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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고독사’라는	표현이	부연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용어가	되었다.	백골이	된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된다.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누군가에	의해	죽은	채로	발

견되는	이들이	한	해에	3만	명을	훌쩍	넘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김명숙	KBS	PD	글	참조).	다섯	시간마다	

한	명씩	우리	이웃에	사는	누군가가	세상과의	모든	연이	다	끊긴	상태에서	홀로	이	세상을	뜨고	있다.	

시인	정호승은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고	했다.	숙명처럼	혹은	천형(天刑)처럼	외로움

을	견뎌야	할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에서	존	카치오포는	“자신이	사회에서	고립됐

다고	만성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의	상태는	정서적	불안	뿐	아니라	면역력을	약화시켜	노화까지도	가속화한다”

고	이야기한다.	

고독사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진단되고	있는	것은	외로움	즉,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다.	관계의	‘단절’에서	

관계의	‘이음’으로의	전환은	오롯이	개인의	몫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내이슈에서는	고

독사가	등장하게	된	사회	환경을	조망하고(이슈	1,	6),	노인,	노숙인,	1인가구	등	대상에	따른	고독사의	문제를	

살펴보며(이슈	2,	3,	4),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1인가구	지원	법체계	미비의	문제점을	논하였다.	

이슈와	통계는	서울시	고독사	실태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독사

는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노인보다	50대와	40대	후반에서	더	많이	나타나서	고독사가	

노인층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해외동향은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독사	현상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보여준다.	특징적인	것은	소

개된	모든	국가들에서의	고독사와	관련한	논의는	‘노인’이라는	뚜렷한	정책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프

랑스,	일본,	미국,	핀란드	모두	‘사회적	고립’의	논의	대상으로	노인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노인층보다	50대

와	40대	후반에서	고독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이라

는	원인에	대처하는	해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편집인의 글 /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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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서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된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음에도 차등이 없는 것은 아

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그러하다.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투병의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면서 겪

는 곤경은 신체적인 괴로움에만 있지 않다. 인간은 늙고 

죽어가는 시간에도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별 문제가 없

이 이뤄졌다. 아무리 신분이 낮고 가난하더라도, 생애의 

끝자락을 가족과 마을에서 주어지는 일정한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최소한의 사회적 욕구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무연

(無緣) 사회’로 정의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 연장선

상에서 ‘고독사’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사

회적 풍경은 인류사적으로 볼 때 매우 특이한 것이고, 

이 낯선 상황에 모두 당혹스러워 한다. 개인적으로 사회

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적절한 대응 방식을 찾지 못

하는 가운데, 홀로 살다가 홀로 죽는 사람들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증가 속도가 높다

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고독사가 왜 문제인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중요한 쟁

점으로 떠오른 ‘존엄사’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 존엄사는 무의미하고 원치 않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

을 권리라는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품위’ 있게 죽는 것을 의미한다. 곧 자신이 원하는 방식

대로 죽는 것이다. 어떤 죽음이 바람직한가? 또는 어떤 

죽음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자살, 타살, 사고사, 객사 등

이 보편적으로 나오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고독사를 첨가하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리라.

고독사를 원치 않는 것은 우선 삶의 최종적인 단계

를 외롭게 걸어가 그 종지부를 혼자서 찍어야 하는 허전

함과 막막함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고 나서 오

랫동안 주검이 방치되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임사체험(의학적으로 사망 판

정을 받은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체험으로 ‘근사체

험’이라고도 한다)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목숨이 끊어지

자마자 유체 이탈(幽體 離脫 :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 되면서 죽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들이 

있다. 고독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러 날 

동안 혼자서 부패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엄청나

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유체이탈이 실제로 이뤄지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

만, 참혹하게 변질되는 자신의 몸을 직접 볼 수 없다 해

도,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인간은 충분히 고통 

받는다.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죽음 이후에도 보장받

고 싶어 하기에, 자신의 시신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신

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타

인들의 품위 없는 죽음은 곧 자신의 존엄을 위협하는 

징후로 읽힌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

문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묘우(墓友)’라는 새로운 인연이 생

겨나고 있다. 홀로 죽지 않을까 걱정하는사람들끼리 미

리 네트워크를 맺어 교분을 나누고, 죽고 난 후에는 하

나의 묘에 함께 들어가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생을 어떻

게 마무리하는가는 스스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간의 

격(格)을 얼마만큼 고결하게 세워왔는가와 직결된다. 우

리는 압축 성장으로 질주하는 동안 인격과 마음의 문제

를 내팽개쳐 왔다. 한국인의 ‘죽음의 질’이 세계에서 가

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는 그 한 가지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고독사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대안적

