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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최근 사회자본과 건강 관련 효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하여 사회자본의 정신건강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 자살예

방대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도시와 시골

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 8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

인을 선택하여 271명을 설문하였다. 도시의 고립된 노인과 농촌의 사회적으로 소

외된 노인 문제로 최근 노인자살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특성’과 사회 관계망에 배태된 ‘접근할 수 있는 사

회자본’으로부터 필요한 사회적 자원인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사용할 때 ‘자

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를 주목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자본의 특성’

은 사회 연결망 측정법을 활용하여 관계망 크기, 특성을 측정하였고, 관계망 내 접

촉빈도, 근접성,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을 측정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개

인의 인적자본, 경제자본, 건강수준, 관계망 내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자살생각’에 두 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연구대상의 사회관계망은 성별에 큰 차이 없이 70대 중심의 친구중심 관계망

을 형성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대부분이 고졸 이상이었으며 경제수준과 건강수

준도 대체로 보통수준 이상이었다. 관계망의 특성은 동년배의 친구 중심 관계망이

었으며, 1주에 한두 번 만나는 경우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다수이었고 대체로 건강하며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보 수준

은 낮은 편이고 노인돌봄경험은 많은 편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특성 중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며, 여성이고, 직업이 있는 경우 ‘접근

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이 있었다.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는 관계망 내

약한관계가 아닌 경우 영향을 주었고, ‘자살생각’에는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은 낮을수록 강화되는 영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건강수준이

높고 직업이 있는 경우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관계망 내의 다양성으로 배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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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자원이 많아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된다.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사회자본 가운데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자살생

각’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관계망에 배태된 사회적 자원

이 풍부할수록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원할 수 있는 사

회자본’은 ‘자살생각’을 완화하는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자본의 정신건강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정신건강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 관계망에 배태되어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전제되어야 하며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소외된 노인에게 접촉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활발한 사회참여 기반이 되

는 일자리 및 봉사활동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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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000년대 이후 자살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점

차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의 자살은 1997년 10만명당 31명에서 2007년 99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3배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13.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노인의 자살은 우울이나 신체질병과 더불어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의 많은 죽음이

자살로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어 실제 노인의 자살률은 통계수치보다 더 높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65세 이후 연령이 5세 증가할 때마다 자살률이 16.6%씩

증가하고, 80세를 기준으로 80세 이상의 노인의 자살률이 80세 미만의 노인의 2배

에 달한다는 것이다(통계청, 2008). 또한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20대의 5배에

이르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자살성공률은 65세 미만의 연령의 약 4배에 이르고

있는데(질병관리본부, 2008), 이것은 노인들이 신중하게 자살을 계획하기 때문에

청년에 비해 자살시도가 성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옥분 외, 2007).

이러한 노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직업적 역할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의 장애나 질병, 사회적 관계망의 위축과 사회적 소외, 배우자 상실,

우울증 등의 다양한 상실과 스트레스 사건 등이 노인의 자살위험을 높이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Blazar & Koenig, 1996). 개인은 노화되어 감에 따라 가족관계

를 포함하여 사회관계망의 축소를 겪는다. 노인들의 삶에서 사회관계는 특히 중요

한데,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 삶을 의존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족 간,

이웃 간의 대화와 만남의 기회의 감소는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으로 자살충동

과 같은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 현대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됨에 따라

노인들의 외로움, 우울, 소외감 및 대인관계 단절은 매우 빈번하며 심한 경우 자살

에 이르는 많은 정신․정서적 문제가 초래되어 노인문제가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영선, 1999).

Durkeim(1897)의 이론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사회관계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그들이 타인과 사회적 유

대를 잘 맺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Durkeim, 1897; 임희섭 역, 1999). 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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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계망이 약화된 노인들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더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살생각

으로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자살현상과 예방에 관련하여 의학적 접

근만이 아닌 지역사회수준에서 포괄적 접근 가능한 사회관계망 개념과 관련된 노

인의 사회적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사

회관계망과 더불어 사회자본에 주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정, 이웃, 학교,

직장, 지역사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2)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을 사회자본이라고

하는데 사회자본과 건강을 주제로 한 여러 연구에서 사회자본이 전염성 질환을

포함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등 건강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De Silva et al, 2007; Hyyppä MK, J., 2001; Lofors

& Sundquist, 2007; Veenstra, 2002). 그리고 페루, 이디오피아, 베트남, 인도의

Andhra Pradesh 주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De Silva et al, 2007)에

서는 사회자본이 정신장애 감소와 관계있는 것으로 제시(Lofors & Sundquist,

2007)되고 있어 사회자본의 건강관련성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자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하여 일부 설명을

제시(Coleman, 1988)하였고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Poortinga, 2006), 사회적 관계를 통해 건강정보가 더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촉진

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습관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자살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에 입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사회적인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

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노인의 자살문제도 사회

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잠재적 경로로서 사회관계망, 더 넓게는 사회자본이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사회자본의 특성을 확인

하고 포괄적인 틀로서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여

효율적인 노인자살의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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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사회자본 이론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이다. 사회

자본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타인의 자원에 접근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

력을 뜻한다(Lin, 2001). 이 개념 정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자본 이론에서는 개

인의 선택과 능력이 강조되는데, 우울증, 절망감 등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노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지지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사회자본 이론에서 개인과 관계망 구성원이 가진 자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유롭게 관계를 형성할 기회의 상당 부분이 사회구조에 의해 제한되었다(김안나,

2003; Blau, 1994)고 하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사회구조 내에서 관계를 맺게 되

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제한된 사회적 관계 내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

동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를 재

조명하게 할 것이다. 노인 개인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할 때 사회관계망이 형성되면서

사회자본이 조성되고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회자본이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 있었

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자살충동에 관한 연구(신상진과 조성일, 2007), 송

예리아(2007)의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자본, 건강행동에 따른 주관적 건강에 관한

연구, 안보령(2009)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으

나, 지역사회 노인의 사회자본을 개인적이며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것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사회

관계망 조사를 통하여 사회자본의 특징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고 노

인자살예방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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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자본의 이론적 배경

사회자본은 지난 20년 동안 사회학의 가장 성공적인 “수출품” 중의 하나라는

주장이 있을 만큼(Portes, 2000), 최근 들어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교육

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는 주제이다. 사회자본을 다각적으로 조명해 보

고 사회자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알게 된 것은 유익한 소득이었지만,

모든 학문분야에서 사회자본에 대해 합치된 정의를 내리고 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신뢰와 동일한 의미로, 다른 연구에서는 사

회자본이 사회관계망의 의미로 정의되기도 하는 등 사회자본은 다중적으로 사용

되었다.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학계에서 가장 면저 언급한 학자는 Loury(1977)로 알

려져 있지만, 그는 사회자본을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전제하지 않았다(류석춘․장

미혜, 2003). 라우리 이후로 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이론화한 학자는 부르디외와 콜

만이다. 그리고 최근에 린은 사회자본 개념을 사회관계망의 차원에서 재정의하여

개념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 후쿠야마, 린 등이 전

개한 사회자본 개념을 살펴보겠다.

1) 사회자본 개념

부르디외는 최초로 사회자본의 개념과 특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다. 그는 “자본의 형태”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자본을 “지속적인 네크

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

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Bourdieu, 1986; 류석춘․장

미혜․정병은․배영, 2003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했다. 개인은 사회자본을 얻을

수 있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경제자본, 시간,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교환을 한다. 이 때의 교환은 경제학에서 말

하는 대등하고 동시적인 보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사회적 교환을 위해

개인이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는 타인 및 집단에게 인정받게 되어 이들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이익을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사회자본의 양은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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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와 연결된 각각의 사람들이 소

유하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양”으로 규정된다. 즉,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이들이 경제자본, 문화자본 등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 및 실증연구가 꾸준히 이루게 되도록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는 콜만이다. Coleman(1988)은 개인을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로 바라

보되, 그러한 행동이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회자본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회자본이 갖고 있는 기능으로 이를

정의할 수 있으며,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실체를 사회자

본이라고 하였다. 사회자본이 사회구조에서 생긴다는 점, 사회구조 내에 있는 개인

이나 집단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사회자본은 타인과 사회적 교

환을 통해서 형성된, 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규범과 같은 세 가지 주된 형태를

갖춘다고 덧붙였다.

콜만은 사회자본이 인적자본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 내용이 교육학 등

다른 학문 분야에서 사회자본 개념을 도입해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미

국 정치학계에서는 사회자본이 신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 대목을

바탕으로 기존에 논의되던 ‘일반화된 신뢰’의 개념과 함께 사회자본 개념을 거부감

없이 수용해 연구해 왔다(Foley & Edwards, 1999). Newton(1997)은 콜만이 제시

한 사회자본의 세 가지 형태를 분명하게 분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콜만이 정의

한 사회자본 개념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Putnam, 1993, 1995)를 검토하면서 퍼트넘

이 정의한 사회자본 개념에 사회규범, 사회적 관계망, 사회자본이 가져오는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분리할 때 사회자본에 대

한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이야기했다.

동어반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자본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회자본의 수준을 나누어 개념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Krishna(2000)는 관

계적 사회자본을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나 집단 소속여부를 이용해서 가치

있는 경제적, 상징적 자원을 획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제도적 사회자본을

‘복수의 개인들에 의한 공동의 참여나 제도에 대한 신뢰, 혹은 확립된 생활양식에

대한 헌신을 통해 집합행동의 이득을 누리는 것’이라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사회자본 연구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접근, 동원하게 되는

사회관계망의 측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Foley & Edward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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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트남(Putnam, 1993)은 콜만으로부터 사회자본 개념을 이어받아 사회자본이

각 사회의 정치․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효율

적으로 운영된 지방들의 공통점은 각 지방 내에 많은 활동적인 공동체 조직이 존

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 조직은 연대, 사회적 참여, 통합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한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퍼트남은 사

회자본을 “협력된 사회적 조직의 요소들”이라고 정의하였다(Putnam, 1993). 퍼트

남은 사회자본을 시민참여와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사회자본은 단지 한 개인이 소

유한 자원이 아니라 전 사회의 부로서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았다(Putnam, 1993). 즉 풍부한 사회자본은 효율적인 경제

와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신뢰를 사회자본으로 보았다. 그는 신뢰의 수준

이 국가의 발전에 조건 짓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신뢰사회와 저신뢰

사회를 구분하였다. 고신뢰사회는 “공유된 규범에 기초한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의 공동체로, 이런 사회에서는 이전의 도덕적 합의가 집단의 구성원

에게 상호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집약적인 계약이나 법

에 의해 규제할 필요가 없는” 사회로 규정하였다(Fukuyama, 1995). 고신뢰사회의

예로는 일본, 독일, 미국이 있는데, 이들 사회는 풍요롭고 복합적인 시민사회의 매

개를 통해서 가족회사(家族會社)로부터 대규모 기업으로의 발전으로 특징지워진

다. 반대로 저신뢰사회는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나라로서, 중국과 이탈리아

는 신뢰가 가족에게 한정되고 따라서 기업이 가족에 한정된 경우이며, 프랑스는

풍요로운 시민사회가 중앙집권적 국가에 의해 파괴된 경우라 하였다(Fukuyama,

1995). 결국은 어떤 사회가 가족 구성원이 아닌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지고 있다면, 이 사회에서는 경제적 번영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자본이 자연발생적

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연결망을 강조하여 직접적으로 사회연결망 또는 유대의 성격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포르테스(Portes, 1995)와 난린(Lin, 1999, 2001, 2005)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포르테스(Portes, 1995)는 사회자본을 “연결망 혹은 사회적 구조의

구성원이라는 혜택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지배하게 된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였

고, 사회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타인들

과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에 달려 있으므로 사회자본은 ‘배태성(embeddedness)'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린(Lin, 2001)은 사회자본을 사회적 구조나 연결망에 ’배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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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원‘일 뿐만 아니라 상이한 연결망에 접근을 통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규정하였다(Lin, 1999, 2001, 2005). 특히 린(Lin)은 물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은

모두 자본의 상이한 형태이며 그 공통적인 속성은 바로 ’이익을 기대한 자원에 대

한 투자‘로 보았다. 특정한 이익을 기대한 투자는 목적성을 띤 행동과정에서 이용

되거나 동원되는 사회적 구조이거나, 연결망에 배태되어 있는 자원으로 이해된다

(Lin, 2001). 배태된 자원은 개인에 의해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직접

적․간접적 유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자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 혹은 집

단은 사회관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대되는 보상을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

들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 자원’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다(Lin, 2001). 그러므로 개인이 사회자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 관계는 그

야말로 사회자본의 원천인 것이다(Portes, 1998). 린(Lin)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양과 질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좌

우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특정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개인

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에 영향을 주고,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

원은 다시 개인의 도구적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 등 각각이 정의한 사회자본의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린(Lin)은 타인과 형성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사회자본이 형성된다는 공통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인 간의 사회적 교환 과정은 시장에서의 교환처럼 즉각적이고

동등한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이를 일종의 투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 타인의 자원에 접근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즉 사회자

본을 얻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았다. 이 정의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가장 명확히 설

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용학, 2004).

린(Lin)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총괄하면서 사회자원을 개인이 접근할 수 있

는 자원(accessed social capital)과 실제로 동원한 자원(mobilized social capital)으

로 구분하였다.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에 내재되어 있는 잠

재적 자원이라고 한다면, 동원된 자원은 개인이 도구적 행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한 자원이다. 이 연구에서도 개인의 연결망에 배태되어 있는 노인의

사회자본을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라 하며, 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으로부터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사회적 지지 획득을 위한 사회적 교환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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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으로 구분한다. 다음은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연결망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논의한다.

