는 농어  조손가

족 정책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제3부의 제10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 다.

4 농어  독거노인 문제와 조손가족 문제를 제1부와 제2부로 나 어 정리하다 보

니 련 정책에 한 설명 등에서 일부 복이 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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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 조사, 설문조사, 심층면 조사, 

외국사례 분석, 문가  련자 의견 수렴 등이다.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련 기 의 자료를 수집하 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 다. 

  설문조사는 국의 16개 시·군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328명

과 조손가족 노인 313명을 상으로 면 방식으로 이 졌다. 독거노인 수, 

조손가족 수, 농어업의 비 , 도시와의 근 성 등을 감안하여 농어 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표집과정에 반 한 다단계 할당 표본추출로 조사

상자를 선정하 다5. 최종 설문지는 비조사, 사 검사 등의 과정을 통해

서 개발되었으며, 지 면  설문조사는 련 조사의 경험이 많은 여론조

사 문기 (Research & Research)에 탁하여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기간

은 2010년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다<부록 1>. 수집된 자료에 한 분

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이루어

졌으며 빈도, 평균, 교차표 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이 사용되었다.

  설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로는 악하기 힘든 내면 심리와 같은 질  측

면의 실태를 악하기 해서 연구자들이 독거노인 20가구, 조손가족 10가

구를 상으로 심층 면 조사  찰을 실시하 다. 연령, 경제  여건, 

성별, 거주지, 농 참여, 가족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포함되도록 하 고, 필요시 이웃 주민, 이장 등을 상으로 심층 면  상

자의 생활실태에 한 보완조사를 실시하 다.

  일본, 국, 미국의 농어  독거노인  조손가족 련 정책 사례는 련 

문헌 검색,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밖에 취약계층 련 기

의 문가와 학 교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고, 농림수산

5 각 조사 상별로, 95% 신뢰수 에서 최 허용 표본오차는 ± 5.5%poi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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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련 기 (보건소, 노인종합복지 , 종

합사회복지 , 여성농업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농어업인단체 등의 담당

자 의견을 수렴하 다.

연구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 연구방법

취약계층의 개념과 유형

-취약계층이란 무엇인가?

-농어  취약계층에는 가 해당하는가?

-농어  취약계층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문헌조사,

면 설문조사,

심층면 조사

농어  취약계층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농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은 어떤 수 인가?

- 농어  취약계층 유형별 문제 의 원인은 무엇인가?

-농어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무

엇인가? 

면 설문조사

심층면 조사

농어  취약계층의 

사회  지지와 

생활만족도의 계

-농어  취약계층의 사회  지지 수 은 어느 정도

인가?

-농어  취약계층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사회  지지와 생활만족도의 계는 어떠한가? 

면 설문조사 

결과에 한 통

계  분석

농어  취약계층 지원 

황과 문제

-취약계층을 한 정책은 무엇인가?

-농어  취약계층을 해 특화된 정책은 있는가?

-농어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문제 은 무엇인가?

-농어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정책 담당자들의 애

로사항은 무엇인가?

문헌조사

면 설문조사

심층면 조사

문가 면담

외국의 농어  취약계층 

련 정책

-외국에는 어떠한 시각에서 취약계층 문제를 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정책은 무엇인가?

문헌조사

외국사례조사

농어  취약계층 정책 

개선방안

-농어  취약계층을 한 정책은 어떻게 근되어

야 하는가?

-농어  취약계층을 한 구체 인 정책과제는 무

엇이 있는가?

문가 의회 

표 1-2.  연구내용별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제 1 부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농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제2장

  독거노인 련 주요 선행연구들(김수  외, 2008; 이가옥 외, 1989; 오

희 외, 2005; 홍미령 외, 2006)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는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가족 계, 일상생활  여가활동, 경제활동, 

소득  소비, 보건의료, 주거, 사회참여,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 사회복

지 서비스 이용실태  복지욕구 등을 심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독거노인들은 경제 으로 어렵고 건강상태도 나

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제 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국 

단  표본 설문조사(65세 이상 독거노인 328명 상) 결과와 심층면 조사

(65세 이상 독거노인 20명 상) 결과를 심으로 정리하 다.

1. 설문조사  심층면  상 독거노인의 일반  특성

  설문조사 상 독거노인의 일반  특성은 <표 2-1>과 같다. 

  지역 성격에 따라서는 도시근교 농  70명(21.3%), 일반 농  177명

(54.0%), 어  81명(24.7%)이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경기·강원권 76

명(23.2%), 충청권 81명(24.7%), 라권 81명(24.7%), 경상권 90명(27.4%)

으로 조사 상자가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다.

  남자 49명(14.9%), 여자 279명(85.1%)이었다. 이러한 성별 분포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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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설문조사 상 독거노인의 일반  특성

구 분 사 례 수 비 율

 체 328 100.0

지역 성격

도 시 근 교 농 70 21.3

일  반   농  177 54.0

어       81 24.7

거 주 지

경 기 · 강 원 권 76 23.2

충   청   권 81 24.7

  라   권 81 24.7

경   상   권 90 27.4

성 별
남       자 49 14.9

여       자 279 85.1

연 령

6 5  ～  6 9  세 54 16.4

7 0  ～  7 4  세 75 22.9

7 5  세  이  상 199 60.7

혼인 상태
사       별 323 98.8

이 혼 · 별 거 · 기 타 4 1.2

학 력

무       학 220 67.3

      졸 87 26.6

      졸 15 4.6

고   졸  이  상 5 1.5

주거 형태

자       가 260 79.3

  월   세 25 7.6

장 기 임 · 기 타 43 13.1

건강 상태

만  성   질  환 162 49.3

잔  병   치  135 41.2

건   강   함 31 9.5

농어업 종사 여부
농 어 업   종 사 82 25.0

농어업 종사 않음 246 75.0

경제활동 여부
활 동 함 87 26.5

활 동 하 지  않 음 241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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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런데 독거노인

에서 남자의 비율이 히 낮은 이유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약 

6세 정도 길고, 노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자노인은 재혼을 하거나 도시

에 사는 자녀의 집으로 이사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자

들의 농어  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독거 상태인 남자

노인들 에는 법 인 결혼은 하지 않고 비공식 인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

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69세’ 54명(16.4%), ‘70～74세’ 75명(22.9%), ‘75세 이

상’ 199명(60.7%)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사별’ 323명(98.8%), ‘이혼·별

거·기타’ 4명(1.2%)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무학 220명(67.3%), 등학교 졸업 87명(26.6%), 학교 졸

업 15명(4.6%), 고졸 이상 5명(1.5%)으로 나타나 응답자 부분(93.9%)의 

학력이 등학교 졸업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주거형태는 자가 260명

(79.3%), ·월세 25명(7.6%), 장기임   기타 43명(13.1%)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에 있어서는 ‘만성질환 있음’ 162명(49.3%), ‘잔병치  함’ 135

명(41.2%), ‘건강함’ 31명(9.5%)으로 나타나 응답자 부분(90.6%)이 잔병

치 를 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어업의 종사 여부는 ‘농어업 종사’ 82명(25.0%), ‘농어업 종사 않음’ 

246명(75.0%)로 나타나 응답자의 1/4만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경제

활동 여부는 ‘활동함’ 87명(26.5%), ‘활동하지 않음’ 241명(73.5%)으로 나

타났다.

  심층면  상 독거노인의 일반  특성은 <표 2-2>와 같다. 심층면  

상 독거노인은 총 20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천 1명, 횡성 3명, 동 2명, 거

창 6명, 삼척 4명, 김제 4명이다. 응답 독거노인의 연령 분포는 70～94세이

며, 남자 6명 여자 14명이다. 독거기간은 1～48년이며, 어 지역에 거주하

는 독거노인이 5명이다.

6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의 독거노인(65세 이상의 1인 가구) 자

료를 분석해 본 결과, 농어 (읍·면부) 독거노인은 총 379,569명이며 남자 

54,452명(14.3%), 여자 325,117명(85.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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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심층면  상 독거노인의 일반  특성

구분
면
상자

연령 성별
독거
기간

자녀수
거주
지역

비고

1 임○○ 86세 여 48년
2남

(장남 사망)
서천 어

2 김○○ 94세 여 21년
3남 3녀

(차남 사망)
횡성

3 백○○ 74세 여 5년 2남 4녀 횡성

4 권○○ 74세 남 30년 3남 횡성

5 김○○ 76세 여 40년 없음 동

6 임○○ 83세 여 1년 2남 2녀 동

7 변○○ 80세 여 21년 3남 2녀 거창

8 박○○ 82세 여 13년
3남

(모두 사망)
거창

9 백○○ 79세 여 7년 1남 1녀 거창

10 정○○ 78세 여 5년 2남 2녀 거창

11 장○○ 89세 여 29년 4남 거창

12 송○○ 81세 여 28년 2남 3녀 거창

13 심○○ 88세 남 9년
2남 2녀

(장남 사망)
삼척 어

14 이○○ 84세 여 30년 2남 1녀 삼척 어

15 최○○ 83세 여 13년 2남 2녀 삼척 어

16 김○○ 80세 여 31년 3남 2녀 삼척 어

17 손○○ 88세 남 17년 2남 2녀 김제

18 함○○ 80세 남 7년
3남 3녀

(셋째 아들 
사망)

김제

19 이○○ 70세 남 30년 없음 김제

20 오○○ 73세 남 7년 2남 5녀 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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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거생활 황

□ 독거노인의 2/3 정도가 10년 이상 혼자 살고 있음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게 된 기간을 살펴본 결과, 5년 미만은 18.3%, 5～

10년 미만은 17.7%, 10～15년 미만은 19.5%, 15년～20년 미만은 13.1%, 

20년 이상은 31.4%로 나타나 응답자의 2/3 정도(64.0%)가 10년 이상 혼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자 살게 된 기간은 평균 14.3년으로 나타났다.

□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 모두 결혼 는 다른 도시에 

취직하여 독립했기 때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농어  독거노인의 증가 원인으로는 농어  인구

의 고령화, 청장년층의 이 향도 상 지속, 평균수명에 있어서 남녀 격

차 지속, 농어  노인들의 도시생활 부 응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본 연

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자녀들 모

두 결혼 는 다른 도시에 취직하여 독립했기 때문인 경우가 60.4%로 가

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별, 이혼, 미혼 등 다른 가족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27.4%로 나타났다<그림 2-1>. 어 의 경우는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독거 

이유가 상 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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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27.4

7.6 4.6

(단위: %, N=328)

자녀들 모두

결혼 또는 다른

도시에 취직하여

독립했기 때문

다른 가족이

없어서(사별, 이혼,

미혼, 무자녀 등)

따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아서

다른 가족이

있지만 살림이

어려워서

그림 2-1.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

□ 혼자 생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은 나쁜 건강과 경제  어려움임

  본 연구의 독거노인 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혼자 생

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은 ‘건강이 나쁜 ’이 30.8%, 경제

으로 어려운 이 28.7%로 두 가지 이유가 주된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 21.0%, ‘ 할 때 도움 요청할 곳이 없

는 ’ 4.6%, ‘식사 비’ 1.2%의 순이었고,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

는 사람’은 13.7%로 나타났다.

  20명의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심층면 조사에서는 남자 독거노인의 

경우 반찬 비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

김제시 성덕면의 오○○(73세 남자)는 7년 에 부인이 사망하

다. 15년 에 도로변에서 가게(잡화  담배 매)를 시작

하면서 농사일은  하지 않았으며 가게는 장사가 잘 되지 않

아서 5년 에 그만두었다. 부인이 사망한 후에 재혼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 택시운 을 하는 작은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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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이 같은 마을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2009년에 베트남 출

신 여자와 결혼을 하 으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음식이  맞

지 않아서 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

인이 사망한 후부터 식사를 충 하고 술을 많이 마시어 양부

족 등으로 골다공증이 발생하 으며 재 거동이 상당히 불편

한 상태이다. 오○○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은 반찬을 

제 로 만들 을 몰라서 맨밥을 물에 말아서 먹거나 라면이나 

김치만으로 식사를 충 할 수밖에 없다는 을 들었다. 시청

에서 반찬배달 서비스를 받은 이 있는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마치 병원의 음식을 먹는 것 같았다

고 한다.

(단위: %, N=328)

30.8 28.7
21.0

13.7

4.6 1.2

건강이

나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고독하고

외롭다

어려움이

별로 없다

급할 때

도움 요청할

곳이 없다

식사준비

그림 2-2.  혼자 생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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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 사람과의 

□ 자녀들과는 월 1～2회 연락하고, 친척과는 연 1～2회 연락하며, 친

구와 이웃은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가 많음

  본 연구의 독거노인 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사람(자녀, 친척, 

친구 는 이웃)과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경우는 월 1～2회 

연락하는 사람이 40.9%로 가장 많았다. 1년에 1～2회 연락하는 사람은 

25.3%이고, 주 1～2회 연락하는 사람은 23.5%7이며, 거의 매일 연락하는 

사람은 4.3%이고,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

 이내의 친척의 경우 1년에 1～2회 연락하는 사람이 36.0%로 가장 많았

고,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은 22.9%,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이 

16.5%이었다. 친한 친구나 이웃은 거의 매일 연락하는 사람이 66.8%, 주 

1～2회 연락하는 사람이 25.3%로 나타났다. 체 으로 볼 때, 농어  독

거노인들은 체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을 많이 하고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3>.

7 통계청(2010. 10. 26)에서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 결과( 국의 만 15세 이상 

37,000명 상)”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주가 부모님과 

화통화하는 빈도는 ‘1주일에 한두 번’이 44.8%, ‘한 달에 한두 번이 33.2%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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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N=328)■생존자녀  ■친척(육촌이내) ■친한 친구 또는 이웃

거의 매일 주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1년에

1~2회 정도

거의 연락

하지 않음

전혀

연락 안함

66.8

40.9

23.5 25.3

4.34.3 1.8

36.0
25.3

16.5
5.5

22.9 16.5
5.2 1.80.9 0.30.3

그림 2-3.  주변사람과의  빈도

4. 경제활동

4.1. 농어업 관련 일

□ 독거노인의 1/4 정도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3/4 정도는 농어업 련 

일을 하지 않음

  본 연구의 독거노인 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

람은 23.8%,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5%이고, 농어업 련 일을 하지 않

는 사람은 75.0% 다. 다시 말하면, 독거노인의 1/4 정도는 농어업에 종사

하고 있으나 나머지 3/4 정도는 농어업 련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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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규모는 논은 평균 967평, 밭은 355평

  농종사 독거노인의 농어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논의 규모는 평균 967

평가량이고, 밭은 355평으로 나타나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어업에 종사

하는 사람의 경우 부분 비어선 채취어업인 경우가 많았다. 

  심층면 조사 과정에서 악한 바에 의하면 다수의 농어  독거노인

들은 자신의 텃밭에서 각종 채소와 양념류를 재배하여 자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횡성군 갑천면 거주 김○○(94세 여자)의 경우, 남편은 산 

등에서 일을 했는데 21년 에 사망했으며 본인은 을 때부터 

약  캐기 등으로 돈을 벌어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을 했다고 한

다. 김○○는 본인 소유의 밭(600평)은 이웃에 빌려주었으나 

비교  넓은 텃밭  마당에 호박, 가지, 아욱, 부추, 상추, 

, 마늘, 고추 등과 같은 각종 야채와 양념류를 재배하여 자

하고 있다.

□ 농어업 종사자 부분은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하겠다고 함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N=82)을 상으로 향후 농어업 련 일을 지속

할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하겠다는 사람이 80.5%

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심층면 조사에서도 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경향을 나타냈다.

김제시 성덕면 거주 함○○(80세 남자)는 벼농사 3,000평, 밭

농사가 200평 정도 된다. 벼농사는 상당부분을 기계작업을 

탁하고 있고, 밭에는 각종 채소  양념류를 재배하여 본인과 

자녀들이 나 어 먹고 있다고 한다. 농사일은 로 무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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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자신의 체력수 에 맞게 당하게 하고 있다. 재의 상

태로 보면 자신이 병이 들어서 앓아눕기 까지는 농사일을 즐

겁게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단위: %, N=82)

80.5

14.6
2.4 1.2 1.2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하겠다

잘 모르겠다 5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3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10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그림 2-4.  향후 농어업 련 일 지속 여부

4.2. 농어업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

□ 농어업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임

  독거노인의 8.6%(N=27) 정도가 농어업 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독거노인들이 하고 있는 농어업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은 공공근

로사업이 66.7%로 가장 많고, 일용직이 18.5%로 그 다음이었다. 이 밖에 

청소, 폐지 수집, 아 트 경비, 임 사업 등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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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무 많아서’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임

  농어업이나 그 외의 일 등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N=223)을 

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나이가 무 많아서’인 경우가 44.4%, 

‘건강이 좋지 않아서’인 경우가 43.9% 다.

5. 소득  소비

5.1. 소득

□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42.2만원에 불과

  본 연구의 독거노인 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소득은 

체 으로 평균 42.2만원 정도인 나타났다. 구체 으로, 근로소득 에는 

농어업소득이 5.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산소득으로 얻는 소득은 1만원 

미만으로 거의 없는 편이다. 공  이 소득의 경우 기 노령연 이 8.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여(4.1만원)가 그다음으

로 나타났다<그림 2-5>. 그리고 농어  독거노인의 3/4 이상(78.3%)이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만원 미만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

우는 극소수(3.4%)임을 알 수 있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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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농어업 소득

농어업 이외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 자산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장애수당

공공근로사업

국민연금

직역연금

기타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N=328. 단위: 만원, 평균)
42.2

5.1
1.3
0.9
0.1
0.6

4.1
8.1

0.1
0.1
2.3
1.6
1.6
0.2

16.1

그림 2-5.  소득원별 월평균 가구소득

표 2-3.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응답 범주 빈도 비율(%)

30만원 미만

30만～50만원 미만

50만～70만원 미만

70만～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96

161

49

11

11

29.2

49.1

14.9

3.4

3.4

계 328 100.0

□ 어 ·여성·고연령일수록 월 평균 소득이 낮아

  응답자 특성별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어 일수록, 여성일수록, 연령

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업소득은 어

(7.9만원)이 도시근교농 (4.7만원)이나 일반농 (4.0만원)보다 더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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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2-4>. 어 이 다른 지역보다 농어업소득이 더 높은 이유는 어장, 양

식장, 갯벌 등에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으로 단

된다.

구  분 사례수
월평균 

소득 총합
농어업
소득

농어업 
이외 

근로소득
융소득

부동산
소득

기타 
자산소득

■   체 ■ 328 42.2  5.1 1.3 0.9 0.1 0.6

지역
성격

도시근교농 70 42.6  4.7 0.4 0.0 0.3 2.8

일반농 177 43.2  4.0 1.5 1.4 0.0 0.1

어      81 39.5  7.9 1.4 0.6 0.0 0.0

성별
남      자 49 47.8 11.7 2.9 1.0 0.0 0.0

여      자 279 41.2  4.0 1.0 0.9 0.1 0.7

연령

65～69세 54 52.1  8.0 3.8 0.9 0.0 2.2

70～74세 75 47.2  7.1 1.1 2.0 0.0 0.1

75세 이상 199 37.6  3.6 0.6 0.5 0.1 0.4

표 2-4.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소득

단 : 명, 만원

구  분 사례수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여

기
노령
연

장수
수당

장애
수당

공공
근로
사업

국민
연

직역
연

기타 
공  
이  
소득

사  
이
소득

■   체 ■ 328 4.1 8.1 0.1 0.1 2.3 1.6 1.6 0.2 16.1 

지역
성격

도시근교농 70 5.3 7.8 0.1 0.3 1.1 1.8 1.7 0.0 16.4 

일 반  농 177 4.3 8.1 0.1 0.1 3.8 1.7 2.3 0.5 15.6 

어      81 2.6 8.6 0.1 0.0 0.3 1.0 0.0 0.0 17.2 

성별
남      자 49 4.8 7.9 0.0 0.0 0.0 2.8 0.0 0.0 16.9 

여      자 279 4.0 8.2 0.1 0.1 2.7 1.3 1.9 0.3 16.0 

연령

65～69세 54 4.5 7.4 0.0 0.5 3.9 3.9 1.5 0.0 15.7 

70～74세 75 3.4 7.8 0.0 0.0 3.7 2.0 3.5 0.5 16.0 

75세 이상 199 4.3 8.5 0.1 0.0 1.4 0.8 0.9 0.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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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비

□ 독거노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32.8만원

  독거노인의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본 결과, 30만원 미만 소비하는 사람이 

32.9%, 30만～49만원을 소비하는 사람이 50.3%, 50만～69만원은 14.9%, 

70만원 이상은 1.8%로 나타났다. 체 으로 볼 때 평균 32.8만원가량을 

생활비로 쓰고 있었다<그림 2-6>. 월평균 가구소득과 생활비를 비교했을 

때 자인 가구는 18.3%(60가구)이고, 흑자인 가구는 63.4%(208가구) 다. 

가계수지가 흑자인 가구가 많은 것은 농어  독거노인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아주 아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30만원 미만

32.9

50.3

14.9

1.8

30만~49만원 50만~69만원 70만~99만원

(N=328. 단위: 만원, 평균 32.8만원)

그림 2-6.  월평균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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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근교 농 ·남자· 연령·고소득층일수록 생활비가 많이 듦

  응답자 특성별 월 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도시근교 농 (37.0만원)

일수록, 남자(35.3만원)일수록, 65～69세 연령층(39.4만원)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비가 상 으로 많이 들었다<표 2-5>.

구  분 사례수
30만원
미만

30만～
49만원

50만～
69만원

70만～
99만원

합계 평균

■   체 ■ 328 32.9 50.3 14.9 1.8 100.0 32.8

지역
성격

도시근교농 70 18.6 57.1 20.0 4.3 100.0 37.0

일반농 177 39.0 45.8 15.3 0.0 100.0 31.3

어      81 32.1 54.3 9.9 3.7 100.0 32.2

성별
남      자 49 28.6 44.9 24.5 2.0 100.0 35.3

여      자 279 33.7 51.3 13.3 1.8 100.0 32.3

연령

65～69세 54 20.4 40.7 33.3 5.6 100.0 39.4

70～74세 75 14.7 61.3 24.0 0.0 100.0 36.6

75세 이상 199 43.2 48.7 6.5 1.5 100.0 29.5

소득

50만원 미만 257 38.9 55.3 4.7 1.2 100.0 29.9

50만～99만원 60 13.3 35.0 46.7 5.0 100.0 42.0

100만원 이상 11 0.0 18.2 81.8 0.0 100.0 49.1

표 2-5.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단 : 명, %, 만원

□ 부담이 큰 지출품목은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임

  부담이 큰 지출품목을 살펴본 결과, 1～3순  복응답 기 으로 식비라

고 응답한 사람이 7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주거비가 68.9%로 나

타났고, 이 밖에 보건·의료비 52.4%, 교통·통신비 21.0%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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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특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명의 독거노인

을 상으로 한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들은 난방비를 약

하기 해 아궁이와 온돌을 사용하거나 기장 을 사용하는 경우가 부

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독거노인들은 석유보일러는 아주 추울 때

만 잠시 가동한다고 답하 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아끼기 하

여 주간에는 주로 경로당에서 소일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창군 남하면 거주 변○○(80세 여자)는 남편은 21년 에 사

망하 으며 논이 3～4마지기 있는데 이웃에 임 를 주고 도지로 

식량을 조달하고 있다고 한다. 난방용으로 석유보일러가 설치되

어 있지만 겨울철 명 에 자녀  손자녀들이 집에 왔을 경우에

만 보일러를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가동하지 않고 기장

을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 아래채에 아궁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다. 그래서 아주 추울 때에는 평상시에 집 주변의 

나뭇가지나 쓰 기 등을 모아두었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 온돌

방을 데워 사용한다고 한다. 석유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는 돈이 

돌아가는 소리로 들려서 선뜻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6. 보건의료  주거

□ 가입하고 있는 건강(의료)보험으로는 자녀의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많음

  독거노인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의료)보험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국민

건강보험이 62.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의료 여 1종이 13.1%, 본

인의 국민건강보험이 12.2%, 의료 여 2종이 8.2%의 순이었다<그림 

2-7>. 본인이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월 평균)는 1만 9,000원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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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62.8

13.1 12.2 8.2 3.4 0.3

평균 1.9만원

(단위: %, N=328, 중복응답)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의료 급여 1종

(의료비 완전 

면제)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의료 급여 2종

(의료비 일부

부담)

없음 기타

그림 2-7.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반 정도

  평소 본인 건강상태에 해 살펴본 결과,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

환이 있는 사람이 49.4%로 반 정도이고,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잔병치

를 하는 사람도 41.2%로 나타나 독거노인의 건강상태가 반 으로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람은 9.5%에 

불과했다<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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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N=328)

49.4
41.2

9.5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잔병치레를 한다

건강한 편이다

그림 2-8.  평소 본인 건강상태

□ 도시근교·여성·70～74세 연령층·소득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을 더 

많이 앓고 있음

  응답자 특성별로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도시근교농

(68.6%)이 일반농 (46.9%)이나 어 (38.3%)보다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근교 농어 은 환경오염이 심하고, 도시민의 유입으로 인한 혼주화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독거노인들이 겪는 스트 스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여자(49.8%)는 남자(46.9%)에 비해서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그리고 ‘70～

74세’ 연령층(65.4%)이 ‘75세 이상’ 연령층(46.7%)이나 ‘65～69세’ 연령층

에 비해서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득이 낮을수록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

성질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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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잔병치 를 한다

건강한
편이다

합계

■   체 ■ 328 49.4 41.2  9.5 100.0

지역
성격

도시근교농 70 68.6 20.0 11.4 100.0

일 반  농 177 46.9 44.6  8.5 100.0

어      81 38.3 51.9  9.9 100.0

성별
남      자 49 46.9 30.6 22.4 100.0

여      자 279 49.8 43.0  7.2 100.0

연령

65 ～ 69세 54 37.0 40.7 22.2 100.0

70 ～ 74세 75 65.3 28.0  6.7 100.0

75세 이상 199 46.7 46.2  7.0 100.0

소득

50만원 미만 257 51.8 41.2  7.0 100.0

50만～99만원 60 45.0 38.3 16.7 100.0

100만원 이상 11 18.2 54.5 27.3 100.0

표 2-6.  응답자 특성별 평소 본인 건강상태

단 : 명, %

□ 독거노인의 월평균 의료비(본인 부담)는 5만원 정도

  독거노인이 월평균 지출하는 의료비를 살펴본 결과, 2만～3만원인 사람

이 34.3%로 가장 많았고, 5만원이 넘는 사람도 23.9%로 나타났다. 평균

으로 5만원가량의 의료비를 지출하 다.