인 공동체와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삶 그 자체를 깊이 

성찰하고 리모델링하는 작업과 병행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연(無緣) 사회와 ‘죽음의 질’

이슈 _ ①

글 _ 김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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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째 인기척이 없던 집의 작은 창문구멍 너머로 노

인 한 분이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 문화가 독거노인의 외로운 죽음으

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혼자서 임종을 맞이하고 상당기간 방치된 후 발견되

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한다. KBS 파노라마 팀에서 보도

한 고독사 및 고독사 의심사례 수1)가 전국적으로 11,002

건, 서울만 2,343건(약21%)이다. 만65세 이상의 무연고사

망자 수2)도 ’13년(695명), ’14년(864명), ’15년(1,089명) 매

년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는 이제 더 이상 노인에게만 국

한된 문제가 아니다. 점점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환

경적, 경제적인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독사의 원인 중 첫 번째는 ‘무연(無緣)’이다. 어느 집

단의 구성원이 될 경우 그 집단 내에서 연고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후 돌봐줄 사람이 없는 무연

고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무관심에서 오는 ‘고립된 삶’이다. 최근 OECD 사

회통합지표 분석자료3)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부문이 10점 만점 중 0.2점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전통적 가족 관계

망의 붕괴이다. 자녀들이 부모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 부모의 생사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고령화·비혼 현상이 심

화되면서 고독사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고독사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 현재 

서울시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독사 예

방사업4)들은 고독사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노인들을 위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여 사회에서 고립

되지 않도록 하는 공적서비스들이다. 급속한 고령화 진

행과 1인가구 형태로의 변화로 가족 보호의 기능이 축

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공적서비스의 

확대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적서비스의 확

대만으로 1인가구의 안전을 담보하고 생활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복지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다. 

일본의 경우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독

거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지도’로 표기하여 안부를 확인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필수

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경북지역에서 진행하는 ‘할매·할배의 

날’과 같이 자녀와 손자녀가 조부모를 정기적으로 찾아

가게 하는 등의 세대 간 이해와 결속을 지지하는 가족

공동체 회복 지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

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독거노인, 신체 및 정신질환 

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부녀회, 청년회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망 간의 ‘사회적 가족’ 결연사업을 통

해 ‘이웃사촌문화’ 회복 등 우리 고유의 전통적 정서 회

복이 필요하다.

고독사 예방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함께 협력하여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할 때 가능하다. 가족공동체 회

복과 지역공동체 회복은 혼자 살아가는 노인 뿐 아니라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축이자, 보다 

안전한 사회적 울타리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고독사

이슈 _ ②

글 _ 김현미

1)	 		KBS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김명숙PD,	2014.5.22./29	방영)	고독사통계	정보공개자료

2)	 		前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	더블어민주당	보도자료

3)	 		2015년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통합지표분석	조사자료

4)	 		독거노인돌봄기본사업,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응급안전알림이사업,	안심폰사업,	노노케어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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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비참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인

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홈리스1)

에게는 그것이 사치일 수도 있다.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홈리스가 사망한 채 발견

되고, 거리의 홈리스가 계단에서 굴러 사망했다는 안타

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홈리스로 살아가는 이들의 부자

연스러운 죽음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다. 겨울철에 동사

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빈집에 들어갔다 화재가 나는 바

람에 사망한 이야기, 같이 자던 노숙 동료가 다음날 눈

을 뜨지 않더라는 이야기, 계속 병원입원을 거부당해 사

망한 이야기, 거리생활 중 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갔

으나 이미 손을 쓸 수 없어 사망한 이야기 등. 이렇게 죽

음을 맞이한 홈리스의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는 듣기 

어렵다.

2005년 이후 매년 300명이 넘는 홈리스가 사망하는

데 이는 일반인 사망률 대비 2배 이상 높다2). 2011년 기

준, 국내 주거취약계층은 약 22만 명3)으로, 이 가운데 절

대 다수가 1인가구이며 불안정한 소득수준, 열악한 주거

환경, 각종 질환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타인과의 교류가 

전무하거나 연락할 친인척이 없는 경우도 50%나 된다. 

이는 곧 취약한 주거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고독

한 죽음을 맞이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245명4)으로 5년간 2배나 늘었다. 작년엔 40-50

대가 540명으로 65세 이상 사망자(385명)보다 많았다. 

