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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지역사회 거주 노인과 시설 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두 그

룹으로 나누어 작업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 이 연구는 통계청에서 시행한 생활시간 조사 연구 2009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대전에서 거

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246명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재분석하였다. 대전의 2곳 요양시설을 선정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46명을 선정하여 일반적 특성과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12.0으로 분석하여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다항 로짓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

다.

결과 : 지역사회 거주 노인과 시설 거주 노인의 각각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였을 때, 교차분석에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내었고,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낮은 활동 시간이 지역 사

회 거주 노인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결론 :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인의 생활환경에 따른 생활시간의 사용이 시설 거주 노인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비교하였을 때, 시설 거주 노인의 작업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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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3년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이해 새롭게 수정

된 통계와 예측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는 613만

7,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 이며, 65세 인구가 500

만 명을 돌파한 2008년과 비교해 대략 5년 만에 100만

명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하였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주거 환경 및 그들의 생활시간 사용,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 구조가 점차 핵가족화 되기 시작하면서, 노인

에 대한 사회적 위치 구조도 변하였다. 그리하여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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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시설 입

소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여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입소 노인들은 자율성과 개별성이 제한되고,

입소 전후 생활의 연계성이 단절되며 관계형성의 제한

등을 경험하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 간의 의사결정에 의해 요양시설의 입소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 입소는 노인들이 겪어

야 하는 삶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McAuley,

Pecchioni, & Grant, 1999). 원래 익숙한 환경에서 또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재배치되는 상황을 겪고 나면,

노인들의 혼란은 가중되기 시작한다.

시설에서 격리된 채 살아온 사람들의 삶,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가는 것, 일 년에 한 두 번 놀이공원에

간 것이 전부인 사람들의 삶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 제거된 채 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신의 결

정권이 사라진 삶이다(Go, 2009). Agamben(1998)의 표

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발가벗겨진 삶(barley life)’, ‘날

생명(just life)’이다. 즉 시설에서 살아가는 삶은 생물

학적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급격히 축소되어 있고

숨 쉬고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기능만으로 전락한다.

이처럼 시설 거주로 인하여 이들은 또 한 번 사회 통

합과는 거리가 먼 사회적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를 이루는 이 다양한 공간, 다양한 배치

중에서도 다른 것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것들

이 있다. 그것들은 국지적임에도 사회 전체의 윤곽을

드러내고, 사회 내부에 있으면서도 ‘외부 공간(espace

du dehors)’을 구성한다(Go, 2009). 우리나라의 수용

시설에는 정신질환자 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 요양시

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행위 실천

을 습관화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 행위

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거나 그 방법을 알지 못 해서

건강 유지를 위한 생활양식 습득 및 태도 변화가 어렵

다(Kim, 2004). 이를 적절하게 교육하고 훈련하여 그들

의 생활양식 및 태도 변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비교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노인

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작업치료의 주요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활동

혹은 작업(occupation)을 가능하도록 기능을 증진시켜

그들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Bonder,

1997). 작업치료에서 작업은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Kielhofner, 2002), 또한 작업을

위해 적절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작업치료에

서 시간 관리는 만족감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변처리, 일, 여가 그리고 휴식의 균형 안에서 계획하

고 참여하는 것이다(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02; Christiansen, & Matuska, 2006).

시간 사용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인해 다양한 목적 있

는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시간의 불균형은 한쪽으로 치우친 작업수행 패턴의 결

과로 나머지 작업 영역들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Bejerholm, 2010). 적절한 시간 사용을 위하여 작업치

료사가 시간 사용의 방법을 조절해 줌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줄 수 있으며, 작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

을 것이다(Backman,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지역 사회

노인과 시설 노인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거주 환경에

따라 시간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배치되는 공간에 따라 나타나는 차

이를 알아보고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시간 재설계의

작업 치료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

는 임상에서 활동하는 작업치료사들이 노인의 삶의 질

을 위해 시간을 재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

어 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서

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노인의 작업 정의

(occupational justice)를 확보하여 불균형한 개인적 상

태를 조절하여 시간 조절(time management)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둘째는 시설 노인의 작업균형