□ 심하게 아  때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감

  독거노인이 아  때 치료 처 방법에 해 살펴본 결과, 심하게 아  

때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는 경우가 43.3%, 심하게 아  때만 보건소에 

가는 경우가 10.7%로, 반 이상의 사람이 심하게 아 지 않은 이상 병원

에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기 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는 

경우가 39.6%, 정기 으로 보건소에 가는 경우는 3.7%로 43.3%의 독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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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정기 으로 의료기 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하게 아플

때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간다

(단위: %, N=328)

43.3 39.6

10.7
3.7 1.8 0.9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 간다

심하게

아플때만 

보건소에 간다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간다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는다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지

않고, 민간요법

등으로 치료

하고 있다

그림 2-9.  아  때 치료 처 방법

□ 주거형태는 자가가 79.3%이지만 주택이 낡고 노인들의 신체구조에 

부 합한 경우가 부분임

  독거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본 결과, 자가인 경우가 79.3%로 가장 많고, 

장기( 구)임  주택 9.1%, 세 4.3%, 월세는 3.4%, 기타 4.0% 다<그림 

2-10>.

  20명의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

들은 농어 주택이 무 낡고 문턱이나 계단이 많아서 노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이 많다는 을 지 했다.

거창군 남하면 거주 변○○(80세 여자)는 남편과는 21년 에 사

별했으며 염, 고 압, 어지러움, 빈뇨 등으로 고생하고 있



농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38

다. 형 인 농부증 증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거동이 상당히 불

편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주택의 문턱이나 계단 때문에 이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지붕이 낡아서 장마철에는 비가 새

고 장 과 벽지도 아주 낡아서 외 이 상당히 더러운 상태이다.

79.3

9.1 4.3 3.4 4.0

우리집(자가) 장기(영구)임대 전세 월세 기타

(단위: %, N=328)

그림 2-10.  주거형태

7. 사회참여

□ 친목단체  종교단체의 참여빈도가 높음

  각종 모임  단체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친목 

단체의 경우 81.4%(자주: 41.5%, 가끔: 39.9%)가 가끔이라도 참석하는 것

으로 나타나 상 으로 참여 빈도가 높았다. 종교단체의 경우도 38.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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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0%, 가끔: 24.1%)가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단체보다 비교  

참여빈도가 높았다.

  20명의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독

거노인들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  등에 잘 가지 않는데 회비에 한 부

담, 다른 사람들의 자식자랑 등으로 스트 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하

다.

동군 동읍 거주 김○○(76세 여자)는 법 으로 혼인한 

이 없이 은 시 에 동거하던 남자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일  

사망한 후에 남의 집 살이(식모)를 많이 했다고 한다. 김○○

는 경로당에 가면 매달 회비 2만원과 먹을거리를 내야 하는 경

제 인 부담과 다른 사람들의 자식자랑을 듣기 싫어서 경로당

에 가지 않은 지가 2년이 되었다고 한다.

□ 문화활동·스포츠 ·시민·이익· 사단체 등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음

  문화활동단체나 스포츠· 단체, 시민단체, 이익단체, 사단체 등에는 

독거노인들이 거의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단체에는 독거

노인의 13.1%(자주: 6.4%, 가끔: 6.7%) 가량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사회  지지와 생활만족도

8.1.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일반적 논의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족과 같은 취약계층의 문제는 개별 가족의 힘만으

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가족을 보완 는 신할 수 있는 사회  지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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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사회  지지(social support)는 취약계층의 신체 ·정신  건강을 유지하

고 지지하는 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  지지는 가족, 친척, 이

웃, 친구, 사회복지사 등과의 을 통하여 지속 인 정서, 정보, 물질  

서비스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  지지의 유형은 정서  지지와 도구  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서  지지는 고립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인격 ·정서  욕구를 충족시키

며, 심리  안정감을 제공한다. 도구  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

을 직  도와주거나 문제해결을 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지칭한다.

  노인의 생활만족이란 ‘노인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에서 느끼는 주  만

족감과 그에 한 태도이며, 과거의 삶을 비롯하여 재 처한 상황에 한 

종합 이고 보편 인 만족’을 의미한다(최성재, 1986).

  선행연구들(고보선·유용식, 2003;김수  외, 2008; 최용민·이상주, 2003)

에 따르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표 인 요인으로는 성

별, 연령, 배우자 유무, 동거 형태, 경제  수 , 경제활동 여부, 건강상태, 

사회  지지 등이다. 그리고 사회  지지 정도는 생활만족도와 정(正)의 

련성을 나타낸다.

8.2. 사회적 지지

□ 사회복지사나 종교단체·자원 사자의 사회  지지는 미미함

  독거노인 주변사람들의 사회  지지(지원)에 해서 살펴본 결과, 반

으로 사회복지사나 종교단체  자원 사자의 지지는 아직까지 많지 않

았다. 경제  도움을 주거나 아  때 간호를 해주는 경우 등 어려움에 처

할 때는 가족·친척과의 교류가 많고, 물건을 사러 가거나 빌리는 경우 등

과 같이 교류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상은 친구·이웃이 많았다.

  한편, 은행· 공서 일을 신해 주거나,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일,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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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해주는 일 등 독거노인의 사회생활을 지원해주는 경우(도구  지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1>.

그림 2-11.  주변 사람들의 사회  지지

□사회복지사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종교단체, 자원봉사 ■해당없음

은행일 등을 봐줌

식사, 집안일 도움

모르는 길 안내해줌

아플 때 간호해줌

필요한 물건 빌려줌

경제적 도움을 줌

물건을 살 때 함께함

부업, 일자리 소개해줌

속사정 얘기를 들어줌

나를 존중해 줌

걱정하고 관심 가져줌

같이있는 시간이 소중함

오가며 친하게 지냄

8.3. 생활만족도

□ 다른 사람보다 다복한 편이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응답

이 많음

  생활만족도에 해서 살펴본 결과, 체로 다른 사람보다 다복한 편이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한 재 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바

쁘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부정 인 사람이 많았고, 살아

가는 데 희망이 있다는 측면 역시 부정 인 사람이 많았다.8 Likert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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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9를 100  척도로 환산해보면(  그 지 않다 = 0 , 그 지 않다 =

25 , 보통이다 = 50 , 체로 그 다 = 75 , 매우 그 다 = 100 ), 부

분의 항목이 40～50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 으로 볼 때, 독

거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1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었다

45.0

나는 평생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

나는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매일매일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나는 지금도
바쁘고

의미있는
생활을 한다

나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과 
비교할 때 

젊은 편이다

나는 자주
우울해진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다

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긍정  ■보통 ■부정 (단위: %, N=328, 상자안은 100점 평균)

36.3

45.0

24.7

56.2

23.5

35.4

41.2

45.8

35.7

42.4

22.0

49.7

31.4

39.0

29.6

41.9

39.3

47.6

13.1

43.2

39.0

41.8

19.2

50.7

29.0

39.0

32.0

44.1

34.1

51.8

14.0

46.6

33.2

48.2

18.6

그림 2-12.  생활만족도

 8 정은 ‘매우 그 다’  ‘ 체로 그 다’, 보통은 ‘그  그 다’, 부정은 ‘그

지 않다’  ‘  그 지 않다’를 말한다.

 9 생활만족도 환산과정에서 ‘나는 평생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 ‘매일매

일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나는 자주 우울해진다’, ‘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는 문항 자체가 부정 인 항목이기 때문에 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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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상자별 사회  지지 에서는 가족·친지의 지지가, 사회  지지 

유형별로는 정서  지지가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  향을 

미침

  사회  지지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해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독립변인으로는 지역, 성별, 연령, 경제활동, 소득, 건강상태, 주변인과 

, 사회  지지를 설정하 다. 각 변인의 측정은 지역은 도시근교를 

기 으로 농 과 어 을 더미변인화하고,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경

제활동은 농어업  농어업외 활동 여부를 기 으로 경제활동 집단과 비경

제활동집단으로 나 고, 소득은 월평균소득 총합액으로, 건강상태는 평소 

건강상태에 한 응답결과(1=1개월 이상 앓는 만성질환이 있다 2=만성질

환은 아니지만 잔병치 를 한다, 3=건강한 편이다)를, 주변인과 은 자

녀, 친척, 친구·이웃과의 빈도(1=  연락 안함, 2=거의 연락 안함, 

3=1년에 1～2회 정도, 4=월 1～2회 정도, 5=주 1～2회 정도, 6=거의 매일)

를, 사회  지지는 사회복지사, 가족·친척, 친구·이웃, 종교·자원 사자 등

이 평소에 도구  지지 8개 항목, 정서  지지 5개 항목을 제공하는지 여

부의 총 을 토 로 하 다.10

  종속변인인 생활만족도는 노인의 생활만족과 련한 9개 항목의 진술문

에 한 5  리커트 문항의 반응(1=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4= 체로 그 다, 5=매우 그 다)의 총 으로 측정하 다. 종속

변인인 생활만족도는 9개 만족도 문항의 합계 수로 측정하 다. 생활만

족도 척도의 신뢰도계수(α)는 0.860 다.

10 상자별 사회  지지는 13개 사회  지지 항목의 제공 여부의 합으로 범 는 

0~13이다. 사회  지지 유형(도구, 정서)별 사회  지지는 4개 그룹의 상자

별 사회  지지의 8개 항목(도구  지지), 5개 항목(정서  지지)에 한 제공 

여부의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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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유의도는 0.001 이하 으며 상자별 지지의 경우 

27.8%, 도구·정서  지지의 경우 24.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 

연령, 성별, 건강상태, 경제활동 여부, 소득, 주변인  등을 통제한 상황

에서 보면 상자별 사회  지지 에서는 가족·친지의 지지가, 사회  지

지 유형별로는 정서  지지가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변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보면 자녀 빈도와 친척 빈도가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표 2-8>).

　 B Beta t sig

(Constant) 2.478 　 4.808 0.000

지역

(근교=0)

농 0.182 0.154 2.452 0.015

어 0.098 0.072 1.124 0.262

연령 -0.014 -0.137 -2.605 0.010

성별 0.026 0.016 0.307 0.759

건강상태 0.109 0.121 2.330 0.020

경제활동 -0.046 -0.035 -0.661 0.509

소득 0.004 0.125 2.282 0.023

자녀 0.087 0.159 2.810 0.005

친척 0.091 0.188 3.685 0.000

친구·이웃 0.044 0.066 1.228 0.220

사회

지지

( 상별)

사회복지사 -0.067 -0.099 -1.968 0.050

가족·친지 0.035 0.206 3.609 0.000

친구·이웃 -0.010 -0.052 -0.944 0.346

종교자원 사 0.027 0.069 1.338 0.182

R2=0.278 AR2=0.245 F=8.588(df=14, 313) Sig=0.000 

표 2-7.  상자별 지지가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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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eta t sig

(Constant) 2.159 　 4.163 0.000

지역

(근교=0)

농 0.183 0.155 2.393 0.017

어 0.074 0.055 0.838 0.403

연령 -0.013 -0.125 -2.346 0.020

성별 0.064 0.039 0.763 0.446

건강상태 0.115 0.128 2.446 0.015

경제활동 -0.021 -0.016 -0.295 0.768

소득 0.003 0.111 1.994 0.047

자녀 0.133 0.243 4.803 0.000

친척 0.098 0.204 3.952 0.000

친구·이웃 0.028 0.043 0.803 0.423

사회  

지지 유형

도구 0.006 0.030 0.504 0.614

정서 0.022 0.100 1.693 0.091

R2=0.245 AR2=0.216 F=8.518(df=12,315) Sig=0.000

표 2-8.  사회  지지 유형이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9.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욕구

9.1.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 기 노령연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필요성 인지는 기 노령연 , 

국민연 , 국민기 생활보장의 생계비 지원 순으로 높음

  소득  경제활동 련 사회복지서비스 에는 기 노령연 (92.4%)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국민기 생활보장의 생계비 지원(15.5%), 국민

연 (13.1%)도 일부 이용 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경제활동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인지에 있어서는 기 노령연 (98.2%),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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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민기 생활보장의 생계비 지원(87.8%), 기타 생활비 지원

(79.0%) 순으로 높았다. 일자리 제공  농도우미 지원은 재 이용 

이거나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고 서비스의 필요

성 인지(일자리 제공 51.8%, 농도우미 지원 39.9%)도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3>.

삼척시 근덕면 거주 이○○(84세 여자)는 남편과는 30년 에 

사별했으며 었을 때는 김이나 미역 등을 채취하거나 밭농사

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으나 재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 으로 인해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기 노령연

은 매월 84,000원을 받고 있는데 기요 , 화비, 약값 등

으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

므로 기 노령연 의 지 액수를 좀 더 올려주면 살림에 실질

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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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의 생계비 지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생활비 지원 일자리 제공 영농도우미
지원

■현재 이용중 ■과거에 이용한 경험 있음

■내용은 알지만 이용한 경험 없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용한 경험 없음
(단위: %, N=328)

64.6 64.9

92.4
78.4

52.4 54.0
42.4 37.8

20.422.018.3 13.115.5 7.3 5.2 5.51.5 0.3 2.7 0.90.3

그림 2-13.  소득  경제활동 련 사회복지서비스

(단위: %, N=328)■필요  ■필요없음  ■잘 모르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 생계비 지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생활비 지원 일자리 제공 영농도우미
지원

87.8 88.1
98.2

79.0

51.8
39.9

49.4

6.1 6.7 11.6

39.0

6.1 5.2 0.9 0.9 9.5 9.1 10.7

9.2. 보건의료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 반 으로 이용 경험이 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나, 필요성 인

지는 약값·의료비 지원,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 보철·틀니  보

청기 지원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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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련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반 으로 이

용 경험도 고, 내용 역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12.5%, 약값  의료비 

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10.4%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련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인지는 약값  의료비 지원(94.2%), 보건소의 방문의료

서비스(86.6%), 보철·틀니  보청기 지원(85.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72.6%), 보행보조기구(67.7%),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63.1%) 

순으로 높았다<그림 2-14>.

삼척시 근덕면 거주 최○○(83세 여자)는 염과 요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이

다. 그러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에서 아무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내용에 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등 정도 

받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내용

과 비용부담, 신청 차 등에 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 내

일이라도 당장 등 정 신청을 하겠는 의견을 나타냈다.

횡성군 갑천면 거주 백○○(74세 여자)는 고 압, 염, 요

통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귀가 어두워 남의 말을 잘 알

아듣지 못한다. 자녀들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  이 있는데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분실하여 지 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백

○○는 치아 손실이 심하여 틀니가 필요한 상태이나 경제  여

력이 없어서 하지 못해서 음식을 씹기가 단히 불편한 상태이

다. 경사지에 외따로 떨어진 집에서 살고 있어서 마을에 가거

나 버스를 타러 갈 때 무 힘이 들어서 보행보조기구 같은 것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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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약값 및 의료비

지원

보철/틀니 및

보청기 지원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

보행보조기구

■현재 이용중 ■과거에 이용한 경험 있음
■내용은 알지만 이용한 경험 없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용한 경험 없음

(단위: %, N=328)

12.5

0.9

57.9
49.7 45.4

60.4

49.4

64.6

41.8
48.8

43.0
35.7 33.5 33.2

0.3
10.4

2.4 1.84.6 0.30.6 1.2 1.5

그림 2-14.  보건의료 련 사회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약값 및 의료비

지원

보철/틀니 및

보청기 지원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

보행보조기구

(단위: %, N=328)■필요  ■필요없음  ■잘 모르겠다

63.1
72.6

94.2
85.4 86.6

67.7

23.5
17.1

3.4
9.8 8.2

19.5
13.4 10.4

2.4 4.9 5.2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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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거환경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 독거노인의 1/3 정도가 공동주거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난방비  교

통비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함

  주거환경 련 사회복지서비스에 해서 살펴본 결과, 경로당 등을 활용

한 공동주거시설 서비스는 33.2%가 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

으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 련 사회복지서비

스의 필요성 인지는 난방비 지원(93.0%), 교통비 지원(90.2%), 주택 개·보

수, 경로당·마을회  등을 활용한 공동주거 시설(71.3%) 순으로 높았다<그

림 2-15>. 20명의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심층면  결과에 따르면, 겨울

철 난방비의 지원, 주택의 개보수 등에 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시 근덕명 거주 김○○(80세 여자)는 기 노령연 으로 매

월 9만원씩 받고 자녀들이 생활비를 조  보내주고 있는데 겨

울철에는 난방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한다. 겨울철 난방용으

로 석유보일러를 설치하 으나 주로 기장 을 사용하고 있

다. 집이 낡고 비가 새어 우선 지붕을 수리해야 하고 오래된 벽

지와 장 도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구입한 지가 무 오래되

어 잘 가동이 되지 않는 세탁기도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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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동주거시설

주택 개/보수 난방비 지원 교통비 지원

(단위: %, N=328)■현재 이용중 ■과거에 이용한 경험 있음
■내용은 알지만 이용한 경험 없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용한 경험 없음

48.5

66.5 63.4

29.932.3

2.1 4.3
12.816.5

26.8 30.2
20.4

2.7 4.6 2.1

36.9

그림 2-15.  주거환경 련 사회복지서비스

71.3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동주거시설

주택 개/보수 난방비 지원 교통비 지원

(단위: %, N=328)■필요  ■필요없음  ■잘 모르겠다

73.2

93.0 90.2

15.2 17.7
3.7 6.7

13.4 9.1 3.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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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부담  교통 불편에 한 불만이 많음

  본 연구의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  독거노인들은 교통비 부

담  교통 불편에 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 노인들은 지

하철을 무료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노인들에 비해서 부당한 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에서 시내버스를 타는 곳까지 

이동하는 데 힘이 부치는 독거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4.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돌 서비스와 같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낮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게 인지함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해서 살펴본 결과, 서비스 이용 경험은 1.5%

(노인돌 종합서비스)～5.5%(노인돌 기본서비스)로 체로 아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인지는 이·미용서

비스(83.8%), 응 상황 시 지원(83.2%), 노인돌 종합서비스(76.5%), 노인

돌 기본서비스(74.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기타 사회

복지서비스는 최근에 도입된 사회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용 경

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서비스들은 독거노인들의 실생활에 

직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서비스의 필요성에 한 인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20명의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심층면  조사에

서는 노인돌 기본서비스의 서비스 횟수나 반찬에 한 불만이나 요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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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노인돌
기본서비스

노인돌
종합서비스

응 상황 시
지원

이·미용
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5.5 1.5 3.3 4.5

필요함 74.7 76.5 83.2 83.8

표 2-9.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단 : %

10. 소결

  농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독거노인의 2/3 정도가 10년 이상 혼자 살고 있으며,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 모두 결혼을 했거나 다른 도시에 취직하여 독립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데 가장 어려운 은 건강이 

나쁘다는 과 경제  어려움이었다.

  자녀들과는 월 1～2회 정도 연락하고, 친척과는 연 1～2회 연락하며, 친

구와 이웃은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거노인의 1/4 정도는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규모는 소규모이며, 거동할 수 있는 한 농어업

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극소수의 독거노인만이 농어업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일용직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42.2만원 불과하고, 독거노인의 3/4 이상이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었다. 독거노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32.8만원

이고 부담이 큰 지출품목은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이었다.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으로는 자녀의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많았고, 1개

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월평균 의료비(본인 부담)는 5만원 정도이고, 심하게 아  때

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자가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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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주택이 낡고 노인들의 신체구조에 부 합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독거노인들은 친목단체와 종교단체에는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문화활

동, 사단체 등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독거노인에 한 사회  지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나 종교단체·자원

사자의 사회  지지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생

활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가 독거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상자별 사회  지지 에서는 가족·

친지의 지지가, 사회  지지 유형별로는 정서  지지가 독거노인의 생활만

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욕구에 하여 살펴보면, 소득  경제활동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기 노령연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서비스 필요성의 인지는 기 노령연 , 국민연 , 국민기 생활보장 생계

비 지원 순으로 높았다. 보건의료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반 으

로 이용 경험이 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나 필요성의 인지는 약값·의료

비 지원,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 보철·틀니  보청기 지원 순으로 높았

다. 주거환경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독거노인의 1/3 정도가 경로

당과 같은 공동주거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난방비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

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독거노인들은 노인돌 서비스와 같은 기타 사회

복지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낮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서는 높게 인지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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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  독거노인 련 지원의 황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에 한 정책은 노인복지법과 출산·고령사회기본

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는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사회의 발 에 기여하는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 하

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당한 일에 종

사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

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

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 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는 국가  지방자

치단체는 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

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  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들에 근거한 농어  독거노인 련 지원(정책  사업)으로는 노인

돌 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생활 리사 견사업), 노인돌 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 노령연 , 독거노인 응 안  

돌보미 서비스(구, 독거노인 u-Care시스템), 노인일자리사업, 취약농가 인

력지원 사업 등이 있다.

  노인돌 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 생활 리사 견사업)는 ①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② 소득, 건강, 주거, 사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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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상자를 선정한다. 노인돌 기

본서비스는 가정방문(월 4시간), 화 등을 통한 주기  안  확인, 생활교

육, 서비스연계 등 방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무

료이다.

  노인돌 종합서비스의 서비스 상자는 ①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  외 A, 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② 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다. 노인돌 종합서비스는 월 36시간 는 27시간의 가사  

간병 등의 재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구별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을 서비스 제공기 으로 지정한다. 이용자 비용 부담은 

월 18,000원(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는 무료)～48,000원(바우처 방식)까

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 여를 사회  연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

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5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가족의 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풍 등 노인에 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

회연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이다. 수 자에게 배설, 목

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 노령연 은 과거의 경로연 을 개선한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2007년에 도입되어 2008년 1

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70%(’10년 약 

375만 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 을 제공하고 있다. 즉, 65세 이상 노인 

 소득과 재산이 은 70%의 노인에게 연 을 지 한다. 상자 선정 기

은 가구별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선정기 액(단독가구 70만원, 

부부가구 112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연 액(국민연  가입자의 연 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은 단독 수 자는 월 최고 90,000원, 부부 수

자는 월 최고 14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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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응 안  돌보미서비스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 등 복지증

진을 해 활동, 출입, 가스 유출, 화재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집 안에 설치

하여 독거노인의 안 을 모니터링하고, 응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

록 하는 신개념의 서비스이다. 2008년에 3개 지역(성남, 순창, 부여)에서 

시작하여 2009년에는 총 9개 지역(성남, 순창, 부여, 동해, 삼척, 문경, 서

산, 김제, 양)에서 실시하 으며, 2010년에는 9개 지역(수원, 용인, 원주, 

횡성, 태안, 완주, 장수, 무안, 강진)에서 추가 으로 실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목 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보 하여, 소득 창출  사회참

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고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업 참여 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신체노

동이 가능한 자(사업 종류  운  형태에 따라 만 60세～64세인 자도 가

능)이다. 노인일자리의 종류로는 공공분야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고, 민간분야에는 시장형, 인력 견형, 창업모델형이 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분야는 월 20만원 7개월 지원, 민간분야는 수익에 따라 배분

한다<표 3-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사고·질병농가에는 농도우미를 견하여 

농을 행하고, 고령 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 인 

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 와 기 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농어 지역 복지향상과 안정  생산지원을 하여 ’06

년부터 농 앙회에서 농식품부의 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도우

미 지원 상은 ① 농지소유 규모 50,000㎡(약 15,125평) 미만 농가의 75

세 이하 농업인, ② 2주 이상 상해진단 사고 는 10일 이상 질병입원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신할 농도우미를 요청한 자이며, 지원자는 사고·

질병 내용을 병·의원의 확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농도우미의 지원내

역을 살펴보면, ① 농도우미 1일당 지원 단가는 농  노임 평균단가 

52,000원의 70%인 36,400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이용농가

에서 부담함, ② 1회 사고·질병 건당 지원한도는 농도우미가 실제 농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하여 총 10일까지(364,000원) 지원한다. 가사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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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원 상은 농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부부가구, 조손가

족, 다문화가족이다. 가사도우미(자원 사자)에게는 활동 실비를 1일당 

10,000원(국비 70%, 농  30%) 기 으로 지 하고, 가사도우미는 최  12

회(월 1회)를 이용할 수 있다.

구 분 정 의 일자리 시
지원 내용
(’10년)

공공분야

공익형
지역사회 발   개발에 공헌

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거리·자연환경 

지킴이, 교통안 , 

방범순찰

월 20만원,
7개월

교육형

특정분야 문지식·경험 소유자

가 복지시설  교육기  등에

서 강의

숲생태·문화재해

설사, ·서 ·

한자 강사

월 20만원,
7개월

복지형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

노-노 어, 노인

주거 개선, 독거

노인 보호, 보육

도우미

월 20만원,
7개월

민간분야

시장형
제조, 매, 서비스 등 사업을 연

간 운 하면서 일정수익이 발생

택배, 세탁방, 

반찬 매, 재활

용품 , 농산물

매

수익에 따라 
배분

인력 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견되어 

일정 임 을 지 받는 일자리

시험감독 , 주

유원, 주례사, 가

사도우미, 건물

리

수익에 따라 
배분

창업모델형
시장형  사회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모델사업

실버카페, 휴게

소, 떡 등 식품

제조 매업

수익에 따라 
배분

표 3-1.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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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  독거노인 련 지원의 문제

2.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측면에서는 노인돌 기본서비스의 의의와 기능에 하여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이다. 특히, 비교  건강한 독거노

인일수록 노인돌보미의 화나 가정방문을 귀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 기본서비스에 하여 정 인 평가를 하는 

독거노인의 경우는 가정방문 시간  횟수의 부족에 한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담당 노인돌보미가 자주 바 는 것에 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노인돌보미들의 입장에서는 독거노인의 안  여부를 확인하기 해 수

시로 화하고, 주 1회 이상 직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유류비, 교통

비, 화요 에 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보수(월 60

만원 내외)로 인하여 노인돌보미의 이직률이 높았다. 그리고 노인돌보미가 

장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서류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 무 많다는 의견

이 지배 이었다.