나이와 상관없이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죽음, 사

회적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

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면 결국 끝까지 

‘고립’되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5)’ 과정에 따라 존엄하

지 못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들은 ‘장례’가 아닌 화장장

에서 ‘처리’될 뿐이다. 법적 연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

료들은 부고를 받거나 죽음을 애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장제급여(75만원)

가 있지만, 이는 장례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장제급여액 산정

은 남은 유가족들이 시신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도 한다. 또 죽기 전까지 머물렀던 공간에 남아있는 고인

의 흔적과 유품을 정리하는 것도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지만, 그조차 부탁할 이가 없다. 가난하고 불평등한 

삶은 물론, 죽음까지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홈리

스의 고독한 죽음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매년 동짓날 홈리스추모제 때는 고인들의 영정을 보

는 이들이 혹여 아는 사람의 이름이라도 있을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곤 한다. 사진 한 장 남길 여유 없이 살

다 죽어간 홈리스를 함께 슬퍼하고, 빈곤과 차별을 끊어

내기 위한 각오와 결단의 시간을 가진다. 때문에 아는 

홈리스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의 마지막까지 기억해줘

서 고맙다”, “나도 죽으면 (너희가) 장례 치러줄 거야?”라

고 말씀하시곤 한다. 

이러한 홈리스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난하거나, 

연고자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를 갖춘 장례(공영/

마을장례)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평소에

도 외롭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지원, 남

은 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도록 장제급여를 현실화하는 

것, 그리하여 죽음도 함께 나누는 장례 문화가 만들어졌

으면 좋겠다.

이
슈
━
③

사후 ‘처리’마저 고독한 홈리스의 죽음

이슈 _ ③

글 _ 박사라

1)	 		거리노숙,	시설	및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PC방,	만화방,	찜질방	등	취약한	주거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포괄하고자	‘노숙인’이	아

닌	‘홈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함

2)	 		우리나라	노숙인	사망실태,	2011,	주영수

3)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2011,	보건복지부

4)	 		2015	무연고	사망자	현황,	보건복지부

5)	 		장사	등에	관한	법령(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2016장사업무안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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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우리 사회의 캠페

인이었던 것이 불과 몇 십 년 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

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떠 보니 ‘혼자 사는 것이 특별

하지 않은’ 시대로 이미 들어 와 있다. 결코 길지 않은 동

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2015년 기준 서울의  

4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이다. 통계청 인구센

서스에 따르면 한국 전체가구 중 1인가구는 23.9%를 차

지하고 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또한 24.4%에 

달한다. 20년 전에는 그 비율이 9%에 지나지 않았다. 30

년 전인 1980년, 1인가구란 말이 낯설었던 그 시기, 단지 

4.5% 사람들만 혼자 살았다. 지난 30년간 혼자 사는 사

람들이 무려 10배 넘게 늘어났다.  

불과 몇 십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1인가구의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인구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

의 경제활동 증가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

(非)혼과 만혼의 증가, 기러기 가족 증가, 이혼·별거 등 

경제적 빈곤함에 기인한 가족 해체, 그리고 고령화에 따

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다. 1인가구 증가 원인이 복합적인 것처럼 1인가구도 하

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직업

을 구하지 못해 결혼할 엄두를 못내는 소위 ‘산업예비군 

그룹인 청년 1인가구’, 4~50대 ‘불안한 독신자 그룹’, 실버

세대인 고령자 1인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독신의 삶을 누리는 ‘트렌드세터 골드족’ 등 

4종4색의 1인가구가 서울에서 살아간다. 

이들 중 비자발적 1인가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

한 독신자들, 청년 1인가구, 고령 1인가구 집단이 갖는 

공통의 문제는 ‘고립’과 ‘사회적 빈곤’이다. 불안한 독신자 

그룹은 서울의 평균 이혼율보다 2배가량 높은 이혼/별

거율로 인한 가족 해체의 결과이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정도는 공공의 관심이 필요한 상태이다. 혼자 사는 40대 

중년층은 부부가구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의료보고가 있다. 청년 1인가구들이 일상생활에

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이 ‘밥 먹는 문제’라는 조사 결

과도 있다1).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비율이 높고 어떤 경

우 저녁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때우는’ 게 되었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내에서 가장 높으며, 노인자

살률 또한 노인 10만명당 64.9명으로 일본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혼자 쓸쓸히 죽어가고, 죽어서도 ‘그’ 혹은 ‘그녀’가 세

상을 떠난 지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 고독사.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고독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1인가구들이다. ‘사회적 고립’과 ‘빈곤’이 비

자발적 1인가구의 공통문제이듯, 고독사의 핵심 요소 역

시 ‘사회적 고립’과 ‘빈곤’이기 때문이다. 고립되어 ‘연결이 

끊어진’ 도시에서 맞는 죽음은 공동체의 균열을 보여주

는 하나의 상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불어 함

께 내가 다른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가는 의

미를 갖는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회와의 ‘연결’이 약

하기에 부유(浮遊)하거나 떠돌아다니게 된다.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역할을 복원