2) 사회자본의 측정

사회자본에 대한 앞의 개념 정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

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사회자본이 사회적 관계와 구조 속에서 구현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일치된다(류석춘․장미혜, 2002). 즉 사회자본의 발생은 사회

연결망을 떠날 수 없다.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자본과 사회 연결망과의 관계를 보

는 시각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사회적 관계가 바

로 사회자본이라는 견해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개인에게 소유되는 사회자본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경험적

연구에서 조작화하기 간편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여 개인의 사회자

본을 측정한다(Portes, 1998). 두 번째 관점은 사회자본이 사회 연결망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 밀도가 높은 사회 연결망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규범

을 준수하도록 하고(Coleman, 1988), 밀도가 낮은 사회 연결망은 개인들에게 정보

와 통제의 우세를 준다는 것이다(Burt, 1992). 세 번째 관점은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으로, 개인은 타인과 맺은 관계를 통해서만 이러한 사

회자본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Lin, 2001).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첫 번째 관점은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간편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자본과 사회 연결망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

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관점과 세 번째 관점을 채

택하여 분석에 적용할 것이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는 개인의 취업과정

에 대한 분석에 사회적 연결망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

망이 직업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약한 연대의 강점’ 이론을 제시하였

다. 그라노베터는 약한 연대와 강한 연대의 측정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서로 만나는

빈도, 감정의 정도, 개인적 친밀도, 호혜적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약한 연대는 서로

만나는 빈도가 낮고, 참여자의 감정적 강도와 개인적 친밀도가 약하고, 참여자 사

이의 호혜적 행위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버트(Burt,

1984)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구조적 공백이란

사회연결망을 구성하는 객체들 가운데 일부 객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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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상태를 말한다. 버트는 구조적 공백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업가가 시장경쟁에서

성공하려면 다양하고 중첩되지 않은 연결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린(Lin)은 사회적 자원 이론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

다. 그는 사회자본을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회관계에 대해 행

하는 투자”라고 정의하였다(Lin, 2001). 린은 사회가 보수와 명예에 따라 위계화된

피라미드형 구조를 보이는데, 이렇게 위계화된 사회구조에서 같은 위계서열에 위

치한 개인들이 명예나 보수를 접근․통제할 수 있는 기회는 비슷하다. 서로 다른

위계서열 위치하는 개인들이 명예나 보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르며, 그들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러한 약한 관계가 서로 다른 위계서열에 위치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연결시켜주고 정보 전

달 및 자원 교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Lin, 2001).

위의 사회 연결망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모든 사회

연결망이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연결망 크기가 클수록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 및 정보가 많아지기 때

문에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사회 연결망의 강도가 낮을수

록, 밀도가 낮을수록, 이질성이 높을수록 개인이 서로 다른 사람 혹은 집단에 접근

함으로써 중복되지 않은 사회적 자원을 획득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또한 개인

과 연결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개인은 더 질이 좋은 정보 혹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즉 규모가 작은 연결망에 비해 규모가 큰 연결망, 강도가

높은 연결망에 비해 강도가 약한 연결망, 밀도가 높은 연결망에 비해 구조적 공백

이 많은 느슨한 연결망이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사회

연결망의 구성원의 지위가 높을수록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한 자살생각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감안할 때 집단수준보다는 개인수준에서 정의되는 사회자본

개념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Lin(2001)의 사회자본 개념에 따라 노인

이 접근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 사회자본과 자

살생각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연구문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접근할 수 있는 사

회자본’은 노인의 연결망의 특성에 비롯한 접촉빈도, 근접성, 교육수준, 경제수준,

건강수준, 노인사회 주요정보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은 사회적 지지의 제공여부를 통해서 사회적 교환이 있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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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자본의 접근 및 동원

앞서 언급한 사회자본의 개념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자본은 두 가지 차원으

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자본의 접근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

는 사회자본의 동원에 대한 내용이다. 두 자지 사회자본의 의미와 관계를 검토하

고 두 차원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및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의미 및 관계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란, 개인이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서 타인으

로부터 혹은 타인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권력, 부, 경험 등과 같은 자

원을 의미한다.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란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중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자

본을 말한다(Lin, 2001). 사회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이 곧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사회자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Foley

& Edwards, 1999) 이 두 가지 사회자본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고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접근할 수 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사회 연결망에 배태

되어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원천이 되며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통하여 사회자본의 효과를 내는 변인인지 검증한다. 즉, 노인

은 개인의 사회 연결망에 배태되어 있는 잠재적인 사회자본으로부터 사회적 교환

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자본을 통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를 생산해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전자를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후자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라 한다.

나. 접근 및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

는다. 대부분의 자원은 사회의 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되며,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간주되는 자원(권력, 부 등)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Lin, 2001). 즉 가치

있는 자원이 집중된 지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

원이 적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보다 많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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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개인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이나 행

동의 영향을 받는다. 비록 사회구조적 제약에 의해서 제한적인 자원에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관계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망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의 분포를 잘 알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은 개인의 주체

적인 선택이자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공통으로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개인의 인적자본 및 경제자본이다. 이

두 자본은 사회구조 상에서 개인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인의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이 많을수록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의 상류층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유유상종의 원리(Lazarsfeld & Merton, 1954: 낸 린, 2004에서 재인용)에

따라서, 한 사회의 상류층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역시 사

회의 상류층에 속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인적자본, 경제자본이 많

을수록 접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도 많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Bourdieu(1986)를 통해서 이 현상에 대해 또 다른 설명을 할

수 도 있다. 부르디외는 개인의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 두 자본을 사회적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개인은 폭넓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동원

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

들이 더 많은 사회자본에 접근,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실증연구에서

개인의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은 사회자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낸 린, 2004; 이

재열․남은영, 2008; Boisjoly, Duncan & Hofferth, 1995; Lai, Lin & Leung,

1998).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다.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알고 지내는 사람

(acquaintance)과 형성한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사회자본에 접근, 동원할 수 있다

고 주장한 학자(Granovetter, 1973, 1983)가 있는가 하면, 가깝고 친밀한 사람과 형

성한 관계를 통해서 사회자본에 더 많이 접근, 동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학자들

(Bian, 1997; Sprengers, Tazelaar & Flap, 1998)도 있다.

Granovetter(1973, 1983)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 중에서 가족이나, 친족, 친구처

럼 가까운 관계를 강한 관계로, 가까이하는 정도는 적지만 알고 지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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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aintance)을 약한 관계로 구분한다. 이 중 약한 관계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은

각자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한 관계를 통해 얻는 정보는 가까운 친

구들과 공유하는 정보보다 더 새롭고 다양해서 개인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

공한다. 구직 과정에서 약한 관계를 통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어 취직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예를 들어, 약한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사회자본에 접근,

동원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이를 ‘약한 관계의 강함’이라고 한다.

한편, 네덜란드의 실직자들이 어떻게 사회자본을 통해서 재취업해 나가는가를

분석한 연구(Sprengers, Tazelaar & Flap, 1988)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나 아는 사

람(acquaintance)보다는 친인척을 통해서 더 많은 사회자본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 오래 지속된 친인척 관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신뢰하기 때문에 재취업 과정에서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는

‘강한 관계의 강함’이라고 한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등 유교 문화권 사회에서는 가족 및 친족 관계가 다른 어

떤 관계보다 각별하다. 구직자의 친척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서, 직․간접

적으로 취직 과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 연구(Bian, 1997)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 등 가족 관계에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호혜적

인 의무감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한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자본에서

나타나는 불평등함을 살펴본 연구(Lin, 2001)에 따르면, 중국과 같은 동양 사회에

서 친족관계는 개인의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여성에게 친족 관

계의 중요성은 더욱 높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 축소로 다양한 대상

과 관계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노인의 사회자

본에 대해 살펴보려 하므로, Granovetter(1973, 1983)의 분류보다는 Bian(1997)과

Lin(2001)에 따라서 가족 및 친족 관계를 ‘강한 관계’로, 비친족 관계를 ‘약한 관계’

로 간주한다. 만약, 개인이 새로운 직업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사회자본

에 접근, 동원한다면 이때에는 Granovetter(1973, 1983)가 주장한 것처럼 약한 관

계를 동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지만, 경제적 자원을 얻고자 할 때에는 친

족처럼 강한 관계를 동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Lee, Ruan, & Lai, 2005).

경제적 자원은 두 사람 간의 높은 신뢰를 전제로 교환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사회자본에 접근할 수 있어야 그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동원할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



- 13 -

향을 주는 요인이다. Lai, Lin & Leung(1998)의 연구에 따르면 접근할 수 있는 사

회자본이 많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

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의 구성원 중에서 현재 직업을 구할 때 개인

적으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접근할 수 있는 사

회자본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자원(권력, 부, 영향력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한 관계(안면이 있는 사람, 간접

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의 양이 많아지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이 형성한 사회관계망의 특성과 구성도 접근․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중국인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Bian, Davis & Wang, 2007)에 따르면 경제자본을 통제하고도 사회관계

망의 크기가 클수록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에 해당하는 관계망의 크기가 사회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통제하고도 고유한 영향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여

성의 사회관계망이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즉 여성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경우 더 많은 자원에 접근,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연구(Stoloff, Glanville, & Bienenstock, 1999)도 있다.

자신과 거주지역이 다르거나, 자신과 취업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

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더 넓은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관계망이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관계망

보다 더 다양한 사회자본에 접근, 동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노인의 축소되어 가

는 사회관계망 속에서 가족이나 친척의 관계망보다 친구의 관계망은 더 많은 사

회자본을 접근하거나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해 보면, 먼저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개인의 주체적

인 선택 및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사회자본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는데, 개인의 인적자본 및 경제자본, 개인이 타인과 형성한 사회적

관계의 강도가 이에 해당한다.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는 개인이 접근

할 수 있는 사회자본, 사회자본을 동원하고자 하는 목적 등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회관계망이 갖는 특성(크기, 구성 등)도 접근, 동

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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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사회자본 이론 및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이 노인의 사회자본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사회자본의 효과

가족이나 친구는 행동이 전파되는 가장 기초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사회자본

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제하고, 서로의 취약성을 보호하며 건강규범을 쉽게 전파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밀도, 시민참여 등과 같은 구조적 사회자본은 제도, 정책,

문화 형성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Islam 외, 2006), 자발적 결사체는

교차적 연계 및 사회 네트워크를 창조하여 사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데

(Newton, 2001), 이는 자발적 결사체가 하나의 대단위 압력 집단으로 의견을 수렴

하고, 정책결정자와 시민들 간의 중재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신뢰, 공유, 호혜성 등으로 측정되는 인지적 사회자본은 건강규범을 공유하여

위험행동의 통제, 상호지지를 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킨다(Cullen 외, 2001) 특히

소득불평등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사회 목적을 추구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사회

응집(social cohension), 즉 인지적 사회자본을 감소시키므로 건강 규범 확산에 부

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수준의 낮은 사회자본이 정신질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McCulloch, 2001)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질적 집단에서 생기는 느슨한 관계(weak tie)인 교량적 사회자본은 소수의

취약 계층에게도 개방적인 사회를 형성하여 이들에게도 사회 참여 기회를 허용함

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수월하게 하여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Mitchell(2002)은 Alabama주 Birmingham 내 극빈층에 속하는 소수 인종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교량적 사회자본이 스트레스와 약간의 음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신건강과의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사회자본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와 이론

개발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미약한 상태이다(Mckenzie, Whitley, and Weich,

2002). 이론적으로는 Kawachi and Berkman(2001)과 Pollack and Knesebeck(2004)

등이 사회적 지지나 사회연계망 등의 개념을 통해 이러한 사회자본과 정신건강과

의 관계규명을 시도하였다. 또한 Pollack and Knesebeck(2004)은 비록 같은 지역

사회나 조직, 또는 국가에 소속되었더라도, 개인별 사회자본 보유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자본과 정신건강을 파악하고 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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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 중에는 신뢰, 사회참여, 사회적 지지, 사

회 연계망이 노인의 정신건강의 주요 예측요인임을 실증하는 연구들이 주종을 이

루고 있다(Bae & Lee, 2008). Bolin, Lindgren, Martin, and Nystedt(2003)의 연구

에서 사회참여수준,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측정된 사회자본이 건강

자본(health capital)과의 정(+)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즉, 노인의 사회연계망 구성,

사회연계망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 사회적 접촉, 가족구성원 및 친지와의 관계

를 중심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개인이 공유하는 사회자본 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하위 요인과 정신건

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 제공 관계망 등으로 측정되

는 사회자본을 통하여 노인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살생각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 노인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사회자본이 주관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송예리

아, 2007), 사회자본이 우울증, 우울증상에 대한 완화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

과(Lin et al, 1986; Paykel, 1994; Vilhjalmsson, 1993; Oxman et al, 1992)들로부

터 노인의 사회자본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상

진․조영태(2007)는 사회자본과 자살충동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지만 자살충동

에 대한 사회자본의 실증적인 효과를 분석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자

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연구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먼저 노인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자본의 특성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물론 사회관계망으로 사회자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Foley & Edwards, 1999). 그렇지만 사회자본은 타인과 형

성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접근,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관계망은

사회자본의 중요한 통로이며(이정규, 2004), 사회자본에 접근, 동원해서 궁극적으로

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Ryan, Sales, Tilki, &

Siera, 2008)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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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자본 연구에서 사회관계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노인

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선행연구와 그 한계점을 살펴보는 것은 노인의 사회자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또한 노인의 사회관계망과 자살생각의 관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검토하기로 한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1) 노인의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

사회관계망은 개인의 행동 및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

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망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 원효종․육선화(2002)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에는 ‘크기’, 개인과 구성원의 관계를 살펴보는

‘구성’, 개인 및 구성원들이 서로 알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밀도’ 등이 있다. 사

회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으로는 정서적, 경제적, 정보적 영역 등 다양한 영역의 사

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정적

기능이 공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노년기에는 노화과정에서 당연하게 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실 즉,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신체적 상실과 배우자, 친구, 친지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상

실과 은퇴, 경제력 감소, 사회역할 및 대인관계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은 역할 상실, 신체 및 건강의 퇴화 등으로 타인의 도

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며(박원희, 1991),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현상으로 인하여 생리기능이 저하

되고 경제․사회적 활동력이 감량됨으로써 의존성을 보이게 된다(조유향, 1994).