2.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카드는 노인돌보미 출퇴근 체크를 해 국민은행 카드를 사용하

고 있는데 노인들이 은행 인출용으로 잘못 생각하여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용부담에 있어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

의 경우는 무료로 제공되나 일반 노인의 경우는 본인부담 을 다소 부담스

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 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월 27～

36시간이고 일주일에 2번 정도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사용 가능한 총 시

간  주간 방문횟수를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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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 종합서비스의 노인돌보미들은 독거노인의 안  여부를 확인하

기 해 수시로 화하고, 주 1회 이상 직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유

류비, 교통비, 화요 에 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보수(월 60만원 내외)로 인하여 노인돌보미의 이직률이 높았다. 그리고 노

인돌 기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노인돌보미가 장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서류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 무 많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다. 그리고 

농어  주민들이 노인돌보미를 출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에 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2.3. 노인장기요양보험

  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농어 지역에서 시행 기부터 여러 가지 심

각한 문제 들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 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

양보험에 한 낮은 주민 인지도, 지나치게 엄격한 등 정체계, 과 한 

본인부담 , 요양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난립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차상 계층은 본인 부담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요

양보호사의 시간당 임 이 7,000원 내외이고 최  근무가능 시간도 월 80

시간에 불과해 처우개선이 시 하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

보의 외부 유출을 꺼리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실

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문요양의 경우 

특히 도시 근교 농어 지역에서는 기  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

2.4. 기초노령연금

  기 노령연 의 경우 월 수령액이 소액(독거노인의 경우 최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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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기요 , 화요  등과 같은 잡부 을 내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

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통수당을 받던 노인들이 

기 노령연 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외감과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도 있었다.

2.5.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심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경쟁

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분야에서의 노인일자리는 로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거노인 안 지

킴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구르트 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사업은 편법

으로 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편법의 로는 요구르트 1～2주일분을 한꺼

번에 배달하고 독거노인을 직  보지도 않고 요구르트만 두고 가는 경우이

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의 경우 낮은 보수(월 20만원)에 한 참여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1년 에 7개월만 일할 수 있고 차기 연도의 사업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 하 다. 

2.6.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농도우미의 경우 1회 이용가능 최  일수가 10일이어서 한계가 많다. 

그리고 가사도우미의 경우 최  12회(월 1회)밖에 이용할 수 없어서 이용 

가능 횟수에 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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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11

  일본은 인구고령화에 비하여 1989년부터 범정부  고령자보건복지추

진 10년 략(골드 랜)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심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확

충하고자 하 고, 2000년 개호보험제도12를 도입하여 노인복지를 사회  

차원에서 근하고 있다. 일본의 독거노인 련 정책  목표는 ① 소득

자 경제생활 수  개선, ② 건강증진, ③ 일상생활 지원 충실, ④ 사회참가 

진, ⑤ 주택의 질 향상, ⑥ 생활안  확보, ⑦ 독거불만 해소 등이다.

  시오야마치(塩谷町)의 사례를 심으로 일본의 독거노인 지원 체계를 다

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도치기 (栃木縣)의 북부권에 치한 시오야

마치(塩谷町)는 농업지역의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지역복지추진 시범지역

으로 활동을 개한 바 있다. 시오야마치의 2005년 인구는 14,055명  65

세 이상 노인 인구는 3,485명으로 24.8%를 차지하고 독거노인은 234명에 

달한다.

  첫째, 지역주민과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교류를 증 시키는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복지 의회에서 

11 박성복(2005), 엄기욱(2006), 이서 ·김진(2010), 채 탁(2006)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 다.

12 일본의 개호보험(介護保險)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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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역주민을 활동 원으로 임명하여 독거노인이나 노인 세 의 안부 

확인을 목 으로 노인 가정을 순회 방문하는 안부확인 순찰  활동을 한

다. 그리고 민생 원의 안부확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에서 민생 원을 선

임하여 거택고령자 조사, 독거노인 확인 활동, 긴 통보시스템 설치 등의 

가정방문 활동을 수행한다. 후 아이(ふれあい) 활동을 통해서는 지역 내 

독거노인을 포함한 노인과 지역 주민 간 상호이해를 돕기 해 등학생들

의 사랑의 연하장 보내기 활동, 그라운드 골 회 개최 등 학생과 노인 

간 세 교류를 추진한다. 그러나 개호보험의 실시로 개호지원서비스를 지

원받게 됨에 따라 지역 내 서비스 지원자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사업이 

2000년도 이후로 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역복지시스템을 활용한 독거노인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긴 통보시스템을 통해 독거노인을 상으로 무

선발신기를 설치하고 소방서, 의료기 과 연계되도록 하여 독거노인의 긴

 상황에 처한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통해 도시락을 매개로 서비스 

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  시 응하고자 마련되었다(이용자가 일부 

액을 부담). 그리고 개호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독거노인 등을 상으로 

주 3회 정도 지역 내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운동, 공 활동, 목욕 등의 

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활력지원 주간서비스를 제공한다. 거택개

호지원사업소는 개호지원 문원( 어매니 )을 두어 독거노인의 상황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정· 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택개호

지원센터는 65세 이상 재가 요보호노인과 요보호상태가 될 가능성 있는 

노인  가족을 한 재택개호에 한 종합 인 상담창구로서 역할을 수행

한다.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재택개호지원센터는 거택개호지원사업

자와의 역할 분담 등의 문제로 지역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복지·보건·의

료 서비스의 지역 포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자

체의 보건복지과에서는 지역 내 독거노인의 긴  상황에 처하도록 조기 

발견에 을 맞추어 민생 원, 안부확인 순찰 , 사회복지 의회 등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독거노인과의 사회  지지망 형성을 해 시오야마치는 민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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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공식 인 지역사회 사인력을 활용한 지역 네트워크 만들기에 주

력하고 있다. 민생 원은 ① 주민의 생활상태의 악, ② 생활 상담·조건 

등의 원조, ③ 복지서비스 이용을 한 정보제공, ④ 사회복지 계자와의 

연계·지원, ⑤ 복지사무소 등 행정기 과의 력 등을 수행하며 지역 내 

독거노인과 복지 계자, 행정기 과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 노인복지

법, 개호보험법, 노인보건법, 생활보호법 등의 제도망에서 독거노인을 지원

하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민생 원 활동과 개호 방·지역상호지지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가까운 사회복지 의회가 지역주민을 활용한 

지원활동을 개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생명과 련된 긴  상황에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과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가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나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된 2000년 이후 앙정부의 복지사

업이 확 됨에 따라 제한 으로 실시되고 있다. 독거노인의 지원과정은 지

역의 독거노인 발견→ 보건복지과  사회복지 의회로부터 독거노인의 

수→ 상황 검토  계획수립→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시킴으로써 독거

노인의 사회  지지망 형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밖에 일본 군마 의 경우, 산간지역 노인들의 겨울철 난방  생활지

원을 해 그룹홈을 운 하고 있다. 겨울에만 공동생활을 하고 개별 인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국13

  국의 지역사회보호체계는 보건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의 보건당국과 사회서비스국이 공동 산을 수립하고 원스

톱패키지를 제공하기 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은 허약  

13 이서 ·김진(2010), 임병우(2004), 한정자 외(2002), 홍미령(2006) 등을 참고하

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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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의 장애노인들의 입원 혹은 시설입소를 사 에 방지하여 가능한 오랫

동안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노인 돌 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수발자·보호자들에 한 서비스를 확 하고 있다. 그러나 

국에는 독거노인만을 한 서비스나 로그램이 별도로 개발되어 제공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독거노인은 일반 노인들보다 빈곤이나 질병

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지원, 의료보장, 사회  서

비스 등과 같은 부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소득지원 부문에서 독거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 퇴직국가

연 , 제2국가연 , 사별 여, 돌 수당, 최 소득보장수당, 사회기 보조

 등이 있다.  

  기 퇴직국가연 (Basic State Retirement Pension)은 고용주와 수혜자가 

공동 부담한 재원으로 퇴직 후 받게 되는 연 제도이다. 제2국가연 (State 

Second Pension)은 오랜 질병이나 장애로 연 을 납입할 수 없는 은퇴 노

인이나 보호자, 소득자에게 추가 으로 지 되는 연 이다. 사별 여

(Bereavement Benefits)는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의 국가보험 기여 실 에 

따라 지 되는 여이다. 돌 수당(Attendance Allowance)은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게 필요한 수발을 제공하기 한 수당이다. 최 소득보장수당(Minimum 

Income Guarantee as Income Support)은 일주일에 16시간 미만 일하는 

소득 노인에게 지 되는 수당이다. 사회기 보조 (Social Fund Grants)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통상 인 수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 하는 보

조 으로 혹한기 보상, 장례비 지원, 동 기 연료 지원, 지역사회 보호 

여, 가계자  여, 비상자  여 등을 제공한다.

  의료보장 부문에서 독거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일반의 서비스, 

병원 서비스, 의료비 보조 등이다. 일반의(General Practioner) 서비스는 

1990년부터 일반의에 의한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어 진료의 부분이 의

사 진찰실이나 보건센터에서 이루어지며,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왕진하는 

등 방과 1차 보건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보건 서비스는 지역

간호와 보건방문 서비스 등이 노인들에게 집 으로 제공된다. 병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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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노인환자는 국 병원환자의 2/3를, 그리고 응 실 입원의 40%를 차

지하고 있어 2000년부터는 보건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간요양보

호서비스(Intermediate Care Service)를 개발 확 하고 있다. 최근 국은 

노인복지와 자립을 증진하기 하여 ① 정신 ·신체  활동 증진(active 

aging), ②병원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서비스 확충, ③ 임종 시 고통 경감 

서비스, ④ 가족과 부양자를 한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비 보조는 

최 소득보장수당이나 구직자수당을 받는 60세 이상 소득 노인은 처방

약, 치과처방, 시력검사, 안경 등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독거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재가보

호, 주간보호, 시설보호 등이 있다. 재가보호로는 가정보호서비스(Home 

Help Services), 식사서비스(Meal Services), 사회사업서비스(Social Work 

Services), 보호자지원서비스(Respite Care and Carer Support Groups) 등이 

있다. 주간보호(Day Care)로는 노인주간보호(Elder Day Care), 노인보건주

간보호(Elder Health Day Care)를 들 수 있다. 시설보호로는 주거보호시설

(Resdential Homes), 요양보호시설(Nursing Homes)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독거노인을 한 직·간  서비스로는 ① 노인학  방지 서비스 

(Elder Abuse Protection Service),  ② 민간 옴부즈맨 제도 도입  제도화,  

③ 노인자원 사활동 활성화(Older Volunteer Programs), ④ 호스피스

(Terminal Care)의 제도화, ⑤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Adult Guardianship 

Service) 등이 있다.

3. 미국14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 가 노인층이 되면서 노인인구가 증하고 있

14 남기민(2008), 한경혜(2002), 한정자 외(2002), 홍미령 외(2006), 미국 연방 노인

복지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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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른 노인복지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한 공공지

출의 비율은 상 으로 어들고 있고 신에 노인복지를 한 사  부분

이 강조되면서 공공부문과 사 부문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독거

노인들을 한 서비스는 소득층이나 소수민족 노인 는 농어 지역 노

인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로그램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농

어  독거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로그램으로는 지역노인보호서

비스, 아메리코얼스(AmeriCorps), 노인의 화, 가정연료 긴 보조서비스, 

노인 친구 되어 주기 로그램, 노인사고방지 로그램, 지역사회 사 노

인고용 로그램, 지역사회 사 노인고용 로그램, 긴 통보지원, 긴 주

택수리, 물자지원, 양식품 지원, 양상담  교육, 병·해충 통제서비스, 

공공 후견인 제도, 시장보기 지원, 특별 교통편의 제공, 정신건강 상담·발

견, 화확인 서비스 등이 있다.

  지역노인보호서비스(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는 허약한 지역노

인을 한 사례 리 제공 이외에 주간보호, 간병, 상담, 주택수리, 재활치

료보호, 긴 통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메리코얼스(AmeriCorps)는 거동

이 불편한 노인이나 부양자를 한 가사지원, 간단한 주택수리나 개조를 

도와주는 자원 사 로그램이다. 노인의 화(Elder Helpline)는 주 역

에서 무료로 걸 수 있는 노인의 화를 걸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

움 받을 수 있는 기 에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이다. 가정연료 긴 보조서

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소득층 노인에게 여름 에어컨이나 겨울 난방을 

한 에 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 친구 되어 주기 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은 노인자원 사자들이 독거노인이나 병약한 노인들

을 해 제공하는 교통서비스, 쇼핑 지도, 음식 만들기, 친구 되어 주기, 휴

식보호 등의 자원 사 로그램이다. 노인사고방지 로그램(Injury 

Prevention Program for Seniors: FLIPS)은 노인의 낙상, 화재, 독극물 등의 

방과 가정생활 안 을 한 건강증진  생활안  서비스 로그램이다. 

지역사회 사 노인고용 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 

ment Program: SCSEP)은 55세 이상 소득층 노인의 지역사회 사활동

이나 트타임 고용을 통한 소득보조 로그램이다. 긴 통보지원은 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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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거노인이 한 경우에 건강센터에 알리는 긴 정보 로그램

(Emergency Alert Response)이다. 긴 주택수리는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수리나 개조가 긴 한 경우 도와주는 로그램이다. 물자지원(Material 

Aid)은 독거노인이나 소득층 노인들에게 필요한 식품, 의복, 화재경보기, 

안경, 보청기, 청소 도구, 주택 수리에 필요한 물자 등을 제공해 주는 서비

스이다. 양식품 지원(Nutrition Assistance)은 소득층 노인들이 거주하

는 지역에서 생산된 야채나 과일을 지역의 농산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

는 농산물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양상담  교육(Nutrition 

Counseling & Education)은 개별 노인의 양 수 에 한 측정과 건강한 

노년생활에 필요한 음식과 조리법에 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병·해

충 통제서비스(Pest Control Maintenance)는 노인들에게 해가 되는 병충이

나 해충 는 쥐를 통제하여 질병 방과 생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이

다. 공공 후견인 제도(Public Guardianship)는 심신기능이 허약하고 단력

이 떨어져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노인의 후견인이 되어 요보호 노인의 재

산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과 결연시켜 주는 사업이다. 시장보기 지원

(Shopping Assistance)은 생활 용품을 구입하기 하여 쇼핑하는 데 필요한 

교통 편의와 상품의 선택  구매 차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특별 교통

편의 제공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을 한 특별차량을 지원한다. 

정신건강 상담·발견(Mental Health Counseling & Screening)은 노인의 정

신건강에 한 측정, 진단, 치료 계획 등에 한 서비스이다. 화확인 서

비스(Telephone Reassurance)는 독거노인의 안  확인과  상황 시 특

별 는 긴 지원을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이다.

  이 밖에 노인복지법의 제3장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로는 노인주간보호, 도

시락 배달서비스, 인보호서비스, 사례 리, 주택개선, 휴식보호, 가사지

원, 출부서비스, 교통서비스, 경로식당서비스, 상해 방, 건강조정 사, 

상담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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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시사

  일본, 국,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한 독거노인 지원시스템

을 국 으로 구축하고 있다. 국에서는 지역사회보호에 한 논의가 

1970년 에 시작되어 1990년 에 지역사회 심의 지역사회보호체계가 정

착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80년  후반 이후에 국과 미국의 지역사회보

호에 한 논의가 소개되었고, 1990년  반 이후에 개호보험제도 구상과 

함께 구체화되었다(이서 ·김진, 2010). 국은 노인의 인권과 련하여 노

인의 기본 인 욕구 충족을 한 국가의 최소기 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

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포 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국 으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세 나라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활용한 

사회  지지(지원)망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에서도 독거노인의 사회  지지망으로서 지역주민 자원의 요성을 인식

하고 이들과 독거노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회  지지망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 군마 에서는 산간지역 노인들의 겨울철 난방  생활지원을 해 

그룹홈을 운 하고 있다. 이 사례는 최근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경로

당을 활용한 그룹홈사업에 좋은 참고가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과 

미국의 경우, 동 기에 소득 독거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연료 련 지원

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국은 사회기 보조 의 동 기 연료지원 로

그램이 있고, 미국은 독거노인이나 소득층 노인에게 여름철의 에어컨이

나 겨울철의 난방을 한 비용을 지원하는 ‘가정연료 긴 보조서비스’가 

있다. 이 밖에 미국의 긴 주택수리(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수리나 개조가 

긴 한 경우 도와 ), 양상담  교육(개별 노인의 양 수 에 한 측

정과 건강한 노년생활에 필요한 음식과 조리법에 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

함) 로그램 등도 우리나라 독거노인 정책 개선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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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앞에서 제시한 기존 자료 조사, 농어  독거노인 상 설문조사  심층 

면  조사, 국내외의 련 지원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하여 농어  독거노인 

정책 개선을 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사회안 망의 사각지 를 해소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농어  실정

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산재되어 있는 농어  독거노인들에게 노인복지서

비스를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복지 달체계를 수요자 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방문·순회 복지서비스를 확 하고, 정기

인 독거노인 복지욕구 조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 따르면 농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는 독거

노인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독거노

인의 사회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책이 필요하다. 즉, 독거노인의 

건강(만성질병 유무), 농참여, 농외소득, 거주지역, 주변사람들과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 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  지지망을 강화하여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필

요가 있다. 지역주민과 지역복지시스템을 활용한 사회  지지(지원)망을 

강화해야 한다. 독거노인 문제는 언젠가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

서 지역사회 내의 독거노인 문제가 지역주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

하다. 한 자녀  친척의 사회  지지를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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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자녀와 독거노인 간의 화통화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모색하

고, 자녀들이 독거노인에게 화통화  방문을 좀 더 자주 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기 노령연 제도를 농어  실에 맞

게 개선해야 한다.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농업인의 실제소득 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행 ‘농축산물 표 소득표’는 상  기술 수 의 선도

농을 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세농가에 용할 때에는 표 소득액

의 일정비율만큼 감액하여 용해야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휴·폐경농지, 빈 축사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에 소득환산율을 낮추거나 산정 상에서 제외

해야 한다. 그리고 기 노령연  수 액의 인상규모를 확 하고 시기도 앞

당겨야 한다.

2. 정책 개선방안

2.1.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그룹홈사업의 전국 사업화 

및 개선

  경로당, 마을회  등을 개조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을 극 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로당, 마을회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한 그룹홈사업은 김제시, 의령군, 서천군, 라남도 등에서 

추진 이고 횡성군에서도 계획 이다. 김제시에서는 2005년에 2개소에

서 시작하여 2010년 재 95개소에서 운 하고 있으며, 의령군에서 2007

년에 2개소에서 시작하여 2010년 재 29개소에서 운 하고 있다. 서천군

에서는 2010년 1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라남도에서는 

2004년도부터 도비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을 시작하여 2010년 

재 양, 여수, 순천, 고흥 등지에서 30개소를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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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마을회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한 그룹홈은 유사가족  생

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재 해당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들에게 공동의

주거공간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동주거와 정서  유 에 기

한 가족  생활 형태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그룹홈의 운 은 지

자체에서 운 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식비 등 기 생활에 계되는 비

용은 구성원들의 공동부담 는 지역사회의 상호부조  지원에 의하여 해

결하고 있다.

  김제시나 의령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로당을 활용한 그룹홈에서 생활

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그룹홈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립, 정서  문제 그리고 일상생활상의 어려움

을 쉽게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가족  욕구에 부응할 수 있고, 응 상황 발

생 시 처가 용이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 는 연계할 수 있어서 

비용으로 효율 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재 지자체

에서 산발 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한 그룹홈 사업은 국 사업

화를 추진해야 하며, 그룹홈 사업의 사회, 경제  효과에 한 분석과 홍보

가 필요하다15.

  경로당을 활용한 그룹홈의 경우 재는 특별한 규칙이 없이 자율 으로 

운 되고 있지만 장기  발 을 해서는 규칙이나 회칙을 만들어 이를 

수하도록 하고, 그룹홈의 일원이 아닌 일반 마을주민들이 경로당을 이

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거나 이용시간 등을 정할 필요

가 있다.

  재 경로당, 마을회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한 그룹홈사업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 를 들면, 김제시와 의령군)은 사업 확

의 필요성을 감하고 있지만 재원부담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

다. 이것은 이 사업이 으로 지자체에게만 맡겨진 데에서 나타나는 한

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앙정부의 지원과 사업연계

15 난방비의 감, 요양서비스를 받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과 같은 정  효과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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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농어  공동생활형 홈 조성(구상안)>

○ 추진배경 

  - 농어  지역은 고령화 진행 등으로 주거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 으

로 뒤떨어진 상황

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 사업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개발과에서 구

상하고 있는 <농어  공동생활형 홈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제시의 추진 사례>

○ 2005년 2개소에서 2010년 재 95개 그룹홈 개소, 기존 경로당에 지원.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사업(그룹홈)으로 시 사업임.

  - 총 95개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에서 신축은 20개소, 기존 시설 

개보수는 75개소이며, 총 생활인원은 865명

  -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운 사업이라고도 지칭함.

○ 체 19개 읍·면, 723개 자연부락에 59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에

서 우선 으로 95개소의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을 지원하고 있음.

  - 매년 읍·면당 1개씩 목표로 늘려가고 있음.

 
○ 기존 경로당의 개·보수비용으로 1,500만～2,500만원, 운 비는 연간 

300만원(하 기 2분기는 50만원씩, 동 기 2분기는 100만원씩) 지원

  - 일반 노인회 은 194만원(유류비, 운 비, 간식비 등 포함) 지원

  - 신축 시에는 개소당 5,000만원 지원

  - 장비(이불장, 침구류, 냉장고, 세탁기, TV 등) 보강: 개소당 650만원

○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을 운 하는 데 있어서 신축비, 기능보강사업

비 등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앙정부의 산지원이 실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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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택공 은 도시가구, 은 층 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어  지

역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주거지원 수혜 미흡

  - 농어  지역의 독거노인, 고령 농어가 등 자부담 능력이 미약한 취약계

층을 한 특화된 주거복지 지원 책 마련 필요

○ 추진 방향

  - 농어  공동체형 농어민 홈은 농어 의 취약계층(독거노인, 고령· 세

농어업인, 결손가정 등)의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추진

  - 정부·지자체의 재정여건, 취약계층 부담능력 등을 고려, 비용의 공동

생활형 주거형태 마련·지원

  - 기에는 국가·지자체 공동의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  모델을 창출하

고, 장기 으로는 지역사회·민간 주도형으로 추진

○ 주요 내용

  - 농어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상으로, 새로운 농어   주거공간인 공

동생활형 홈 모델 개발·보  

  - 농어  공동생활형 홈 조성사업의 성공모델 창출 이 에는 국비지원 

등 별도 산을 확보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

  - 희망지역을 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확

   * 시범사업으로 추진기반 확보 후, 장기 으로는 지자체 포 보조  

산으로 추진

  - 정부·지자체, 민간, 마을 등 련 당사자가 각자의 자원을 동원하여 공

동으로 추진

2.2. 식사지원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강화

  독거노인들 특히, 남자 노인들은 식사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음을 

감안하여 식사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 스스로가 기밥솥이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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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밥솥 등을 사용하여 밥을 짓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반찬 

지원에 을 맞출 필요가 있다. 행의 반찬배달 서비스는 개별 수혜자

의 건강, 식성, 양상태 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므로 향후 독거노인에 한 반찬 지원은 개별 수혜자의 질병, 치아  

양 상태, 식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특히 

남자 독거노인을 심으로 반찬을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에 한 교육을 집

이나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신체가 허약하여 시장보기  요리가 곤란한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확 해야 한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의 경우 독거노인의 이웃

에게 실비와 약간의 사료를 지불하여 독거노인을 한 표 식단에 따라 

식사를 비하도록 하여 배달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은 양식의 섭취를 한 노력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건강증진에 필

수 인 양교육  정보제공을 통하여 양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2.3.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의 확대

  독거노인 응 안  돌보미 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 내에 설치된 가스·화

재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무선외출버튼  게이트웨이가 일상생활로부터 

오는 상황을 감지하여 시·군청의 지역센터  소방서의 상황실로 자동

으로 신고하여 응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하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 덕분에 2009년 3월 이후 재까지 응

호출 958건, 화재감지 962건, 가스감지 76건의 응 상황 서비스가 제공되

었다고 한다. 본 연구의 지조사에서도 이 서비스 덕분에 각종 사고나 화

재를 방하고 인명을 구조한 많은 사례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0년 

재 국 18개 지역에서 실시 인 이 서비스를 차 국 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교통이 불편한 농어 부터 우선 으로 이 서비스를 확

하고, 기계 검을 정기 으로 해야 하며 사업의 유용성을 농어  주민 

 일반국민들에게 극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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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 독거노인 응 안  돌보미 서비스 추진 사례>

○ 독거노인 응 안  돌보미 서비스는 재 2,500세 를 지원하고 있음.

  - 시 자체사업으로 700세 (에듀테크↔김제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

로 1,800세 (SK텔 콤↔보건복지부)를 지원함.

○ 독거노인 응 안  돌보미센터 운

  - 개소일: 2010. 2. 1

  - 인력지원: 6명(담당자 1명, 서비스 리자 1명, 상담요원 2명, 기술요원 

2명)

2.4.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노인특성에 맞는 일

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인 지원뿐만 사회참여의 기회를 마련해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하여 더 많은 농어  독거

노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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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 총 배정인원: 679명

- 횡성시니어클럽: 실버폴리스(청소년 계도활동) 20명, 횡성청정지킴이사업

(환경 정화  개선) 100명, 횡성아름드리사업(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100명, 횡성아이사랑안 돌 이(아동안 보호) 57명, 횡성산들내리사랑

사업(환경 정화  개선) 123명, 어머니손맛도시락(도시락 매  배달) 

30명, 웰빙콩류사업단( 통장류 제조  매) 20명, 어머니손맛찬가게

(반찬요리 제조  매) 30명

- 횡성종합사회복지 : 황토소  생산· 매 9명, 횡성손맛사업단(감자떡, 

손만두, 송편) 70명, 보람찬강사단(동화책 읽어주기 등 학습지도) 26명, 

신바람강사단(여가활용 강사 견) 14명

- 횡성노인복지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단(소외계층 노인가구 주택 수리) 10

명, 거동불편노인 돌  사업 45명, 생활시설 이용자 돌  사업 25명

가능 기간과 임  단가를 올려서 행의 낮은 보수(월 20만원)를 실화해

야 하고, 장기 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용을 사회 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사업( : 노-노 어, 아동안 지킴이 사업 등) 심으로 내실화해

야 한다. 