(occupational balance)에 대한 시간 사용을 알아보고

지역 사회 노인과 시설 노인의 시간 사용을 비교하여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대전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시

간 사용량을 파악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 조사 연

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시설노인의 시간 사용량은 대

전지역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146

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8일부터 2010 년 11월 12

일까지 약 1주 동안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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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hour(day time)

Low High

Inactivity hour

(night time)

Low Turned around group High activity group

High Low activity group Balanced group

* Activity hour: Work+Home management+Take care+Participation & Volunteer activity+Self care+Leisure

* Inactivity hour: Sleep

Table 1. Type of activity According to group classification

2. 연구 대상자

연구에 사용된 지역 사회 노인 자료는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노인 및 독거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200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 조사의 대상자들

중 65세 이상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구성되

었다. 비교 대상이 된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는 대전지

역 요양시설 두 군데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65세 이상

의 노인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대전 지역에 거주

하는 노인 246명이었다. 이와 비교 하여 사용된 65세

이상 대전 지역에 거주 하는 시설 노인의 자료 146명 총

392명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하여 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측정 도구

시간일지는 2일(48시간) 동안의 행동과 시간을 응답

자가 직접 기입한 것으로, 10분 간격으로 어떤 행동을

언제 몇 분 동안 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로 한 ‘주 행동’과 그 외 부차적으로 수행한 ‘동시행동’

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다. 시간일

지에 기록된 행동은 통계청에서 개발한 행동분류체계

에 따라 9개의 대분류와 50개의 중분류, 144개의 소분

류로 부호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노인과 시설 거주 노인이

생활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작업

균형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참

여자 대부분의 인지 및 언어표현 상태가 좋지 않아 생

활시간에 대한 기록은 연구자에 의해 관찰 및 기록되

었으며, 주로 시행한 ‘주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통계청에서 개발한 행동 분류체계 중 65세 이상 노인에

준하는 항목을 기본으로 분류화 작업을 하였으며, 일

반적 특성과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4. 연구 모형

Eklund, Erlandsson과 Leufstadius(2006)의 연구에서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여 주간의 작업 활동

시간 내용에 자기 관리/개인 유지, 일/교육, 놀이/여가

시간을 포함하고, 야간의 수면/휴식 시간에 휴식, 수면

시간을 포함하여 각 사용 시간을 그룹화한 방법을 나

타내었다. 또한 각 활동과 비활동 시간의 중위수 값을

측정하여 이보다 높은 값과 낮은 값을 나누어 네 그

룹인 역 균형 그룹(turned around group), 균형 그룹

(balanced group), 높은 활동 그룹(high activity

group), 낮은 활동 그룹(low activity group)으로 나누

어 분석을 시행한 방법을 따라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활동 시간과 비 활동 시간의 분류표는 활

동 시간 및 비활동 시간의 평균값을 구하여 활동 시간

(Mean=495.73)과 비활동 시간(Mean=564.15)의 값을 기준

으로 평균 초과인 값을 높은 값(high)으로 평균 미만인

값을 낮은 값(low)으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각 활동에

대한 중위수 값을 측정하여 그에 대한 높은 값과 낮은

값으로 그룹 선정 시 활용하려 하였으나, 시설 노인의

활동 시간 중 중위수를 0으로 나타내는 항목이 있어,

이를 정확도 있게 분류하기 위하여 평균값을 선택하였다.

활동 시간의 높은 값과 낮은 값, 비활동 시간의 높은

값과 낮은 값으로 나누어진 두 그룹을 다시 네 그룹으로

Table 1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그룹화 하였다. 활동

시간과 비 활동 시간이 낮은 그룹은 역 균형 그룹, 활동

시간이 높고, 비 활동 시간이 낮은 그룹은 높은 활동

그룹은 활동 시간이 낮고, 비활동 시간이 높은 그룹은

낮은 활동 그룹은 활동 시간과 비 활동 시간이 모두

평균 보다 높은 그룹은 균형 그룹으로 나타내었다.