또한 행동이나 사고가 점차 느려지고 새로운 요구에 대한 적응이 곤란해짐에 따

라 사회적 활동 참여가 적어져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김 영선, 1999).

이런 이유로 노인의 사회관계망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유형은 가족의존적 지

지망(family dependent support network), 부분적 통합형 지지망(locally integrated

support network), 부분적 자급자족형(local self-contained support network), 넓은

지역사회 중심 지지망(wider community-focused support network), 개인 제한적

지지망(private restricted support network)이 있다(Wenger, 1997). 그 중 부분적

통합형 지지망은 가족, 친구, 이웃으로부터 비공식적 도움을 받으며, 직역사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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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다. 이와 비교되어 개인제한적 지지망은 친척이 없으며

비공식적지지 자원이 없는 집단인데, Wenger(1997)는 부분적 통합형 지지망 유형

이 외로움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덜 위험하며, 개인 제한적 지지망 유형은 매

우 위험한 집단이라고 하였다.

Litwin(2001)은 노인의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을 다양한 연결망, 친구 연

결망, 이웃 연결망, 가족 연결망, 제한적 연결망으로 분류하고 제한적인 연결망과

가족 연결망의 의욕(morale) 평균점수가 다양한 연결망과 친구 연결망의 평균점수

에 비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Adams & Bliezner, 1995)에서 친척

과의 상호작용보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을 좀더 증진시킨다고 보고한

것이나, 매우 제한적인 연결망을 가지는 것보다 다양한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좋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Litwin and Landau(2000)는 이스라엘의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몇몇의

사회변수를 가지고 연결망을 유형화하였는데, 친척(kin) 연결망, 가족집약적(family

intensive) 연결망, 친구중심(friend focused) 연결망, 확산된 유대(diffuse ties) 연

결망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가족 집약적 연결망이 다양한 지지자원을 가진 확산

된 유대 연결망에 비해 덜 지지적이라고 보고하였고, 황미영․이정숙(1998)은 노

인을 자기 제한적 지지망, 자녀의존적 지지망, 친구초점 지지망, 통합적 지지망, 형

제 및 이웃 지지망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각 유형별 건강관련

특성으로 보면, 통합적 지지망이 우울의 정도가 낮고, 그 다음이 자녀의존적 지지

망 이었으며, 자기제한적 지지망이 우울의 정도가 가장 심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

의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의 사회 연결망 유형에 관한 연구들은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다양한 연결망을 가진 노인들이 고립되어 있는 노인

들보다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의 사회연결망의 특징은 연결망의 크기, 접촉빈도, 다양한 참여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사회연결망은 결혼상태, 친구들, 가족, 믿을 만한 사람들로 나타난

다. 사회적 지지의 Convoy theory에서 사회연결망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concentric circle around and individual)으로 볼 때(Antonucci, 1986; Khan &

Antonucci, 1980) 안쪽 원은 매우 친밀한 사람이며, 그 다음의 원으로 갈수록 좀

더 거리가 먼 관계가 된다. 노인들의 경우 친밀한 배우자와 가족원의 안쪽 원은

없어지거나 매우 많이 감소되는데 이는 사회연결망의 두 번째 원이 가족구성원보

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내거나(Dunkle, Roberts, & Haug, 2001),



- 18 -

생활주기의 후반인 노년기에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짐(Hoyt & Babchuk,

1983)을 시사한다. 가장 안쪽 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에게서 사망

률이 높아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배우자와 사별 후 6개월 이

내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았다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Parkes, Benjamine, &

Fitzgerald, 1969)를 비롯하여 미망인 집단에서 질병증상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연

구(Maddison & Viola, 1968)들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Berkman and Syme(1979)

의 초기 사회연결망 연구에서 노인들 중에서 결혼한 남성은 사망률이 더 낮았으

나 여성인 경우는 그렇지 않았으며, 여성 노인의 경우는 집단 구성원 여부가 사망

률에 유익한 영향을 주었으나 남성들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사회건강과 관련된 여러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친구

의 만남빈도와 같은 연결망이나 교회 참석여부가 사망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연구들(Baltes & Carstensen, 1996; Bould, Sanborn, & Rief, 1988)은

노인의 사회 연결망의 감소를 지지하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

인들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van Tilburg, 1998). 나이가 듦에 따라 지지가 감소된다는 사

회적 지지 결핍 모델(the deficit model of social support)은 대부분 입증되고 있다

(Baltes & Carstensen, 1996). 이는 노인에게 있어 사회 연결망의 크기와 구성이

감소되어지면서 질병과 장애가 더 발생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 연결망과 함께

상호작용도 변하게 되고,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변화들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의 약화와 요양 및 보호시설

등에 수용되는 위험을 증가시킨다(Dunkle, Roberts, & Haug, 2001). 신체적 노화

와 사회 연결망의 축소는 상호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개인의 노화는 직장에서

의 은퇴를 낳고, 은퇴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Berkman(1998)는 사회적

고립이 더 빠른 노화현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만성적 스트레스 상태라고 가정하

였다. 이러한 가정은 노인의 건강에 사회적 관계가 특히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에

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로 증명이 되었다(Berkman, 1995; House,

Landis, & Umberson, 1988; Cohen, 1988).

도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지지망 구성과 배우자와 자녀가 부재

할 때 어떤 지지망이 대체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황미영, 1999), 배우자와자녀

대신 형제․친척 지지망이 이웃이나 친구 지지망보다 더 대체될 수 있음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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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지만 농촌 노인인 경우는 생활교류에서 가족 지원망과의 교류가 낮고

오히려 다른 지원망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병숙, 김유정, 1998).

농촌에서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비공식적 연결망을 분

석한 연구(서선희, 임희경, 2004)에서 친구 연결망은 정서적 교류를, 이웃 연결망은

신체 서비스적 기능을 좋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농촌 노인에게 자녀 지원

망과의 관계가 도시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비공식적 연결망

인 자녀는 노인에게 급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원과 공급원으로 한정됨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노인의 주요 지지망은 배우자와 자녀이며, 노인의 대부분은

그들의 지원망에 대해 만족해하였음을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건강상태가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지원망과 형성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다고 하였다(진기남, 조성남, 윤경아, 1995).

개인의 건강은 단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들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는다(Yen & Kaplan, 1999). 높은 사회경제적 상태를 가진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이나 좀 더 나은 사회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질병발생

후 생존기간이 더 길었다. 특히 수입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웃(neighborhood)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사회환경(social environment)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Wen & Cristakis, 2005). 이는 주위의 이웃, 좋은 환경과 같은 인적, 물적 사회자

본이나 사회 연결망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건강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로부터 노인의 사회관계

망은 가족과 친구 연결망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사회적 지지에 친구

연결망이 많이 동원되고 있으며 좋은 환경의 사회연결망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살생각

자살은 비교적 단시간에 결쳐 스스로의 의지적 행동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망을 의미한다. 자살은 의학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살 과정을 설명하는 한 이론에서는 자살을 연속적인 개

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절망감을 느끼고, 삶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여 죽음을

원하게 되고, 자살을 관념화하여 이를 계획하고 시도하며,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다고 하였다(O'connell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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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은 미래의 자해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위험요인으로서 자살연구의 중

요한 주제이다(Kennedy et al, 2005). 많은 연구자들이 자살생각을 자살시도의 선

행요인으로 보았으며, 자살생각은 자살행위와 상관이 높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Bonner․Rich, 1987; Osgood, 1987; Lester, 1989; Scocco․De Leo,

2002). 따라서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살생

각은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언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노인층에서의 자살성공

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연병길․류성곤, 2001;

서동우, 2003), 노인 자살연구에서 자살생각에 관련된 요인의 연구는 예방적 차원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자살의 예측변인 중 성별은 가장 강력하다 할 수 있다. 남성 노인이 여성 노

인보다 자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체 인구상으로도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률

이 높으나 노인층은 더욱 현저한 차이가 있다(Frierson, 1991; McIntosh, 1992). 배

우자의 부재 혹은 상실로 홀로된 노인들이 자사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특

히, 홀로된 남성노인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Blazer, 1991). 그리고 대부분의 연

구에서 하류계층에 속하는 노인들(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이 자살에 처할 가

능성이 높음을 증명하고 있다(McCall, 1991). 이와 관련하여 낮은 지위의 직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자살률이 높고 동시에 일역할의 상실(예: 퇴직)이 자살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aris, 1981). 또한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거주

하는 노인의 자살률이 높으며,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립

된 노인일수록 자살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Osgood, 1984).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가

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우울상태에 빠져 노인자살로 이어진다(Conwell,

Duberstein, & Caine, 2002). 가족지원체계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결여되었을 경우

에는 문제해결의 마지막 대안으로 노인자살이 발생할 수 있는데(김형수, 2000), 이

것은 친구, 이웃, 가족과의 통합 등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노인자살의 위험 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해외의 연구결과(George, Martina, James, Jo Anne, Tatsuyuki,

1999)와 일치한다.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 사회작용의 빈도, 수단적 지지, 주관적인 사회적 지지

는 자살생각과 시도에 모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Cattell, 1998). 따라서 강렬한

자살생각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회자원시스템은 자살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Beck 등, 1979).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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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감소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바(Van Der Horst & McLaren, 2005), 사

회적 지지는 심리적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이고 우울

증과 같은 정신건강을 증진하여 자살위험을 줄이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있다(Wu

& Bond, 2006).

사회적 지지에 관련된 국내의 연구(배지연 외, 2005; 박순천, 2005)에 의하면

친구지지와 가족지지와 같은 사회정서적 지지는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깊으

며, 특히 친구의 지지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활동참여와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우울함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alyor & Lynch, 2004). 사회

적 지지와 같은 사회자본이 우울증, 우울증상에 대한 스트레스성 생활사건의 해로

운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볼때, 사회자본의 대응자원으로서의 기

능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고 볼 수 있다(Lin et al, 1986; Paykel, 1994;

Vilhjalmsson, 1993). 이러한 지역의 사회자본은 정서적인 지지가 되거나, 상호존중,

자긍심을 촉진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심리적인 과정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Wikinson, 1996). 낮은 지역유대와 결속력은 직․간접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강한 유대와 결속력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해줄 수 있는 완충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전신현, 2003)

이나,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 혹은 친척이 있거나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자살충동을 적게 경험(신상진과 조영태, 2007)한다는 주장들을 통해 사

회자본이 높은 사람이 자살생각을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들은 없었지만 사

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사회자본 활용과 함께 얻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자본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자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

다. 노인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물어봄으로써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과 함께 관계망에 있는 자원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사회관

계망에서 사회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러

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자살생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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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사회자본 이론, 노인의 사회관계망과 자살생각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1. 연구문제 및 연구모델

앞 장에서 사회자본, 사회관계망 및 자살생각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노인의 사회자본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인구사회학적 및 사회관계망 특성들 중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사회자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따라 연구의 모델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자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의 인적자본, 경제자본, 건강수준, 관계망의 특성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관계망의 특

성이 각각 ‘접근 및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망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접촉빈도, 근접성, 교육수준,

경제수준, 건강수준, 노인의 일자리 정보 및 노인돌봄 경험 등으로 이루어지는 ‘접

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의 수

를 통해 측정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접근할 수 있

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노인의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자본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여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관계망 특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

회자본이 자살생각 즉 정신건강에 효과를 내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인적자본(학력), 경제자본(경제수준), 결혼

상태, 현재직업, 건강상태, 종교, 생활방식, 사는 곳을 측정하고, 관계망의 특성으로

관계망 내 남성의 비율, 관계망 내 약한관계의 비율 측정한다. 연구의 각 단계에서

개인적인 특성 변수는 인적자본, 경제자본, 관계망 내 남성의 비율 및 약한관계의

비율로 구성하며,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인 노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있는 ‘성

별(여성기준)’, ‘직업유무’,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독거유무’를 통제변수화 한다.

두 사회자본은 관계망 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로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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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계망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동원할 수 있는 사

회자본’은 관계망에 제한적으로 연결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와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을 통하여 전자는 후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이며, 두 사회자본 중 어떤 변수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자본의 유의미

한 효과를 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사회자본은 구분할 수 있는

변수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1> 연구 모델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자살생각
개인적

특성

인적자본
경 제 자 본
건강수준
관계망
특성

이상의 내용을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사회자본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노인의 사회자본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1]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2]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미

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살생각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1] 노인의 자살생각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2]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살생각에 의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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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의 조작과 측정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피는 과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자본

은 학자나 사회자본이 가져오는 이익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그 때문

에 인적자본은 교육년수나 직무경험 등 단일한 지표로 측정하는 데 합의가 이루

어진 반면, 사회자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관적인 지표를 찾기 어렵다(정병

은․장미혜, 2008). 앞 장에서 이 연구가 따르고자 하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규명한

만큼, 여기서는 사회자본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측정하였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그

리고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수 대한 조작적 정의도 함께 제시한다.

1)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연구대상인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적자본, 경제자

본, 건강수준, 관계망 특성인 성별구성․약한 관계망 구성의 크기 등을 물었다. 앞

의 선행연구에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의 인적자본 및 경제자본이며, 약한 관계망 구

성의 크기와 같은 관계망의 특성이라고 하였다.

2)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이 연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란, 개인이 평소에 가까이 알고 지내

는 관계라고 보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을 뜻한다. 가까이 지내는 사

람들이 가진 자원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인적자본, 경제자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근접성․빈도성, 건강수준, 노인에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

및 노인돌봄 경험과 관련된 정보를 선정해 물었다. 이는 노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노인을 지지할 수 있는 경향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자원

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이 많을수록, 개인은 사

회적 관계를 통해서 타인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

다.