시킬 필요가 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탈연결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만들고,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 1인가구를 위한 다차원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탈연결 도시와 공동체의 균열 : 
1인가구 증가와 고독사

이슈 _ ④

글 _ 변미리

1)	 		서울연구원이	2014년에	실시한	1인가구	대상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31%(중복응답)가	일상생활에서	‘밥먹기’가	힘들다고	답했으며,	‘아

침이나	저녁	모두	대충	때우는	편이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무려	62.2%에	달했다.(서울연구원,	1인가구대책	정책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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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다. 2007년에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에서 싱글경제학(the singles' economy)세션이 소개되었

고, 2012년에는 뉴욕대 사회학교수 에릭 클라이넨버그의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가 출판되는 등 서구국가들

에서의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뒤늦게 

시작되었으면서도, 관심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

게 되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속도다. 서구국가보다 증

가 속도가 빨라서 대응 마련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둘

째는 미흡한 주거, 사회보장정책의 현실이다. 서구국가

들은 기존의 주거, 사회보장정책으로 1인가구 문제를 소

화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는 대책마련

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싱글, 화려하거나 초라하

거나’인데, 후자가 더 많은 것이다. 

1인가구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세대별로 다양하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1인가구를 지원하는 독립된 법

제는 아직까지 없다. 지원은 커녕, 1인 가구는 다인 가구

에 비해 법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 현

행 법제도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을 중심

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1인가구는 법제의 보호 밖

에 놓이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차별이 부양가족에 따른 소득공제의 혜택

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1인가구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

이다. ‘청약가점제’ 또한 중요한 차별이다. 즉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의 가점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부양가족수’를 정하고 있다

(제21조 제8호). 비록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

의로 비율을 정하도록 바뀌면서 청약가점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비중만 줄었을 뿐 당분간 여

전히 1인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도 단독세대주는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다

가 최근에서야 만 25세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

록 완화되었다. 

노년 1인가구는 그나마 독립된 법제가 있다. 즉 노인

복지법 제27조의2에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다만 제2항에서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만 정할 뿐 더 이상 법에

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1인가구 중 노년 세대의 경우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년의 ‘외로움’보다 ‘빈곤’이 야

기하는 문제가 더 큰 것이다. 그래서 노년 1인가구가 기

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자식 중에서 능력 있는 자식이 1명이라도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이렇게 노년 1인가구는 생전에는 ‘빈곤’의 문제를 겪

다가, 사망하면 ‘고독사’의 문제로 바뀐다. ‘고독사’는 사회

적인 용어이고, 법률에서는 4촌까지 없을 경우에 ‘무연

고자’ 사망으로 분류된다.  

무연고자 사망의 경우 시신 수습과 유류품 처리가 

문제된다. 시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하

고, 보통 별도의 장례식 없이 화장터로 직행한다. 이를 

‘직장(直葬)’이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가는 길마저 혼자인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마을 

장례’를 치루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데, 제도

화시킬 필요도 있다.

유류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여 소액인 경우 법은 무시된다. 서울사회

복지공익법센터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유류품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1인가구와 고독사, 그리고 법체제

이슈 _ ⑤

글 _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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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가며 고독사 관련 통계를 찾아

봤다. 무연고 사망자 통계는 있었지만 우리가 찾는 통계

는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가 동

일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었다. 독거노인이 죽으면 고

독사인지, 혼자 살다가 사망하면 다 고독사인지, 자살하

고 1년 후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면 고독사인지, 모두가 

헷갈려 했다. 고독사 정의가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작진은 나름대로 고독사 정의를 내리기로 했다. ‘혼

자 거주하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

으며, 일정시간이 지난 후 시신이 부패된 상태에서 발견.’ 

이것이 우리가 취재를 위해 내린 고독사 정의였다. 사후 

오래 있다가 발견된다는 것은 그만큼 찾는 이가 없었다

는 증거라고 보았다. 사인보다 사망 후 발견되기까지 과

정과 유족 반응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 

기준은 정했는데 어디서 고독사를 만날 수 있을까. 

모든 변사사건은 경찰이 접수하니 고독사 현장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도 경찰이었다. 다행히 서울지방경찰청

에서 동행 취재를 허락해줬고, 우리는 변사사건이 많은 

8군데 경찰서를 정해서 아이러니 하게도 고독사를 기다

리기 시작했다.

모든 변사가 고독사는 아니기에 취재 기준을 마련했

다. 첫째, 집안에서 사망했을 것. 밖에서 사망한 경우는 

불특정다수에 의해서 빨리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산 등

에서 실족사한 경우는 가족이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경우

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곳으

로 사망 공간을 한정했다. 둘째, 혼자 살고, 사망 당시 혼

자였을 것. 동거인이 있는데 외출했거나 여행 중 사망하

는 경우는 기본적인 고립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셋

째, 부패한 채로 발견됐을 것. 사망자가 언제, 어떻게 사

망했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패될 정도

로 방치된 것을 고독사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다.