생활시간은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시각에 따라 다양

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왔다. Feldman과 Hornik(1981)

의 경우는 생활시간을 노동과 비 노동으로 양분하고



44  KCBOT Vol. 4, No. 2, 2014

Turned around

group

High Activity

group

Low Activity

group

Balanced

group
Total

Local Community 21(95.45) 151(100.00) 18(12.86) 56(70.89) 246(62.76)

Nursing-home 1(4.55) 0(.00) 122(87.14) 23(29.11) 146(37.24)

Total 22(100.00) 151(100.00) 140(100.00) 79(100.00) 392(100.00)

χ2= 251.05*** ***p<.001

Table 2. Cross analyze of according to living enviroment (Unit: Frequency / Percentage)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생활시간의 분류는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자유 시간 등 네 범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Bak,, Seon., & Kim, 2005), 이 분야의 대표

적 연구자인 Sullivan과 Gershuny(2001)의 분류 ‘유급

노동, 무급노동, 레져 활동, 생리적 시간을 포함한 개

인유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내의 생활시간 관련

연구들 역시 이러한 네 분류, 즉 생리적 시간(개인유

지), 수입노동시간(유급노동), 가사노동시간(무급노동),

사회문화적 시간(자유 시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Kim,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생활시간을 활동

시간과 비 활동 시간으로 분류하였다. 활동 시간의 경

우, 낮잠과 밤잠을 제외하고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

활동하는 행동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에 비해 비활

동 시간은 밤 시간 동안 주로 수면을 취하게 되는 행

동으로 나타내었다.

5.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을 사용하였다. 거주 환

경에 따른 활동 유형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교

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 분석에서 활동 유형의 기

준으로 집단을 네 종류로 나누어 모형을 설정한 그룹

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활동 유형들과 거주 환경

및 인구 사회학적 특성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

해서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하였다.

활동 유형에 따라 나누어진 네 그룹에 대하여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각 그룹 간 특징에 어떤 종

속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작업 활동 유형을

결정하는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짓 회귀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3개 이상의 범주형 종속

변수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활

동유형이 4개의 범주형 종속변수이므로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지역사회 노인과 시설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연령은 지역 사회 거주 노인이 71.90 이고,

시설 거주 노인은 79.47 로 시설 거주 노인의 연령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지역 사회 거주 노

인은 남자(54%), 여자(46%)를 나타냈고, 시설 거주 노

인은 남자(15%) 여자(85%)를 보였다.

특히 시설 거주 노인의 여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 사회 거

주 노인의 경우 67%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45%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교는 시설 거주 노인이 64%로 지역 사회 거

주 노인 3%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 거주 환경에 따른 활동 유형의 교차 분석

교차 분석을 통하여 거주 환경에 따른 활동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χ
2 값을 확인하였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사회 거주 노인의 경

우 높은 활동 그룹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

으며, 그 빈도는 높은 활동 유형에 해당하는 151명 중

151이고, 활동 합이 100%로 높은 모습을 나타냈다. 이

는 지역 사회 거주 노인들이 시설 거주 노인과 비교

하였을 때, 좀 더 많은 활동을 151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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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f. g. h.

a. Turned around group -.19*** -.18*** -.12* -.16*** -.09 -.17*** -.11*

b. High Activity group -.59*** -.40*** -.61*** -.40*** -.19*** .23***

c. Low Activity group -.37
***

.77
***

.45
***

.33
***

-.21
***

d. Balanced group -.08 .00 -.06 .04

e. Local .50
***

.38
***

-.21
***

f. Age .12* -.31***

g. Gender .18***

h. Spouse
*
p<.05,

**
p<.01,

***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또한 균형 그룹 79명 중 56명, 70.89%의 모습을 보

여 대체적으로 높은 활동을 수행하거나 혹은 균형 있

는 활동을 수행하여 작업균형 유형의 활동이 많음을

나타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역 균형 그룹과 낮은 활

동 그룹의 양이 현저히 낮은 모습을 나타내 대체적으

로 지역 사회 노인의 활동양이 많음을 나타내었다.