- 25 -

3)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이 연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란, 개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의미하며 관계망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를 측정한다. 노인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사회적

교환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동

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이 많을수록 개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자

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4) 자살생각

이 연구에서 ‘노인의 자살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일시적

으로 떠올리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부터 죽으려고 구체적 계

획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된다(오영식․오세진, 1999).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생각을

연구한 김형수(2002)도 활용한 바 있는 척도로 ‘죽고 싶다는 생각’, ‘자살에 대한

생각’,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 경험’, ‘인생이 자살로 끝날 것이다 라는 생

각’, ‘자살기도’와 같은 문항을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설문지 및 분석변수의 구성

이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

역은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질문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 영역은 노인이 접

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 번째 영역은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영역은 노인이

경험하는 자살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은 10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물어본다. 연구대

상자의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직업유무, 인적자본을 의미하는 교육수준, 경제자

본을 의미하는 경제상태, 종교, 건강상태, 생활방식 및 사는 곳을 질문한다.



- 26 -

개인적 특성 변수로서 인적자본을 ’초등학교졸업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

원졸’으로 설정하며 경제자본을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넉넉하다, 매우 넉

넉하다’로 설정하고, 건강수준을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보통이

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로 설정한다. 통제변수로서 성별은 여성을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는 ‘결혼 및 동거’에 대하여 ‘미혼, 사별, 별거, 이혼’을 배우자 없음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직업유무는 ‘직업 없음’을, 종교에서는 ‘종교 없음’을, 생활방식

에서는 ‘가족 등과 산다’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 Ⅲ-1>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표본 설계

항 목 내 용 활 용

성별 ①남자, ②여자 여성 기준

연령 만( )세

배우자
①미혼, ②결혼, ③사별, ④별거,

⑤이혼, ⑥동거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①서당, ②초등학교 졸업 이하,

③중졸, ④고졸, ⑤대졸, ⑥대학원졸

개인특성의

인적자본 변수

직업
①무직, ②노동직, ③농어업, ④사무직,

⑤공무원, ⑥전문직, ⑦기타
직업 유무

경제수준
①매우 어렵다, ②어렵다, ③보통이다,

④넉넉하다, ⑤매우 넉넉하다

개인특성의

경제자본 변수

종교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종교 없음, ⑤다른 종교
종교 유무

건강상태
①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②건강하지 못하다,

③보통이다, ④건강하다, ⑤매우 건강하다

개인특성의

건강수준 변수

생활방식
①혼자 산다, ②가족과 산다,

③친구와 산다, ④이웃과 산다
독거 유무

사는 곳 ①농어촌, ②작은 도시, ③큰 도시 농어촌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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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이 연구에서는 미국 Center for Public and Health Disparities Project 중에서

사회연결망에 해당하는 설문 부분을 염유식(2007)에 의해 수정된 ‘사회연결망 도

구’를 활용하였고 ‘노인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정보’와 ‘노인돌봄 경험’에 관련된 질

문을 더하였다.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이 알고

지내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관계망의 경계를 설정하는 질문

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관계망 구성원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며,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을 가진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가. 사회관계망의 측정

이 연구는 ‘당신이 중요한 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당신이 최근 6개

월 동안 1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개인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덧붙여서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이름

추출법(name generator)(Campbell & Lee, 1991)을 통해 사회관계망을 측정하였다.

응답자에게 ‘평소 가깝게 지내는 분(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을 떠올리게 한

후 최대 10명까지 관계망 구성원의 이름(혹은 가명)을 적도록 하였다. 단, 응답자

가 보고하는 관계망 구성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원의 이름(혹은 가명)을 모두

적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최대한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괄호

안에 가족, 동료 등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가 평소 가깝게 지낸

다고 보고한 사람의 수를 노인의 사회관계망 크기로 간주하였다.

나.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특성 및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사회적 자원)

사회관계망 및 사회자본에 관련된 선행 연구(원효종, 1997; 류석춘․장미혜․

전상인․정병은․최우영․최종렬, 2008; Campbell & Lee, 1991; Ryan, Sale, Tilki,

& Siera, 2008)를 바탕으로 사회관계망 구성원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인지 물어 보았다. 응답자가 보고한 관계망의 구

성원의 이름(혹은 가명)을 보면서 각각의 구성원에 대한 질문에 모두 답하도록 하

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할 때에는 응답범주를 제시한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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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및 자원 변수에 따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연구

문제를 규명할 때에는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특성 및 자원변수를 전체 사회관계망

에서 해당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퍼센트 변수

또는 자원별 양의 합으로 바꾸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관계망이 얼마나 다

양한 특성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가 접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

본을 설명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먼저 관계망 구성원의 특성으로서 사회 인구학적 정보에 해당하는 ⅰ) 성별을

물어보았다. ‘이 분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①남성, ②여성으로 이루어진

응답 범주를 제시하였다. 남성을 기준으로 관계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회귀분석에서 활용하였다.

ⅱ) 관계망 구성원의 연령은 ‘이 분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제

시하고 만 나이를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사회자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계망의 연령은 10세 단위로 분석하였다.

ⅲ) 관계망 구성원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어떠한 관계인지도

물어보았다. ‘이 분은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① 배우자,

②자녀, ③형제․자매, ④친척, ⑤친구, ⑥이웃, ⑦교우(교회, 성당, 절 등), ⑧

직장동료, ⑨기타 로 이루어진 응답범주 중에서 한 가지 관계만을 선택하도록 하

였다. 선행연구(Bian, 1997; Lin, 2001)를 따라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친척

을 ‘강한 관계’로, 그 밖의 관계를 ‘약한 관계’로 명명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관계

망 구성원 중에서 약한 관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노인의 사회자본 및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를 분석하였다.

<표 Ⅲ-2> 관계망 구성원의 특성 표본 설계

항 목 내 용 활 용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

연령 구성원의 나이 직접 기입 10세 단위로 분석

구성원 관계

①배우자, ②자녀, ③형제․자매,

④친척, ⑤친구, ⑥이웃,

⑦교우(교회, 성당, 절 등).

⑧직장동료, ⑨기타

약한관계망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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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노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계망 구성원이 가진 자원에 대한 질문과 4점짜리 리커드 척도 형식의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관계망 구성원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의 ⅰ) 접촉빈도를 알아보고자 ‘이

분과 얼마나 자주 사적으로 만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①거의 매일, ② 1주에 한

두 번, ③ 1달에 한두 번, ④몇달에 한번 정도, ⑤ 1년에 한두 번으로 이루어진 선

택지를 제시하였다.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자원의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접촉빈도

양의 측정은 리커드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즉 ①거의 매일 이

‘5점’으로 ⑤ 1년에 한두 번 이 ‘1점’으로 측정한다.

관계망 구성원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의 ⅱ) 근접성에 대해서는 ‘이 분은 귀

하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①동거, ②같은 동네, ③같은 시, ④

인접 시, ⑤다른 시 로 이루어진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근접성이 좋을수록 자원의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근접성의 양도 접촉빈도의 양과 같이 리커드 점수가 낮을

수록 측정하는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관계망 구성원의 ⅲ) 교육수준을 알아보고자, ‘이 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

까?’라는 질문을 한 후 ①중학교 졸업 이하, ②고등학교 졸업, ③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⑤모름 으로 이루어진 응답범주를 제시한 후 ⑤모름에 대한 응답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응답자가 보고한 관계망 구성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자원의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관계망 구성원의 ⅳ) 경제수준을 알아보고자 ‘이 분의 경제수준은 어떻습니

까?’라고 묻고 ①저소득층이다, ②중산층의 하층이다, ③중산층의 상층이다, ④

고소득층이다, ⑤모름 으로 이루어진 응답범주를 제시한다. 교육수준 분석과 마찬

가지로 ⑤모름 에 대한 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원의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관계망 구성원의 ⅴ) 건강수준은 ‘이 분의 건강수준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

으로 알아보며, ①아주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다, ③건강한 편이다, ④

아주 건강하다 로 이루어진 응답범주로 확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망 구성원

이 가진 건강 자원의 많음을 뜻한다.

관계망 구성원이 ⅵ)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

는지 파악하고자 ‘이 분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

을 제시하였고 ①없다, ②많지 않다, ③많은 편이다, ④아주 많은 편이다 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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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응답범주를 제시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망 구성원이 가진 노인 일자리

정보가 많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ⅶ) 노인을 돌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하고자 ‘이 분은 노

인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관계망 구성원이

가진 노인돌봄 경험의 양을 측정하고자 한다. ①없다, ②많지 않다, ③많은 편이

다, ④아주 많은 편이다 로 이루어진 응답범주를 제시하고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하

도록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망 구성원이 가진 노인돌봄 경험이 많아 노인이

접근하기 쉽고 도움을 받기기 용이함을 의미한다.

<표 Ⅲ-3> 사회 관계망 구성원의 자원 표본 설계

항 목 내 용 활 용

접촉빈도

①거의 매일, ② 1주에 한두 번,

③ 1달에 한두 번, ④몇달에 한번 정도,

⑤ 1년에 한두 번

사회관계망

구성원

자원변수는

각 변수의

총량으로 측정

근접성
①동거, ②같은 동네, ③같은 시,

④인접 시, ⑤다른 시

교육수준
①중학교 졸업 이하, ②고등학교 졸업,

③대학교 졸업, ④대학원 이상, ⑤모름

경제수준
①저소득층이다, ②중산층의 하층이다,

③중산층의 상층이다, ④고소득층이다, ⑤모름

건강수준
①아주 건강하지 않다, ②건강하지 않다,

③건강한 편이다, ④아주 건강하다

노인일자리

정보 수준

①없다, ②많지 않다, ③많은 편이다,

④아주 많은 편이다

노인돌봄

경험 수준

①없다, ②많지 않다, ③많은 편이다,

④아주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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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 구성원이 가진 자원을 묻는 질문을 총 7개이다. 자신의 사회관계망 구

성원 중 어떤 한 사람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을 확실히 알지 못하며 다른 자원의

양이 가장 작을 경우, 이 사람에서 산출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5점이 된다. 한편

관계망 구성원의 자원을 묻는 모든 질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그 구

성원은 가장 많은 양의 자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점수는 30점이 된다.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사회관계망 구성원이 가진 자원의 양을 평가한 응답자

의 점수를 모두 더한 값으로 간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5점부터 300점까지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이 많다고 할 수 있다.

3)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사회적 지지의 획득 통로가 되므로 사회자본과 자

살생각 관계의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자본 측정을 위하여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Cohen과 Hoberman(1983)의 사회적 지지 도구를 근

간으로 송미순(1991)이 개발한 노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로서 총 20문항 중

정보적 지지, 감정적 지지, 물질적 지지, 자존감 지지를 측정할 수 있는 12 문항을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자본 측정도구로 설정하였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네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

였다. 네 가지 유형은 첫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제공하는 정보

적 지지, 둘째,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자신을 평

가하게 하는 자존감 지지, 셋째, 정저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표출을 도와주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소속-정서적 지지(감정적

지지), 넷째,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경제적 도움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 지지를

포함한다(이영주, 2003 인용). 따라서 송미순(1991)이 개발한 노인의 사회적 지지

척도로서 사용된 정보적 지지, 감정적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를 노인이

축소되고 고립된 사회관계망 속에서 사회적 지지의 획득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

인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으로 재구성하였다.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사회관계망 속에서 ⅰ) 정보적 지원을 얻기 위

해 일어나는 교환을 알아보려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분이십

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까?’, ‘자녀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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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할 사람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보고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체크하도록

한다. ⅱ) 물질적 지원을 얻기 위해 일어나는 교환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할 때 돈을 보태주는 분이십니까?’, ‘조그만 물건을 빌려 주는 분이십니까?’,

‘병원에 가야 할 때 같이 가주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문고, 해당하는 관계망

구성원을 모두 체크하게 한다. ⅲ) 감정적 지원을 얻기 위한 사회적 교환을 파악

하기 위해서 ‘화내거나 우울할 때 위로해 주는 분이십니까?’, ‘아무 때나 방분해도

괜찮은 분이십니까?’, ‘안녕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보고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체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ⅳ) 자존감을 얻기

위해 일어나는 교환을 파악하기 위해서 ‘편을 들어주는 분이십니까?’, '당신이 매

력적이라고 말하는 분이십니까?‘, ’당신이 존경받고 있다고 말하는 분이십니까?‘ 라

는 질문을 하고 해당하는 관계망 구성원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표 Ⅲ-4>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표본 설계

항 목 내 용 활 용

동원

할 수 있는

사회자본

정보적 지원, 물질적 지원, 감정적 지원, 자존감 지원을 얻기

위해 일어나는 사회적 교환 여부를 계량화

체크한

사람들이

가진 자원

양의 총 합

①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②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까?’

③ ‘자녀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상의할 사람이십니까?’

④ ‘당신이 필요할 때 돈을 보태주는 분이십니까?’

⑤ ‘조그만 물건을 빌려 주는 분이십니까?’

⑥ ‘병원에 가야 할 때 같이 가주는 분이십니까?’

⑦ ‘화내거나 우울할 때 위로해 주는 분이십니까?’

⑧ ‘아무 때나 방분해도 괜찮은 분이십니까?’

⑨ ‘안녕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⑩ ‘편을 들어주는 분이십니까?’

⑪ '당신이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분이십니까?‘

⑫ ’당신이 존경받고 있다고 말하는 분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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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사회적 교환 영역에서 노인이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알

아보고자, 체크한 사람들이 가진 자원의 양을 모두 더한 값을 ‘동원할 수 있는 사

회자본’으로 간주한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1명도 없을 경우, 총점이 0점이 된

다. 한편 12개의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10명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으

로부터 모두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경우, 총점을 120점이 된다. 총점이 많을수록

응답자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질문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 α 값은 0.939이었다.