2.5. 보행보조기구의 지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은 보행을 도와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있

기 때문에 보행보조기구가 특히 필요하다. 재 상당수의 농어  독거노인

들은 고 유모차를 보행보조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모차는 노인들

의 체격이나 힘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한 실정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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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에서 매되거나 지원되고 있는 보행보조기는 포장도로에서는 사용하

기가 합하지만 농어 의 비포장 농로나 마을안길 등에는 사용하기가 불

편한 구조이다<그림 5-1>. 농어 의 마을안길, 농로, 일반도로 등에서도 잘 

기능할 수 있는 보행보조기구를 개발하여 보 하고 소득 독거노인에게

는 구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행 보행보조기

2.6. 노인돌봄서비스의 개선

  독거노인을 상으로 ‘안  확인 화’  ‘가정방문’의 필요성  기능

에 하여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노인돌보미들은 독거노인의 안  여부

를 확인하기 해 수시로 화하고 주 1회 이상 직  방문해야 하기 때문

에 차량 유류비, 교통비, 화요 에 한 부담이 크다. 따라서 노인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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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용하는 차량 유류비, 교통비, 화요 의 표 모형을 개발하여 일

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의 낮은 

보수( 재 월 60만원 내외)를 좀 더 실화시켜야 하고, 노인돌보미가 작성

해야 할 서류  서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연계 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는 결식노인 반찬배달서비스의 경우는 수혜노인의 입맛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반찬을 배달하도록 조정하고, 남자 독거노인의 경우 서비스연

계사업으로 간단하게 반찬을 해먹을 수 있는 조리법을 경로당이나 마을회

 등에서 교육하는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인돌 종합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독거노인들을 상

으로 바우처카드(국민은행 카드)에 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차상 계층

의 본인부담 (월 18,000～48,000원)을 일정 비율로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

련하고, 독거노인들이 노인돌보미의 역할과 상에 하여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2.7. 취약계층 인력지원사업의 개선

  농도우미의 경우 1회 이용가능 최  일수( 재 10일)를 15～20일까지 

확 할 필요가 있다. 가사도우미의 경우 다른 분야의 돌 서비스와의 균형

을 맞추기 해서는 주 1～2회까지 확 할 필요가 있다.



제2부

농어촌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제6장

  조손가족 련 주요 선행연구들(염동훈 외, 2007; 정일선, 2004; 이정화·

한경혜, 2008)에 따르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는 조사 상자 

 손자녀의 일반  특성, 가족 계, 일상생활  여가활동, 경제활동, 소

득  소비, 보건의료, 주거, 사회참여, 손자녀와 친부모의 계, 손자녀의 

생활, 손자녀 양육의 장단 ,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복지욕구 등을 심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

구들에 따르면,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비에 한 부담과 같은 

경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양육부담과 스트 스, 건강문제, 손

자녀 교육과 훈육의 문제, 사회  소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조

손가족의 아동들은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받거

나 학교  사회생활에서 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국 단  

표본 설문조사(65세 이상 조손가족 노인 313명 상) 결과와 심층면 조사

(조손가족 10가구 상) 결과를 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1. 설문조사  심층면  상 조손가족의 일반  특성

  설문조사 상 조손가족의 일반  특성은 <표 6-1>과 같다. 

  거주지역 성격을 보면 도시근교농  80명(25.6%), 일반농  153명(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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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80명(25.6%)이었다. 거주지 권역별로는 경기·강원권 72명(23.0%), 충청

권 80명(25.6%), 라권 80명(25.6%), 경상권 81명(25.8%)이었다.

표 6-1.  설문조사 상 조손가족의 일반  특성

구 분 빈 도 비 율(%)

 체 313 100.0

지역 성격

도시근교농 80 25.6

일 반  농 153 48.8

어      80 25.6

거 주 지

경기·강원권 72 23.0

충  청  권 80 25.6

  라  권 80 25.6

경  상  권 81 25.8

성 별
남      자 74 23.6

여      자 239 76.4

연 령

65 ～ 69세 118 37.7

70 ～ 74세 102 32.6

75세  이상 93 29.7

혼인 상태

결      혼 114 36.4

사      별 191 61.0

이혼·별거·기타 8 2.6

학 력

무      학 180 57.5

      졸 93 29.7

      졸 26 8.3

고졸 이상 14 4.5

주거 형태

자      가 245 78.3

  월  세 37 11.8

장기임 ·기타 31 9.9

건강 상태

만 성  질 환 118 37.7

잔 병  치 148 47.3

건  강  함 47 15.0

농어업 종사
여부

농어업  종사 112 35.8

농어업종사 안함 201 64.2

경제활동 여부
활동함 143 45.7

활동하지 않음 170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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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분포는 남자 74명(23.6%), 여자 239명(76.4%)이다. 연령별로는 ‘65 

～69세’ 118명(37.7%), ‘70～74세’ 102명(32.6%), ‘75세 이상’ 93명(29.7%)

이었다. 혼인상태는 ‘결혼’ 114명(36.4%), ‘사별’ 191명(61.0%), ‘이혼·별

거·기타’ 8명(2.6%)이었다.

  학력은 무학 180명(57.5%), 등학교 졸업 93명(29.7%), 학교 졸업 26

명(8.3%), 고졸 이상 14명(4.5%)으로 나타나 응답자 부분(87.2%)의 학력

이 등학교 졸업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주거형태는 자가 245명(78.3%), 

·월세 37가구(11.8%), 장기임   기타 31가구(9.9%) 다.

  건강 상태에 있어서는 ‘만성질환 있음’ 118명(37.7%), ‘잔병치  함’ 148

명(47.3%), ‘건강함’ 47명(15.0%)으로 나타나 응답자 부분(85.0%)이 잔

병치 를 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어업의 종사 여부는 ‘농어업 종사’ 112명(35.8%), ‘농어업 종사 않음’ 

201명(64.2%)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1/3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

고 경제활동 여부는 ‘활동함’ 143명(45.7%), ‘활동하지 않음’ 170명(54.3%)

으로 나타났다.

  심층면  상 조손가족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6-2>. 심층면

 상 조손가족은 총 1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천 2가구, 횡성 2가구, 

거창 3가구, 삼척 2가구, 김제 1가구이다. 응답 조손가족 노인의 연령 분포

는 65～81세이며, 남자(조부) 3명, 여자(조모) 7명이다. 손자녀 양육기간의  

분포는 1～30년이며, 양육 손자녀 수는 ‘1명’ 3가구, ‘2명’ 7가구이다. 양육 

첫째 손자녀의 연령 분포는 7～18세이다. 양육 첫째 손자녀의 학력은 ‘미

취학’ 1명, ‘ 등학교’ 4명, ‘ 학교’ 3명, ‘고등학교’ 2명이다. 조손가족의 

형성 사유는 ‘이혼’ 8가구, ‘부의 수감’ 1가구, ‘모의 가출’ 1가구이며, 어

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이 4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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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심층면  상 조손가족의 일반  특성

구분
면
상자

연령 계
양육
기간

양육
손자
녀수

양육 
첫째
손자녀 
연령

양육
첫째 
손자녀
 학력

사유
거주
지역

비고

1 나○○ 70세 조부 3년 2명 7세 미취학 이혼 서천 어

2 임○○ 73세 조부 7년 1명 10세 4 이혼 서천 어

3 윤○○ 75세 조모 12년 2명 14세 1 이혼 횡성

4 박○○ 74세 조모 10년 1명 11세 4 이혼 횡성

5 김○○ 74세 조부 1년 2명 17세 고1
부의
수감

거창

6 김○○ 72세 조모 13년 2명 15세 2
모의
가출

거창

7 최○○ 80세 조모 9년 2명 18세
2

 휴학
이혼 거창

8 이○○ 73세 조모 4년 1명 11세 4 이혼 삼척 어

9 변○○ 65세 조모 30년 2명 18세 고2 이혼 삼척 어

10 임○○ 67세 조모 5년 2명 11세 4 이혼 김제

2. 손자녀 련 특성

□ 손자녀의 평균 연령은 12.7세이고 친손자녀가 다수임

  손자녀의 인구학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12.7세이고, 성별은 남

자(손자)가 53.5%, 여자(손녀)가 46.5% 고, 본인과의 계는 친손자녀가 

81.3%, 외손자녀가 18.7% 다. 손자녀의 학력을 살펴보면, 미취학이 9.4%, 

등학생은 34.8%, 학생은 27.0%, 졸· 퇴는 0.4%, 고등학생은 27.4%, 

고졸· 퇴는 0.9% 다<그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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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N=445) (단위: %, N=445)

남
53.5%

친손주
81.3%

여
46.5%

외손주
18.7%

그림 6-1.  손자녀의 특성

9.4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중졸 및 중퇴 고등학생 고졸 및 중퇴

(단위: %, N=445)

34.8
27.0 27.4

0.4 0.9

□ 손자녀의 양육기간은 평균 8.6년

  첫째 손자녀의 양육기간을 살펴본 결과, 2년 이내인 경우가 10.9%, 3～5

년인 경우는 22.7%, 6～10년은 34.2%, 10년 과는 32.3% 다. 첫째 손자

녀의 경우 평균 으로 8.6년 가량을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었다.

□ 손자녀 양육의 주요 원인은 가족해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주된 동기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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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혼  재혼, 자녀의 가출이나 실종, 자녀의 사망, 자녀의 질병 등으로 

나타나 주로 가족해체로 인한 원인이 가장 많았다.

  조손가족은 책임 있는 부모로서 자녀를 돌볼 능력이 있는 2세  성인자

녀가 부재하여 1세  조부모가 3세  손자녀를 담하여 돌보게 되어 성

인자녀 신에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제  불황, 결혼에 한 가치 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부모의 별거, 이혼, 산 등이 늘어나 조부모가 손

자녀를 돌보는 조손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가부장  친족 계의 지속, 이

혼, 별거와 같은 가족해체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 조손가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자녀를 키우게 된 가장 요한 이

유로는 아이 부모의 이혼·재혼이 56.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모의 

사망 16.3%, 부모의 가출·실종 10.2%, 부모의 실직· 산 8.9% 등으로 나

타나 가족해체가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그림 6-2>.

  10가구의 조손가족을 상으로 한 심층면 조사 결과에서도, 손자녀 양

육의 주된 사유는 ‘이혼’이 8가구, ‘부의 교도소 수감’  ‘모의 가출’이 각

각 1가구 다.

56.9

16.3
10.2 8.9 4.2 1.3 1.0 0.3 0.3 0.3 0.3

(단위: %, N=313)

부모의

이혼

및 재혼

부모의

사망

부모의

가출

및 실종

부모의

실직 

및 파산

부모의

경제

활동

부모의

질병

미혼모 부모의

수감

부모의

별거

부모의

외국

생활

손자의

질병

그림 6-2.  손자녀를 키우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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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근덕면 변○○(65세, 여자)는 남편은 30년 에 바다

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 고 을 때는 해

녀 일을 했으나 지 은 허리가 아 서 못하고 민박(방 3개)을 

운 하고 있다. 자녀는 3남 1녀인데 아들들은 인천, 청주, 음

성에 살고 있다. 보은에 살던 딸은 재 행방불명 상태이며 딸

이 낳은 2명의 외손자를 양육하고 있다. 딸(38세)이 첫 번째 

결혼을 해서 큰 외손자를 낳고 26세 나이에 이혼하여 큰 외손

자가 3살 때인 15년 에 외할머니 으로 보내져서 지 까지 

살고 있다. 딸이 첫 번째 결혼에서 이혼을 한 후에 다른 남자

를 만나서 둘째 외손자(이○○)를 낳은 다음에 헤어지고,  

다른 남자(이○○)를 만나서 재혼하여 둘째 외손자를 데리고 

살았으나 재 딸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 있다. 법 으

로 딸의 두 번째 남편인 이○○씨는 둘째 외손자인 수철(가

명)이가 자기 핏 도 아닌데 키울 수가 없다고 하면서 삼척 외

할머니 에 두고 간 것이 수철이가 여섯 살 때인 6년 의 일

이다. 둘째 외손자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이○○의 호 에 

등재되어 있어 국민기 생활보호 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친아들이 아님을 확인받기 해 법원에 소송을 한 상태다.

3. 주변사람과의 

□ 자녀들과는 월 1～2회 는 연 1～2회, 육  이내의 친척과는 연 

1～2회, 친한 친구나 이웃과는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가 많음

  주변사람(자녀, 친척, 친구 는 이웃)과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자

녀의 경우, 월 1～2회 연락하는 사람이 35.8%로 가장 많았고, 1년에 1～2

회 연락하는 사람이 33.5%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주1～2회 연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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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21.1%,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는 2.9%이고, 거의 연락을 하지 않

거나(4.5%),  연락하지 않는 사람(1.3%)도 5.8% 다<그림 6-3>.

  육  이내의 친척의 경우 1년에 1～2회 연락하는 사람이 41.5%로 가장 

많았고,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이 19.2%, 월 1～2회 연락하는 사람이 

16.0%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친한 친구나 이웃은 거의 매일 연락하는 사람

이 62.0%, 주 1～2회에 연락하는 사람이 23.6%로 체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을 많이 하고 있었다<그림 6-3>.

(N=313, 평균)■생존자녀  ■친척(육촌이내)  ■친한 친구 또는 이웃

거의 매일 주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1년에

1-2회 정도

거의 연락

하지 않음

전혀

연락 안함

모름/

무응답

62.0

23.6

8.6
1.3 1.3 3.20.0

35.8

21.1

2.9

33.5

4.5 1.3 1.00.3
5.1

16.0

41.5

19.2
8.3 9.6

그림 6-3.  주변사람과의  빈도

  본 연구의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마을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이웃이나 친척들에게도 자식들의 이혼 사실을 감

추고 손자녀도 임시로 와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리고 마을마다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조손가족이 1～2가구 이상 더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 마서면 거주 나○○(70세, 남자)는 부인(65세),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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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손녀(5세)와 함께 소규모 농사(논 1,000평)를 지으면

서 살고 있다. 큰아들(39세)이 이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으며 

아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2009년 2월경에 손자와 손녀

를 데려왔다고 한다.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몇천만원 정도 카드

빚을 연체하고 거주할 곳도 마땅치 않는 등 경제 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으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 귀농할 생각은 없다

고 한다(교통사고의 향으로 힘든 일은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함).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화통화를 하고 가끔 들러서 

아이들을 보고 간다. 동네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

서 친척들에게도 큰아들의 이혼을 쉬쉬하며 숨기고 있다. 아들

이 진 빚에 한 돈 걱정과 아들이 이혼한 것에 한 방어본능 

등으로 인해 조모는 이웃과의 화도 기피하고 있고 극심하게 

우울해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의 면담 방문 시에도 조부모(특

히, 조모)는 외부인에 한 심한 기피로 인해서 면담을 거부하

다가 여성농업인센터 소장 등의 화를 받고서야 면담을 수용

하 다.

4. 경제활동

4.1. 농어업 관련 일

□ 조손가족의 1/3 정도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본 연구의 조손가족 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  농업에 종사

하는 경우는 35.5%,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1.6%이고, 농어업 련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64.2%이었다. 즉, 조손가족의 1/3 정도는 농어업에 종사

하고 2/3 정도는 농어업 련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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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규모는 논은 평균 1,372평, 밭은 587평

  농종사 조손가족의 농업의 평균 규모를 살펴보면, 논은 1,372평, 밭은 

587평, 과수원은 800평, 지·임야는 700평 정도 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

람의 경우 비어선 채취어업인 경우가 1명이고, 동력선의 경우 평균 1.5톤

이었다. 체 으로 볼 때 조손가족의 농(어) 규모는 단히 세함을 알 

수 있다.

□ 농어업 종사자 부분은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하겠다고 함

  재 농어업에 종사하는 조손가구(N=112)를 상으로 향후 농어업 련 

일을 지속할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하겠다는 사람

이 83.0%로 부분을 차지하 다<그림 6-4>.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심

층면 조사에서도 그 로 발견되었다.

(단위: %, N=112)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하겠다

5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3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10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잘 모르겠다

83.0

3.6 2.7 1.8 8.9

그림 6-4.  향후 농어업 련 일 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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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어업 이외 수입이 되는 일

□ 농어업 이외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14.7%

  농어업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해 살펴본 결과, 

14.7%(N=46) 정도가 농어업 이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손가족에서 하고 있는 농어업 이외 수입이 되는 일은 일용직이 37.0%로 

가장 많고, 공공 근로사업이 17.4%로 그다음이었다. 이 밖에 조손가족에서 

하고 있는 농어업 이외 수입이 되는 일은 청소 10.9%, 채소장사 8.7%, 폐

지수집 4.3%, 식당일 4.3%, 자 업 4.3% 등의 순이었다. 체 으로 볼 때 

조손가족이 참여하고 있는 농어업 이외 수입이 되는 일은 체로 단순 노

무직임을 알 수 있다.

□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이거나 ‘나

이가 무 많아서’임

  농어업이나 그 외의 일 등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N=165)을 

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아서’ 44.2%, ‘나이가 

무 많아서’ 42.4%,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6.7%, ‘집안일 

는 가족수발 때문에’ 6.7%의 순이었다.

5. 소득  소비

5.1. 소득

□ 조손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69.7만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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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조손가족 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69.7만원 정도 다. 구체 으로, 근로소득 에는 농어업소득이 11.8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산으로 얻는 소득은 2만원 미만으로 거의 없는 

편이었다. 공  이 소득의 경우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여가 19.6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기 노령연 이 9.3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그림 6-5>. 

그리고 농어  조손가족의 2/3 정도(65.8%)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70만원 

미만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3.7%에 불과했다

<표 6-3>.

합계
농어업 소득

농어업 이외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자산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장애수당

공공근로사업
국민연금
직역연금

기타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N=313. 단위: 만원, 평균)

69.7
11.8

2.7

5.6
1.7
0.3
1.0

9.3
0.0
0.3
1.0
2.6
1.0

19.6

12.8

그림 6-5.  소득원별 월평균 가구소득

표 6-3.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응답 범주 빈도 비율(%)

30만원 미만

30만～50만원 미만

50만～70만원 미만

70만～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4

 78

114

 64

 43

  4.5

 24.9

 36.4

 20.5

 13.7

계 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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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고연령일수록 월평균 가구소득 낮아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어 일수록, 여자일수록, 연

령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낮았다. 도시근교농 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

해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하게 높은 것은 농어업소득(17.1만원), 융소

득(6.4만원), 직역연 (7.5만원), 사 이 소득(17.8만원) 등이 다른 지역보

다 많기 때문이었다<표 6-4>.

□ 물 지원을 받는 조손가족이 39.3%이고, 지원품목은 , 반찬, 김치, 

연탄 등임

  조손가족이 물로 지원받는 품목( 복응답)의 경우, 이 21.1%, 반찬

은 16.3%, 김치는 8.0%, 연탄은 6.7%. 라면은 1.3%, 기타 3.8%로 나타났

다. 체 으로 볼 때 물 지원을 받고 있는 조손가족이 39.3%이고, 특별

히 물로 지원을 받는 품목이 없는 조손가족이 60.7%이었다.

구 분 빈도
월평균 

소득 총합
농어업
소득

농어업 
이외 

근로소득
융소득

부동산
소득

기타 
자산소득

■   체 ■ 313 69.7 11.8 5.6 1.7 0.3 1.0

지역
성격

도시근교농  80 83.5 17.1 3.7 6.4 1.0 3.4

일 반  농 153 66.5 10.4 7.3 0.0 0.2 0.2

어       80 62.3 8.9 4.1 0.4 0.0 0.0

성별
남      자  74 83.5 24.6 5.1 1.1 0.0 1.9

여      자 239 65.5 7.8 5.7 1.9 0.4 0.7

연령

65～69세 118 76.2 17.2 8.2 3.2 0.3 2.0

70～74세 102 70.1 11.4 6.3 1.1 0.7 0.3

75세 이상  93 61.1 5.2 1.4 0.5 0.0 0.4

표 6-4.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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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국민기
생활
보장
수 자 

여

기
노령
연

장수
수당

경
이양
직
지불

장애
수당

공공
근로
사업

국민
연

직역
연

기타 
공  
이  
소득

사  
이
소득

■   체 ■ 313 19.6 9.3 0.0 0.0 0.3 1.0 2.7 2.6 1.0 12.8

지역
성격

도시근교농 80 13.4 8.5 0.1 0.0 1.0 1.1 2.6 7.5 0.0 17.8

일 반  농 153 20.1 9.3 0.0 0.0 0.1 1.4 2.7 1.4 2.1 11.2

어      80 25.0 10.3 0.0 0.0 0.0 0.0 2.7 0.0 0.0 10.9

성별
남      자 74 18.8 9.2 0.0 0.0 0.1 0.4 3.3 5.4 0.4 13.2

여      자 239 19.9 9.4 0.1 0.0 0.4 1.1 2.5 1.7 1.2 12.6

연령

65～69세 118 16.9 8.5 0.0 0.0 0.4 0.7 3.3 2.6 1.7 11.3

70～74세 102 19.6 9.6 0.0 0.0 0.5 0.8 2.6 4.9 0.0 12.2

75세 이상 93 23.1 10.1 0.1 0.0 0.0 1.5 2.0 0.0 1.3 15.3

5.2. 소비

□ 조손가족의 월평균 생활비는 58.4만원

  조손가족의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본 결과, 30만원 미만을 소비하는 사람

이 4.5%, 30만～49만원을 소비하는 사람이 30.0%, 50만～69만원은 40.3%, 

70만～99만원은 14.4% 100만원 이상은 10.9%이었다. 체 으로 볼 때, 

월평균 58.4만원가량을 생활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6>. 월평균 

가구소득과 월평균 생활비를 비교했을 때 자인 가구는 14.7%(46가구)이

고, 흑자인 가구는 65.5%(205가구)이었다. 가계수지가 흑자인 가구가 많은 

것은 농어  조손가족들은 낮은 가구소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아주 아

껴서 사용하고 있고 손자녀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비하여 조 이라도 

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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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근교 농 ·남자· 연령·고소득층일수록 생활비가 많이 듦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도시근교 농 (69.1만원)일

수록, 남자(70.1만원), 65～69세 연령층(65.0만원)일수록 생활비가 많이 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5>.

□ 교육비는 월평균 9.5만원 사용

  생활비  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소비하지 

않는 경우가 27.2%, 1만～5만원이 23.0%, 6만～10만원은 24.0%, 10만원 

과는 25.9%로 나타났다. 체 으로 조손가족은 월평균 9.5만원가량을 

교육비로 쓰고 있었다<그림 6-7>.

4.5

30.0

40.3

14.4 10.9

30만원 미만

(단위: %, N=313 평균 58.4만원)

30만~49만원 50만~69만원 70만~99만원 100만원 이상

그림 6-6.  월평균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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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30만원 
미만

30만～
49만원

50만～
69만원

70만～
99만원

100만원
이상

합계 평균

■   체 ■ 313 4.5 30.0 40.3 14.4 10.9 100.0 58.4

지역
성격

도시근교농 80 0.0 28.8 45.0 3.8 22.5 100.0 69.1

일 반  농 153 5.2 31.4 43.8 14.4 5.2 100.0 53.3

어      80 7.5 28.8 28.8 25.0 10.0 100.0 57.5

성별
남      자 74 1.4 18.9 39.2 21.6 18.9 100.0 70.1

여      자 239 5.4 33.5 40.6 12.1 8.4 100.0 54.8

연령

65～69세 118 5.9 22.0 36.4 17.8 17.8 100.0 65.0

70～74세 102 2.0 30.4 44.1 13.7 9.8 100.0 58.5

75세 이상 93 5.4   39.8.8 40.9 10.8 3.2 100.0 50.1

소득

50만원 미만 92 15.2 69.6 13.0 2.2 0.0 100.0 36.8

50만～99만원 178 0.0 16.9 61.2 20.8 1.1 100.0 57.3

100만～149만원 32 0.0 0.0 15.6 15.6 68.8 100.0 92.2

150만원 이상 11 0.0 0.0 0.0 9.1 90.9 100.0 159.1

표 6-5.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 손자녀가 ·고교 진학 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함

  본 연구의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자녀들의 경우 등학교까지

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고교 진학 시에는 경제  형편, 사춘기의 도래 등

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것으로 상하고 있었

다.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학교 비물을 제 로 

마련해주기 힘들다는 을 많이 지 하 다.

김제시 신풍동 거주 임○○(67세, 여자)는 이혼한 차남의 아이

들(손자 11세, 손녀 7세)을 5년 부터 키우고 있다. 손자녀들

이 아직 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학비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런 로 지낼 만하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손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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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손자녀들이 사춘기에 어들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더욱 사달라고 조를 것으로 상되는 휴 폰, 컴퓨

터, 유명상표의 신발이나 옷 등과 학원비 등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한다.

없음 1~5만원 6~10만원 10만원 초과

27.2

23.0
24.0

25.9

(단위: %, N=313 평균 9.5만원)

그림 6-7.  월평균 교육비

□ 부담이 큰 지출품목은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임 

  부담이 큰 지출품목을 살펴본 결과, 1～3순  복응답 기 으로 식비라

고 응답한 사람이 79.9%로 가장 많았고, 주거비가 61.0%, 교육비가 47.9%

이었다. 이 밖에 부담이 큰 지출품목은 피복 구입비 28.8%, 교통·통신비 

25.6%, 보건·의료비 25.2%, 수도· 열비 22.7% 등의 순이었다.