현장 취재와 함께 경찰의 변사 현장 임장일지 31,891

건(2013년 1년치)과 전국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보고서 966건(2013년 1년치) 등 총 32,857건을 분석하는 

전국 고독사 전수 작업을 했다. 그 결과 2013년 총 1,717

건의 고독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4.7명, 5시

간마다 1명씩 고독사가 발생한 셈이었다.  

그중 50대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50대 고독사

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파산하거나 명퇴를 하고, 경제

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가족 관계가 나빠지고, 이혼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계속 일자리를 구하다가, 마침내 고독

사하는 일련의 패턴이 보였다.

취재 중 30~40대의 죽음을 접할 때는 당황스러웠다. 

젊은 나이에 고독사한 3명의 시신을 접했는데, 홀로 자

취하다 고독사한 뒤 6개월 뒤에 백골로 발견된 20대 취

업준비생도 있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살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고독사한 명문대 출신 공무원시험 준

비생도 있었다. 고독사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고독사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 한 가지 이상 질

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고, 자살이 많은 점도 특징이었

다. 그리고 이들은 사망 전 도움을 줄 누군가를 간절히 

필요로 했었다. 

그래서 고독사 자체보다 고독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립됐던 삶, ‘고립생’, ‘고독생’이 우리가 머리를 모

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고독생을 줄이

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1년 동안 고독사 현장을 취

재하면서 깨달은 점이다.

이
슈
━
⑥

고독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독생’을 돌아보자

이슈 _ ⑥

글 _ 김명숙

*			필자는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1년의	기록>	제작을	위해	1년	동안	전국의	고독사	현장을	취재했고,	2014년	5월에	2편에	걸쳐	방송에	내

보냈다.	이	글은	당시의	취재	경험과	제작	중	느꼈던	점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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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독사 실태분석1)에 따르면, 고독사 확실사례

가 162건, 고독사 의심사례가 2,181건으로 나타났다. 서

울시 고독사 확실사례는 이틀에 한건,  고독사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는 하루에 6건 발생하는 꼴이다. 

고독사는 2000년대부터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되었

지만 구체적인 정의와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선행연구

에 따라 노인에 대한 고독사가 정의된 내용을 가지고 적

용한다면, 사회적관계망이 단절되어 혼자 살다가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한동안 찾아온 사람이 없이 홀로 남겨

져 있다가 발견된 시신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즉 홀로 

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홀로 죽고 방치된 사례를 말한다.

천만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하루 6건 정도의 고

독사가 발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고독사는 홀로 죽

은 후 상당기간 지나서 시신이 발견되기 때문에 부패한 

경우가 많다. 신체는 사망한 후 신선기(2-3일)를 지나 팽

창기(3일 이후)에 도래하면 장기에 살던 박테리아의 번식

으로 시취와 부패액, 구더기와 파리가 생겨 주변을 어지

럽힌다. 또 발견되는 시신이다 보니 최초발견자가 갖게 

되는 충격과 부담도 크다. 옆집 윗집 등 이웃이 시체를  

보는 경우도 시체의 부패를 일상에서 만나는 것도 현대

적 삶에서는 낯선 일이다. 낯설어진 그들의 모습은 경각

심을 일게 한다.

이들은 발견된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이었고 생활인이었다는 생각으로부

터 고독사 통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고독하게 살다간 이들에 대한 인구특성과 생활특성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자.

서울시 2013년 고독사 확실사례는 총 162건이었고 이

중 남성이 84.57%, 여성이 12.96%, 미상이 2.47%로 남성

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55~59세

가 19.75%, 50~54세가 16%, 45~49세가 14.2% 순으로 나

타나, 노인보다 50대와 40대 후반에서 고독사 비율이 높

았다. 이들이 발견된 집은 다세대주택이 34.57%, 아파트

가 17.9%, 원룸, 오피스텔 등이 7%, 옥탑방이 3% 등을 

차지하였다. 

서울시의 고독사 통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내용

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1인가구의 위험, 둘째는 

주거, 셋째는 자치구별 연령특성이다.

1. 표1은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수(2010) 및 고독사 

확실사례와 의심사례 수 비교이다. 1인가구수가 많은 자

치구에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1인가구가 전체 1인 가구 평

균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고독사 확실사례의 경우도 

관악구가 1위인 것을 볼 수 있다.