4) 자살생각

노인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low, Newcornb와 Bentler(1986) 등이

완성한 Suicide Ideation Scale(SIS)을 사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생각

을 연구한 김형수(2002)도 활용한 바 있는 척도로 5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형수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것처럼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한다. 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ⅱ) ‘최

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ⅲ) ‘누군가에게 죽고 싶다

고 말을 해본 적이 있다’, ⅳ) ‘내 삶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 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1점)’, ’한두 번 있다(2점)‘, ’가끔 있다(3점)‘, ’자주 있다(4점)‘ 라는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척

도의 Cronbach α 값은 0.818 이었다.

<표 Ⅲ-5> 자살생각 척도 표본 설계

항 목 내 용 활 용

자살

생각

척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4점 척도의

5가지 문항

총량으로

측정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죽고 싶다고 말을 해본 적이 있다’

‘내 삶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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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경기

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으며 각 시․군별로 1～2개의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

다. 이 중 농촌과 도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설문조사 거부로 인하여 노인자살예

방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천시를 포함하여 고양시 2곳, 파주시, 양주시, 포

천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부천시 각 1곳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편의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1)을 도시별 인구에

비례하여 340여개를 목표로 노인복지관별로 40여개씩 조사하였다.

1차로 2011년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8개 시 9개 노인복지관 대상, 2차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추가 조사한 다음, 총 300개 회수된 설문 중 응답조사

에 부적합한 29개를 제외한 271개를 대상으로 연구 분석을 하였다. 노인복지관에

는 과정별, 반별 학습과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설문조사는 하나의

반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지지 않도록 하였고 가능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위해 여러

반과 체육활동 노인, 독서실 사용 노인들에게 설문을 부탁하였다. 그러다 보니 1개 노

인복지관을 2～3회 방문하게 되어 설문조사 기간이 2회가 필요하였다. 노인의 설문

응답 수준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응답방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이 있었으며 설문 중간에 응답을 포기하는 노

인은 설문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먼저 조사에 응답한 노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며,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특성을 살

1) <9개기관 총 271개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구분 설문응답수(목표치) 구분 설문응답수(목표치)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15개 40개 포천시노인종합복지관 30개 30개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25개 40개 남양주시노인복지관 40개 50개

파주시노인복지관 35개 40개 동두천시노인복지관 35개 30개

대한노인회 양주지회 25개 30개 구리시사회종합복지관 26개 30개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40개 50개 합 계 271개 3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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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해당하는 변수의 평균을 계산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의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 독립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였고,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의 요인을 알아보고 또한 사회자본과 자살생각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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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를 실시한다. 노인의

사회자본 특성을 알아보고, 사회자본과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1.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노인은 노인복지회관을 참여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이 57.2%,

연령대는 7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함께 무

직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대부분이었다. 유교 4명을 포함한 종교가 있는 노인이

204명(75.3%)이고, 경제수준은 보통이상(76.4%)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상세한 인

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전체 노인의 성별은 남성이 116명(42.8%), 여성이 155명(57.2%)로 비슷한 비

율을 차지하였다. 평균 연령은 70.34세(표준편차 5.67)이며, 60대 이하가 111명

(41.0%), 70대가 148명(54.6%), 80대 이상이 12명(4.4%)으로 70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결혼 또는 동거하는 경우로서 201명(74.2%)

이 배우자가 있으며, 미혼, 사별, 이혼 등으로 70명(25.8%)이 배우자가 없다고 답하

였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답한 노인이 78명

(28.7%), 고등학교 졸업이 105명(38.7%)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경제수준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보통이상 이라고 답을 하였다. ‘매우 어렵다’와 ‘어렵다’가 합하

여 64명(23.6%), ‘보통이다’는 180명(66.5%), 넉넉하다와 매우 넉넉하다가 합하여

27명(10.0%)으로 나타났으며, ‘어렵다’(64명, 23.6%) 이하 보다 ‘보통이다’ 이상(207

명, 76.4%)으로 표현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이는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하는 계층

으로서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직업은 무직이 대부분이었다. 무직이 204명(75.3%)이고, 노동직 6

명(2.2%), 농어업 15명(5.5%), 사무직 1명(0.6%), 전문직 3명(1.1%), 봉사활동 등

기타가 42명(15.5%)이었다. 조사대상은 도시 지역의 노인계층으로서 대부분이 경

제활동에서 은퇴를 하고 특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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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연구대상 비 고

성별
남 116명 (42.8%)

여 155명 (57.2%)

연령

60대 이하 111명 (41.0%) 평균 70.34세

표준편차 5.67

최소 52세

최대 86세

70대 148명 (54.6%)

80대 이상 12명 (4.4%)

배우자
유 201명 (74.2%))

무 70명 (25.8%)

교육수준

초졸 이하 36명 (13.3%)

중졸 52명 (19.2%)

고졸 105명 (38.7%)

대졸 73명 (26.9%)

대학원 이상 5명 (1.8%)

직업

무직 204명 (75.3%)

노동직 6명 (2.2%)

농어업 15명 (5.5%)

사무직 1명 (0.4%)

전문직 3명 (1.1%)

기타 42명 (15.5%)

종교

종교 없음 67명 (24.7%)

유교 4명

기타 3명

기독교 69명 (25.5%)

천주교 69명 (25.5%)

불교 59명 (21.8%)

다른 종교(유교 등) 7명 (2.6%)

종교활동에 관한 조사에서는 종교활동이 없는 대상이 67명(24.7%)이었고 천주

교(69명, 25.5%), 기독교(69명, 25.5%), 불교(59명, 21.8%), 기타(7명, 2.6%) 등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이 노후생활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 분이 204명

(75.3%)을 차지하였다.

건강수준은 ‘건강하지 못함’ 이하가 72명(26.6%), 보통이다 122명(45.0%), 건

강하다(매우 건강하다 포함)가 77명(27.3%)으로서 대체로 보통 이상이라고 표현하

였다.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계층으로서 삶에 여유가 있으며, 신체활동이 가능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표 Ⅳ-1>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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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준

매우 어렵다 18명 (6.6%)

어렵다 46명 (17.0%)

보통이다 180명 (66.5%)

넉넉하다 24명 (8.9%)

매우 넉넉하다 3명 (1.1%)

건강수준

매우 건강치 않음 23명 (8.5%)

건강하지 않음 49명 (18.1%)

보통 122명 (45.0%)

건강함 70명 (24.7%)

매우 건강함 7명 (2.6%)

생활방식

혼자 산다 45명 (16.6%)

가족과 산다 224명 (82.7%)

친구와 산다 1명 (0.4%)

이웃과 산다 1명 (0.4%)

사는 곳

농어촌 38명 (14.0%)

작은 도시 201명 (74.2%)

큰 도시 32명 (11.8%)

배우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독거를 하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혼자 산다고 표현

한 대상(45명, 16.6%)보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224명, 82.7%)이나, 친구(1명,

0.4%), 이웃(1명, 0.4%)과 산다고 응답한 대상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도시 거

주자(233명, 86.0%)가 농촌 거주자(38명, 14.0%)보다 더 많다고 나타났다.

통제변수로서 성별, 배우자 유무, 직업 유무, 종교 유무, 독거 유무 변수를 활

용하였다. 대부분이 배우자가 있었으며, 직업과 종교가 있었고, 가족 등과 살고 있

다는 변수로서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적용사항으로서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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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사회자본 특성

1)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특성

<표 Ⅳ-2>부터 <표 Ⅳ-4>는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특성이 어

떠한가를 살펴보고자 질문했던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연구대상의 노

인은 평균 4명 정도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이들 중 ‘여성’이 더 많으며 연령

대가 비슷한 관계망 내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비슷한 ‘70대’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1주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경우가 다른 접촉빈도보다 많았고 ‘같은 동네’ 및 ‘같

은 시’ 거주자와 관계가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중산층 이상의 경제수준’

그리고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노인을 돌본 경험이 많은 편인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다.

노인이 평소 가깝게 지낸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평균 4.42명(표준편차 2.71)이

었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10명까지 보고하도록 설계한 질문지 때문에

중간 값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사회관계망을 살펴본 선

행 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순길(2005)의 한국여성 노인의 사

회관계망 연구에서 여성노인의 가족이 5명 이하가 81.1%, 친척이 4명 이하가

96.1%, 친구가 4명 이하 95.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천의영(2007)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2.3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진기남, 조성남, 윤경아, 1995)에서 사회연결망 크기는 평균 5명이라고 한 것과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에서는 마음

을 털어놓고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이웃의 수를 평균 2.3

명이라는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노인관계망의 크기는 대체로 연구자료 수집

지역과 주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사회관계망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평균 2.67명

(표준편차 2.57)으로 남성(평균 1.75명 표준편차 2.14)보다 많은 편이며, 평균 한

사람의 관계망 내에서도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여

성과 남성 간 관계망의 규모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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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으며(Antonucci, Akiyama & Lansford, 1998; Antonucci & Akiyama, 1987a;

Ross & Mirowsky, 1989; Turmer & Marino, 1994), 그러한 관계망으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다고(Belle, 1987; Vaux, 1985) 보고되고 있다. 관계망

이 축소된 노인은 동성의 친구들과 만난다는 경향을 고려해볼 때 이 연구에서도

관계망 내의 여성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관계망 구성원의 연령을 살펴보면, 7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평균 1.70명(표

준편차 1.92)으로 가장 많았고 한 사람의 관계망 내 비율에서도 70대가 평균 4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연령층으로 70대가 가

장 많으며, 조사연구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친구관계망 등을 이

유로 70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평균 1인 사회관계망

구성원 중에서 40대 이하인 사람(자녀, 손자 포함)들은 평균 0.57명(표준편차 1.01)

이었고, 50대 0.40명(표준편차 0.97), 60대 1.58명(표준편차 2.01) 그리고 80대 이상

이 0.15명(표준편차 0.46)이었다. 또한 관계망 내에서도 40대 이하가 평균 12%(표

준편차 0.22), 50대가 7%(표준편차 0.16), 60대가 32%(표준편차 0.34), 70대가 평균

43%(표준편차 0.39), 80대 이상이 평균 5%(표준편차 0.18)정도로 역시 70대의 비

율이 더 높았다.

노인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라고 답한 사람이 2.27

명(표준편차 2.30)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평균 0.50명, 표준편차 0.90),

이웃(평균 0.41명, 표준편차 1.05), 교우(평균 0.36명, 표준편차 0.98), 친척(평균

0.25명 표준편차 0.76), 배우자(평균 0.24명 표준편차 0.43), 형제자매(평균 0.16명,

표준편차 0.56), 직장동료,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망 내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

하는 관계는 역시 친구(평균 53%, 표준편차 0.4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

(평균 11%, 표준편차 0.21), 이웃(평균 9%, 표준편차 0.21), 교우(평균 6.3%, 표준

편차 0.17) , 배우자(평균 66.2%, 표준편차 0.14), 교우(평균 8%, 표준편차 0.20), 친

척(평균 5%, 표준편차 0.14), 형제자매(평균 4%, 표준편차 0.13), 직장동료(평균

2%, 표준편차 0.10), 기타(평균 2%, 표준편차 0.09)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

관계망에서 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사회관계망 기존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관계망의 크기(size)와

활동정도(activity)가 감소(Morgan, 1986, 1988)된다고 하고, 연령에 따라 관계망

패턴이 고정적(Costa et al, 1985)이라는 Baltimore longitudinal study of aging 연

구 등에 따르면 연령과 관계망의 연구는 복합적이고 불명확한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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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구대상이나 조사방법, 측정도구 등에 따라서 가족 중심, 친구 중심 등 다양

한 유형으로 노인 사회관계망이 측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 연구대상의 사회관계망 크기 및 관계망 구성원의 특성

분석변수 평균 (SD) 관계망 내 비율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수 4.42명 (2.71)

성별
남성 1.75명 (2.14) 0.40 (0.38)

여성 2.67명 (2.57) 0.60 (0.39)

연령대

40대 이하 0.57명 (1.01) 0.12 (0.22)

50대 0.40명 (0.97) 0.07 (0.16)

60대 1.58명 (2.01) 0.32 (0.34)

70대 1.70명 (1.92) 0.43 (0.39)

80대 이상 0.15명 (0.46) 0.05 (0.18)

관계

배우자 0.24명 (0.43) 0.06 (0.14)

자녀 0.50명 (0.90) 0.11 (0.21)

형제, 자매 0.16명 (0.56) 0.04 (0.13)

친척 0.25명 (0.76) 0.05 (0.14)

친구 2.27명 (2.30) 0.53 (0.41)

이웃 0.41명 (1.05) 0.09 (0.21)

교우 0.36명 (0.98) 0.08 (0.20)

직장동료 0.12명 (0.50) 0.02 (0.10)

기타 0.09명 (0.48) 0.02 (0.09)

이어서 <표 Ⅳ-3>을 통해 노인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노인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의 접촉

빈도에서는 1주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평균 1.56명, 표준편차 1.77)이 가장 많았

으며 1달에 한번 정도(평균 1.26명, 표준편차 1.78), 거의 매일(평균 0.99명, 표준편

차 1.56), 몇 달에 한번 정도(평균 0.46명, 표준편차 1.13), 1년에 한두 번(평균 0.15

명, 표준편차 0.52) 순으로 만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망 내

에서 접촉빈도 비율도 살펴보면, 1주에 한두 번 만나는 경우가 평균 39%(표준편

차 0.38)로 가장 높았으며, 1달에 한번 정도(평균 26%, 표준편차 0.32), 거의 매일

(평균 24%, 표준편차 0.33), 몇 달에 한번 정도(평균 8%. 표준편차 0.19), 1년에 한

두 번(평균 3%, 표준편차 0.13)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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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에서 전체 노인의 4분의 3정도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별거 자녀와 대면 접촉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김수현․강현

정․김윤정(2008)의 농어촌 독거여성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접촉이 이웃,

친척, 자녀 순으로, 간접적인 접촉은 자녀, 이웃, 친척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

에서는 70대 연령 중심의 친구 중심 관계망으로서 1주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근접성’을 살펴본 결과, 같은 동네에 사

는 사람(평균 1.26명 표준편차 1.91)이 가장 많았으며, 같은 시(평균 1.13명, 표준편

차 1.77), 인접 시(평균 0.92명, 표준편차 1.71), 다른 시(평균 0.80명 표준편차

1.43), 동거(평균 0.31명 표준편차 0.57)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망 내에서도 같은 동

네(평균 30%, 표준편차 0.38), 같은 시(평균 25%, 표준편차 0.34), 인접시(평균

19%, 표준편찬 0.34), 다른 시(평균 17%, 표준편차 0.28), 동거(평균 9%, 표준편차

0.18) 순으로 조사되었다. 동거는 배우자 또는 자녀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할 수 있

고 가장 빈도수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동네와 같은 시에 살고 있다

고 하는 경우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관계망 구성원과 비교해 볼 때 같

은 동네 또는 같은 시에 살고 있는 친구, 교우 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인의 사회연결망 관련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결망이 비혈연 연

결망인 경우 같은 동네에 많이 살고 있으며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에 매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천의영, 2007), 근접해 있는 관계망이 접촉빈도가 높

고 서비스 제공의 주요 지지원임을 말하는 것이다.