  본 연구의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자녀가 학교에 진학하면서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각종 교육비가 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 갑천면 거주 윤○○(75세, 여자)는 남편은 20년 에 

사망하고 장남의 자식인 큰손녀(14세,  1)와 작은손녀(12세 

 5)와 함께 살고 있다. 자녀는 3남 2녀이며 둘째 아들은 아

직 미혼이며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막내 아들은 삼척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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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경제 인 지원을 가끔씩 해주고 있다. 조손가족 형

성 배경을 살펴보면 12년 에 큰며느리가 사업(피자집, 치킨, 

술집 등)을 하다가 망하여 빚을 많이 지게 되어 큰아들과 이혼

을 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빚을 갚기 해서 농지를 

팔았다고 한다. 큰손녀는 2살, 작은 손녀는 한 살 때 할머니집

으로 왔다.큰아들은 포천에서 살고 있으며 철탑에서 일을 한

다. 큰아들은 최근 작업 에 철탑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큰아들이 생활비를 조  보태었으나 최

근 부상으로 지원이 단된 상태이다. 재 큰손녀( 학생)의 

경우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때 차편이 부족하고 교통비가 많이 

들어 힘들다고 한다.손녀들 양육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는 

학교 진학 등으로 인하여 학교 비물을 제 로 마련해주기 힘

들고 학원비 등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다.

6. 보건의료  주거

□  가입하고 있는 건강(의료)보험은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46.0%, 의료

여 1종 23.6%,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16.9%

  조손가족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의료)보험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국민건

강보험이 46.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의료 여 1종이 23.6%, 본인

의 국민건강보험이 16.9%, 의료 여 2종이 9.6%의 순이었다<그림 6-8>.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월평균) 2.1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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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23.6
16.9

9.6
3.5 0.3

평균 2.1 만원

(단위: %, N=313, 중복응답)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의료 급여 1종
(의료비 완전 

면제)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의료 급여 2종
(의료비 일부

부담)

없음 모름/
무응답

그림 6-8.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37.7%

  평소 본인 건강상태에 해 살펴본 결과,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잔병치

를 하는 사람이 47.3%로 반 가량이고,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37.7%로 나타나 독거노인에 비해서는 건강상태가 좋지만 조

손가족 노인 역시 반 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신이 ‘건강한 편이다’라는 사람은 15.0%에 불과했다<그림 6-9>.

(단위: %, N=313)47.3
37.7

15.0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잔병치레를 한다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

건강한 편이다

그림 6-9.  평소 본인 건강상태

□ 도시근교 농 ·여성·65～69세 연령층·소득이 150만원 이상일수록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음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102

  응답자 특성별로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에 해 살펴본 결과, 도시근교 

농 (48.8%)이 일반농 (35.9%)이나 어 (30.0%)에 비해서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그리고 여자

(39.7%)가 남자(31.1%)에 비해서, 65～69세 연령층(41.5%)이 70～74세 연

령층(34.3%)이나 75세 이상 연령층(36.6%)보다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

성질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득이 150

만원 이상인 경우에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비율

이 더 높았다<표 6-6>.

 구 분 사례수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잔병치 를 한다

1개월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

건강한 
편이다

합계

■   체 ■ 313 47.3 37.7 15.0 100.0

지역
성격

도시근교농 80 36.2 48.8 15.0 100.0

일 반  농 153 50.4 35.9 13.7 100.0

어      80 52.5 30.0 17.5 100.0

성별
남      자 74 50.0 31.1 18.9 100.0

여      자 239 46.4 39.8 13.8 100.0

연령

65～69세 118 40.7 41.5 17.8 100.0

70～74세 102 49.0 34.3 16.7 100.0

75세 이상 93 53.7 36.6  9.7 100.0

소득

50만원 미만 92 51.1 33.7 15.2 100.0

50만～99만원 178 46.6 39.3 14.1 100.0

100만～149만원 32 40.6 37.5 21.9 100.0

150만원 이상 11 45.5 45.5  9.0 100.0

표 6-6.  응답자 특성별 평소 본인 건강상태

□ 조손가족의 월평균 의료비(본인 부담)는 3.9만원 정도

  조손가족이 월평균 지출하는 의료비를 살펴본 결과, 2만～3만원인 가구

가 33.9%로 가장 많았고, 1만원인 가구가 19.5%, 5만원이 넘는 가구는 

18.8% 다. 조손가족은 평균 으로 매월 3.9만원 가량의 의료비를 지출하

고 있었다<그림 6-10>. 독거노인에 비해서 조손가족 노인의 경우 평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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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상 으로 건강한 편이고, 의료비 역시 게 지

출하는 것으로 단된다.

(단위: %, N=313, 평균 3.9만원)

14.1 19.5

33.9

13.7 18.8

없음 1만원 2만~3만원 4만~5만원 5만원 초과

그림 6-10.  월평균 의료비

□ 심하게 아  때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감

  조손가족이 아  때 치료 처 방법에 해 살펴본 결과, 심하게 아  

때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는 경우가 54.3%, 심하게 아  때만 보건소에 

가는 경우가 9.3%로, 60% 이상의 사람이 심하게 아 지 않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다. 한편, 정기 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는 경우는 32.6%, 정

기 으로 보건소에 가는 경우는 2.6%로 조손가족의 1/3 정도만 정기 으

로 의료기 을 찾았다<그림 6-11>.

심하게 아플때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간다

(단위: %, N=313)
54.3

32.3

9.3 2.6 1.3 0.3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 간다

심하게 아플때만 
보건소에 간다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간다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는다

치료를
못하고 있다

그림 6-11.  아  때 치료 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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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형태는 자가가 78.3%이지만 주택이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

요한 경우가 부분임

  조손가족의 주거형태를 살펴본 결과, 자가인 경우가 78.3%로 가장 많고, 

장기( 구)임  주택 5.4%, 세 5.1%, 월세 6.7%, 기타 4.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손가족의 주택은 부분이 노후

화되어 있어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 다.

7. 사회참여

□ 친목단체  종교단체 참여빈도가 높음

  각종 모임  단체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친목 

단체의 경우 63.9%(자주: 20.4% + 가끔: 43.5%)가 가끔이라도 참석하는 것

으로 나타나 상 으로 참여 빈도가 높았다. 종교단체의 경우도 40.6%(자

주: 14.4% + 가끔: 26.2%)가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단체보다 비교

 참여빈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

를 돌보느라 여가시간이 부족해 자신들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시 근덕면 거주 이○○(73세, 여자)는 할아버지는 40년 

에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 자녀

는 2남 2녀이고  큰아들은 농고, 작은아들과 딸 둘은 학교만 

마쳤다. 조손가족 형성 배경을 살펴보면 둘째 아들이 이혼한 

후부터(4년 ) 손녀(11세,  4)를 키우고 있다. 둘째 아들은 

서울에 10년 부터 올라가서 막노동 일을 하다가, 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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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서울과 삼척을 오가며 막노동을 하고 있다. 이○○

는 인근의 동막 농공단지에 가끔 나가 막노동을 해서 일당 3만 

5천원 정도씩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는 농공단지 일, 농

사 일(논 800평), 아이 뒷바라지 등으로 인해서 자신을 한 

사회생활은 거의 할 수가 없다고 한다. 

□ 문화활동, 스포츠 , 시민, 이익, 사 단체 등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음

  문화활동단체나 스포츠· 단체, 시민단체, 이익단체, 사단체 등에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단체에는 조손가족의 6.4%

(자주: 1.6% + 가끔: 4.8%)가량이 참석을 하 다<그림 6-12>.

(단위: %, N=313)

친목단체 종교단체 문화활동
단체

스포츠
레저단체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

이익단체 및
정치단체

봉사단체 학습단체

20.4

43.5

36.1

14.4

26.2

59.4

0.0
2.2

97.8

0.6

99.4

0.6
1.3

98.1

0.0
0.6

99.4

0.3
1.0

98.7

1.6
4.8

93.6

0.0
■자주 참여  ■가끔 참여  ■참여 안함

그림 6-12.  모임  단체 활동 참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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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자녀와 친부모의 계

□ 손자녀의 친부모는 이혼 후 독신인 경우가 많음

  손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본 결과, 이혼 후 

독신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아버지는 43.5%, 어머니는 30.0%로 나타났다. 

행방불명인 경우는 아버지는 16.0%, 어머니는 30.0%이고, 경제  이유로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는 아버지는 17.3%, 어머니는 16.0%로 나타났다. 재

혼을 한 경우는 아버지는 3.8%인 데 비해서 어머니는 15.3%로 나타났다

<그림 6-13>.

■부  ■모

43.5
(단위: %, N=313)

이혼 후 독신 재혼 별거 행방불명 사망 경제적 이유

(맞벌이 등)로

자녀와 별거

기타

15.3

30.0

3.8 2.2 1.0

16.0

30.0

16.6
6.1

17.3 16.0

0.6 1.6

그림 6-13.  친부모의 결혼생활

□ 반 이상의 아이들이 어머니와 연락을 못함

  부모가 행방불명이거나 사망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연락하는지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 화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경우가 62.1%로 가장 많았으나, 어머니의 경우는 화통화도 못하고 만나

지도 못하는 경우가 57.5%로 가장 많았다<그림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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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N=211)   ■모(N=200) (단위: %)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

62.1

30.5
17.1 12.0

20.9

57.5

전화통화만 한다 전화통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

그림 6-14.  친부모와의 연락

□ 친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주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

  부모가 행방불명이거나 사망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주는지 살펴본 결과,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엔 3/4 가량이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었다. 한

편, 정기 으로 양육비를 보내주는 경우는 아버지가 24.2%, 어머니가 

17.0%로 체로 부모의 지원에 의한 양육보다는 조부모의 경제력이나 정

부의 지원을 통해 양육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5>.

■부(N=211)   ■모(N=200) (단위: %)

정기적으로

보내준다

24.2

부정기적(생일이나 

명절)으로 보내준다

보내주려 하지만

내가 받지 않는다

보내주지 않는다

17.0
29.4

8.5

45.5

74.0

0.9 0.5

그림 6-15.  친부모의 양육비 송  여부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108

□ 친부모의 향후 자녀양육 의향은 낮음

  아이 친부모의 향후 자녀양육 의향에 해서 살펴본 결과,  의향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는 아버지에 

비해서 향후 자녀양육 의사가 더 낮았다. 한편, 가능한 한 빨리 양육하려 

하는 경우는 아버지가 20.4%, 어머니는 15.0%로 나타나 향후에도 조부모

가 계속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6-16>.

■부(N=211)   ■모(N=200) (단위: %)

전혀 의향이 없다 별로 양육할

의향이 없다

양육할 생각은

약간 있는것 같다

가능한 한 빨리

양육하려 한다

모르겠다

45.5

27.5
17.1

11.0
17.1

6.5

20.4
15.0 18.0 22.0

그림 6-16.  친부모의 향후 자녀양육 의향

9. 손자녀의 생활

□ 방과 후 낮 시간에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학교에 가지 않는 방과 후 낮 시간의 손자녀의 생활에 해 살펴본 결

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40.9%로 가장 많았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09

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경우가 30.4%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원·독서실에 다니는 경우는 17.3%, 가사를 돌보거나 동생을 돌보는 경우

는 6.7% 다<그림 6-17>.

(단위: %, N=313)

40.9
30.4

17.3
6.7 2.6 1.0 0.3 0.3 0.3 0.3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

학원,
방과후시설,
독서실에
다닌다

가사를
도와주거나

다른 동생들을
돌보며 지낸다

취업을 위해
기술을
배운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번다

아동
센터

운동 복지회관
(아카데미)

미취학

그림 6-17.  방과 후 낮 시간의 손자녀의 생활

□ 손자녀의 사회 응 수 은 체로 보통 이상

  평소 손자녀의 생활에 해서 살펴본 결과, 식구들과 체로 잘 지내는 

편이고 집안일을 잘 돕는 경우도 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들 앞에 

주 들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체로 결석 없이 학교에 잘 다니며 친

구들과도 비교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18>.16 

  그러나 본 연구의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자녀가 사회 부 응

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창군 거창읍 거주 최○○(80세, 여자)는 남편은 30년 에 

암으로 사망했고, 막내 아들(39세)이 9년 에 이혼한 뒤 지

16 Likert형 5  척도를 100  척도로 환산해보면(  그 지 않다=0 , 그 지 

않다=25 , 보통이다=50 , 체로 그 다=75 , 매우 그 다=100 ), 부분

의 항목이 50～70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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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행방불명되어 조모가 손자 2명을 키우게 되었다. 진주

에서 손자들을 키우다가 큰손자가 등학교 3학년 때 거창으

로 왔으며, 2년 에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로 선정이 되어 

임  주공아 트로 이사를 왔다. 최○○는 3년 에 허리를 

다쳐서 거동이 많이 불편한 상태이다. 당뇨가 있고 압이 높

아서 운동을 하도록 권고받고 있으나 허리가 아 서 조 만 

걸어도 넘어지려고 한다. 며느리는 이혼 후 가끔 아이들에게 

화 통화를 했으나 3년 에 재혼한 뒤에는 연락이 두 된 

상태이다. 큰손자는 만 18세, 작은손자 만 12세( 1)이다. 

큰손자는 오토바이 도로 2009년 12월에 소년원에 수감되었

다가 2010년에 나왔다. 재 큰손자는 학교에 가지 않고 하

루 종일 집에서 친구와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

다. 학교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여 2학기에는 학교 2학년

으로 복귀하여 졸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작은손자는 정신지

체로 장애 정을 받아 장애수당을 지 받고 있다. 큰손자를 

공부시키려고 높이 수학  어를 시켜봤지만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1년만 하고 그만두었다.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

는 아카데미에도 큰손자가 나가다가 그만두었다. 손자와의 

계에서 어려운 은 생활비가 부족한데 큰손자가 친구를 집으

로 데려와 밥을 먹이는 문제로 조모와 다툼이 잦다는 이다. 

사춘기에 어들어 큰손자도 잔소리하는 할머니에게 물건을 

집어 들면서 할머니가 나가라고 하기도 한다. 거창에 거주하

는 고모가 할머니의 안 을 걱정하며 손자들을 고아원으로 보

내고 할머니는 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조모 

입장에서는 본인마  없다면 손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불

하고, 지  고아원으로 보내면 손자들이 성장한 뒤에 원망을 

듣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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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들과
잘 지낸다

■긍정  ■보통 ■부정 (단위: %, N=313, 상자안은 100점 환산 평균)

60.1

44.1

47.9

8.0
집안일을
잘 돕는다

남들 앞에서
주눅들어 있다

주위의
칭찬을 받는다

결석 없이
잘 다닌다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39.2
15.3

32.9

51.8

58.0

51.8

29.7

18.5

71.6

80.2

17.3
2.6

73.3

73.8

11.2
4.2

60.3

39.0

40.6

9.6

70.1

65.8

19.5
3.8

그림 6-18.  손자녀의 사회 응

10. 손자녀 양육의 장단

□ 손자녀 양육의 장 은 내 집에서 손자녀를 돌볼 수가 있어 마음이 

편해진 , 집안에 생기가 돌게 된  등임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좋은 에 해서 살펴본 결과, 내 집에서 손자녀

를 돌볼 수가 있어 마음이 편해진 , 집안에 생기가 돌게 된 , 아이의 

부모의 짐을 덜어  수 있게 된 에 해서는 체로 정 으로 평가했

다. 그러나 ‘아이가 살림을 맡아주어 돈 벌 수 있었다’거나 ‘가계수입에 도

움이 된다’,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이 늘어났다’ 등에 해서는 부정 인 

응답이 더 많았다<그림 6-19>.17

17 Likert형 5  척도를 100  척도로 환산해보면(주 16 참조), 50  이상인 항목

은 ‘내 집에서 손자녀를 돌볼 수가 있어 마음이 편해진 ’과 ‘집안에 생기가 

돌게 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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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하던
집안에 생기가
돌게 되었다

■긍정  ■보통 ■부정 (단위: %, N=313, 상자안은 100점 환산 평균)

24.8
3.5
22.0

74.4

42.3

24.3

30.7

45.0

64.2

59.4

32.6
8.0

66.3

68.1

20.4
11.5

23.5
2.621.4

76.0

38.5
15.3

38.0

46.6

60.1

49.8

35.5

14.7

52.8

31.0

47.6

21.4
내 집에서

돌볼 수 있어
마음이

편해졌다

살림을
도와주어
도움이
되었다

살림을
맡아주어
돈 벌 수
있었다

가계수입에
도움이 
된다

정부나 사회
단체의 지원이

늘어났다

아이 부모의
짐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아이 키우는
일로

소일거리가
생겼다

그림 6-19.  손자녀 양육 후 좋은 

횡성군 갑천면 거주 윤○○(75세, 여자)는 손녀들과 같이 사

는 것의 장 으로 ‘덜 외롭고 손녀들의 재롱잔치가 살맛나게 

한다’고 했다.

횡성군 갑천면 거주 박○○(74세, 여자)는 손자를 양육하면

서 ‘노인 부부끼리 하게 살던 생활에 큰 활력소가 생겼

다’고 했다.

□ 손자녀 양육의 고충으로는 양육비 부담, 힘에 부침 등임

  손자녀 양육 후 고충에 해서 살펴본 결과, 양육비가 많이 드는 , 아이 

돌보는 일이 힘에 부치는 , 아이의 뒷바라지를 끝까지 못해  것 같아 걱

정인  등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이로 인하여 취업기회를 잃거나, 

아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성 이 나빠지거나, 부모를 자주 찾는  등에 

해서는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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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보통 ■부정 (단위: %, N=313, 상자안은 100점 환산 평균)

33.2
12.5
27.2

60.4

아이돌보는
일이 힘에

부친다

아이와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아 힘들다

아이
돌보느라

취업기회를
잃는다

아이가 부모를
자꾸 찾아

힘들다

아이가
나쁜일을
자주해서
걱정이다

아이의 학교
성적이 나빠져

걱정이다

아이의
뒷바라지를
끝까지 못

해줄것 같아
걱정이다

양육비가
많이 들어

힘들다

64.6

60.7

25.2
14.1

32.5
12.1
23.6

64.2

26.0
7.3
19.8

72.5

34.9
10.2
32.9

50.8

64.4

60.4

24.0
15.3

70.3

69.0

21.7
9.3

51.6

34.8

30.0

35.1

그림 6-20.  손자녀 양육의 고충

  조손가족 상 심층면 조사에서도 손자녀 양육의 단 은 양육비 부담

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 육체 ·정신 으로 힘듦, 여가시간의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 갑천면 거주 윤○○(75세, 여자)는 손녀들과 같이 사

는 것의 단 으로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 으로 무 어

렵고, 육체 ·정신 으로도 힘든다’고 했다.

삼척시 근덕몀 거주 이○○(73세, 여자)는 손자들과 같이 사

는 것의 단 으로 ‘부모 없이 아이 키우기가 경제 으로도 교

육 으로도 무 어렵다’고 하 다.

18 Likert형 5  척도를 100  척도로 환산해보면(주 16 참조), 50  이상인 항목

은 ‘양육비가 많이 들어 힘들다’, ‘아이 돌보는 일이 힘에 부친다’, ‘아이의 뒷

바라지를 끝까지 못해  것 같아서 걱정이다’, ‘아이와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

아 힘들다’ 등으로 나타났다.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114

11. 사회  지지와 생활만족도

11.1. 사회적 지지

□ 사회복지사나 종교단체·자원 사자의 지지는 아직까지 많지 않음

  조손가족 주변사람들의 사회  지지에 해서 살펴본 결과, 독거노인과 

마찬가지로 반 으로 사회복지사나 종교단체·자원 사자의 지지는 아직

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서  지지에서는 가족·친척, 친구·이웃의 역할이 인 비 을 

차지하고 도구  지지는 많지 않음

  경제  도움을 주거나 아  때 간호를 해주는 경우, 속사정을 털어놓거

나 심을 가져주는 일 등 주로 어려움에 처할 때는 가족·친척과의 교류가 

많고, 물건을 사러 가거나 빌리는 경우 등과 같이 교류하며 의사소통을 하

는 상은 친구·이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볼 때 정서  

지지에서는 가족·친척  친구·이웃의 역할이 인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은행일· 공서 일을 신해주거나 일자리를 소개

해주는 일, 길을 안내해주는 일, 식사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 길안내 등 

조손가족 노인의 사회생활을 지원해주는 경우(도구  지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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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주변사람들의 사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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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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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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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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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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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며 친하게 지냄

같이있는 시간이 소중함

걱정하고 관심가져줌

나를 존중해줌

속사정 얘기를 들어줌

부업 , 일자리 소개해줌

물건을 살때 함께함

경제적 도움을 줌

필요한 물건 빌려줌

아플때 간호해줌

모르는 길안내해줌

식사 , 집안일 도움

은행일 등을 봐줌

사회복지사 가족 , 친척 친구 , 이웃 종교단체 , 자원봉사 해당없음

11.2. 생활만족도

□ 체 으로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음

  생활만족도에 해서 살펴본 결과, 체로 다른 사람보다 다복한 편이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한 재 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바쁘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도 부정 인 사람이 많았고, 살아가는 데 희망이 있다는  

역시 부정 인 사람이 많았다.19 Likert형 5  척도20를 100  척도로 환산

19 정은 ‘매우 그 다’  ‘ 체로 그 다’, 보통은 ‘그  그 다’, 부정은 ‘그

지 않다’  ‘  그 지 않다’를 말한다.

20 생활만족도 환산과정에서 ‘나는 평생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 ‘매일매

일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나는 자주 우울해진다’, ‘더 이상 나이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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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부분의 항목이 40～50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 으

로 볼 때,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22>.

나는 평생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

■긍정  ■보통 ■부정 (단위: %, N=313, 상자안은 100점 환산 평균)

45.8

19.5

48.6

31.9

나는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매일매일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나는 지금도
바쁘고

의미있는
생활을 한다

나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과 
비교할 때 

젊은 편이다

나는 자주 
우울해진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다

더 이상 
나이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었다

39.1
15.3

34.2

50.5

55.2

40.3

37.4

22.4

40.4
16.3

36.1

47.6

52.2

29.1

47.9

23.0

42.0

17.6

39.0

43.5

50.6

34.8

32.3

32.9

41.9
12.5

46.6

40.9

47.5

18.5

55.0

26.5

그림 6-22.  생활만족도

11.3.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 빈도, 손자녀 생활, 평소 본인 건강상태 등임

  사회  지지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해 다 회귀분석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는 문항 자체가 부정 인 항목이기 때문에 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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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 다.

  독립변인으로는 지역, 성별, 연령, 경제활동, 소득, 건강상태, 주변인과 

, 손자녀의 생활, 사회  지지 등을 설정하 다. 각 변인의 측정은 지

역은 도시근교를 기 으로 하여 농 과 어 을 더미변인화하고,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경제활동은 농어업  농어업외 활동여부를 기 으

로 경제활동 집단과 비경제활동집단으로 나 고, 소득은 월평균소득 총합

액으로, 건강상태는 평소 건강상태에 한 응답결과(1=1개월 이상 앓는 만

성질환이 있다, 2=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잔병치 를 한다, 3=건강한 편이

다)를, 주변인과 은 자녀, 친척, 친구·이웃과의 빈도(1=  연락 

안함, 2=거의 연락 안함, 3=1년에 1～2회 정도, 4=월 1～2회 정도, 5=주 

1～2회 정도, 6=거의 매일)를, 손자녀의 생활은 손자녀의 가족 계, 주변사

람과 계, 학교생활과 련한 5개 진술문에 한 5단계 반응(1=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보통이다, 4= 체로 그 다, 5=매우 그 다)의 

총 으로, 사회 지지는 사회복지사, 가족·친척, 친구·이웃, 종교·자원 사

자 등이 평소에 도구  지지 8개 항목, 정서  지지 5개 항목을 제공하는

지 여부의 총 을 토 로 하 다.

  종속변인인 생활만족도는 노인의 생활만족과 련한 9개 항목의 진술문

에 한 5단계 반응(1=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보통이다, 4=

체로 그 다, 5=매우 그 다)의 총 으로 측정하 다. 종속변인인 생활

만족도는 9개 만족도 문항의 합계 수로 측정하 다.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계수(α)는 0.872 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유의도는 0.001 이하 으며 상자별 지지의 경우 

29.2%, 도구·정서  지지의 경우 27.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 

연령, 성별, 건강상태, 경제활동 여부, 소득, 주변인 , 손자녀 생활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보면 사회  지지는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재 조손가족 련 사회  지지가 

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

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 빈도, 손자녀 생활, 평소 

본인 건강상태 등이었다(<표 6-7>, <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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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eta t Sig.

지역

(근교=0)

농 -0.175 -0.145 -2.198 0.029

어 -0.034 -0.024 -0.366 0.714

연령 -0.009 -0.079 -1.470 0.143

성별 -0.084 -0.059 -1.122 0.263

건강상태 0.152 0.174 3.215 0.001

경제활동 0.043 0.035 0.616 0.539

소득 0.001 0.057 1.061 0.290

자녀 0.134 0.227 3.869 0.000

친척 0.041 0.086 1.525 0.128

친구·이웃 0.010 0.022 0.378 0.706

손자녀 생활 0.110 0.177 3.289 0.001

사회

지지

( 상별)

사회복지사 -0.013 -0.026 -0.473 0.637

가족친지 0.011 0.070 1.228 0.221

친구이웃 -0.015 -0.084 -1.455 0.147

자원 사자 0.024 0.066 1.234 0.218

R2=0.292 AR2=0.256 F=8.147(df=15, 297) Sig=0.000

표 6-7.  상자별 사회  지지가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B Beta t Sig.