2. 표1의 고독사 의심 사례 1위인 은평구의 경우는 

다세대 주택비율이 전체 주택비율의 36%로 타 자치구 

대비 1위를 차지했다. 노원구는 고독사 확실 사례에서 2

위였는데 노원구는 아파트 주택현황이 전체의 75%로 아

파트 밀집 지구였다. 도시개발과 임대아파트가 많다. 관

악구도 다세대주거비율이 높고 고시원(텔)의 비율이 높

다.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고시텔 등은 임대업자와 집주

인이 관리한다. 이들은 발견 즉시 소문 없이 치우는 일

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망자에 대한 추모는 없다.

3. 표2를 통해서 고독사의 자치구별 연령 특성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통계에서는 고독사 확실과 의심사례를 

합산하여 특성을 한눈에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남구의 

20~30대, 관악구의 30~40대, 동대문구의 50대, 노원구의 

50~70대, 은평구의 70대에서 고독사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특성을 연결해 본다면, 고독사한 우리의 이웃들

은 관악구의 3040세대 다세대 및 고시텔 거주자, 강남구

의 2030세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아파트거주자, 노원구 

서울시 고독사 통계와 의미

이슈와 통계

이
슈
와 

통
계

1)	 		2014년	5월	KBS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담당PD	김명숙)	팀에서	분석한	2013년	연간	서울시	경찰청	변사자	임장기록	6,433건과	무연고	

사망자	시체처리	283건	자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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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70세대 아파트 거주자, 은평구 70대 다세대 거주자

였던 사람들이다.

주거특성상 이웃과 더 밀착되어 있는 12평 임대아파

트, 다세대주택에서 벌어지는 고독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더욱 은폐하고 치워버

리는 방식의 대처를 낳을 수도 있다. 고독사에 대한 기

존의 대응은 낯선 주검과 은폐하려는 속성 등이 섞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한다. 과거 조상들의 삶에서는 

안방에서 시신이 죽어나가는 것이 다반사였고 객사한 

사람을 집에서 염하고 장례 치르는 일도 적지 않았다. 

다만 이런 일들은 집을 중심으로 가족과 친족, 이웃 공

동체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죽음이 타

자화, 의료화 되면서 생활상에서 죽음을 목도하는 일 자

체가 낯설어졌다. 그래서 고독사의 목격은 더 낯설 수 있

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죽음에 대한 대화

와 준비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한다. 

1인가구 증가, 혼밥, 혼술 등 홀로문화가 확대되어간

다. 이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 문화적 현

상이다. 하지만 홀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연결을 희

망하고 있다. SNS의 활성화가 그 사례일 수 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였지만 홀로 죽는 것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다. 1인가구와 고독사예방 지원이 절실

하다. 

이
슈
와 

통
계

글 _ 송인주

표 1. 1인가구 순위와 고독사 발생수 순위

1인가구수(2010) 고독사확실(2013) 고독사의심(2013)

