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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무력 분쟁과 기후 변화를 둘러싼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 반복되는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 디지털화를 가속하는 현재 진행 중인 4 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삶의 

압박으로 인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한편, 세계 인구 통계는 노인 비율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는데, 이에 따르면 2050 년까지 세계 인구의 22 퍼센트를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많은 연구에서 불확실성이 우울증, 불안, 심리적 고통, 외상 후 증상, 스트레스, 정서 

고갈, 심신의 불만족 및 절망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악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미래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특징인 불확실성은 자주 

본질적으로 병원성이라고 개념화된다 (Massazza et al., 2022). 하지만, 불확실성이 희망 

(Gill & Morgan, 2011), 긍정적인 기분의 지속 (Wilson et al., 2005), 낙관적인 태도 

(Brashers, 2001)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심리적 변수와 관련이 있다는 반대 증거도 있다.  

 

In tenebris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전 세계의 뉴스는 대부분 불확실성의 병원성 측면을 강조하는 

듯한 이야기를 전한다. 어쩌면 이 불확실성이 노인, 즉, 현재와 미래의 "우리"가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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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드는 것을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첫째로, 60 세 이상 노인의 20 퍼센트 이상이 두통 장애를 제외한 정신 또는 신경계 

질병을 앓고 있다. 게다가, 보건 전문가와 노인은 정신건강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정신 질환과 함께 오는 낙인 때문에 노인은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장기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조차도 노인은 사회적, 정서적 회복력 측면에서는 젊은이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Carstensen et al., 2020). 이는 시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 자신의 정서적 웰빙과 삶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삶의 경험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법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피할 수 없는 부정적인 사건 앞에서는 

이러한 이점이 사라지거나 약해져 결국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피해를 보게 된다 

(Charles & Carstensen, 2010).  

 

이러한 노인의 특성과 그들의 정신정서적 건강을 고려할 때, 고도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은 분명 그들의 취약성을 높이고, 그들의 인권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 (ICT)이 노인의 웰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Sims et 

al., 2017), 어쩌면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관한 기량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4 차 

산업혁명 속 디지털화의 급속한 확장은 노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박탈할 수 있다. 그 결과, 노인은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UNECE, 2021). 또한, 현재까지는 주로 젊은이를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연구되어 왔으나, 

장시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이 외로움과 우울증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문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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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킬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인 역시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과 배척, 불충분한 수의 "좋아요" 및 클릭, 

겉보기에는 완벽한 타인 삶의 모습 등에 부정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 (Nobel, 2018). 

 

또한, 코로나 19 와 같은 공중 보건 위험이 일부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 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사람들의 

심신에 해로울 수 있으며,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Holt-Lunstad, 2017). 외로운 

사람의 수와 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Weissbourd et al., 2021). 

 

기후 변화 역시 노인의 정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은 홍수 이후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증상, 불안 및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Leyva et al., 2017). 

 

우크라이나, 미얀마, 시리아, 카메룬에서의 상황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을 대략 보더라도 노인들이 최대한의 사회심리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 년 크림반도 분쟁 이후, 설문에 응한 노인의 

96 퍼센트가 전쟁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었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복 

중이라고 답했다 (HelpAge International, 2022).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칠 결과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AGE Platform Europe, 2022).  

 

무력 분쟁 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평생의 업적, 재산, 가정의 파괴 앞에 마치 "누군가가 

자기 심장을 찢어 던져 버리고 있다"라고 느낀다 (Mahdi, 2021, 인용,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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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2022, p. 3). 그들은 “[무장 단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모든 것, 즉, 남편[과 

아내], 자녀, 족장, 종교 지도자, 가축 등을 모두 죽였죠. 나는 그들에게 나도 죽여달라고 

빌었어요” (여성 노인, 2021, 인용, 2022, p. 19)라고 말한다. 그들은 고문과 학대 등을 

당했던 사건을 떠올리며,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그저 떨고 울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죠”라고 묘사했다 (Shahkeldyan, 2020, 인용, 2022, p. 25).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적 지원 서비스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Human Rights Watch, 2022). “노인을 위한 사회심리적 치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인도주의적 대응은]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웰빙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어요” (한 국제 인도주의 조직의 방글라데시 지부장, 2019, 인용, Amnesty International, 

2019, p. 32)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Ex nihilo nihil fit 

 

많은 노인은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그와 관련된 낙인 등 불이익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위태로운 세상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노인인권에 관한 우리의 이상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며,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인간에게도 존재하는 인간성이 모든 이에게 

존엄성과 지위를 부여하며, 이러한 존엄성과 지위는 모든 개인, 사회, 국가에 의해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공리, 그리고 인권은 그러한 존경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Donnelly, 2013, pp. 128–129).  

 

이렇게 이상과 분리된 세상에서 세계적인 망각의 흐름에 역행하여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학자와 활동가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줄지도 모른다. 그러한 노력에 관한 글 네 편을 이곳에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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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는 사회 관계측정이론 (sociometer theory)을 통해 인간은 사회적 포함을 

중시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개인 지각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으로 양질의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려는 노인 특유의 경향을 설명한다.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Choi 는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이 다른 연령층보다 노년층에서 더 

중요하며,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로부터 노인을 보호한다고 말한다. Choi 는 

외로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 참여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관계가 노인에게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네트워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anerjee, Rabheru, de Mendonca Lima, Ivbijaro 는 노인 정신건강에서의 존엄성에 관한 

개념적 설명과 수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존엄성 있는 노인 치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Banerjee 와 그 동료들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 

코로나 19 가 노인에게 주는 사회심리적 부담, 정신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결정 요인, 

요양 시설에서의 존엄성 있는 삶, 노숙자 노인, 쇠약한 노인 및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문제, 노인의 의사 결정 능력, 과도한 약물 치료, 임종과 관련된 우려, 혁신적 보건의료 

기술 등에 대해 논한다. 저자들은 결론에서 노인의 권리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인 UN 

협약 성안 문제 등 노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Hewings 는 관련 분야에서 앞서 있는 영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로움 확산 대응 

방안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이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개입이다. 이러한 개입에는 

직접적 솔루션 (direct solutions), 연결 서비스 (connector services) 및 관문 인프라 

(gateway infrastructure) 등이 포함된다. Hewings 는 향후 외로움의 심각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일고 있는 ‘외로움과 연결에 관한 



6 

 

글로벌 이니셔티브 (Global Initiative on Loneliness and Connection)’의 노력에 개인과 

조직이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Valle-Trabadelo, Harrison, Garancher 는 다양한 지역, 지식수준, 환경 (예, 인도주의적 

맥락, 시골 환경) 등의 상이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각적 포스터에 

기반한 자료인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코로나 19 기간 노인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해 

개발했던 과정을 설명한다. 이들의 방식은 포용적이었으며, 51 개 국가의 노인과 

전문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는 관계자들이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모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네 개의 글이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과 인권을 둘러싼 영역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바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채워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통찰력 있는 이들을 더 많이 

여기 이슈포커스에 초대할 것을 약속한다. Semper ad Meliora et ad maj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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