이와 비교한 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낮은 활동 그

룹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140명 중 122명이 낮은 활동

유형으로 편향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높은

활동 유형은 0명, 균형 그룹 유형은 79명 중 23명을

보여주었다. 대체적으로 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작업

불균형이 심화되어 활동양이 적거나 혹은 비활동 유형

이 많은 낮은 그룹 유형이 대체적으로 역균형, 낮은

활동 유형으로 나타났다.

3. 활동 유형과 거주 환경 및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상관관계 분석

각 수행 그룹을 활동과 비활동 그룹으로 나누어 네

그룹으로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일반적 특성을 비

교하여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61에서 .77

의 범위로 나타났다(Table 3).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 활동 유형에 따른 네 그

룹과 일반적 특징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높은 활

동 그룹과 역 균형 그룹간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낮은 활동 그룹의 역균형 그룹과 높은 활

동 그룹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서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으며,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균형 그룹 또한 다른 비교 그룹들과 부적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시설에 거주 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활동 그룹과 함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상관계수도 0.37, 0.77, 0.45, 0.33, 0.21 등의 높은 모습

을 나타냈다. 성별이 여자 일수록 낮은 활동 그룹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시설에 거주하는

것, 연령이 높은 것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배우자가 있고, 여자 일수록 균형 그룹과 높은 활동

그룹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특히 높은 활

동 그룹과는 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 생활시간의활동유형에따른다항로짓회귀분석

Table 4에는 활동 유형에 따라 네 범주로 나눈 그룹

에 대한 모수 추정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model 1.에서는

배우자와 같이 생활할수록 역균형 형태의 생활시간 보

다 높은 활동 그룹 형태의 생활시간을 사용할 가능성

이 4.47배 증가한다. model 2.에서 거주환경이 시설에

거주 할수록 역균형 형태의 생활시간 보다 낮은 활동

형태를 사용할 가능성이 864.39배 증가할 것이다. 이는

균형 활동 그룹을 선택할 가능성인 약 5.06배 보다 상

당히 높게 나타난 수치이다. 이 수치는 상당히 설명력

있는 큰 수치로, 논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주 환경

에 따른 활동유형의 형태가 불균형 상태를 보인다는

것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일수록 작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활동 시간이 증

가되고, 활동 시간이 감소되는 낮은 활동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odel 2.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종

교 활동을 할수록 역균형 형태 보다 낮은 활동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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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Model 2 Model 3

High Activity group

(n=148)

Low Activity group

(n=136)

Balanced group

(n=83)

Factor B Exp(B) B Exp(B) B Exp(B)

Intercept -1.70 -9.04
**

-7.17
*

Local Community-Nursing-home -21.36 .00 6.76** 864.39 1.62 5.06

Age .04 1.04 .11* 1.12 .10* 1.10

Gender_female .49 1.64 2.09** 8.06 .26 1.29

Spouse_(exist) 1.50
**

4.47 -.35 .70 1.77
**

5.89

Religion_(exist) -.08 .92 -3.80
*

.02 -.74 .48

χ
2
=356.41

2LL=359.72

Cox and Snell R
2
=0.597=59.7%

Total Predict %
*
p<.05,

**
p<.01

† Standard categpry- Turned around group

Table 4.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of living time according to activity model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model 3.의 내용을 보

면, 연령이 높을수록 역 균형 형태의 생활시간 보다

균형 그룹 형태를 사용할 가능성이 약1.10배로 좀 더

높게 나타나고, 낮은 활동 유형을 사용할 가능성은 가

장 높은 1.12배를 나타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활

동양이 적고, 비 활동양이 많은 낮은 활동 유형에 가

장 많이 속하여 작업 불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

었다.