관계망 구성원의 ‘교육수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평균 1.78명(표준편차

1.84)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자가 평균 1.48명(표준편차 1.95), 서당(2명)․

초등학교 졸업을 포함한 중학교 졸업 이하는 평균 0.96명(표준편차 1.60)이었다.

그리고 교육수준을 잘 알지 못하는 구성원도 평균 0.21명(표준편타 0.77)이었다.

노인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경제수준’이 중산층의 하층이라는 사람이 평균

1.81명(표준편차 2.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산층의 상층(평균 1.78명, 표준편차

2.31), 저소득층(평균 0.46명, 표준편차 1.21), 고소득층(평균 0.30, 표준편차 0.74)이

라고 답한 구성원이 그 다음 순이었다. 그리고 구성원의 경제수준을 알 수 없다는

사람이 평균 0.26명(표준편차 0.68)이었다.

노인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건강수준’은 건강한 사람이 평균 2.90명(표준편

차 2.73)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평균 0.73명, 표준편차 1.15),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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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지 않은 사람(평균 0.48명, 표준편차 1.10), 아주 건강한 사람(평균 0.40, 표

준편차 1.19)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수준을

살펴본 결과, 없다는 사람(평균 1.61명, 표준편차 2.11)과 많지 않다는 사람(평균

1.57명, 표준편차 2.16)이 대부분 이었으며, 많은 편이라는 사람이 평균 1.02명(표준

편차 1.58), 아주 많다는 사람이 평균 0.21명(표준편차 0.70)으로 노인 일자리 에

대한 정보의 수준이 낮은 편이고 노인일자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현실을 반

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망 구성원이 ‘노인을 돌본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알아본

결과, 많은 편이라는 사람(평균 1.80명, 표준편차 2.14)이 가장 많았으며, 많지 않은

사람(평균 1.26명 표준편차 1.94), 경험이 없는 사람(평균 0.91명, 표준편차 1.70)

순이며 아주 많은 편이라는 사람(평균 0.44명, 표준편차 1.02)이 가장 적음을 나타

내고 있다.

<표 Ⅳ-3> 노인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자원 분포

분석변수 평균 (SD) 관계망내 비율

접촉빈도

거의 매일 0.99명 (1.56) 0.24 (0.33)

1주에 한두 번 1.56명 (1.77) 0.39 (0.38)

1달에 한번 정도 1.26명 (1.78) 0.26 (0.32)

몇 달에 한번 정도 0.46명 (1.13) 0.08 (0.19)

1년에 한두 번 0.15명 (0.52) 0.03 (0.13)

근접성

동거 0.31명 (0.57) 0.09 (0.18)

같은 동네 1.26명 (1.91) 0.30 (0.38)

같은 시 1.12명 (1.73) 0.25 (0.34)

인접 시 0.92명 (1.71) 0.19 (0.34)

다른 시 0.80명 (1.43) 0.17 (0.28)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0.96명 (1.60) 0.22 (0.31)

고등학교 졸업 1.78명 (1.84) 0.41 (0.37)

대학교 졸업 이상 1.48명 (1.95) 0.31 (0.36)

모름 0.21명 (0.77) 0.06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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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변수 평균 (SD) 관계망내 비율

경제수준

저소득층 0.46명 (1.21) 0.13 (0.27)

중산층의 하층 1.81명 (2.01) 0.43 (0.40)

중산층의 상층 1.78명 (2.31) 0.36 (0.39)

고소득층 0.30명 (0.74) 0.05 (0.15)

모름 0.26명 (0.68) 0.03 (0.16)

건강수준

아주 건강하지 않다 0.48명 (1.04) 0.12 (0.26)

건강하지 않다 0.83명 (1.25) 0.22 (0.32)

건강하다 2.79명 (2.65) 0.60 (0.41)

아주 건강하다 0.32명 (1.08) 0.06 (0.18)

일자리 정보수준

없다 1.61명 (2.11) 0.39 (0.43)

많지 않다 1.57명 (2.16) 0.34 (0.38)

많은 편이다 1.02명 (1.58) 0.23 (0.33)

아주 많은 편이다 0.21명 (0.70) 0.05 (0.16)

노인돌봄 경험수준

없다 0.91명 (1.70) 0.21 (0.34)

많지 않다 1.26명 (1.94) 0.26 (0.34)

많은 편이다 1.80명 (2.14) 0.40 (0.41)

아주 많은 편이다 0.44명 (1.02) 0.13 (0.29)

사회자본을 조사하는 도구를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론적으로 볼 때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최소값은 5점이며 최대값은 300점이다. <표

Ⅳ-4>를 보면 실제 이 연구 조사에 응답한 노인의 경우, 이들이 ‘접근할 수 사회

자본’은 평균 79.42(표준편차 50.41) 이었고 최소 10점, 최대 223점이었다.

<표 Ⅳ-4>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특성

분석변수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5 ～ 300) 79.42점 (50.41) 10 223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0 ～ 120) 23.79점 (19.74) 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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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특성

앞의 <표 Ⅳ-4>는 노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문

제 [1-1]에 대한 분석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론적으로 볼 때, 노인이 동

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범위는 0점에서 120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평균 23.79점(표준편차 19.74)이었고 최소 1점, 최대 110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양의 평균은 중앙값보다 훨씬 낮은 양인 5분의 1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약 4분의 1 수준인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

석되었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양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를 <표 Ⅳ-5>에서 볼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서는 직업유무, 경

제자본, 건강수준, 연령에 따라서 사회자본의 양이 차이가 있으며,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서는 직업유무, 인적자본, 경제자본, 건강수준 및 연령에 따라 사회자본

의 양이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연령을 10세

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60대가 80대보다 사회자본의 양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연령이 증가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축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으며, 대졸을 기준으로 한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서만

내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60대 노인들이 80대 이상 노인들보다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

았다.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과정을 통해 신뢰와 호혜성을 경험하고 이

를 바탕으로 다시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되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확장되기 때문

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자본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박길성,

2002; 이영현 외, 2006; 김일석, 곽현근, 2007; 이숙종 외, 2008)와 일치하지 않았지

만,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오랜 사회생활 끝에 직장에서 은퇴한 상태에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사회관계의 폭과 빈도는 자연히 줄

어들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낮은 사회자본 수준을 나타

낸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서 사후검정은 연령별

집단 간 차이를 서열화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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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특성

개인적 특성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비 고

성별 -1.852 -2.651

독립표본 T검정

배우자 유무 1.469 0.912

직업유무 -3.818
***

2.951
**

독거유무 -1.735 -1.472

농촌거주 유무 1.045 0.840

인적자본(대졸 이상 기준) 1.775 2.328*

경제자본(보통 이상 기준) 2.261
*

2.708
**

건강수준(보통 이상 기준) 3.046
**

2.448
*

연령(60대, 70대, 80대)
8.885*** 5.566**

일원분산분석2)

60대>80대

* p<0.05, ** p<0.01, *** p<0.001

대부분의 사회자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에 따라 사회자본 크기에 차이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는데(한상미, 2007), 이 연구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인적자본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인적자본이 높아질수록 여러 계층의 대

상을 접촉하여 관계를 가지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사회적 교환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경제자본의 수준에 따라 사회자본의 수준도 차이를 보였다. 높은 경제력은 더 많

은 소비와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적극적인 활동이 관계망 내에서 넓은 관계망 구

축과 높은 접촉빈도를 유지할 수 있어 사회자본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할 수

2) 연령별 사회자본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

                a.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b. 동월할 수 있는 사회자본

연령 N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1 2

80대 12 55.0000

70대 148 70.4595 70.4595

60대 111 94.0090

유의확률 0.221 0.063
        

연령 N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1

70대 148 20.3514

80대 12 22.9167

60대 111 28.4775

유의확률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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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참여, 자녀와의 접촉빈도, 사회활동의

수준이 높아지므로 사회관계망의 폭은 넓어지고 적극적 활동으로 접촉빈도는 커

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자본의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조사 과정에서 노인은 “당신은 매력적이다”, “당신은 존경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이가 들어서 일상적으로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들이라고 덧붙였으며, 연

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지명하였음에도 정보적, 물질

적, 감정적, 자존감 지원을 주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을 보였다. 이는 노인은 가족, 친척, 친구 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

령증가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대체로 감소(Mroczek & Spiro, 2005)하고, 경제생활

축소, 생활의욕 감소 등으로 접촉하는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환의 빈도가

감소하면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양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보다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특

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 변수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

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와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동원할 수 있는 사

회자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노인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번째 연구문제인 노인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

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대상인 노인의 개인적 특성인 인적자본인 교

육수준과 경제자본인 경제수준, 그리고 노인 자살생각의 주요 요인인 건강수준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특성 변수들은 사회관계망 구성의 다양

성을 나타내기 위한 퍼센트 변수로 환산해서 분석하였다3). 그리고 ‘접근할 수 있

3)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된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특성 및 자원의 퍼센트 변수에 대한 평균값은 아래

표와 같다.

변 수 평균 (SD)

남성비율 0.40 (0.38)

약한 관계의 비율 3.14 (2.56)

  ※ 변수의 값은 관계망 구성원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들의 평균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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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를 분석하였

다. 분석 모델의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분산팽

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구해보았다. 모든 독립변수의 분산팽창계수가

2.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을 넘는다면 다

중공선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김두섭․강남준, 2000), 이 연

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표 Ⅳ-6>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 중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던 [연구문제 2-1]에 대한 분석 결

과이다. 회귀식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3.235, p＜0.01), 상수, 인적자본

변수, 건강수준 변수와 통제변수 중 성별 및 직업유무 변수가 ‘접근할 수 있는 사

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변수인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선행연구 결과처럼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통제하고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대학원 졸업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경제수준도 높고, 많은 정보와 역량을 가

진 대상을 만날 수 있어 사회자본이 많은 관계망에 접근하기 쉽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인적자본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경제자본 변수인 경제수준은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

아 경제자본과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 선행연구

(서지원, 2006; 서지원, 2008b; 이재열․남은영, 2008; Lai, Lin, & Leung, 1998)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사회관계망 특성변수로서 노인의 사회관계망에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

망 내에 약한관계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 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관계망에 자신과 이질적인 사람이

있을 경우 더 많은 사회사본에 접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Stoff,

Glanville, & Bienenstock, 1999)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어서 연구대상자의 통제변수로서 ‘성별’이 노인의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남성일수록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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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즉 여성일수록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이 더 많아진다고 나타났다.

‘직업유무’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직업이 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사

회자본의 양이 많다고 나타났다.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사회관계망 구성원

이 가진 자원의 양을 모두 포함하는 값이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많을수

록 사회자본의 양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

망수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접촉대상은 친척보다 친

구나 이웃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조용하, 2004)는 연구결과처럼 관계지향적

인 여성의 특성과 한 개인의 삶에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도움 제공의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이순길, 2005: 16 인용)는 여성의 특성을 함의해 본다면, 남성보다

높은 접촉빈도와 상호지원으로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직업이 있다는 것은 경제활동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인적자본의 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Ⅳ-6>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n=271

구 분 B (S. E.) β F
R2

(수정된 R2)

상수 42.060 (19.092)*

3.235
** 0.122

(0.084)

개인적 특성

인적자본 9.145 (3.336)** 0.191

경제자본 -2.886 (4.561) -0.043

건강수준 7.505 (3.493)* 0.143

관계망 내 남성비율 17.760 (12.026) 0.135

관계망 내 약한관계 비율 -6.316 (8.953) -0.044

통제변수

성별(여성기준) -23.161 (9.334)** -0.277

배우자유무 -1.206 (9.597) -0.011

직업유무 17.218 (6.868)
*

0.159

종교유무 1.058 (7.701) 0.009

독거유무 -7.717 (11.321) -0.054

1) * p<0.05, ** p<0.01, *** p<0.001

2) 기준집단 : 성별 - 여성, 배우자 - 없음, 직업 - 없음, 종교유무 - 없음, 독거유무 - 가족 등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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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표 Ⅳ-7>은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던 [연구문제 2-2]를 분석한 결과이다. 회귀식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15.808, p＜0.001),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변

수와 ‘사회관계망 내 약한 관계 비율’ 변수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다고 설명할 수 있고 또한 ‘관계망 내 약한 관계 비율’이 높지 않을수록 즉 ‘강

한관계의 비율’이 높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인 사회관계망 내에 가족․친척이 아닌 친구와 같은

‘약한 관계’가 사회자본의 영향 요인이라는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

제적 자원을 구할 때 친족처럼 강한 관계를 동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선행연

구(Lee, Ruan, & Lai, 2005)결과를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교환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를 전제하는 가족․친족 관계의 구성 비율이 높을

때 물질적 차원의 지원을 더 쉽게 동원할 수 있어 강한 관계가 많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노인사회에서는 사회관계

망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친구 중심의 사회관계망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병원에 같이 가는 등의 도움을 주고받는 빈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므로

노인의 물질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의 영향이 크며, 이는 배우

자, 자녀와 같은 강한관계의 사람들로부터 정보적, 물질적, 감정적 및 자존감 지원

을 받기가 쉽고 강한관계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동원할 수 사회자본의 양이 증가

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노인과 같이 사회관계망이 단순하고 축소되고 있는

계층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사회관계망의 구성원의 다양한 자원에 따라 나

타난 변수가 유의하지 않음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한 수준(회귀분석자료의 β= 0.581)이라고 분석되었다.