(Constant) 2.168 　 3.754 0.000

지역

(근교=0)

농 -0.176 -0.145 -2.156 0.032

어 -0.043 -0.031 -0.483 0.630

연령 -0.009 -0.076 -1.412 0.159

성별 -0.059 -0.041 -0.788 0.431

건강상태 0.136 0.154 2.857 0.005

경제활동 0.063 0.052 0.910 0.363

소득 0.001 0.061 1.127 0.260

자녀 0.152 0.257 4.727 0.000

친척 0.041 0.086 1.523 0.129

친구·이웃 -0.018 -0.038 -0.719 0.473

손자녀 생활 0.120 0.193 3.604 0.000

사회

지지 유형

도구 -0.001 -0.004 -0.061 0.951

정서 0.01 0.045 0.749 0.454

R2=0.278 AR2=0.247 F=8.866(df=13, 299) Sig=0.000 

표 6-8.  사회  지지 유형이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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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욕구

12.1.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 기 노령연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필요성 인지는 기 노령연 , 

국민기 생활보장의 생계비 지원, 국민연 , 기타 생활비 지원 순으

로 높음

  소득  경제활동 련 사회복지서비스 에는 기 노령연 (88.5%)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이 국민기 생활보장의 생계비 지원

(54.3%)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필요성 인지는 기 노령연 (98.1%), 국

민기 생활보장의 생계비 지원(93.9%), 국민연 (90.7%), 기타 생활비 지

원(83.1%), 일자리 제공(61.3%), 농도우미 지원(46.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23>.

서천군 마서면 거주 임○○(73세, 여자)는 부인(63세)과 손

녀(10세)와 생활하고 있다. 주 소득은 꽃게잡이이고 공동양

식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꽃게잡이로는 연평균 1,000만원 정

도의 소득을 올린다. 모시조개 공동양식은 한 가구당 100만원

을 내어 종패를 구입하여 씨를 뿌려 놓으면 3～4년 후에야 채

취할 수 있으며,가구당 약 300만～4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기 노령연 은 월 88,000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 생활보

장제도는 소형 어선(0.9톤)과 집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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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비 지원

(단위: %, N=313)■현재 이용중 ■과거에 이용한 경험 있음
■내용은 알지만 이용한 경험 없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용한 경험 없음

88.5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생활비 지원 일자리 제공 영농도우미

지원

54.3
39.6

70.3

15.3
5.11.0 1.6

12.8 9.9
0.0 6.11.6 1.0

47.046.0

3.8 3.5

45.0 47.6

0.0 1.3

21.1

77.6

그림 6-23.  소득  경제활동 련 사회복지서비스

(단위: %, N=313)■필요     ■필요없음     ■잘 모르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비 지원

93.9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생활비 지원 일자리 제공 영농도우미

지원

4.8 1.3

90.7

3.5 5.8

98.1
83.1

61.3
46.3

37.7
16.0

24.9
13.78.0 8.90.6 1.3

12.2. 보건의료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 반 으로 이용 경험이 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나 서비스 필요

성 인지는 약값  의료비 지원, 보철·틀니  보청기 지원, 보건소

의 방문의료서비스, 보행보조기구 등의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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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련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반 으로 이

용 경험이 고, 내용 역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값  의료비 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20.8%, 보건소의 방문의료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13.4%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련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인지는 약값  의료비 지원(90.7%), 보철·틀니  보청

기 지원(82.7%),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81.5%), 보행보조기구(68.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66.5%),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63.3%) 

순으로 높았다<그림 6-24>.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단위: %, N=313)■현재 이용중 ■과거에 이용한 경험 있음
■내용은 알지만 이용한 경험 없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용한 경험 없음

62.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약값 및 의료비

지원

보철/틀니 및

보청기 지원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

보행보조기구

60.7 56.2
44.1

33.9
20.8

1.3 1.3 0.6

36.140.9

1.3 1.6

38.0

0.6 0.6
13.4 8.0

30.7

47.9

1.9 1.3

35.5

61.3

그림 6-24.  보건의료 련 사회복지서비스

(단위: %, N=313)■필요     ■필요없음     ■잘 모르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82.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약값 및 의료비

지원

보철/틀니 및

보청기 지원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

보행보조기구

63.3

19.8 16.9

66.5

18.2 15.3
6.1

90.7

3.2 8.3 8.9

81.5

9.3 9.3

68.1

17.6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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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골다공

증, 고 압, 당뇨병, 농부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 신풍동 거주 임○○(67세, 여자)는 남편(71세), 손자

(11세), 손녀(7세)와 함께 13평 임 아 트에서 살고 있다. 

의료보험은 큰며느리 앞으로 되어 있다. 임○○는 고 압, 갑

상선 이상, 당뇨병 등으로 고생하고 있고, 남편은 고 압, 

염, 요통, 야간 빈뇨, 염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약값이

나 치료비가 부담이 되어 아 도 가  참고 병원에는 잘 가

지 않는다.

12.3. 주거환경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 조손가족의 1/4 정도가 공동주거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난방비  교

통비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함

  주거환경 련 사회복지서비스에 해서 살펴본 결과, 경로당 등을 활용

한 공동주거시설 서비스는 조손가족의 26.8%가 재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 상 으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 련 사

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인지는 난방비 지원(90.1%), 교통비 지원(90.1%), 

주택 개·보수(73.8%), 경로당·마을회  등을 활용한 공동주거 시설(60.7%) 

순으로 높았다<그림 6-25>.

  본 연구의 심층면 조사 결과에서도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교통비와 

겨울철 난방비에 한 지원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서천군 마서면 거주 임○○(73세 남자)는 부인(63세), 손녀

(10세)와 같이 살고 있다. 손녀가 어려서 겨울철에 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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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기름(석유)값이 많이 들어 고민이

다. 그리고 부부나 손녀가 읍내에 볼일을 보기 해서 차를 

타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부담이다. 과거에 받았던 교통수

당을 부활하든지 소득 조손가족을 한 교통지원제도가 필

요하다고 했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동주거시설

(단위: %, N=313)■현재 이용중 ■과거에 이용한 경험 있음
■내용은 알지만 이용한 경험 없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용한 경험 없음

56.2

주택 개·보수 난방비 지원 교통비 지원

26.8

1.9

19.2

52.1

0.6 4.8

29.1

65.5

5.8 3.8

34.2

10.9

31.3
23.0

34.8

그림 6-25.  주거환경 련 사회복지서비스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동주거시설

주택 개·보수 난방비 지원 교통비 지원

(단위: %, N=313)■필요     ■필요 없음     ■잘 모르겠다

90.1

60.7

20.1 19.2

73.8

17.9
8.3 5.4 4.5 5.4 4.5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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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보육 및 교육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 보육  교육 련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조손가족은 소

수이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서는 부분 공감하고 있음

  보육  교육 련 사회복지서비스에 해서 살펴본 결과, 재 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는 조손가족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손자녀 학용

품  학습 비물 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조손가족은 24.3%, 방과 후 보육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조손가족은 21.1%로 나타났다. 보육  교

육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은 손자녀 과외 활동비 지원(91.4%), 손

자녀 학용품  학습 비물 지원(91.4%), 조부모 사후 손자녀 양육 지원

(90.1%), 방과후 보육  교육서비스(88.5%), 손자녀교육에 한 상담

(86.6%)의 순이었다<그림 6-26>.

  본 연구의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과외비 지원, 학습

비물 지원, 과외교사 지원, 자녀교육 상담 등이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횡성군 갑천면 거주 윤○○(75세 여자)는 큰손녀(14세), 작

은손녀(12세)와 살고 있다. 같이 살고 있는 손녀들은 장남의 

자녀들이다. 장남은 철탑에서 일을 하는데 최근에 철탑에서 

추락하여 허리를 다쳤다. 그동안 장남이 생활비를 조 씩 보

태었으나 최근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단되었다. 손녀 교

육과 련하여 애로사항은 학교 비물을 제 로 마련해주기 

어렵다는 이다. 작은손녀는 등학교 5학년인데 학생 수가 

어서 5학년 3명과 1학년 1명이 복식수업을 함께 받고 있

다. 윤○○는 과외교사나 과외비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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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학용품 및

학습준비물 지원

(단위: %, N=313)■현재 이용중 ■과거에 이용한 경험 있음
■내용은 알지만 이용한 경험 없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용한 경험 없음

63.9

손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

손자녀 과외

활동비 지원

방과후 보육 및

교육서비스

조부모 사후 손자녀

양육 지원

24.3
6.4
14.7

54.6

10.5 6.1
21.4

62.0

10.9 3.5
21.7 21.1

2.2
18.5

58.1

5.8
22.0

70.3

1.9

그림 6-26.  보육  교육 련 사회복지서비스

손자녀 학용품 및

학습준비물 지원

손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

손자녀 과외

활동비 지원

방과후 보육 및

교육서비스

조부모 사후 손자녀

양육 지원

(단위: %, N=313)■필요     ■필요없음     ■잘 모르겠다

91.486.691.4

3.2 5.4 3.8 9.6 2.9 5.8 4.2 7.3

88.5 90.1

3.5 6.4

□ 조손가족의 손자녀 보육에서 여성농업인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

역아동센터 등이 요한 역할을 함

  조손가족의 손자녀 보육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나타났다. 를 들면, 어 의 경우 

새벽에 조업하러 나가면 손자녀를 돌보기가 어려운데 여성농업인센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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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에서 시간 으로 융통성 있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5.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돌 서비스와 같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낮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게 인지함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해서 살펴본 결과, 서비스 이용 경험은 1.9%

(응 상황 시 지원)～4.1%(이·미용서비스)로 체로 아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인지는 응 상황 시 지원

(86.6%), 이·미용서비스(84.0%), 노인돌 기본서비스(89.9%), 노인돌 종

합서비스(78.3%) 순으로 높았다<표 6-9>.

구 분
노인돌
기본서비스

노인돌
종합서비스

응 상황 시
지원

이·미용
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3.5 2.5 1.9 4.1

필요함 78.9 78.3 86.6 84.0

표 6-9.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단 : %

13. 소결

  조손가족의 손자녀 련 특성을 살펴보면, 손자녀의 평균 연령은 12.7세

이고 친손자녀가 다수이며, 손자녀 양육기간은 평균 8.6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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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양육의 주요 원인은 자녀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때문이었다.

  주변사람과의 빈도를 살펴보면, 자녀들과는 월 1～2회 는 연 1～

2회, 친척과는 연 1～2회, 친구나 이웃과는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가 많

았다.

  조손가족의 1/3 정도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농규모는 논은 평균 1,372

평, 밭은 587평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종사자 부분은 거동할 수 있는 한 

농어업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하 다. 농어업 이외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14.7%에 불과했으며, 일용직이나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

  조손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69.7만원에 불과했고, 조손가족의 2/3 정

도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7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을 지원받는 

조손가족은 39.3%이고, 지원품목은 , 반찬, 김치, 연탄 등이었다.

  조손가족의 월평균 생활비는 58.4만원이고 도시근교농 ·남자·  연

령층일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었다. 교육비는 월평균 9.5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손자녀가 ·고교에 진학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에 있어서 부담이 큰 지출품목은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었다.

  조손가족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46.0%, 의

료 여 1종 23.6%,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16.9% 등으로 나타났다.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37.7%이고, 도시근교농 ·여

자·65～69세 연령층일수록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었다. 조손가족의 월평

균 의료비(본인부담)는 3.9만원 정도이고, 심하게 아  때만 병원이나 한의

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자가가 3/4 정도이지만 주택이 노

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친목단체  종교단체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문화활동, 사단체 등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손자녀와 친부모의 계에 있어서는, 손자녀의 친부모는 이혼 후 독신인 

경우가 많았고, 반 이상의 아이들이 어머니와는 연락을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주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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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친부모의 향후 자녀양육 의향도 낮았다.

  손자녀의 생활을 살펴보면, 방과 후 낮 시간에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경

우가 많으나 손자녀의 사회 응 수 은 체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심층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자녀가 사회 부 응

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손자녀 양육의 장 은 내 집에

서 손자녀를 돌볼 수가 있어서 마음이 편해진 , 집안에 생기가 돌게 된 

 등이고, 손자녀 양육의 고충으로는 양육비 부담, 힘에 부침 등으로 나타

났다.

  사회  지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나 종교단체·자원 사자의 지지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  지지에서는 가족·친

척, 친구·이웃의 역할이  비 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구  지지는 많

지 않았다.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체 으로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지역, 연령, 성별, 건강상태, 경제활동 여부, 소득, 주변인 , 손자녀 생

활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보면 사회  지지는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

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재 조손가족 련 사회  

지지가 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조손가족 노인의 생

활만족도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 빈도, 손자녀 

생활, 평소 본인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욕구에 하여 살펴보면, 소득  경제활동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기 노령연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서비스 필요성의 인지는 기 노령연 , 국민기 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국

민연 , 기타 생활비 지원 순으로 높았다. 보건의료 련 사회복지서비스

의 경우는 반 으로 이용 경험이 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나 필요성

의 인지는 약값·의료비 지원, 보철·틀니  보청기 지원, 보건소의 방문의

료서비스, 보행보조기구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거환경 련 사회복지서비

스의 경우는 조손가족 노인의 1/4 정도가 경로당과 같은 공동주거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난방비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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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육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조손가족은 소수이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서는 부분 공감하고 있

었다. 그리고 조손가족 노인들은 노인돌 서비스와 같은 기타 사회복지서

비스의 이용 경험은 낮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서는 높게 인지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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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  조손가족 련 지원의 황

  재 우리나라에는 조손가족을 직 인 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체

계는 없다. 다만 농어  조손가족과 부분 으로 련되는 지원으로는 국민

기 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기 노령연 , 의료(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건강가정지원제도, 드림스타트, 리양육 가정 탁제도, 지자체

의 조손가족 지원조례 등이 있다.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기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자

립·자활 서비스를 통한 생산  복지를 구 하기 해 빈곤에 한 사회  

책임(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  빈곤 책이다.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제도를 체한 것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생계 여, 주거 여, 의료 여, 교육 여, 해산 여, 장제

여, 자활 여 등이 있다.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상자로 선정되

기 해서는 소득인정액 기 과 부양의무자 기 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는 부

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2010년 최 생계비는 1인 가구 504,344원, 2인 가구 858,747원이다. 부양



농어  조손가족 련 지원의 황과 문제132

의무자의 범 는 수 권자의 1 의 직계 족(부모, 아들·딸)  그 배우자

(며느리, 사  등)이다. 2010년 여 기 은 1인 가구 422,180원, 2인 

가구 718,846원이다.

□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항(보호 상자의 범 에 한 특례)에 따르면 

조손가족으로서의 법 인 지원이 보장된 가족은 ①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

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② 부모가 정신 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

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③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를 양육하는 조부 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 기 노령연

  기 노령연 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 으로 2007

년에 도입되어 2008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지원 상은 2008년 1월부

터 6월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의 60%,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를 상으로 하 으며,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의 70%까지 확 되었다. 기 노령연 은 65세 이상 체 노인  소득과 

재산이 은 70%(’10년)의 노인에게 지 하고 있다.

  65세 이상 체 노인  소득과 재산이 은 하  70%를 선정하는 소득

인정액 기 은 혼자 사는 노인은 7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 112만원 

이하이다. 연 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20,000∼90,000원, 노인 부부가구는 

40,000∼144,000원이다.

□ 의료(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조손가족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자 등 빈곤계층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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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을 면제받는 의료 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보호자인 조부

모가 갑자기  질병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기상황에는 긴 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최  300만원 범 에서 검사와 치료 등에 들어가는 의료

비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소득 조손가족은 보험료

를 경감받을 수 있다.

□ 건강가정지원제도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정지원 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다. 북 익산과 충남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내 

조손가족을 상으로 조손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 다(조부모 상 부모교

육, 손자녀 양육 상담, 손자녀 학습문제  체험활동 지원 등). 취약가족 역

량강화사업의 목 은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취약가족에 지속 인 가족

상담,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여 가족 결속력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다.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의 상자는 ①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 ② 국

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 생계비 이하의 비수  빈곤층, ③ 소득 여

성가장, ④ 가족역량이 부족한 부자, 미혼모(부)자,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

모가족, ⑤ 기타 가족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이다. 2010년도

에 조손가족 지원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송 구

(찾아가는 상담, 손자녀 양육·가정 운 능력), 명시(조부모 역할교육, 상

담, 농장체험, 공연 람), 연천군(학습도우미 견), 동해시(미술·원 ·음악

치료), 논산시(조손가족 아동 멘토링 로그램), 김해시(손자녀와의 의사소

통기술, 손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활동)의 총 6개소이다.

□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물림을 차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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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  복지사업이다. 드림스타트는 2007년에 시작

되었으며, 2010년 말 재 국의 빈곤아동 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100

개소의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의 서비스 

상은 국민기 생활보장 수  가정  차상 계층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0～12세 아동  임산부와 그 가족(센터별 300명 내외)이다. 드림스타트는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 리로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아동의 개별  욕구와 상황에 맞춰 선택  서비스를 제공한

다. 드림스타트의 주요 연계 서비스로는 신체·건강서비스, 인지·언어서비

스, 정서·행동서비스, 가족  통합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 리양육 가정 탁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탁 양육함으로써 가정 인 분 기에서 건 한 사회인

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 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리양육 가정 탁은 

친조부모 는 외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양육이다. 리양육 가정에 하여 

아동 1인당 월 5만～7만원(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름) 정도의 양육

보조 을 지원하며, 아동을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로 책정하여 생계·의

료·교육 등의 해당 여를 지원한다.

□ 지자체의 조손가족 지원조례

  2009년 말 재 1개 역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와 13개 기 지자체에

서 조손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를 들면, 제주특별자

치도의 조손가족 지원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로 구성된 세 에게는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월 3만원 이상)을, 손

자녀만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인 세 에게는 조손가정수당(월 5만원 이

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2010년에 충청남도에서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를 공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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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역아동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에서도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농어  조손가족 련 지원의 문제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처럼 사회 으로 이슈화되지 못

하고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사회는 조손가족과 련한 정확한 통계

나 지표조차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조손가족을 한 구체 인 서비스나 

문 인 로그램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손가족의 문제는 성인자녀

로부터 부양을 받을 노년기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게 되는 데서 야기

되는 노인문제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최 의 환경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

운 아동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에 한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 혹은 보호

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기 생활보장 여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부분이다. 한 소규모 농지, 노후화된 주택, 소형 어선 등도 조손가

족의 조부모가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한 이유

가 되고 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특례조항으로 규정되어 지원받게 된

다. 그러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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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하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손가족의 특성을 제 로 반 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조손가족도 생계와 손자녀 양육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도 지원 상을 미혼모·부, 미혼모·부의 직계존속으로 제한하여 차상 계층

의 조손가족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

□ 기 노령연

  기 노령연 의 액이 최고 9만～14만 4천원에 불과해 생계비로는 크게 

부족하다. 즉, 기 노령연 은 과거의 경로연 을 개선한 것이지만 여수

이 무 낮아서 조손가족의 생활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건강가정지원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손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한 문기 이라기보

다는 가족 해체  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 체를 상으로 한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손가족에 해 지속 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로그

램 심으로 참여 가족에 해 일회 인 행사에 그치고 마는 경향이 있다. 

취약계층 역량 강화사업도 시범사업에 머물러 국 인 사업으로 확산되

지 못하고 있다.

□ 드림스타트

  소득층 아동의 정서발달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해 시행 인 드

림스타트사업은 통합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

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재 국 100개소의 

드림스타트센터들이 주로 도시  읍 지역에 집 되어 있어서 면지역에 거

주하는 아동들의 근성이 크게 떨어지며, 드림스타트센터가 없는 시·군이 

아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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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리양육 가정 탁제도의 양육보조 은 월 5만～7만원 정도이고, 지자

체의 조손가족 지원조례에 의한 조손가족수당도 월 5만원 정도에 불과해 

조손가족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농어  조손가족 련 정책21
 제8장

1. 일본

  일본은 1994년의 엔젤 랜(긴 보육사업5개년계획), 1999년의 신엔젤

랜, 그리고 2003년 차세 육성지원 책추진법을 통해 모든 시정 , 도도부

에서 정부가 정하는 지침(행동계획책정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양육기능

의 재생’을 한 구체 인 행동방침을 명기한 행동계획의 책정이 의무화되

었다.

  차세 육성지원추진법과 함께 성립된 개정아동복지법에서 아동양육지원

사업(재택지원, 단기입소지원, 상담·교류지원)이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시정

은 이에 한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지역아동양육지원센터사업’은 ‘지역아동양육지원사업’의 일부이며, 각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의 복지자원(보육원, 아동 , 보건소 등)

과 연계하면서 다른 지원사업과의 조합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시정 이 실시하는 주요한 지역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는 ① 시설에서의 

아동양육지원사업, ② 가정에서의(재택) 아동양육지원사업, ③ 상담지원사

업, ④ 서비스 조정사업 등이 있다.

21 염동훈 외(2008), 정일선(2004), 최혜지(2003), 보건복지가족부(2009), 각국의 

복지정책 련 웹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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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양육지원센터는 시설·재택·상담서비스를 모두 담당하며, 시설

서비스로는 조부모가 병으로 보육이 어려울 때 아동을 맡아 단기간 보호한

다. 그리고, 조부모의 육체 ·정신  부담을 덜어주기 해 방과 후 한 

놀이공간과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건 한 성장을 돕는다.

2. 국

  조손가족 자체를 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보다는 이혼이나 그 밖의 사

유 등으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사회  

책임을 우선시하며, 다양한 아동복지 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노인복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조손가족에 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아동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로그램의 경우 교육

비 등을 액 국가가 지불하고 있다. 

  계층 간 경제  차이에 따른 능력의 차이는 ·유아기부터 발생하며 조

기에 지원하여 그 차이를 극소화하는 것이 효율 이며 경제 이라는 취지

에서 유아  부모지원 로그램인 Sure Start를 시작하 다. Sure Start 

로그램의 목 은 양질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나 궁극 으

로 모든 ·유아에게 가정  배경과 무 하게 최상의 인생 출발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에 합한 지방 로그램을 통해 ·유아 무상보육

과 양질의 보육, 조기교육, 건강  가족지원을 한다. Sure Start란 아동이 

인생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Sure) 출발하도록(Start) 돕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Sure Start 제공기 으로는 조기유치원, 방과후학교, 특수학교 등이 

있다. Sure Start는 1998년에 4세 이하의 아동과 부모에게 양질의 보육, 아

동보호, 놀이, 산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시작하 다. 

Sure Start사업의 목 은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 건강 증진, 학습능력 

향상, 가족의 역량 강화에 있다. Sure Start서비스의 수혜 상을 차 으

로 늘려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다. Sure Start 아동센터는 지역 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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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가족들이 서비스를 포 으로 받도록 하는 원스톱 센터라고 할 수 

있다. 

3. 미국

  197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부양강제법(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Law)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을 강제하고 있다. 자녀의 양

육에 한 비용을 부모가 의무 으로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직 인 양육을 포기해 조손가족이 되더라도 양육비에 해 부모가 책임

지도록 하여 조손가족의 경제  부담을 여주려고 하고 있다. 자녀에 

해 동거하지 않는 부모가 제공해야 하는 부양비는 한 자녀의 경우는 여

의 17%, 두 자녀의 경우에는 25%, 세 자녀에 해서는 29%가 설정되어 

있다. 미국의 조손가족에 한 정책은 조부모의 자활능력 배양과 자녀 양

육에 한 부모의 책임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Head Start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빈곤아동에게 교육, 의료, 양, 부모지

원 등 종합 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1965년에 처

음 시작되었고, 1981년에는 Head Start법이 제정되어 사업이 더욱 공고화

되었다. 1995년에는 조기 Head Start Program이 시작되어 0～3세의 유

아를 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비 리단체  지역의 교

육기 이 리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사업이 으로 수정되었다. 

Head Start의 주 상은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아동(0～5세)이다. Head 

Start Program은 아동  가족에게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아

동  가족 특성에 부합되는 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단계  학습능력 등을 고려한다.

  국가족부양자지원 로그램(The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NFCSP)은 60세 이상 노인이 가족을 부양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에 근거해 노인 가족양육자들을 한 서비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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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공, 상담, 지원집단 조직, 양육자 의사결정  역할 훈련, 보육 휴식 

등이 이루어진다.

  친족양육안내 로그램(Kinship Navigator Program)은 지원집단(Support 

Groups), 빈곤가정을 한 임시지원, 의료지원의 범 와 내용, 아동보육  

지원, 주택지원, 법률서비스, 양육휴식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한 정

보를 제공한다.

  조손가족을 한 재정  지원으로는 친족 탁양육이 표 으로, 친척

과 같이 아동을 한 연방정부의 탁양육 지원을 말한다. 탁양육에 따

른 혜택은 매달 여와 Medicaid의 의료지원 서비스, 그 외 부가서비

스를 포함한다.

  GUIDE Project(Grandparents United: Intergenerational Developmental 

Education Project)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려는 목 을 지닌 로그램으로 상담과 사회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정책  시사

  일본, 국, 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  시사 으로는 련법을 제

정하여 국 조손가족의 의료·학습·생활비를 체계 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이다. 를 들면, 일본은 차세 육성지원 책추진법, 미국은 아동부양강

제법을 제정하 다. 그리고 계층 간 경제  차이에 따른 능력의 차이는 

·유아기부터 발생하며 조기에 지원하여 그 차이를 극소화하는 것이 효율

이며 경제 이라고 보고 있다. 한 유아보육, 교육, 의료, 부모  조

부모 지원 등을 종합 으로 지원한다는 이다. 를 들면, 국의 Sure 

Start 로그램과 미국의 Head Start 로그램은 유아보육, 교육, 의료, 

부모  조부모 지원 등을 종합 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두 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말 재 국의 100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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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의 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많은 참

고가 될 것으로 단된다. 

  미국의 친족 탁양육은 우리나라의 가정 탁사업의 조부모 리양육 지

원사업과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의 친족 탁사업은 개별 아동의 나이와 요

구도에 기 하고 있으며, 특수한 요구도를 지닌 아동을 해서는 특별양육

수당을 추가로 지 한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리양육은 탁아동의 

나이나 요구도에 계없이 1인당 월 5만～7만원 정도의 수당이 동일하게 

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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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앞에서 제시한 기존 자료 조사, 농어  조손가족 상 설문조사  심층 

면  조사, 국내외의 련 지원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하여 농어  조손가족 

정책 개선을 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조손가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확실한 정책 상으로 설

정하여 제도  지원방안을 체계화해야 한다. 조손가족은 이미 농어 에서 

새로운 가족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각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에 조손가족의 친부모들이 자녀들을 다시 직  양육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어  조손가족의 수가 

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오히려 경기불황, 이혼의 증가, 자식에 한 사

고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조손가족의 수는 더욱 증가할 망이다.   