성별이 여자 일수록 균형 그룹을 선택할 가능성이

약1.29배로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보다 높은 활동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약간 높게 1.64배 정도로 나타

났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결과는 성별이 여자 일수록

낮은 활동 형태를 사용한 가장 높은 결과인 8.06배를

나타냈으며, 결과 또한 유의한 값을 가졌다. 이는 여자

일수록 낮은 활동 형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시설 노인의 성별이 주로 여

성에게 편향되어 있다는 점, 연구에 참여한 시설 노인

중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다는 점도 결과에 영향을 주

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가 있고, 종교 활동을 할수록 낮은 활동 형태

를 선택할 가능성이 적었으며, 배우자가 있을수록 높

은 활동 형태와 균형 그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

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있을수록 균형 그룹 유형을 선

택할 가능성이 5.89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

우자가 있을수록 전반적인 생활시간의 사용량이 활동

영역에 많이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결과를 요약해 보면, 시설에 거주 할수록 역균

형 그룹의 형태와 낮은 활동 그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지역에 거주 할수록 높은 활동 그룹의

형태와 균형 그룹 활동의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시설 노인들의 시간 사용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절한

활동과 비 활동양이 균형을 이루지 못 한다는 것을 설

명한다(Park, 2010).

Ⅳ. 고 찰

‘시설’은 분명 번지수를 가진 물리적 장소이지만 또

한 도덕적 장소이다.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서점이나

박물관, 병원에 가는 것과는 다르다. ‘시설’에 들어가면

서 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라

는 낙인을 마음속에 찍게 된다. 명목상으로는 돌봄을

받기 위해 들어가지만, 그것은 주변에서 돌봄을 포기

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Go, 2009). 대부분의 인간이

비슷한 행위들로 쳇바퀴 돌 듯 살고 있지만, 시설 노

인의 경우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는 등의 기본적

인 생활을 영위하며 살고 있다. 시설에 거주 하는 노

인에 대한 생활시간을 조사하는 동안 단조롭고 생계를

위한 시간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작업이라는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시행하

기 이전에 이들에게 전제 되어야 하는 조건은 바로 작

업 정의이다. 작업 정의와 사회적 정의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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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인 ‘정의(justice)’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

를 대변한다. 인간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

항이외에 진정으로 원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justice)'인 것이다. 이와 함께 ‘작업 정의

(occupational justice)는 사회적 정의와 약간 다른 모

습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환경, 욕구,

가능성을 갖고,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Rogers, & Holm, 2003). 사회적 정의와 달리

작업 정의를 통해 개개인의 다른 욕구와 가능성을 표

현하게 된다. 즉 인간에게 획일화된 그 무언가를 강조

하기보다 개개인의 욕구와 작업 정의를 통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가능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의 시간 사용 패턴을 평가 · 분

석하여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명할 수 있다

(Christensen, & Balm, 1997).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로

서 수명,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능감, 사

회적 유능성과 생산성, 통제감 생활 만족도를 제시하

였으며(Baltes, & Baltes, 1990), Fisher와 Specht(1999)

는 목적의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성장, 자아

수용, 자율성 건강을 제시하였다(Baek, 2005에 인용된).

노인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그들 삶의 적절한 작업균형을 재창조하기 위

하여 삶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거주 환경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 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 노인들은 다양한 생활시간 사

용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설 노인

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

양한 시간 사용에 대한 행동 유형의 선택 부분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

성의 어려움도 지역 사회 노인과의 시간 사용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한정적인 공

간 안에서 통일된 단체 생활을 수행하며, 관계 형성에

또 다른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

체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이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와 재활 훈련을 적극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작업치료사의 필요가

요구된다. 작업은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노인이 작업균형과 공평성

을 유지하는 것은 곧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다(Jackson,

2000). 작업은 사람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활동

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게 한다

(Thibeault, 2002). 사람에게 있어 작업은 자신의 삶을

목적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자 중요한 형태인 것

이다.

이 연구를 통해 시설 노인의 작업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차후 임상적 적용과 연구에서 지역 사회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양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 보여지 듯 ‘시설 노인’, 이들에겐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주장이 어려워 ‘사회적 정의’가 보상되지

않았으며, 특히 ‘작업적 정의’ 처럼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 시켜 주는 권리가 없었다. 시설 노인들의

경우 작업균형을 유지하지 못 하고 생활하고 있다. 장

애노인들은 시간 사용 차원과 관련된 문제로 작업 불

균형, 작업 박탈, 작업 소외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Wilcock, 2002). 성공적 노화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

상 시켜 주기 위해 생애 재설계 및 시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필요하

다.