두 사회자본은 관계망의 수에 영향을 받아 측정되는 변수로서 관계망 내에 배태

된 자원으로부터 효과를 내기 위해 활용된 자원이라는 관계 측면에서 강한 영향

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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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n=271

구 분 B (S. E.) β F
R2

(수정된 R
2
)

상수 -1.798(6.393)

15.808***
0.428

(0.401)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0.238(0.022)*** 0.581

개인적 특성

인적자본 0.638(1.123) 0.033

경제자본 1.051(1.513) 0.038

건강수준 0.537(1.169) 0.025

관계망 내 남성비율 -1.215(4.004) -0.023

관계망 내 약한관계 비율 -6.699(2.970)
*

-0.114

통제변수

성별 -4.202(3.149) -0.105

배우자유무 4.790(3.181) 0.103

직업유무 2.377(2.306) 0.054

종교유무 2.297(2.552) 0.063

독거유무 2.457(3.755) 0.044

1) * p<0.05, ** p<0.01, *** p<0.001

2) 기준집단 : 성별 - 여성, 배우자 - 없음, 직업 - 없음, 종교유무 - 없음, 독거유무 - 가족 등과 거주

4.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살생각의 관계

앞서 노인의 사회관계망과 자살생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사회자본

이 자살생각의 경감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을 염두에 두

고, 노인이 접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자살생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 세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의 자살생각의 특성

<표 Ⅳ-8>에서 <표 Ⅳ-9>은 [연구문제 3-1]에 대한 노인의 자살생각 특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자살생각의 수준은 1점에서 20점까지이며, 연구대상 표본의 자살

생각의 최소값은 1점이며 최대값은 17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평균값은 6.67

점(표준편차 2.38)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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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연구대상 노인의 자살생각 특성

내 용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1.57(0.77) 1 4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1.39(0.74) 1 4

‘누군가에게 죽고 싶다고 말을 해본 적이 있다’ 1.32(0.60) 1 4

‘내 삶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1.26(0.55) 1 4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 1.13(0.38) 1 3

노 인 의 자 살 생 각 (총 합 ) 6.67(2.38) 5 17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배

우자 유무에 따라 자살생각의 차이가 있었으며, 보통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

제수준과 건강수준에 따른 집간 간 자살생각의 수준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자살의

변인인 성별에서는 자살생각의 수준 차이는 없었지만 배우자 유무 및 경제수준,

건강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의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앞의 선행연구와 일치하

였다. 일반적으로 노인자살은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경제수준, 가족유형, 교

육수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배지연,

2005), 최인․김영숙․서경현(2009)의 자살충동 관련 연구에서는 학력, 종교유무,

경제상태에 따라서 자살충동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양순미․임춘식(2006)

의 농촌노인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우울의 효과 연구에서는 독거유무, 종교유무,

경제수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수준에 따라 자살생각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

다. 이는 연구대상의 특성인 성별구성, 학력수준, 경제수준, 거주형태 등에 따른 변

인에 따라 자살생각의 수준 차별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

를 통하여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배우자와

같은 매우 가까운 사람의 지지와, 경제와 건강수준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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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특성

개인적 특성 자살생각 차이 비 고

성별 0.498

독립표본 T검정(t)

배우자 유무 -2.216*

직업유무 -1.318

종교유무 1.080

독거유무 0.796

농촌거주 유무 -1.458

인적자본(대졸이상 기준) -0.807

경제자본(보통이상 기준) 2.785
**

건강수준(보통이상 기준) 2.422
*

연령(60대, 70대, 80대) 1.388 일원분산분석(F)

* p<0.05, ** p<0.01, *** p<0.001

다음은 사회관계망에 배태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정서적이고 물질적

측면의 사회적 교환을 의미하는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하여 사회자본이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살생각의 관계

앞선 다중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

하고자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구해보았다. 모든 독립변수의

분산팽창계수가 2.5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성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문제 3-2]의 결

과는 <표 Ⅳ-10>에서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의미있

는 영향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영영으로서 사회적

교환에 해당하는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인 특성인 교육수준인 ‘인적자본’, 경제수준인 ‘경

제자본’ 변수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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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외 등으로 관계망이 축소되고 있는 노인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

본’의 양이 많을수록, 개인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더 자살생각 수준을 완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노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무력감을 느끼는 생

활영역에서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대상이 주변

에 많이 존재하고 그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즉 감정적․자존감․정보적․물질적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살생각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관계망 내에 만나는 사람

에 대한 질적인 측정 자료이다. 즉, 자주 만나고, 가까이 살고 있으며, 교육․경제

적으로 수준이 높고, 신체 건강하며, 노일일자리 정보 및 노인돌봄 경험의 양이 많

은 경우로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관계망 구성원의 ‘교육․경제․건강 수준’과 ‘사회적 지지’사이에 뚜렷

한 인과 관계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표 Ⅳ-10> 노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자살생각의 관계
n=271

구 분 B (S. E.) β F
R2

(수정된 R2)

상수 8.295 (0.931)
***

3.433***
0.151

(0.107)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0.003 (0.004) 0.061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0.036 (0.010)*** -0.302

개인적 특성

인적자본 0.329 (0.164)* 0.141

경제자본 -0.436 (0.220)* -0.132

건강수준 -0.165 (0.170) -0.065

관계망 내 남성비율 0.860 (0.583) 0.134

관계망 내 약한관계 비율 -0.750 (0.437) -0.107

통제변수

성별(여성 기준) -0.065 (0.460) -0.014

배우자 유무 -0.877 (0.465) -0.159

직업유무 -0.199 (0.336) -0.038

종교유무 0.681 (0.373) 0.121

독거유무 -0.815 (0.547) -0.122

1) * p<0.05, ** p<0.01, *** p<0.001

2) 기준집단 : 성별 - 여성, 배우자 - 없음, 직업 - 없음, 종교유무 - 없음, 독거유무 - 가족 등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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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와 건강수준은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 노인자살의 주요 요인이 지

목되고 있다. 특히 신체적 고통이 우울증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경제문제로 사회

로부터 고립되는 경우 깊은 우울증과 함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경제수준 변수만이 자살생각에 영향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박순천, 2005)는 연구결

과와 반대이지만,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연구(이홍구, 2009)를 볼 때, 연

구대상에 따라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낮은

지위의 직업에 종사하고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할 가능성과 연결되어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로서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고, 생활고나 건강문제보다는 사회적, 심리적인 다른

원인으로 자살생각의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로부터 정보적, 물질적, 감정적 및 자존감 측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의 양이 많을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줄어든다는 것은 고립된 상태에 있는 노

인에게 사회적 교환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나 감정이입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유용

한 지지에 대한 만족감(김옥수 등, 2002)으로 표현되며, 이는 가족, 친구, 이웃, 기

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살과 관

련하여 사회적지지는 중요한 예방요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가족적․사회적

지원체계의 결여는 노인자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김형수, 2000)인 상황에서 노

인은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을 얻기 위한 사회자본을 동원함으로써 자살생각

의 수준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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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노인은 가장 가까이 지내온 자녀, 친척이나 또래의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생활

에 필요한 정보나 물질을 얻고, 사회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감정적 위로나 동료의

식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동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노인의 사회관계망 구

성원 중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을 때 효

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노인의 사회관계망 선행 연구에서는 관계망 구성원

이 가진 자원 등 구성원의 특성 및 개인이 관계망 구성원의 자원을 동원하는 역

량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자본 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이 형성한 사회

관계망을 구성원의 특성과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회관계망으로부터 필

요한 자원을 동원해낼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알아봄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나아가 노인의 사회자본을 살펴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회자본이 가

져오는 비경제적 효과도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이 접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의 특성 및 자살생각 수준을 살펴보고, 개인적 특성이 사회관계망에 배태된 ‘접근

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 요인인지, 그리고 그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

이 많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도 증가하는지, 그렇다면 ‘접근 및 동

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노인의 자살생각 수준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

해 보았다.

이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차이분석(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했고,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두 사회자

본의 관계와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자살생각에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접근할 수 있

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분석

되었으므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두 사회자본은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측정되지만 별개의

특성을 가지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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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계층으로 건강․경

제수준 등이 양호하였다. 노인은 성별은 여성이 57.2%로 남녀의 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대분분이 배우자가 있다(67.5%)고 하였고, 교육수준은 연구대상자 대부

분이 고졸 이상(68.5%)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무직이 대부분(75.3%)이었으며 종교

는 대부분이 있었고(76.3%),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

으로 대체로 보통수준 이상이었다. 연구대상 노인 대부분은 가족 등과 같이 살며

(83.4%),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8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자본의 특성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는 어떠

하며, 어떤 요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며, 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인이 가까이 지내는 관계망의 수는 평균 4.42명으로 기존 사회관계망 연구

에서 보이는 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개인의 관계망 내에서도 7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관계망 구성원은 동년배의 친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

였고 1주에 한두 번 만나면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친구 중

심 관계이었다. 노인은 다른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요구하는데(Biegel,

Shore, Gordon, 1984), 노인들이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성장한 자녀나 친척

과의 상호작용 빈도보다 주관적인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Dean 등, 1990)는

보고의 내용처럼 친구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관련한 연

구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노인 모두 광범위한 사회관계망

을 갖고(Kristine J. 외, 2005; Cairney, 2000), 자녀들과의 관계망이 약하고 친구

중심의 관계망이 많고, 가족과 거주 거리도 먼 것(Thomas 외, 1997)으로 나타나

며, 고학력일수록 친구중심형 관계망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Litwin, 2000)

처럼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 노인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졸업자 대다수를 보

였고 개인 관계망 내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 비율이 더 높아 친구 중

심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성원들의 경제수준은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이상이 더 많았으며 건강수준은 대다수가 건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구성원

들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은 편이었고 노인돌봄경험은 많은 편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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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사회자본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직업유무, 교육수준,

경제수준, 건강수준 및 연령에 따라 사회자본의 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

석되었다.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최대 300점까지 가능하나 14점에서

223점을 보였고, 평균이 79.42점(26.5%)대로 약 4분의 1 수준보다 조금 많았다. 동

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서는 120점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최소 1점에서 최대 110

점을 보였고, 평균 23.79점(19.83%)으로 전체의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

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사회자본의 양이 적은 수준이라고 나타났으며,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으로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선행

연구(Foley & Edwards, 1999)와 축소되는 노인 사회관계망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연령’, ‘경제자

본’, ‘건강수준’, ‘직업 유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동원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적자본’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서만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수준의 유의한 차이는 60대가 80대보다 높으며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차이

는 있지만 연령대별 서열화로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의 경우 대부분 오랜 사회생

활 끝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소득이 감소함으

로써 사회관계망의 수준과 접촉빈도 등이 자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낮은 사회자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지 체계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자본 확장을 위

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인적자본인 교육수준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

본’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사회적 교환의 기

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고 적응해 나가기 위한 지식, 기술, 생활방식, 가치관의 활용 수준에 차이가 있다

는 것이다. 또한 고독․소외감 등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적극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보람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교육을 통한

사회자본의 확대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제자본인 경제수준에 따라 ‘접근’ 및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

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서,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 복지관이나 봉사활동

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며 사회적 교환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접근’ 및 ‘동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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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회자본’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건강한 노인이 그러하지

못한 노인과 비교할 때 활발한 사회적 관계가 가능할 것이므로 의료혜택 등이 노

인들의 사회자본의 확충에 필요한 점임을 시사한다. 또한 직업유무에 따라 사회자

본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노인이 경제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

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다

른 수준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노인의 일자리가 사회자본

형성할 수 있는 요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에 대한 검

증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는 ‘인적자본’, ‘건강

수준’, ‘성별’, ‘직업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동원할 수 있는 사

회자본’에는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 함께 ‘관계망 내 약한관계 비율’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영향 요인인 ‘인

적자본’과 ‘경제자본’ 중 ‘인적자본’은 선행연구(낸 린, 2004; 이재열․남은영, 2008;

Boisjoly, Duncan & Hofferth, 1995; Lai, Lin & Leung, 1998)의 결과와 일치하지

만 경제자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 가능하게 하며, ‘직업’이 있는 경우 수준이 높은 사회활동이 가능하므

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수준이 증가한다.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사회프로

그램 및 복지와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의 제공, 노인 교육프로그램

은 사회자본 확대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긍정적 영

향을 미치며, ‘관계망 내 약한 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검증하였다. 사회 관계망에 배태된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활용 범위와 가

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관계망 내 약한관계’가 사회자본에 부정적인 영향 요인

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이었다. 서구사회에 적용되는 ‘약

한 관계론’을 한국과 중국 사회에 적용시키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는 여러 경

험적 연구4)의 결과를 따르는 것이다.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은 사람은 정

4) 김선업(1992)의 한국사회 연줄망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구적 영역에서 연줄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줄의 통합도가 강화된다는 강한 연줄의 효율성을 밝힌 연구가 있으며, 

장치짜이(張其仔, 1999)는 중국의 한 마을에 대한 약한 관계보다 강한 관계가 농민의 취업과정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 볜옌제 등(邊燕杰․ 張文宏, 2001)은 중국 톄진시의 노동력 이동에 대

한 연구를 통해 취업자는 강한 관계를 통해 더 질이 좋은 직업을 획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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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이고 물질적인 사회적 교환을 위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과 같은 강한관계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사회자본을 더 동원할

수 있게 하므로 가족관계망의 중요성을 뜻한다.

