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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에 거점이 되는 노인복지여가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여가에 대
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청에 등록된 자료들과 대한노인회에 등록된 경로당, 각 시군구에 등
록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에 대한 자료를 집계, 분석하였다.

노인복지여가시설 현황으로 첫째, 경상남도 내 경로당 현황은 김해시가 526개로 가장 많았고 회
원 수는 마산합포구⋅회원구가 24,2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구대비 회원 수는 함양시가 가장
많았다. 둘째, 경상남도 내 시⋅군 별 노인복지관 현황은 노인복지관 20개 시⋅군 중 총 11곳으
연구결과
로 창원시의창구⋅성산구 마산합포구⋅회원구, 진해구,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무한 상황이다. 셋째, 경상남도 내 시⋅군 별 노인대학 현황은 총 126곳 중
김해시가 19곳으로 가장 많았다.

결론

주제어

경상남도의 노인복지여가시설 현황으로, 경로당 현황은 김해시가 가장 많았고, 노인복지관은 창원
시의창구⋅성산구 마산합포구⋅회원구, 진해구,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무한 상황이며 노인대학은 김해시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노인복지여가시설이 도심에
집중되어있어 지역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 노인, 노인복지여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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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과 저출산 현상으로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Yong, Park, & Yang, 2013). 평균기대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의과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

1990년 71.28세에서 2008년을 기점으로 80세를 넘어

로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의

2010년 80.79세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6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세

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

계적으로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1%를 차

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지하고 있다(WHO, 2013). 특히, 우리나라는 1960년대

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 및 사회변화로 평균수명의 연

이러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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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은 각종

은 여가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노인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현대사회 발전의 벽에 부

들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다

딪히는 노인들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물질문명의 발달

면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들의 부정적인 문제들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Jo, 2005).

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Hahm, 2008).

노년기는 직업적 활동과 자녀양육 등 의무적인 일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

에서 벗어난 시기로 일상의 대부분이 여가시간으로

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

여겨지며, 노인들은 역할상실로 인해 특별히 하는 일

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된다. 노인여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고독, 소외, 만

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성적 무료함, 인생에 대한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Kim,

휴양소를 명시하고 있다.

2007; Kim, & Kang, 2006).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흘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러가면서 노인들은 한층 더 소외감을 느낀다. 젊은이

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

를 위한 문화 공간, 놀이 공간, 정보의 세계는 있지만

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의 변

하는 시설이며,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화와 시간적 특성의 변화를 고려하는 삶이 준비되어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노인적합의 제반 복지가

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Jo, 2005).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노인 교실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노인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고 사회로부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부여된 공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 비공식적인 사회참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여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역할상실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 휴양소는 노인들에 대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며 나아가 자기존중감과 자아실

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그

현을 이룸으로서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된다(Jo,

밖의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

2005).

설로 정의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여가는 가치 없는 것으

노인복지여가시설은 그 동안 노인들의 휴식, 오락,

로 간주되었고 대부분 전통적 한국인들은 여가를 부

친목의 유일한 거점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현대기술과 산업 그리

있으며,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수

고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이러한 부정적 관점은 긍정

행하고 있다.

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Rim, 2001). 다른 세대로부터

본 연구는 경상남도 내 노인의 여가에 거점이 되는

소외되어 노인에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여가시간을

노인복지여가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여가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는 노년기 개인의 삶의 질 뿐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Kim, 2007).
노인들이 여가를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

Ⅱ. 연구자료 및 방법

느냐는 노인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청에 등록된 자료들과

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경제력을 가진 소수

대한노인회에 등록된 경로당, 각 시군구에 등록된 노

의 노인들만 여가를 향유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인

인복지관, 노인대학에 대한 자료를 집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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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사회에 다가가고 있다. 2014년 경기도(10.15%)를 제

Ⅲ. 본 론

외한 나머지 도에서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도

1. 도 별 고령인구 비율

의 경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2014년 기준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2.70%로 고
Table 1. Number and percentage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city and town
Division

2011

2012

2013

2014

Nationwide

5,700,972(11.24)

5,980,060(11.74)

6,250,986(12.22)

6,520,607(12.70)

Gyeonggido

1,072,462(8.98)

1,135,242(9.39)

1,195,523(9.77)

1,254,445(10.50)

Kangwondo

233,219(15.18)

241,694(15.71)

249,539(16.18)

255,930(16.57)

Chungcheongbukdo

209,473(13.40)

215,245(13.75)

222,188(14.13)

228,900(14.50)

Chungcheongnamdo

315,079(14.99)