  둘째, 농어  조손가족은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 조손가족은 한부모가

족, 소년소녀가족, 혹은 노인문제, 아동문제 의 하나로 취 될 문제가 아

니라 이들 문제가 복합 으로 얽  있기 때문에 통합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조손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감안하는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하

고, 가족의 역량강화에 을 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를 들면, 손자

녀  미취학  등학생은 아동 양육에 한 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기

의 손자녀가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세 차로 인한 조손 간의 부정  

립 등을 감안하여 상담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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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개선방안

2.1.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국 단 의 규모 실태조사를 정기 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손가족의 생

활실태조사를 제 로 추진하기 해서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조손가족 

련 문기  등이 조하여 읍·면  시·군 단 의 조손가족 인구 황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조손가족에 한 실태조사는 3～5년 

마다 실시하고 정확한 통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손가족의 생활실

태와 복지욕구에 한 정기 인 조사를 통해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실질

이고 세부 인 맞춤형 책을 마련해야 한다.

2.2. 가칭 <조손가족지원법>의 제정

  재 조손가족에 한 법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구조 ·기능  측면

에서 차이가 있어 조손가족에게 실질 인 혜택을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

다.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나 조모와 동거하고 있어도 조부모는 국민기 생

활보장 수 자나 차상 계층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부분이어서 

법 으로는 오히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의지하여 손자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가칭 <조손가족지원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동안 아동복지법, 국민기 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몇 몇 법에 

의해 산발 으로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조손가족의 지원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 조손가족을 새로운 요보호가족 형태로 인정하

고 공공부조 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늘어나고 그 결과로 조손가족화되는 사례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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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손가족지원법>이 시 히 제정되어야 하고,  지자

체의 <조손가족 지원조례>도 좀 더 극 인 내용을 담아서 확산되어야 

한다.

2.3. 통합적 사례관리 및 지원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아동 모두를 상으로 한 통합 인 사업을 실시해

야 한다. 조손가족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합 이므로 통합 인 사례 리가 

필요하다. 조부모  손자녀 각각의 욕구  가족욕구에 맞춘 지속 이고 

효과 인 가족지원 차원의 사례 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지원센

터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역량강화 련 로그램을 국 으로 확

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익산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조손가족에 한 통합  사례 리  지원을 시범사업으

로 추진한 바 있다<표 9-1>, <표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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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우리가족 랑새 찾기

사업기간 2007년 5월～2008년 12월

사업
목

부모의 부재로 약화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시킴으

로써 가족의 건강성 증진, 가족간의 유 감 강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사업
내용

∙조부모 집단 로그램: 화방법, 부모교육, 학습진로  지도   

방법

∙손자녀 집단 로그램: 스트 스 해소, 자아존 감 향상, 사회성 

향상 로그램

∙가족 집단 로그램: 가족나들이, 가족자원 사, 가족사랑축제  

페스티벌

∙사례 리 개입활동: 기  응 지원, 맞춤형 인 ·물  자원연계

∙ 문상담사 연계(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서비스)

∙코치: 코치 맞춤학습지도

사업의 
기
성과

∙조부모 지원사업: 손자녀 양육법  손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향상

시켜 손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도록 하며 손자녀 양육에 한 스

트 스를 경감시킴. 

∙손자녀 지원사업: 손자녀들의 사회성 향상  자아존 감 향상과 

인 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가족 지원사업: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집단 로그램  여가문화

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유 감 강화  심리 ·정서  안정

감 증 로 가족친화문화를 조성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가족기능강화사업: 조손가족의 다양한 기 상황 시 인 ·물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표 9-1.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지원 로그램



농어  조손가족 정책 개선방안 149

사업명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사업
기간

2007년 5월～2008년 12월

사업
목

∙조손가족의 가족원에 한 이해와 친 감 증진

∙조손가족 정서를 안정 으로 함양하고 건강한 가족 계를 형성

하여 가족기능을 강화

사업
내용

∙자존감 향상: 아동 교육

∙사회성 향상: 아동경제교육, 가족자원 사 , 가족문화체험

∙생활 응력: 학습도우미 견

∙친 감 증진: 자조모임

∙가족 이해: 집단상담

∙의사소통 향상: 부모교육

∙심리  정서  지지: 개인, 가족상담

∙지역 로그램  자원 연계

사업의 
기
성과

∙조손가족의 가족원에 한 이해와 친 감 증가

∙의사소통 능력, 자존감  사회성 향상, 안정  정서 함양으로 

건강한 가족 계 형성  가족기능 강화

∙발달시기에 맞는 발달과업 달성 지원  손자녀 양 ·질  양육

에 정  향을 미쳐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능력 향상

∙조부모간의 자조모임 형성으로 건강한 상호작용과 지지를 통해 

역할의식 고양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이해를 돕고 감정노출로 긴장감 해소

와 다른 참여자의 상황에 한 정  이해·공감

∙멘토-멘티 계를 통해 역할모델을 제시하여 멘티의 심리 ·정

서  안정 지원

표 9-2.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지원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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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사도우미 지원 및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조손가족에 학습도우미를 견하여 손자녀와 1:1의 면  학습이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가사도우미 지원사

업을 다른 부처사업과 복되지 않는 범  안에서 확  실시하고, 사회복

지사의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

치원, 학교 등에서 조손가족을 한 아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손가

족 아동들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기 한 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세  간 문화갈등을 해소하기 한 가

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삼척 근덕지역아동센터의 조손가족 아동 지원 련 로그램>

○ 자아존 감, 사회성 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음. 강원  미술과에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피아노, 하모니카, 어, 수학, 주산, 서 , 한

자공부 등의 로그램을 운 하고 있음.

○ 독서공부(구연동화 포함)를 통해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경험도 해 .

2.5. 청소년 멘토링제도 운영

  조손가족 손자녀의 상당수는 빈곤과 가정불화가 뒤얽힌 가정에서 제

로 챙겨주는 사람 없이 자란다. 이들은 등학교 학년부터 학습부진이 

된 경우가 많다. 농어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개 노인, 여성, 빈곤

계층이어서 경제 으로나 신체 으로 취약하고, 교육수   가치 의 차

이로 인해서 손자녀의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심리 으로나 행

동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 부담은 더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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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  조손가족의 청소년들을 한 멘토링제도

(Adolescence Mentoring Program)를 도입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멘토링제도는 발달 , 환경  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 험 청소

년들을 상으로 건 한 성인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멘토링 로그램과 직

인 학업 지원 인 속성을 갖는 튜터링 로그램을 충하여 다각 으

로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청소년 멘토링제도는 자존감 향상, 인 계능

력 증진뿐만 아니라 진로의식, 학교생활  학업에 한 흥미 등을 높이는

데 효과 이다<이 주·박 선, 2009>.

  학생과 조손가족의 청소년을 일 일로 결연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학

업지원 멘토링은 인지  지원 효과와 정서  지원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학업성취에 이 맞추어진 멘토링의 경우 멘티는 그들의 멘토

를 선생님으로 보기 보다는 믿을 만한 친구, 나아가서는 자신을 진심으로 

돕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즉, 자신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학습과 

련된 효과 인 략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조손가족 손자

녀의 특성을 악하여 부정  측면을 완화시키고 정  측면을 강화시키

는 노력은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양육부

담을 이는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개인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일 일(1:1)로 연

결하여 정서  지지와 안내, 지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비  형성을 돕고,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휴먼네트워크나 기업체의 학생 자원

사단 로그램 등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휴먼네트

워크(http://www.humannet.or.kr)에서는 성장넷이라는 로그램을 통해 

소득 청소년과 학생을 연계하여 이들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로그램을 

운 하고 있고, SK 텔 콤에서는 학생 자원 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아동

센터의 아동들에게 일 일 학습, 정보통신, 체능  정서 지원을 하는 멘

토링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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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조부모 대상 교육 강화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  조부모 본인 련 조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

다. 이때 집합식 교육보다는 가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손자녀의 양육과 학습과 련된 지도방법을 조부모에게 찾아가서 교

육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 교육방법, 손자녀의 응 처치 방법, 손

자녀의 식습  지도방법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분의 조손

가족은 기치 않게 는 타의 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야기된 

조부모들의 부정  정서를 안정시키기 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부

모들이 가족 간의 갈등에 처하고 가족 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교육이 필요하다.

2.7. 사회적 지지(지원)망 구축

  지역사회의 자원 동원을 통하여 다양한 문가  지역주민과 력체계

를 갖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동원 가능한 자원을 최

한 발굴하여 사회  지원을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손가족 자조집단

을 조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조부모를 한 

자조집단이 활성화되어 있어 손자녀양육과 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심리

·정서  어려움을 나 고 안을 모색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자조집

단 운  시에는 조부모의 욕구를 반 하여 모임의 장소와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 하고, 조부모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해 아이돌보미 지원

과 같은 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녀

의 친부모와 화연락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화요 을 할인하는 등의 지

원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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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론  제10장

1. 요약

□ 연구 목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농어 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독거

노인과 조손가족을 심으로 심층 으로 조사하여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 조사, 설문조사, 심층면 조사, 

외국사례분석, 문가  련자 의견 수렴 등이었다. 

  독거노인  조손가족 상 설문조사는 국의 16개 시·군의 읍·면지역

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328명과 조손가족 노인 313명을 상으로 면 방식

으로 이 졌다. 

  설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로는 악하기 힘든 내면 심리와 같은 질  측

면의 실태를 악하기 해서 연구자들이 독거노인 20가구, 조손가족 10가

구를 상으로 심층 면 조사  찰을 실시하 다.

□ 농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농어  독거노인의 2/3 정도가 10년 이상 혼자 살고 있으며,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 모두 결혼을 했거나 다른 도시에 취직하여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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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데 가장 어려운 

은 건강이 나쁘다는 과 경제  어려움이었다.

  자녀들과는 월 1～2회 연락하고, 친척과는 연 1～2회 연락하며, 친구와 

이웃은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거노인의 1/4 정도는 농어업

에 종사하고 있고, 농규모는 소규모이며, 거동할 수 있는 한 농어업을 계

속하겠다고 응답했다. 극소수의 독거노인만이 농어업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일용직 등에 주로 참여하고 있었다.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42.2만원에 불과하고, 월평균 생활비는 32.8

만원이며, 부담이 큰 지출품목은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이었다.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으로는 자녀의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많았고, 1개

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월평균 의료비(본인 부담)는 5만원 정도이고, 심하게 아  때

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주택은 낡고 노

인들의 신체구조에 부 합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독거노인들은 친목단체와 종교단체에는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문화활

동, 사단체 등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독거노인에 한 사회  지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나 종교단체·자원

사자의 사회  지지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생

활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가 독거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상자별 사회  지지 에서는 가족·

친지의 지지가, 사회  지지 유형별로는 정서  지지가 독거노인의 생활만

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욕구에 하여 살펴보면, 소득  경제활동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기 노령연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서비스 필요성의 인지는 기 노령연 , 국민연 , 국민기 생활보장 생계

비 지원 순으로 높았다.

  보건의료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반 으로 이용 경험이 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나 필요성의 인지는 약값·의료비 지원, 보건소의 방

문의료서비스, 보철·틀니  보청기 지원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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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독거노인의 1/3 정도가 경로당

과 같은 공동주거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난방비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독거노인들은 노인돌 서비스와 같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경험

은 낮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서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 농어  독거노인 련 지원의 황과 문제

  우리나라 농어  독거노인 련 지원의 문제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노인돌 기본서비스의 경우는, 수혜자의 측면에서는 노인돌 기본서비

스의 의의와 기능에 하여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이다. 노인돌 기본서비스에 하여 정 인 평가를 하는 독거노인의 

경우는 가정방문 시간  횟수의 부족에 한 불만이 많았다. 노인돌보미들

의 입장에서는 독거노인의 안  여부를 확인하기 해 수시로 화하고 주 

1회 이상 직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유류비, 교통비, 화요 에 

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보수(월 60만원 내외)로 인하

여 노인돌보미의 이직률이 높았다. 그리고 노인돌보미가 장에서 활동하

는 것보다 서류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 무 많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다.

  노인돌 종합서비스의 경우는, 수혜자의 측면에서는 바우처 카드는 노

인돌보미 출퇴근 체크를 해 국민은행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은행 인출용으로 생각하여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용부담에 있어서 일반 노인의 경우는 본인부담 을 다소 부담스러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 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월 27～36시간

이고 일주일에 2번 정도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사용 가능한 총 시간  

주간 방문횟수를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노인돌 종합서비스의 노인돌

보미들은 독거노인의 안  여부를 확인하기 해 수시로 화하고, 주 1회 

이상 직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유류비, 교통비, 화요 에 한 부

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보수(월 60만원 내외)로 인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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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돌보미의 이직률이 높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농어 지역에서 시행 기부터 여러 가지 심

각한 문제 들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 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

양보험에 한 낮은 주민 인지도, 지나치게 엄격한 등 정체계, 과 한 

본인부담 , 요양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난립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차상 계층은 본인 부담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요

양보호사의 시간당 임 이 7,000원 내외이고 최  근무가능 시간도 월 80

시간에 불과해 월  수 이 아주 낮다는 문제가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시 하다.

  기 노령연 의 경우, 월 수령액이 소액(독거노인의 경우 최  90,000

원)이어서 기요 , 화요  등과 같은 잡부 을 내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통수당을 받던 노인들

이 기 노령연 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외감과 불만을 표시하는 경

우도 있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심으로 추진되고 있었

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분야에서의 노인일자리는 

로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거노인 

안 지킴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구르트 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사업

은 편법으로 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의 경우 낮은 

보수(월 20만원)에 한 참여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1년 에 7개

월만 일할 수 있고 차기 연도의 사업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 하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농도우미의 경우 1회 이용가능 최  일수가 

10일이어서 한계가 많다. 그리고 가사도우미의 경우 최  12회(월 1회)밖에 

이용할 수 없어서 이용 가능 횟수에 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의 농어  독거노인 련 정책의 시사

  일본, 국,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한 독거노인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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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세 나라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사

회  지지(지원)망의 강화를 강조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서 지역

주민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사회  지지망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독거노인의 사회  지지망으로서 지역주민 자원의 요성을 인식하

고 이들과 독거노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회  지지망을 육성할 필요가 있

다. 일본 군마 의 경우, 산간지역 노인들의 겨울철 난방  생활지원을 

해 그룹홈을 운 하고 있다. 이 사례는 최근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경

로당을 활용한 그룹홈사업에 좋은 참고가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

과 미국의 경우, 동 기에 소득 독거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연료 련 

지원 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긴 주택수리(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수리나 개조가 긴 한 경우 도와 ), 양상담  교육(개별 노인의 양 

수 에 한 측정과 건강한 노년생활에 필요한 음식과 조리법에 한 상담

과 교육을 제공함) 로그램 등도 우리나라 독거노인 정책 개선에 많은 참

고가 될 것으로 단된다.

□ 농어  독거노인 정책 개선방안

  련 문헌 조사, 설문조사  심층면 조사, 국내외의 련 지원 분석 등

을 바탕으로 하여 농어  독거노인 정책 개선을 한 기본 방향을 네 가지

로 정리하 다. 첫째, 사회안 망의 사각지 를 해소하고 추진체계를 농어

 실정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의 사회경제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 책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  지지망을 강화하여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기

노령연 제도를 농어  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

책 개선방안으로 ① 경로당, 마을회  등을 활용한 그룹홈사업의 국사업

화  개선, ② 식사지원  양개선 로그램의 강화, ③ 독거노인 응

안  돌보미 서비스의 확 , ④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 ⑤ 보행보조기구 

지원, ⑥ 노인돌 서비스의 개선, ⑦ 취약계층 인력지원사업의 개선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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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손자녀의 평균 연령은 12.7세이고 친손자녀가 다수이며, 손자녀 양육

기간은 평균 8.6년이고, 손자녀 양육의 주요 원인은 가족해체 다.

  주변사람과의 빈도를 살펴보면, 자녀들과는 월 1～2회 는 연 1～

2회, 친척과는 연 1～2회, 친구나 이웃과는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가 많

았다.

  조손가족의 1/3 정도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농규모는 논은 평균 1,372

평, 밭은 587평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종사자 부분은 거동할 수 있는 한 

농어업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하 다. 농어업 이외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14.7%에 불과했으며, 일용직이나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

  조손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69.7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58.4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월평균 9.5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손자녀가 ·고교

에 진학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

족에 있어서 부담이 큰 지출품목은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었다.

  조손가족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46.0%, 의

료 여 1종 23.6%,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16.9% 등으로 나타났다.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37.7%로 나타났다. 조손가족의 월

평균 의료비(본인부담)는 3.9만원 정도이고, 심하게 아  때만 병원이나 한

의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자가가 3/4 정도이지만 주택이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친목단체  종교단체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문화활동, 사단체 등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손자녀와 친부모의 계에 있어서는, 손자녀의 친부모는 이혼 후 독신인 

경우가 많았고, 반 이상의 아이들이 어머니와는 연락을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주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

고, 친부모의 향후 자녀양육 의향도 낮았다.

  손자녀의 생활을 살펴보면, 방과 후 낮 시간에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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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았다. 손자녀 양육의 장 은 내 집에서 손자녀를 돌볼 수가 있어서 

마음이 편해진 , 집안에 생기가 돌게 된  등이고, 손자녀 양육의 고충

으로는 양육비 부담, 힘에 부침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나 종교단체·자원 사자의 지지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  지지에서는 가족·친

척, 친구·이웃의 역할이  비 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구  지지는 많

지 않았다.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체 으로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사회  지지는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었다.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 빈도, 손자녀 생활, 평소 본인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욕구에 하여 살펴보면, 소득  경제활동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기 노령연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서비스 필요성의 인지는 기 노령연 , 국민기 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국

민연 , 기타 생활비 지원 순으로 높았다.

  보건의료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반 으로 이용 경험이 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나 필요성의 인지는 약값·의료비 지원, 보철·틀니  

보청기 지원,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 보행보조기구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거환경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조손가족 노인의 1/4 정도가 경

로당과 같은 공동주거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난방비  교통비 지원의 필요

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보육  교육 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는 조손가족은 소수이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서는 부분이 공감하

고 있었다. 그리고 조손가족 노인들은 노인돌 서비스와 같은 기타 사회복

지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낮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서는 높게 인지하

고 있었다.



요약  결론162

□ 농어  조손가족 련 지원의 황과 문제

  재 우리나라에는 조손가족을 직 인 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체

계는 없다. 농어  조손가족과 부분 으로 련되는 지원으로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의료보험료 경감제도, 기 노령연 , 

건강가정지원제도, 드림스타트, 리양육 가정 탁제도, 지자체의 조손가

족 지원조례 등이 있다.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족처럼 사회 으로 이슈화되지 못

하고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사회는 조손가족과 련한 정확한 통계

나 지표조차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조손가족을 한 구체 인 서비스나 

문 인 로그램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에 한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 혹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기 생활

보장 여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한 소규모 농지, 노후

화된 주택, 소형 어선 등도 조손가족의 조부모가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경우는,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특례

조항으로 규정되어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상황

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법령하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손가족

의 특성을 제 로 반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기 노령연 의 경우는, 월 수령액이 최고 9만～14만 4천원에 불과해 생

계비로는 크게 부족하다. 즉, 기 노령연 은 과거의 경로연 을 개선한 

것이지만 여수 이 무 낮아서 조손가족의 생활안정에는 크게 기여하

지 못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제도의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손가족 문제를 해결

하기 한 문기 이라기보다는 가족 해체  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 

체를 상으로 한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손가족에 해 지속

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로그램 심으로 참여 가족에 해 일회 인 행사

에 그치고 마는 경향이 있다. 취약계층 역량 강화사업도 시범사업에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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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국 인 사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기타 조손가족 련 지원의 경우에는, 리양육 가정 탁제도의 양육보

조 은 월 5만～7만원 정도이고, 지자체의 조손가족 지원조례에 의한 조손

가족수당도 월 5만원 정도에 불과해 조손가족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은 되

지 못하고 있다.

□ 외국의 농어  조손가족 련 정책의 시사

  일본, 국, 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  시사 으로는 련법을 제

정하여 조손가족의 의료·학습·생활비를 체계 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이

다. 미국의 친족 탁양육은 우리나라의 가정 탁사업의 조부모 리양육 

지원사업과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의 친족 탁사업은 개별 아동의 나이와 

요구도에 기 하고 있으며, 특수한 요구도를 지닌 아동을 해서는 특별양

육수당을 추가로 지 한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리양육은 탁아동

의 나이나 요구도에 계없이 1인당 월 7만원 정도의 수당이 동일하게 지

되고 있다.

□ 농어  조손가족 정책 개선방안

  농어  조손가족 정책 개선을 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조손가

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확실한 정책 상으로 설정하여 제도  

지원방안을 체계화해야 한다. ② 농어  조손가족은 통합  지원이 필요하

다. ③ 조손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감안하는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하고, 

가족의 역량강화에 을 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① 정기 인 실태조사 실시, ② 가칭 <조손가족지원법>의 제

정, ③ 통합  사례 리  지원, ④ 가사도우미 지원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⑤ 청소년 멘토링제도 운 , ⑥ 조부모 상 교육 강화, ⑦ 사회  

지지(지원)망 구축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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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는 농어  취약계층 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인 독거노인과 조

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련 지원의 문제 을 악하

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  독거노인  조손가족 노인의 건

강은 체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독거노인의 경우는 반 정도인 데 비해서 조손

가족의 노인은 37.7%로 나타났다. 이것은 독거노인이 조손가족 노인보다 

고 연령층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

고 농어 의 독거노인과 조손가족은 소득으로 인해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은 42.2만원이고, 조손

가족은 69.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조손가족의 사회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공통 으로 친목단

체와 종교단체에는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문화활동, 사단체 등에는 거

의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독거노인  조손가족에 한 사회  지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나 종

교단체·자원 사자의 사회  지지는 아직까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독거노인과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체로 낮았다. 그러나 사

회  지지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독거노인과 조손가족이 

차별성을 나타냈다.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상자별 사회  지지 에서는 

가족·친지의 지지가, 사회  지지 유형별로는 정서  지지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손가족의 경

우에는, 사회  지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었다.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 빈도, 손자녀 생활, 평소 본인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  독거노인 정책 개선방안으로 ① 경로당, 마을회  

등을 활용한 그룹홈사업의 국사업화  개선, ② 식사지원  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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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강화, ③ 독거노인 응 안  돌보미 서비스의 확 , ④ 노인일

자리사업의 개선, ⑤ 보행보조기구 지원, ⑥ 노인돌 서비스의 개선, ⑦ 취

약계층 인력지원사업의 개선 등을 제시하 다. 그리고 농어  조손가족 정

책 개선방안으로는 ① 정기 인 실태조사 실시, ② 가칭 <조손가족지원

법>의 제정, ③ 통합  사례 리  지원, ④ 가사도우미 지원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⑤ 청소년 멘토링제도 운 , ⑥ 조부모 상 교육 강화, ⑦ 

사회  지지(지원)망 구축 등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로는 첫째, 조사 상자가 농어 의 독거

노인  조손가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의 독거노인  조손가족과 

비교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농어 과 도시를 비교하는 근이 필요

하다. 둘째,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사회  지지와 생활만족도

의 련성 등을 검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 으나 독거노인과 자녀동거

노인을 직  비교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 독거노인을 비교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계의 요성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어  조손가족 문제는 도시에서 

친부모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1차 으로 아동을 도시의 친부모 근처에

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어  조손가족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요하다는 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의 기본 설계는 횡단 인 근이기 때문에 인과 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 인 연구 설계를 통해서 좀 더 심

층 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조사 상
 ▪ 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국 농어  거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족 노인

표 본 수  ▪ 독거노인 328명, 조손가족 노인 313명

표본 오차
 ▪ 각 조사 상별로, 95% 신뢰수 에서 최 허용

표본오차는 ± 5.5%point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  방식

표본 추출  ▪ 지역별, 도시성격별 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2010년 8월 9일(월) ～ 9월 3일( )

부록 1

설문조사의 개요  표본 추출 과정

□ 설문조사의 개요

□ 설문조사의 표본 추출 과정

○ 1단계: 조사 상 시군 선정(농어  선정)

  - 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국의 시군 , 군지역 모두  도농복합시

  - 단, 도농복합시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나 도청소재지가 포함되어 

도시 성격이 강한 시는 제외함( : 청주, 주, 창원, 김해, 원주, 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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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권역 구분

  - 국을 경기·강원권, 충청권, 라권, 경상권의 4개 권역으로 할당함.

  - 권역별로 추출될 시군 4곳을 할당함.

○ 표본 추출

  - 각 권역별로 조사 상이 되는 시군을 무작  추출(Random Sampling)함.

  - 단, 각 권역별로 도시근교 농  1곳, 일반 농  2곳, 어  1곳을 선정함.

구 분 도시근교 농 일반 농 어

경기·강원권 이천시 연천군, 홍천군 삼척시

충청권 청원군 청양군, 진천군 보령시

라권 화순군 임실군, 강진군 장흥군

경상권 함안군 문경시, 양군 남해군

○ 조사 상 할당

  - 각 시군별로 독거노인 20명 내외, 조손가족 노인 20명 내외(독거노인 

328명, 조손가족 노인 313명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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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경기 ② 강원 ③ 충북 ④ 충남

⑤ 전북 ⑥ 전남 ⑦ 경북 ⑧ 경남 

구체적인 시군구 _________ 시/군/구

SQ2 지역 성격
① 대도시 근교 농촌 ② 일반 농촌

③ 어촌

SQ3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 65세 미만 면접중단 ! 

SQ4
귀하께서는 혼자 살고 계십니

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면접중단 ! 