셋째, 노인의 자살생각 특성을 분석하고 나서, 개인적인 특성과 인과 관계가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영향을 미칠 때,

‘사회자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노인의 자살생각 수준은 최대 20점까지 가능하나, 이 연구에

서는 1점에서 17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중앙값에 못 미치는 6.67점으로 약 3분

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수준은 같은 측정도구로 측정된 김현지(2008)의 6.90

과 비슷하였으며, 김동휘(2007)의 연구에서 보인 평균 7.30보다는 낮았으나 김혜영

(2005)의 연구에서 보인 평균 4.41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대상의 자

살생각 수준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대체로 높은 편이나,

반복되는 자살생각은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살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전 단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자

살생각을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기존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살생각의 특성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경제상태, 건강상태가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자 자살생각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

와 ‘경제수준’, ‘건강수준’에 따라 자살생각의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

되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인의 자살생각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기

존 연구(수원시자살예방센터, 2005; 김형수, 2000; 배지연, 2004)의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배우자의 생존이 사별한 경우에 비해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다(김경숙․문

재우․박재산, 2008; 민기채․이정화, 2008; 허준수․유수현, 2002)는 연구결과와

같이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 없이 고립되거나 비활동적인 노인에게는 재

가프로그램 등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지지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제수

준’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도 기존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Maris, 1981), 노년기일수록 경제수준은 자살충

동과 밀접한 관련(김현순 등, 2007)이 있으므로 자살생각과 관련 주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수준’에 따라 노인의 자살생각에 나타난 유의미한 차이는 건

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아지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배지연․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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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윤경아, 2005)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노인층의 자살은 신체적 질환과 관련

하여 건강악화, 말기환자, 고통호소, 다양한 질병 등에서 자살률이 높고(McIntosh,

1994; 김형수, 2000), 신체적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김형수, 2006), 노인의

건강관리와 돌봄을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자본이 노인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적을

수록, ‘인적자본’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자본’인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

각 수준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정서적․물질

적 사회적 교환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접근

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사

회자본’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매개로 자

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가깝게 지내는 관계망에 배

태되어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차

원의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앞의 선행연구에서처럼 두 사회자본을 구분할 수 있다(Lin, 2001). 또한 사

회적 지지의 제공여부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의 결여가 자살생각과 관계가 많이 있으며, 높은 생활 스트레스 상황

에서 사회적 지지가 약한 사람들은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가 더 쉬워지고(Russ,

1990),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완충효과를 발휘(배지연․김원형․윤경아, 2005)

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현구(Lin et al, 1986; Paykel, 1994; Vilhjalmsson,

1993)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자본은 자살생각 영향을 주어 정신건강에 효과를 내

는 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의 낮은 교육수준, 경제수준 및 건강수준은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저소득 계층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난치병인 경우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이 고졸 이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관계로 사회경

제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여

유를 높이기 위한 노인 일자리 등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상실,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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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악화와 같은 노년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되

며 이 시기에 사회적 지지 즉 사회자본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친구나 가족 기타 주요한 타인과의 사회적인 관계가 빈약하고 이들로부터 지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자살행동의 위험이 높아지며(De Man & Leduc, 1995), 반대

로 강한 유대와 결속력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이롭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요

인들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해줄 수 있는 완충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전신현, 2003). 따라서 구성원 간 유대와 결속력을 통한 필요한 사회적 지

지의 도움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자본은 개인건강 특히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결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에서 측정한 사회자본이 노인인구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Veenstra, 2000), 개인 수준에 해당하는 결속적 사회자본5)이 후기 성인기와 노인

의 자살률과 연관성이 높았다(조수진, 2007)는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이 가

까이 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이 많을수록 자살

생각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친구 중심의 약한 관계망에서 강한

관계망의 역할이 자살생각의 수준 감소에 효과가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트워크 즉 사회 관계망에 배태되어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존재가 전제

되어야 한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이 낮거나 인적․경제적 자본 수준이 낮아

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절망감이 깊은 노인 계층에게는 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서 사용할 사회자본 또한 부족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들에게 사회자본 확충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복합적인 프로

그램 또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는 ‘노노케어’,

‘도시락배달’,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센터’, ‘경기도의 무한돌봄’ 등이 소외된 노인들

을 접촉하면서 물질적, 정서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층 더 나아가 젊

5) Szreter & Woolcock(2004)은 사회자본과 건강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 ‘사회 지지’, ‘불평등’, ‘정

치 경제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을 이 접근에 따라 사회자본을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연결 사회자본(Linking social capital)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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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층과 노인층을 연계하면서 물질적 지지까지 제공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확충으로 자살 등 노인문제와 관련한 사회자본의 효

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통한 노인의 약한 관계망 강화로 사회자본 확

대를 도모하고, 현재 노인들의 낮은 네트워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

책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들이 노인의 사회자본을 확충으로 삶의

만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80년대 이

후 지방자치 중흥을 맞이한 일본의 대도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꾸려지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열린 결사체의 할발한 성장, 그리고 지방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 공동체 내에서 조직적 지원과 연결활동은 사회자본을 축

적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이재열, 2006).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노인 일자리

참여로서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어린이집 구연동화, 초

등학교 주변 안전지키미, 공공기관 도우미와 같은 봉사활동이나 공공근로, 초등학

교 귀가 도우미와 같은 노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풍부

한 ‘접근 및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

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 자치 비공식 모

임 참여뿐만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 자원봉사 그리고 궁극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

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단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자본의 확충은 지역사회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노인들의

지속적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공공부문이 노인들이 소속된 단체나 조직을 지원하

는 한편 단체나 조직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직접 형성하는 공사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모색됨으로써 가능하다. 이로서 노년기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 소외감을 극복하여 개인적 삶의 질을 높이며 더욱 다양한 수준의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여 세대 간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계층간 존재하는 ‘접근할 수 있

는 사회자본’이 차이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안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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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연구에서는 조사되는 사회관계망 구성원과 측정된 사회자본 간에 연

결성이 결여될 수 있다. 노인이 형성한 사회관계망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름 추출

법(name generator)을 사용하였는데 노인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적는 것을 꺼

려하며 그로 인해 실제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을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측정

된 사회자본이 총점의 4분의 1 수준으로 너무 적은 양이었으며 또한 실제 가족과

같은 사회관계망이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노인의 사회자본이 매우 빈약한지를 살

펴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이 연구는 접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가

정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정도가 아닌, 사회자본 유무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감정적․자존감․자존감 지원 영역에서는 동원

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좋을 수 있지만, 물질적 지원 영역에서는 자녀의

안정적인 지원의 존재로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수준뿐만 아니라, 물질적 사회교환 영역 등의 특정한 사회자

본의 구체적 유무를 통해서도 노인의 사회자본에 대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노인의 사회관계망을 먼저 조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

을 수 있는 사회자본을 측정한 것은 사회연결망 중심의 사회자본 조사가 되었다.

사회관계망의 구성원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 구성원

과 얼마나 질 높은 관계를 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한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은 신

뢰와 호혜성이라는 정서적 연결망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연결망에 의해 가

치가 생성(최종렬, 2004)되는데, 사회자본의 기능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서적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처럼 이 연구에서는 신

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연결망 분석에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구성원과

의 신뢰,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서적인 사회자본의 양을 측정하는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사회관계망의 특성과 구성원이 가진 자원을 살펴봄으

로써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을 조명하였고, 제한된 사회구조 내에서도 노

인의 사회자본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개인

과 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사회관계망,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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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귀하께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가족, 친척, 친구, 이

웃, 교우,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분들이 어르신께 어

떤 도움을 주는지를 살펴보며, 노인의 자살문제와 관계를 알아보고

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노인의 삶을 도울 수

있는 행정분야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

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본 설문

조사에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2011년 3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도교수 : 류석춘

연 구 자 : 김석민

(010-9305-9951)



- 73 -

평소 가깝게 지내시는 분을 생
각나는 대로 써주십시오.
(가명도 좋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 이 분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성 ② 여성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2. 이 분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3. 이 분은 귀하와 어떤 관계
입니까?

①배우자

②자녀

③형제, 자매

④친척

⑤친구

⑥이웃

⑦교우(교회, 절 등)

⑧직장동료

⑨기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와 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 주십시오
중복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관계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이 분과 얼마나 자 주 사

적 으 로 만나십니까?

①거의 매일

②1주에 한두번

③1달에 한번 정도

④몇달에 한번 정도

⑤1년에 한두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이 분은 귀하와 얼마나 떨어
져 있습니까?
①동거

②같은 동네

③같은 시

④인접 시

⑤다른 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이 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중학교 졸업 이하

②고등학교 졸업

③대학교 졸업

④대학원 이상

⑤모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이 분의 경제수준은 어떻

습니까?

①저소득층이다.

②중산층의 하층이다.

③중산층의 상층이다.

④고소득층이다.

⑤모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Ⅰ. 어르신께서 평소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배우자, 자녀, 친척, 친구, 이웃, 교우(기독교, 불교 등),

노인돌보미, 직장동료 등]을 떠올려 보시고 그 분들에 대한 질문에 모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74 -

8. 이 분의 건강수준은 어떻

습니까?

①아주 건강하지 않다

②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건강한 편이다

④아주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이 분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입니

까?

①없다

②많지 않다

③많은 편이다

④아주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이 분은 노인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어느 정도입니까?

①없다

②많지 않다

③많은 편이다

④아주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Ⅱ. 위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귀하께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하는 칸에

모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람을 그대로 써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분십니까

2.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

는 분이십니까

3. 자녀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상의할 사람이십니까

4. 당신이 필요할 때 돈을

보태주는 분이 있습니까

5. 조그만 물건을 빌려 주는

분이십니까

6. 병원에 가야 할 때 같이

가주는 분이십니까

7. 화내거나 우울할 때 위로

해 주는 사람이십니까

8. 귀하께서 아무 때나 방문해

도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9. 귀하의 안녕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10. 편을 들어주는 분이십니까

11. 당신이 매력적이라고 말

하는 분이십니까

12. 당신이 존경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십니까



- 75 -

Ⅲ. 자살생각 척도(Suicide Ideation Scale)

※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표시해 주십시오.

1.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①전혀 없다 ②한두 번 있다

③가끔 있다 ④자주 있다.

2.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①전혀 없다 ②한두 번 있다

③가끔 있다 ④자주 있다.

3. 누군가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해 본 적이 있다.

①전혀 없다 ②한두 번 있다

③가끔 있다 ④자주 있다.

4. 내 삶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①전혀 없다 ②한 두 번 있다

③가끔 있다 ④자주 있다.

5.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

①전혀 없다 ②한두 번 있다

③가끔 있다 ④자주 있다.

Ⅳ. 인구사회학적 통계

※ 귀하에 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 ) ② 여 ( )

2. 나이 : 만( )세

3. 어르신의 결혼상태

①미혼 ( ) ②결혼( ) ③사별( )

④별거 ( ) ⑤이혼( ) ⑥동거( )

4. 어르신의 학력

①서당 ( ) ②초등학교 졸업 이하 ( ) ③중졸 ( )

④고졸 ( ) ⑤대졸 ( ) ⑥대학원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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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르신의 현재직업

①무직 ( ) ②노동직 ( ) ③농어업 ( )

④사무직 ( ) ⑤공무원( ) ⑥전문직 ( ) ⑦기타 ( )

6. 어르신의 경제상태

①매우 어렵다 ( ) ②어렵다 ( ) ③보통이다 ( )

④넉넉하다 ( ) ⑤매우 넉넉하다( )

7. 어르신의 종교

①기독교 ( ) ②천주교 ( ) ③불교 ( )

④종교없음 ( ) ⑤다른 종교( )

8. 어른신의 건강상태

①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 ) ②건강하지 못하다 ( )

③보통이다 ( ) ④건강하다 ( ) ⑤매우 건강하다( )

9. 생활방식

①혼자 산다 ( ) ②가족과 산다 ( ) ③친구와 산다( ) ④이웃과 산다( )

10. 어르신의 사는 곳

①농어촌 ( ) ②작은 도시 ( ) ③큰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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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social capital

on the suicide ideation in the elderl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mental health and propose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uicide through the impact

analysis of social capital on the suicide ideation in the elderly. This study is aimed

mainly at the relational analysis among accessible social capital, mobilizable social capital

and suicide ideation which is performed by simple regression.

The attributes of social capital is measured by the size and characteristic of social

network. Accessible social capital is measured by contact frequency, proximity, economic

level, education level etc. Mobilizable social captial is measured by usable social

resources from accessible social capital to obtain the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Suicide ideation is measured by 5 questions about suicide.

In the elderly's social network, they have the friend-oriented networks of their age

in seventies. They are related with people above high school graduate in education level,

and above common level in economic and healthy level. They mostly meet friends or

others living in the same town once a week. People in their social network have few

information on the job for old people and much experience about caring old people.

Education, health, job, woman in surveyee are the prominent factor of accessible

social capital. Weak-tie in network is the prominent factor of Mobilizable social capital.

Education, economy are the prominent factor of Suicide ideation. It is meaned that the

more social resource embedded in social network is influenced by variables of education,

health and job, the more accessible social capital is rich. The reason is that the

diversity of social resource and the size of social network make accessible social capital

abundant.

Accessible social capital is the prominent factor in Mobilizable social capital. The

mobilizable of the two social capital also make an impact on suicide ideation. The

reason is that people is apt to use social resource needed for old people from plentiful

accessible social capital embedded in social network.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he

social capital has an effective on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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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emise of Accessible social capital is prepared to

secure the Mobilizable social capital which is effective on the mental health. And it is

necessary that the policy on the compositive program making contact with

disadvantaged elderly,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in local society and the

employment and voluntary service for old people is realized for elderly suicide

prev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