즉 건강한 삶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작업치료는 이를

위한 실천을 만들어 주고,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내어,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 시켜 작업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작업 불균형을 경

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시간 조정을 통한 작업균형을

이끌어내고 이들을 위한 중재를 통하여 임상적으로 재

적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역 사회 노인과 시설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자료를 비교하여 이들의 시간사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통계청에서 2009년 시행된

생활시간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대전 지역

사회 노인들과 시설 노인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거주 환경에 따른 생활시간 비교를 시행하였을 때,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역 사회 노인과 시설 노

인 사이의 생활시간 상관관계에서도 높은 상관관계 모

습을 나타내었다. 시설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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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 보다 다양성이 적고, 활동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활동 유형에 따른 다항 로짓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작업 불균형이 유의하게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양한 인지 영역 및 운동

기능, 종교, 활동 여부 등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개

인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연구에 활용하지 못 한 부분

이다. 통계청에서 활용한 비교 연구 자료에 일반적 특

성이 중복되어 기입되지 않아 이 모든 자료의 활용이

어려웠다. 또한 통계청 자료의 예시를 2009년 2010년

자료를 활용하게 된 것을 자료를 수집한 기간에 연구

자료와 비슷한 시기를 맞추기 위함이었으나, 논문 게

재 지연으로 인하여 최근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료 준

비가 이루어지지 못 한 점이다.

후속 연구로는 연구에 참여하는 지역 사회 노인과

시설 노인에 대한 일반적 특성 및 환경, 주변 상황, 다

양한 신체적, 정신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연구 요인에

변수를 다양하게 접근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시

간 사용에 대한 조절을 통하여 그들의 작업균형

(occupational balance)을 맞추어 주어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상적으로 치료 및 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제

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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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Community and Nursing-home of the resident elderly

i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Time Use for Occupational balance

Park, Hun-Kyung*, M.Sc., O.T., Jeon, Byoung-Jin**, Ph.D., O.T.,

Lee, Jae-sin***, Ph.D., O.T., Kim, Su-K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imcheon Science Colleg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Objective : Local Community and Nursing-home of the elderly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ime

use compared with the Occupational balance of the two groups is to look at what is being done.

Method : The study conducted by the Time Use Survey 2009 of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246 by based on more than 65 years of age and older living in Daejeon.

The Comparison subjects of this study compared the Daejeon nursing homes in two locations were

selected and 146 people of use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ime use data were collected.

Analysis using SPSS 12.0 for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tudy were analyzed.

Result : Local Community and Nursing-home of the elderly are compared. Each classified behavior

correlation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a difference in a time-use, respectively and also

Nursing-home of the elderly, non-activity time in the form of the activity time was higher than the

results.

Conclusion : Through this research, according to the living environment for elderly people with a

time use to find out that there was significant, the elderly living in Nursing-home more than the

elderly living in the community and show the imbalance of the Occupational could be.

Key Words : Local Community of the elderly, Nursing-home of the elderly, Tim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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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요일 C. 낮12 시 -저녁 6 시 D. 저녁 6시- 밤 12 시

C. D.
낮

12시
C.주행동

저녁

6시
D.주행동

073 10 10 109

074 20 20 110

075 30 30 111

076 40 40 112

077 50 50 113

078 1시 7시 114

079 10 10 115

080 20 20 116

081 30 30 117

082 40 40 118

083 50 50 119

084 2시 8시 120

085 10 10 121

086 20 20 122

087 30 30 123

088 40 40 124

089 50 50 125

090 3시 9시 126

091 10 10 127

092 20 20 128

093 30 30 129

094 40 40 130

095 50 50 131

096 4시 10시 132

097 10 10 133

098 20 20 134

099 30 30 135

100 40 40 136

101 50 50 137

102 5시 11시 138

103 10 10 139

104 20 20 140

105 30 30 141

106 40 40 142

107 50 50 143

108
저녁6

시

밤

12시
144

부록 1. 주중 24 시간 생활시간 조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