309,840(15.27)

320,195(15.64)

330,807(16.04)

Jeollabukdo

291,919(15.58)

303,586(16.21)

312,764(16.70)

322,626(17.24)

Jeollanamdo

356,349(18.61)

366,524(19.19)

374,565(19.64)

383,808(20.14)

Gyeongsangbukdo

424,386(15.72)

437,519(16.21)

452,417(16.76)

467,352(17.30)

Gyeongsangnamdo

399,530(12.07)

414,831(12.50)

431,645(12.95)

449,017(13.40)

Table 2. Elderly Population Status of Gyeongsangnamdo

Table 3. Silver hall Status of Gyeongsangnamdo
Silver hall
number

Members

Yichang-gu
Seongsan-gu

334

11,682

Masanhappo-gu
Masanhoewon-gu

444

24,271

Jinhae-gu

175

8,981

504

20,672

Tongyeong

206

8,566

19,560

Sacheon

330

15,219

20,427

Gimhae

526

16,567

43,802

Miryang

402

16,912

24,163

Geoje

300

10,348

19,366

Yangsan

265

9,303

Uiryeong

282

8,622

Elderly
population
ratio

Elderly
Population
number

Yichang-gu
Seongsan-gu

7.00%

34,778

Masanhappo-gu
Masanhoewon-gu

13.24%

52,521

Jinhae-gu

10.84%

19,731

Jinju

Jinju

13.52%

45,998

Tongyeong

14.03%

Sacheon

17.54%

Gimhae

8.31%

Miryang

22.42%

Geoje

7.80%

Yangsan

10.34%

30,225

Changwon

Changwon

Uiryeong

32.21%

9,407

Haman

339

11,479

Haman

19.43%

13,354

Changnyeong

389

13,313

Changnyeong

26.08%

16,563

Goseong

308

11,393

Goseong

25.20%

14,092

Namhae

250

14,286

Namhae

33.40%

15,577

Hadong

357

11,303

Hadong

28.79%

14,172

Sancheong

334

10,690

Sancheong

31.50%

11,294

Hamyang

393

11,539

Hamyang

29.54%

11,989

Geochang

426

12,415

Geochang

24.10%

15,214

Hapcheon

514

14,679

Hapcheon

33.26%

16,784

Total

7,078

26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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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iors welfare center Status of Gyeongsangnamdo

Table 5. Senior class Status of Gyeongsangnamdo

Seniors welfare center number
Yichang-gu
Seongsan-gu
Changwon Masanhappo-gu
Masanhoewon-gu
Jinhae-gu
Jinju

Senior class number

2
2
1

Changwon

Yichang-gu
Seongsan-gu

9

Masanhappo-gu
Masanhoewon-gu

12

Jinhae-gu

6

1

Jinju

12

Tongyeong

-

Tongyeong

4

Sacheon

-

Sacheon

3

Gimhae

2

Gimhae

19

Miryang

-

Miryang

4

Geoje

-

Geoje

10

Yangsan

2

Yangsan

9

Uiryeong

-

Uiryeong

5

Haman

-

Haman

5

Changnyeong

-

Changnyeong

1

Goseong

-

Goseong

2

Namhae

-

Namhae

8

Hadong

-

Hadong

3

Sancheong

-

Sancheong

3

Hamyang

-

Hamyang

4

Geochang

1

Geochang

4

Hapcheon

-

Hapcheon

3

Total

11

Total

126

2014년 기준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율 도는 전라남
도(20.14%), 경상북도(17.30%), 전라북도(17.24%), 강원
도(16.57%)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인구 수는 경기도
(1,254,445명), 경상북도(467,352명), 경상남도(449,017
명), 전라남도(383,808명) 순으로 나타났다.

2. 경상남도 내 고령인구 현황
경상남도 내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해
군(33.40%)으로 나타났으며, 합천군(33.26%), 의령군
(32.21%), 산청군(31.50%)순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고
령인구 수는 마산합포구⋅회원구(52,521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주시(45,998명), 김해시(43,802명), 양산시
(30.225명) 순으로 집계 되었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곳은 의창구⋅성산구, 거
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해구, 마산합포구⋅회원구, 진

주시이며, 고령사회에 접어든 곳은 통영시, 사천시, 함안
군이다. 나머지 시⋅군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3. 경상남도 내 시,군 별 경로당 현황
경로당 수로 김해시(526개), 합천군(514개), 진주시
(504개), 마산합포구⋅회원구(444개) 순으로 집계되었
으며, 회원수는 마산합포구⋅회원구(24,271명), 진주
시(20,672명), 밀양시(16,912명), 김해시(16,567명)순으
로 등록 되어있었다. 인구대비 회원수는 함양군, 산청
군, 남해군, 의령군 순으로 많았다.