순위 자치구명 가구수 자치구명 사례수 자치구명 사례수

1 관악구 84,423 관악구 19 은평구 151

2 강남구 59,528 노원구 18 동대문구 144

3 송파구 42,222 구로구 17 강남구 143

4 강서구 41,804 강서구 13 노원구 130

5 마포구 41,109 강남구 9 관악구 129

6 동작구 40,256 양천구 7 중랑구 118

7 성북구 38,652 종로구 6 송파구 105

8 동대문구 36,897 동대문구 5 강서구 104

9 광진구 36,411 마포구 5 금천구 101

10 노원구 34,290 서대문구 5 성북구 92

표 2. 자치구 연령대별 고독사(확실+의심) 사례수

자치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이상 불상 계 비율

강남구 0 13 35 23 33 15 13 12 4 4 152 6.5

강동구 1 3 7 6 15 9 18 7 1 3 70 3

강북구 0 3 9 11 30 11 10 6 3 1 84 3.6

강서구 0 7 9 17 22 20 23 16 3 117 5

관악구 1 8 21 27 24 23 23 12 6 2 148 6.3

광진구 0 5 5 13 23 7 10 6 0 2 71 3

구로구 1 1 11 19 13 13 10 10 1 2 81 3.5

금천구 0 1 10 17 34 22 10 9 1 1 105 4.5

노원구 3 3 8 16 31 32 33 15 3 4 148 6.3

도봉구 0 3 7 13 14 5 9 2 1 5 59 2.5

동대문구 1 7 2 11 39 26 26 18 3 16 149 6.4

동작구 1 3 5 8 11 10 9 3 2 4 56 2.4

마포구 0 3 12 10 15 14 22 10 3 3 92 3.9

서대문구 0 7 5 19 15 20 15 8 0 3 92 3.9

서초구 0 2 9 10 10 7 5 3 5 8 59 2.5

성동구 0 2 8 8 10 6 12 8 2 1 57 2.4

성북구 0 5 9 18 25 11 15 9 3 2 97 4.1

송파구 0 4 14 12 25 17 14 12 5 3 108 4.6

수사부 0 3 5 6 11 6 5 2 1 4 43 1.8

양천구 0 2 4 16 15 19 12 13 4 85 3.6

영등포구 0 2 2 12 18 13 8 7 3 65 2.8

용산구 1 2 2 11 10 9 8 4 0 1 48 2

은평구 1 5 17 15 29 16 38 25 2 7 155 6.6

종로구 0 2 2 9 12 7 11 2 0 2 47 2

중구 0 1 1 3 15 7 4 0 0 2 33 1.4

중랑구 1 5 7 10 25 23 22 15 6 8 122 5.2

총합계 11 102 226 340 524 368 385 234 62 88 2343 100

비율 0.5 4.4 9.6 14.5 22.4 15.7 16.4 10 2.6 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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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Etude	Fondation	de	France	solitude.	2013.

	 http://www.monalisa-asso.fr/	

프랑스의 1인가구는 전체인구의 15.2%에 이르며, 여

성이 550만 명, 남성은 조금 적은 400만 명이다(프랑스 

통계청，2015). 특히 노인층 1인가구가 다른 세대에 비

해 현저히 많으며 이들의 29%가 가족과의 왕래가 거

의 없고, 37%는 이웃과의 왕래가 없으며, 25%는 친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프랑스기금 

: la Fondation de France, 2014). 독거노인의 문제는 고

독으로 발생하는 이차적인 신체적, 정신적 증상인 건강

의 악화,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걱정, 불면, 우울증 그리

고 자살시도 등이다.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24%가 

이러한 이차적인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는 3년 전 16%

에 비해 8%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프랑스기금 조사 : 

la Fondation de France, 2014).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주

요 원인으로는 질병으로 자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게 될 

경우, 배우자를 잃을 경우, 가족이 없는 경우, 친구들과

의 관계 단절, 빈곤 등이 꼽힌다. 또한 노인고독은 치매

나 알츠하이머 질환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들의 고독을 예방하고 사회적 격리를 방

지하기 위해 2012년 사회연대가족부에서 구체적인 구상

작업을 거친 이후 2013년 9월에 공공기관과 민간협회 등 

노인관련 공립, 민간 기관들로 구성된 국가적 차원의 활

동단체인 일명 ‘모나리자’(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

하는 국가활동 : MONALISA MObilisation NAtionale 

contre l’Isolement Social des Ag s)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의 활동목적은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

하고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사회연대를 증진하는 것으

로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

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목표는 ●노인들

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노인지

원 활동 강화를 위한 전국규모의 지역사회망 구축 ●

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관련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

축이다. 2014년에 40개였던 참가기관은 불과 2년도 되

지 않아 255개로 증가하고, 활동에 참가하는 지방정부

가 33개, 직접활동에 참가하는 시민활동이 178개나 진행

되었다. 이 단체는 2015년 7월  ‘고독방지 권장 3단계 프

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 문제에 

대한 현황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지역규모에 따라 3가지 계획안과 각각의 기본

활동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차원으로, 모나리자 활동

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민자원봉사팀 결성 장려와 모

나리자활동팀,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이들의 활동과 교

육의 접근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지역의 활동은 

≪relais MONALIS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

째 단계인 지방정부차원에서는 활동가들의 경험을 공

유하고 최적의 활동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정

부 차원의 “시민활동팀의 연결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중앙정부차원으로는 모나리자 활동 헌장(charte 

MONALISA)에 근거하여 시민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들의 활성화와 대상자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활동의 주 업무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방

문은 물론 노인들의 사회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

영, 노인들의 심리상담 그리고 대학생들과의 동거시스템

을 활성화하여 혼자 고립되는 환경을 최소화하는 활동

과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다.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연간 

150-200만 유로(20억-26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점점 발

전하는 이 단체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점

점 사회연대가 약해지고 있는 오늘날 이 새로운 기술발

달을 노인들의 사회연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적 활동 사례 : 모나리자

해외동향 _ 프랑스

글 _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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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고독사라 부르는 죽음을 일본에서는 사회

적 고립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의미로 고립사라고 부르

고 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후 가설 주택에서 

발견되었던 고립사가 처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

다. 이후 2005년 수도권 단지에서 발생한 고립사가 텔레

비전으로 방영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2008년 

후생노동성은 ‘노인들이 혼자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 추진회의’를 구성하여 고립사 제로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고립사는 초고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등의 진행으로 더욱 심각

해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서 2010년 노인 2,062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주택과 생활환경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5,1%