SQ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응답자 성명 면접 일시    월    일    시    분경

응답자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연락처(유선) ☎ (    )     － 핸드폰(무선) H.P (    )     －

면접원 성명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S / V 확인

부록 2

농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정부출연연구

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생

활하시는지 살펴보고 정부 정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어르신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

상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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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어르신께서는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년    (     ) 개월

문2. 어르신께서 혼자 사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가족이 없어서(사별, 이혼, 미혼, 무자녀 등)

② 자녀들 모두 결혼 또는 다른 도시에 취직하여 독립했기 때문에 

③ 다른 가족이 있지만 살림이 어려워서

④ 따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아서

⑤ 기타(무엇:                     )

문3. 어르신께서는 육체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약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① 자녀와 함께 살겠다 ② 그 외 가족·친지와 함께 살겠다

③ 필요한 사람(간병인․가정부)을 구해 지금처럼 살겠다

④ 노인복지시설에서 살겠다 ⑤ 기타(무엇:                )

⑥ 그때 가봐야 알겠다

문4. 어르신께서 혼자 생활하시기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건강이 나쁘다 ② 경제적으로 어렵다

③ 고독하고 외롭다 ④ 급할 때 도움 요청할 곳이 없다

⑤ 기타(무엇:          )      ⑥ 어려움이 별로 없다

문5. 어르신께서는 자녀를 몇 명 두고 계시며, 가까운 친척, 친한 친구나 이웃은 

몇 명 있으며,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지냅니까?

구분 인원수

빈도

거의 

매일

주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1년에 

1-2회 

정도

거의 연락 

하지 않음

전혀 연락 

안함

생존자녀
아들    명

딸    명
① ② ③ ④ ⑤ ⑥

친척

(육촌 이내)
명 ① ② ③ ④ ⑤ ⑥

친한 친구

또는 이웃
명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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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모

① 농지

논 평

밭 평

과수원 평

초지, 임야 평

기타 (무엇:           ) 평

② 어업

양식어업

어선

어업

동력선         톤/        척

무동력선         톤/        척

비어선 채취어업

기타(무엇:           )

③ 가축

한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닭 수

개 두

기타(무엇:          )

④ 해당 사항 없음

문6. 어르신께서는 농․어업 관련된 일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문7. 어르신께서는 현재 농․어업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예(무엇:                     )

②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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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 금액(만원)

근로

소득

농어업소득(농어업 총수입에서 농어업경영비를 제외한 순소득) 월    만원

농어업 이외 근로소득(비농어업분야 사업 또는 취업활동) 월    만원

자산

소득

금융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 차

익 등)

월    만원

부동산소득(집세, 토지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 월    만원

개인연금, 퇴직금 등 기타 자산소득 월    만원

공적 

이전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현금) 월    만원

기초노령연금 월    만원

장수수당 월    만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월    만원

장애수당 월    만원

공공근로사업(노인일자리 포함) 월    만원

국민연금 월    만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월    만원

기타(장수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월    만원

사적 이전소득(가족, 친척, 친지 등에게 받은 용돈이나 지원금) 월    만원

합  계 월    만원

문8. (6번 문항 ④번과 7번 문항 ②번 둘 다 응답한 경우에만) 어르신께서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② 농 ․어업 관련된 일이 너무 바빠서

③ 일할 필요가 없어서(경제적 여유 등으로)

④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⑥ 집안일 또는 가족수발 때문에

⑦ 일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⑧ 나이가 너무 많아서

⑨ 기타 (무엇:                  )

문9. (6번 문항 ①, ②, ③ 응답자만)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농․어업과 관련

된 일을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    )

①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하겠다 ② 10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③ 5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④ 3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문10. 어르신 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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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어르신께서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김치 ② 반찬 ③ 쌀 ④ 연탄

⑤ 라면    ⑥ 기타(무엇:                  )   ⑦ 없음

문12. 어르신 댁의 생활비는 월 평균 얼마나 듭니까?

      월 평균 (    ) 만원 정도

 

문13. 어르신 댁에서 지출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② 주류․담배

③ 피복구입비(의류, 신발 등) ④ 수도․광열비

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⑥ 보건․의료비

⑦ 교통․통신비 ⑧ 오락․문화비      ⑨ 교육비

⑩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⑪ 경조사비

⑫ 기타 (무엇:             )

문14. 어르신 댁에는 현재 빚(부채)이 얼마나 있습니까?

① 없음 ☞ 문16번으로

② 있음 (얼마:         만원 정도) ☞ 문15번으로 

문15. 어르신께서 부채를 지게 된 이유를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생활비가 부족해서         

② 나(배우자)의 사업자금 때문에

③ 나(배우자)의 주택마련 때문에  

④ 나(배우자)의 의료비 마련 때문에

⑤ (손)자녀의 사업자금 지원 때문에 

⑥ (손)자녀의 교육비 지원 때문에

⑦ (손)자녀의 결혼경비 및 주택마련 때문에

⑧ (손)자녀의 의료비 마련 때문에

⑨ 타인 대출 및 보증 ⑩ 기타(무엇:                )

문16. 어르신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 우리집(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장기(영구)임대 

⑤ 기타(     )



부  록174

문17. 현재 어르신 댁에서 가입하고 있는 건강(의료)보험은 무엇입니까?

(    )

①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월 납부금액:       )

②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③ 의료 급여 1종(의료비 완전 면제)

④ 의료 급여 2종(의료비 일부 부담)

⑤ 없음

⑥ 기타 (무엇:            )  (월 납부금액:          )

문18. 평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떠신가요?(    )

①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

②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잔병치레를 한다

③ 건강한 편이다

문19. 어르신께서 지출하시는 의료비는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    ) 만원

문20. 어르신께서 편찮으실 때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 간다 

②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간다

③ 심하게 아플 때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간다

④ 심하게 아플 때만 보건소에 간다 

⑤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지 않고, 민간요법 등으로 치료하고 있다

⑥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는다

⑦ 치료를 못하고 있다 ☞ 문21번으로

문21. (20번 문항 ⑦번에 응답한 경우에만) 어르신께서 치료를 못하고 있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②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서

③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④ 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⑤ 환자가 가려고 하지 않아서

⑥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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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임 및 단체 활동
참여 정도

참여 
안함

가끔 
참여

자주 
참여

1 친목단체(계모임, 동창회, 동기회, 향우회, 종친회, 노인정 등)

2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

3 문화활동단체(합창단, 연극, 영화 등)

4 스포츠레저단체(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5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대한노인회 등)

6 이익단체 및 정치단체(직능단체, 정당활동 등)

7 봉사단체(자원봉사활동 등)

8 학습단체(노인대학, 노인교실,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문22. 어르신께서 다음의 모임 및 단체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시는지 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3. 다음은 사회복지사, 가족 및 친척, 친구 및 이웃, 종교단체 및 자원

봉사자들과 어르신의 평소 관계나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르신께

서 평소 느끼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복수응답 가능)

구분 문 항

사
회
복
지
사

가
족․
친
척

친
구․
이
웃

종교
단체․
자원

봉사자

해당
없음

1 은행일이나 관공서 일을 대신 봐준다.

2 식사나 집안일을 도와준다.

3 길을 잘 모르는 곳을 갈 때 나를 데려다준다.

4 내가 아플 때 간호(간병, 수발, 병원동행)를 해준다.

5 내게 필요한 물건을 빌려준다.

6 경제적 도움(용돈, 생활비, 필요한 물건)을 준다.

7 물건을 사러 갈 때 나와 함께 가준다.

8 부업이나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

9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다.

10 나를 존중해 주고 내 의견을 받아준다.

11 항상 나를 걱정하며 관심을 가져준다.

12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소중하다.

13 서로 오가며 친하게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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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2 나는 평생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3 나는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4 매일매일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5 나는 지금도 바쁘고 의미있는 생활을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6
나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과 비교할 때 

젊은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7 나는 자주 우울해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8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희망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9 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① ---- ② ---- ③ ---- ④ ---- ⑤

문24. 다음 항목을 읽고 어르신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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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5. 어르신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
까? 다음의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되는 곳
에 체크할 것)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필요성

현재
이용 중

과거에 
이용한 

경험 있음

내용은 
알지만 

이용한 경험
없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용한 경험
없음

필요
필요 
없음

잘
모르
겠다

소득 
및

경제
활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영세민 제도)의    
생계비 지원

② 국민연금

③ 기초노령연금

④ 기타 생활비 지원(장수수당, 장애수당 등)

⑤ 일자리 제공

⑥ 영농도우미 지원

보건
의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③ 약값 및 의료비 지원

④ 보철․틀니 및 보청기 지원

⑤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

⑥ 보행보조기구(유모차 등)

주거
환경

①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동주거시설

② 주택 개․보수

③ 난방비 지원

④ 교통비 지원

보육 
및

교육

① 손자녀 학용품 및 학습준비물 지원

② 손자녀교육에 대한 상담

③ 손자녀 과외활동비(학원비 등) 지원

④ 방과후 보육 및 교육서비스

⑤ 조부모 사후 손자녀 양육 지원

기타

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 응급상황시 지원(연락, 이동 등)

④ 이․미용서비스

문26.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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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DQ1. 현재 어르신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기타(       )

DQ2. 어르신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

① 무학(글자 모름) ② 무학(글자 해독)

③ 초등학교(소․국민학교) 졸업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졸업 ⑥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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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농어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에 한 심층면 조사 항목

○ 면담 상자의 기본  인 사항

  - 가족사항

  - 독거기간

  - 자녀  손자녀의 직업

  - 자녀들과의 계  연락

○ 경제상황

  - 농지  재산

  - 농  농업 이외 경제활동

  - 소득  소비

  - 부채

  - 자녀들의 생활비 지원

  - 노인일자리 참여

○ 복지서비스 수혜 실태  애로사항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 기 노령연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  

  - 노인돌 서비스

  - 기타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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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태  보건의료 이용

  - 주  건강상태

  - 주요 질환

  - 아  때 이용하는 의료기

  - 보건의료기  이용 시 애로사항

○ 일상생활  사회 계

  - 여가  취미생활

  - 사회단체나 조직 참여

  - 이웃  친척과의 계

  - 종교생활

  - 주거생활

  - 심리  상태

  - 애로사항

○ 정부에 한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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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조부모께서 손자 또는 손녀를 양육하며 살고 있

는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시는지 살펴보고 정부 정책에서 필요한 부분

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어르신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

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오 세 익

SQ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경기 ② 강원 ③ 충북 ④ 충남
⑤ 전북 ⑥ 전남 ⑦ 경북 ⑧ 경남 

구체적인 시군구 _________ 시/군/구

SQ2 지역 성격
① 대도시 근교 농촌  ② 일반 농촌
③ 어촌

SQ3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
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
까?

만      세  → 만 65세 미만 면접중단 ! 

SQ4
귀하께서는 현재 손자/손녀
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면접중단 ! 

SQ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응답자 

성명
면접 일시    월    일    시    분경

응답자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연락처

(유선)
☎ (    )    － 핸드폰(무선) H.P (    )   －

면접원 

성명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S / V 확인

부록 4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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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모

① 농지

논 평

밭 평

과수원 평

초지, 임야 평

기타(무엇:              ) 평

② 어업

양식어업

어선
어업

동력선         톤/        척

무동력선         톤/        척

비어선 채취어업

기타 (무엇:          )

③ 가축

한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닭 수

개 두

기타(무엇:          )

④ 해당 사항 없음

구분 인원수

빈도

거의 
매일

주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1년에 
1-2회 
정도

거의 
연락 
하지 
않음

전혀 
연락 
안함

생존자녀
아들    명

딸    명
① ② ③ ④ ⑤ ⑥

친척
(육촌 이내)

명 ① ② ③ ④ ⑤ ⑥

친한 친구
또는 이웃

명 ① ② ③ ④ ⑤ ⑥

문1. 어르신께서는 자녀를 몇 명 두고 계시며, 가까운 친척, 친한 친구나 이웃은 

몇 명 있으며,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지냅니까?

문2. 어르신께서는 농․어업 관련된 일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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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어르신께서는 현재 농․어업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예 (무엇:                     )

② 아니요 

문3-1. (2번 문항 ④번과 3번 문항 ②번 둘 다 응답한 경우에만) 어르신께

서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② 농․어업 관련된 일이 너무 바빠서

③ 일할 필요가 없어서(경제적 여유 등으로)

④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⑥ 집안일 또는 가족수발 때문에

⑦ 일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⑧ 나이가 너무 많아서

⑨ 기타 (무엇:                      )

문4. (2번 문항 ①, ②, ③ 응답자만)어르신께서는 앞으로 농․어업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    )

①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하겠다

② 10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③ 5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④ 3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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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 금액(만원)

근로

소득

농어업소득(농어업 총수입에서 농어업경영비를 제외한 순소득) 월    만원

농어업 이외 근로소득(비농어업분야 사업 또는 취업활동) 월    만원

자산

소득

금융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 차

익 등)

월    만원

부동산소득(집세, 토지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 월    만원

개인연금, 퇴직금 등 기타 자산소득 월    만원

공적 

이전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현금) 월    만원

기초노령연금 월    만원

장수수당 월    만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월    만원

장애수당 월    만원

공공근로사업(노인일자리 포함) 월    만원

국민연금 월    만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월    만원

기타(장수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월    만원

사적 이전소득(가족, 친척, 친지 등에게 받은 용돈이나 지원금) 월    만원

합  계 월    만원

문5. 어르신 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6. 어르신께서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김치    ② 반찬    ③ 쌀    ④ 연탄    ⑤ 라면

⑥ 기타(무엇:             )

⑦ 없음

문7. 어르신 댁의 생활비는 월 평균 얼마나 듭니까?

  월 평균 (    ) 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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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1. 생활비 중에서 교육비(학교 납입금, 학원비 등 포함)는 월 평균 얼

마나 지출하십니까?

월 평균 (    ) 만원

문8. 어르신 댁에서 지출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② 주류․담배 ③ 피복구입비(의류, 신발 등)

④ 수도․광열비 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⑥ 보건․의료비 ⑦ 교통․통신비

⑧ 오락․문화비 ⑨ 교육비 ⑩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⑪ 경조사비   ⑫ 기타 (무엇:             )

문9. 어르신 댁에는 현재 빚(부채)이 얼마나 있습니까?

① 없음 ☞ 문11번으로

② 있음 (얼마:     만원 정도) ☞ 문10번으로

문10. 어르신께서 부채를 지게 된 이유를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생활비가 부족해서 

② 나(배우자)의 사업자금 때문에

③ 나(배우자)의 주택마련 때문에 

④ 나(배우자)의 의료비 마련 때문에

⑤ (손)자녀의 사업자금 지원 때문에 

⑥ (손)자녀의 교육비 지원 때문에

⑦ (손)자녀의 결혼경비 및 주택마련 때문에

⑧ (손)자녀의 의료비 마련 때문에 

⑨ 타인 대출 및 보증

⑩ 기타(무엇:                )

문11. 어르신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 우리집(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장기(영구)임대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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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현재 어르신 댁에서 가입하고 있는 건강(의료)보험은 무엇입니까?

(    )

①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월 납부금액:       )

②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③ 의료 급여 1종(의료비 완전 면제)

④ 의료 급여 2종(의료비 일부 부담)

⑤ 없음

⑥ 기타 (무엇:       )  (월 납부금액:         )

문13. 평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떠신가요?(    )

①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

②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잔병치레를 한다

③ 건강한 편이다

문14. 어르신께서 지출하시는 의료비는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    ) 만원

문15. 어르신께서 편찮으실 때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 간다

②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간다

③ 심하게 아플 때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간다

④ 심하게 아플 때만 보건소에 간다

⑤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지 않고, 민간요법 등으로 치료하고 있다

⑥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는다

⑦ 치료를 못하고 있다 ☞ 문16번으로

문16. (15번 문항 ⑦번에 응답한 경우에만) 어르신께서 치료를 못하고 있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②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서

③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④ 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⑤ 환자가 가려고 하지 않아서

⑥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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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임 및 단체 활동

참여 정도

참여 

안함

가끔 

참여

자주 

참여

1
친목단체(계모임, 동창회, 동기회, 향우회, 종친회, 

노인정 등)

2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

3 문화활동단체(합창단, 연극, 영화 등)

4 스포츠레저단체(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5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대한노인회 등)

6 이익단체 및 정치단체(직능단체, 정당활동 등)

7 봉사단체(자원봉사활동 등)

8 학습단체(노인대학, 노인교실,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문17. 어르신께서 다음의 모임 및 단체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시는지 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록188

※ 다음은 양육하고 계신 손자 손녀에 한 질문 사항입니다.

문18. 어르신 댁에서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의 성별과 나이는 어떻게 됩니

까? (☞ 18세 이하 미성년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이 성별 관계
학력

(아래 보기 문항)

손자녀 1 만   세 ① 남 ② 여
① 친손자

② 외손자

손자녀 2 만   세 ① 남 ② 여
① 친손자

② 외손자

손자녀 3 만   세 ① 남 ② 여
① 친손자

② 외손자

손자녀 4 만   세 ① 남 ② 여
① 친손자

② 외손자

손자녀 5 만   세 ① 남 ② 여
① 친손자

② 외손자

<학력 보기>

① 미취학 ② 초등학생 ③ 초졸 및 중퇴   ④ 중학생

⑤ 중졸 및 중퇴 ⑥ 고등학생 ⑦ 고졸 및 중퇴

※ 다음의 질문사항에서 손자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그 손자나 손녀에 대해

서 말씀해주시고, 여러 명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손자녀를 제외한(19세 

이상) 손자녀 중 첫째 손자나 손녀를 기준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9. 첫째 손자녀의 양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 년

문20. 어르신께서는 손자녀를 키우게 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

까?(   )

① 부모의 이혼 및 재혼 ② 부모의 사망

③ 부모의 질병 ④ 부모의 가출 및 실종

⑤ 미혼모 ⑥ 부모의 실직 및 파산

⑦ 부모의 수감 ⑧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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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 아이를 평소에 누가 돌보나요? 주로 돌봐 주는 사람 한 명만 골라주

십시오.(   )

① 응답자 본인 ② 응답자의 배우자

③ 아이의 형제 자매 ④ 식구들 모두 형편에 따라

⑤ 친한 이웃  ⑥기타(무엇:            )

문22. 아이가 학교(유치원 포함)에 가지 않는 낮 시간(방과 후, 주말)에 주

로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   )

① 학원, 방과 후 시설, 독서실에 다닌다

②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

③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번다

④ 취업을 위해 기술을 배운다

⑤ 가사를 도와주거나 다른 동생들을 돌보며 지낸다

⑤ 특별히 하는 일없이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

⑥ 기타(                          )

문23.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가족관계

식구들과 잘 지낸다. ① ------ ② ------ ③ ------ ④ ------ ⑤

집안일을 잘 돕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주변사람과
의 관계

남들 앞에서 주눅들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주위의 칭찬을 받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학교생활

결석없이 잘 다닌다. ① ------ ② ------ ③ ------ ④ ------ ⑤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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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4.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아이가 다니는 학교(유치원 포함) 선생

님과 상담하신 적이 있었다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① 상담한 적 없다

② 학교 성적 때문에

③ 아이의 건강이나 장애 때문에

④ 친구들에게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해서

⑤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⑥ 기타(무엇:                          )

※ 다음은 위에서 응답하신 손자녀의 친부모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손자

녀의 아버지(父)와 어머니(母)에 대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보기 부 모

25.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요?

① 이혼 후 독신  
② 재혼
③ 별거
④ 행방불명 ☞ 문 29번으로 
⑤ 사망 ☞ 문 29번으로
⑥ 경제적 이유(맞벌이 등)로 자녀와 별거
⑦ 기타(무엇        )

26.
아이는 부모와 전화통화
를 하거나 만나고 있나
요?

①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
② 전화통화만 한다
  ☞ 문 26-1번으로
③ 전화통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
  ☞ 문 26-1번으로

26-1

(26번 문항에서 ②, ③
에 응답한 경우에만) 아
이의 부모가 아이를 직
접 만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
② 본인이 못 만나게 한다
③ 아이가 만나길 싫어한다
④ 아이의 부모를 찾을 수 없다
⑤ 만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27.
아이의 부모는 정기적으
로 아이의 양육비를 보
내주나요?

① 정기적으로 보내준다
② 부정기적(생일이나 명절)으로 보내준다
③ 보내주려 하지만 내가 받지 않는다
④ 보내주지 않는다

28.
아이의 부모가 향후 다
시 아이를 양육할 의향
이 있나요?

① 전혀 의향이 없다
② 별로 양육할 의향이 없다
③ 양육할 생각은 약간 있는 것 같다
④ 가능한 한 빨리 양육하려 한다
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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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어르신께서 손자 손녀를 양육하시면서 겪게 되는 문제에 한 사항

입니다.

문29. 어르신께서 위에서 응답하신 아이뿐만 아니라 손자 또는 손녀들을 양

육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좋은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 집에서 돌볼 수 있어

마음이 편해졌다.
① ------ ② ------ ③ ------ ④ ------ ⑤

2
쓸쓸하던 집안에 생기가

돌게 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
살림을 도와주어 도움이

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4
살림을 맡아 주어 돈 벌

수 있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5 가계수입에 도움이 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6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이

늘어났다.
① ------ ② ------ ③ ------ ④ ------ ⑤

7
아이 부모의 짐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8
아이 키우는 일로 소일거리가

생겼다.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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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어려운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양육비가 많이 들어 힘들다. ① ------ ② ------ ③ ------ ④ ------ ⑤

2
아이와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아 힘들다.
① ------ ② ------ ③ ------ ④ ------ ⑤

3
아이 돌보는 일이 힘에

부친다.
① ------ ② ------ ③ ------ ④ ------ ⑤

4
아이 돌보느라 취업기회를

잃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5
아이가 부모를 자꾸 찾아

힘들다.
① ------ ② ------ ③ ------ ④ ------ ⑤

6

아이가 나쁜 일(싸움, 음주,

흡연 등)을 자주 해서

걱정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7
아이의 학교 성적이 나빠져

걱정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8
아이의 뒷바라지를 끝까지

못해줄 것 같아 걱정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문30. 어르신께서 위의 아이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고 계

신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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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사항들은 어르신께서 생활하시면서 평소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

면 됩니다. 

문31. 다음은 사회복지사, 가족 및 친척, 친구 및 이웃, 종교단체 및 자원

봉사자들과 어르신의 평소 관계나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르신께

서 평소 느끼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복수응답 가능)

구분 문 항
사회

복지사

가족

․
친척

친구

․
이웃

종교단체

․
자원

봉사자

해당

없음

1 은행일이나 관공서 일을 대신 봐준다.

2 식사나 집안일을 도와준다.

3
길을 잘 모르는 곳을 갈 때 나를 

데려다준다.

4
내가 아플 때 간호(간병, 수발,

병원동행)를 해준다.

5 내게 필요한 물건을 빌려준다.

6
경제적 도움(용돈, 생활비, 필요한 

물건)을 준다.

7 물건을 사러 갈 때 나와 함께 가준다.

8 부업이나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

9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다.

10
나를 존중해 주고 내 의견을

받아준다.

11 항상 나를 걱정하며 관심을 가져준다.

12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소중하다.

13 서로 오가며 친하게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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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2. 다음 항목을 읽고 어르신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2
나는 평생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3 나는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4
매일매일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5
나는 지금도 바쁘고 의미있는

생활을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6
나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과

비교할 때 젊은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7 나는 자주 우울해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8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희망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9
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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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3. 어르신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

까? 다음의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되는 곳

에 체크할 것)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필요성

현재
이용 
중

과거에 
이용한 
경험 
있음

내용은 
알지만 
이용한 
경험
없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용한 
경험
없음

필요
필요 
없음

잘
모르
겠다

소
득 
및
경
제
활
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영세민 
제도)의 생계비 지원

② 국민연금

③ 기초노령연금

④ 기타 생활비 지원
(장수수당, 장애수당 등)

⑤ 일자리 제공

⑥ 영농도우미 지원

보
건
의
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 
보호)

③ 약값 및 의료비 지원

④ 보철․틀니 및 보청기 지원

⑤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

⑥ 보행보조기구(유모차 등)

주
거
환
경

①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동주거시설

② 주택 개․보수

③ 난방비 지원

④ 교통비 지원

보
육 
및
교
육

① 손자녀 학용품 및 
학습준비물 지원

② 손자녀교육에 대한 상담

③ 손자녀 과외활동비(학원비 
등) 지원

④ 방과후 보육 및 교육서비스

⑤ 조부모 사후 손자녀
양육 지원

기
타

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 응급상황시 지원
(연락, 이동 등)

④ 이․미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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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4. 조손가족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있다

고 생각하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DQ1. 현재 어르신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결혼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기타(       )

DQ2. 어르신 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분이나 계십니까?(본

인 포함)

(       )명

  DQ2-1. 어르신 댁에서 함께 살고 계신 가족 구성원을 모두 √ 표시해 주

십시오.

  ① 배우자 ② 미성년 자녀 ③ 성년 자녀(    )

  ④ 손자/손녀 ⑤ 부모(    ) ⑥ 기타(    )

DQ3. 어르신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

① 무학(글자 모름) ② 무학(글자 해독)

③ 초등학교(소․국민학교) 졸업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졸업 ⑥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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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농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에 한 심층면 조사 항목

○ 면담 상자의 기본  인 사항

  - 가족사항

  - 자녀  손자녀의 직업

  - 자녀들과의 계  연락

○ 조손가족의 형성 배경  친부모의 상황

  - 조손가족의 형성 배경

  - 조손가족 구성 기간

  - 손자녀 친부모의 상황 

○ 경제  여건

  - 농지  재산

  - 농  농업 이외 경제활동

  - 소득  소비

  - 부채

  - 자녀들의 생활비 지원

○ 복지서비스 수혜 실태  애로사항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 기 노령연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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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돌 서비스

  - 기타 복지서비스

○ 건강상태  보건의료 이용

  - 주  건강상태

  - 주요 질환

  - 아  때 이용하는 의료기

  - 보건의료기  이용 시 애로사항

○ 손자녀의 보육  교육 실태

  - 보육 실태

  - 교육 실태

  - 방과후 교육

  - 사교육

○ 손자녀의 인 사항  생활

  - 기본  인 사항

  - 학교생활

  - 친구 계

○ 손자녀와 친부모의 계

○ 손자녀와의 계에서 어려운   걱정거리

○ 일상생활  사회 계

  - 여가  취미생활

  - 사회단체나 조직 참여

  - 이웃  친척과의 계

  - 종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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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생활

  - 심리  상태

  - 손자녀 양육의 장단

○ 정부에 한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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