4. 경상남도 내 시,군 별 노인복지관 현황
노인복지관은 20개 시⋅군 중 총11곳으로 창원시의
창구⋅성산구 마산합포구⋅회원구, 진해구,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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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양산시, 거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
무한 상황이다.

어 질 적인 여가를 즐길 기회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노인의 여가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
며, 베이비붐 세대 등 여가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이

5. 경상남도 내 시,군 별 노인대학 현황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복지여가시설이
부족함은 노인 여가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노인

경상남도 내 노인대학수는 총 126곳으로 조사되었
다. 그 중 김해시가 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시

여가에 대한 인식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사료된다.

마산합포구⋅회원구, 진주시가 12곳, 거제시 10곳으

물론,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노인복

로 파악되었다. 가장 적은 곳은 창녕군으로 1곳의 노

지여가시설의 수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대한 질적인 현황과 사설기관들의 여가에 대한 사업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하지만 고령화와 노인의 여가생활에 대한 중요성과

Ⅳ. 결론 및 고찰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 및 여
가공간에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노인 여가에 거점이 되는 노인복지여가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여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위해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경상남도의 고령인구비율은 8개 도 중 7번째로 낮
은 편인지만, 고령인구의 수는 도 중 세 번째로 많은

Jo, J. S. (2009). The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and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여가에 대한 관심을

leisure satisfa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of the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통계청에 집계된

pre-elderly. Korean Association of Human

노인복지여가시설 65,665개 중 경상남도는 7,215개로

Ecology, 18(2), 287-300.

10.98%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여가시설 중 경로당은 김해시가 가장 많았

Kim, D. J. (2007).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
서울대학교출판부.

고, 노인복지관은 창원시의창구⋅성산구 마산합포구⋅

Kim, H. S., & Kang, H. M. (2006). Influence of

회원구, 진해구,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창군을 제

participation in sports program at Leisure welfare

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무한 상황이며 노인대학은

center for elderly on psychological well-being,

김해시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노인복지여가시설이

45(6), 91-104.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로, 창원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 To Know Korea

시, 진주시, 김해시에 집중되어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through statistics. Seoul, Korea: Author.

경로당에만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인복지

Rim, C. S. (2001). 고령화 사회의 도전. 서울; 나남.

여가시설의 지역적 균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Yong, M. H., Park, J, H., & Yang, Y. A. (2013).

물론, 노인복지여가시설의 수로 노인의 여가의 질

Universal Design Guidelines for the Silver

에 대해 파악할 수 없지만, 노인여가시설이 부족하다

Generation. Korean Aging Health Friendly Policy

는 점은 파악할 수 있다. 노인여가시설이 부족하면 접

Association, 5(1), 69-80.

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

32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제7권2호

Abstract

The Present Situation Analysis on Population of Elderly and
Elderly Welfare Leisure Facility of Gyeo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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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n welfare for the aged leisure
facility based on elderly leisure and to emphasis the important of elderly leisure and to provide
available basic data.

Methods

: This study find the total and analysis of the data which register 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2012 to 2015 and the silver hall which register on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and
the Seniors Welfare Center which register on each cities and towns and senior class.

Results

: The analysis result was the most presented, silver hall of Gimhae 526unit, member number of
Masan Happogu⋅Hoewongu 24,271peolple. The number of members against population,
Hamyang have the largest membership. second, seniors welfare center which register on each
cities and towns in Gyeongsangnamdo had 20. There were no Elderly Welfare Leisure Facility
except in Changwon Yichang-gu⋅Seongsan-gu, Masan Happo-gu⋅hoewon-gu, Jinhae-gu, Jinju,
Gimhae, Yangsan, Geochang. Third, senior class which register on each cities and towns in
Gyeongsangnamdo had total 126. Gimhae had the highest number of senior class.

Conclusion : Elderly leisure facilities in the state of Gyeongsangnam-do, Gimhae had the highest number of
silver hall and senior class as well. There were no elderly welfare leisure facility except in
Changwon Yichang-gu⋅Seongsan-gu, Masan Happo-gu⋅hoewon-gu, Jinhae-gu, Jinju, Gimhae,
Yangsan, Geochang. Therefore, the elderly leisure facilities is necessary to align the regional
balance because it is concentrated in the city center.
Key Words : Elderly, Elderly welfare leisure facility, Gyeongsangnam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