가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다고 대답했으며 43.9%는 인

사만 하는 정도라고 대답했다. 특히 독신남성의 경우 

17.4%가 이웃과 거의 교류가 없다고 대답하여 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다. 2011-12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곤란을 겪을 때 의지할 곳이 없

다고 대답한 여성 독거자는 8.5%인데 비하여 남성 독거

자는 20%를 차지했고, 고립사 위기를 가깝게 느끼느냐

는 질문에 독거의 경우는 매우 느낀다가 14.6%, 느낀다

가 30.8%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의 민가에서 사후 

3개월이 경과한 72세 남성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상을 느낀 인근 주민이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관계자가 

방문하여 시신을 발견했다. 관계기관에서 월 1회씩 방문

을 하다가 본인의 거부로 4개월 전부터 방문하지 않던 

상태였다. 2012년 7월 도쿄도 토시마구의 아파트에서도 

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망자는 77세의 어머니

와 42세의 딸로 사망 후 1주일이 경과된 후였다. 먼저 딸

이 병사한 뒤 어머니도 병사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일본에서 고립사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2014년 내각부가 발간한 <고령사회백서>에서 아무도 돌

보지 않는 상태에서 숨을 거두고 그 후 상당기간 방치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사에 해당하는 UR도시기구에서는 독거자의 자살 및 

타살을 제외하고 1주일을 넘겨 발견된 경우를 통계자료

로 잡고 있다. 1주일이라는 기준도 명확한 근거가 아닌 

주택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범하지 않은 죽음에 대한 검안 및 해부를 담당하

는 도쿄도 감찰의무원에서는 일상적이지 않은 죽음(자

살, 사고사, 사인 불명, 병사라도 사망 진단이 없는 경우 

포함 등) 가운데 자택에서 숨진 경우를 독거사라고 정의

하고 있다. 

실제 도쿄도 감찰의무원의 2015년 자료를 보면 고립

사는 1주일 이내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65세에

서 74세의 연령에서 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정년 

후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된 것이 가장 큰 이유

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정부는 정보수집과 기술적 지원을 하며 기본적으로 지

자체가 책임을 지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곤궁자 

지원법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는 상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코디네이터 양성, 관계기관과의 포괄적 지원

체계의 구축, 주민의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분야에서는 개호보험법 지역지원사업에서 등급

자에 대한 주민참여형 돌봄사업, 개호예방사업 등을 진

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력하는 것은 돌봄(관찰 

및 지원)이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를 통한 대상자 파악 

및 지도(MAP) 정비, 긴급통보장치 및 ICT의 활용, 도시

락배달 등을 통한 관찰 및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방문, 상담창구 설치 등이 진행되었다. 단 과도한 보호 

및 지원은 고위험군의 반발 혹은 주민들에게 나쁜 이미

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면서도 이해와 신뢰를 얻

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일본의 고립사 현황과 정책

해외동향 _ 일본

글 _ 황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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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화로 인해 가족형태, 사회구조, 개인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무연사회(無緣社會). 이 무

연사회에서 나타나는 극한적인 현상으로 고독사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 고독사 문제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05년 

9월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NHK 스페셜을 통해서다. 무대

가 된 치바현 마츠도시 도키와다이라 단지(千葉県 松戸
市 常盤平団地)에서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면서 주민들에

게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도키와다이라 단지에서는 2002

년부터 사회복지협의회, 민생위원, 자치회 등 지역조직들

을 중심으로 ‘고독사 제로작전’이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친족, 이웃, 담당 의사 연락망 등이 기입된 안심등록카드 

정비, 단지 내 빈 점포를 활용한 고령자 교류의 장 ‘이키이

키살롱’ 개설, 경찰과의 협력관계 강화, 신문보급소 및 열

쇠 전문점과의 협력체계 마련 등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

축했다. 2004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달체계

인 ‘마츠도 고독사예방센터’를 개설했다. 이후 도키와다

이라단지발 ‘고독사 제로작전’을 모델로 한 고독사 대책이 

일본 전국으로 확산됐다.

오사카부 도요나카시(大阪府 豊中市)에서는 ‘안부확

인 핫라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용 안부확인 연락창

구를 만들어 주민과 사업자 등이 요지원자에게서 이상

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행정, 소방기관, 경찰기관, 지역포괄지원센터, 민생위

원, 아동위원, 지역주민, 전기가스수도사업자 및 민간사업

자 등과 연계하여 요지원자의 조기발견, 조기대응을 도

모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정비해 놓은 것이다.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広島県 福山市)에서는 ‘지킴이 

양성을 위한 지역인재육성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지킴이 

활동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지

역(지킴이 활동)과의 교류를 좋아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며 민생위원, 아동위원의 

지킴이 활동에 협력할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여 민생

위원, 아동위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냈다.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시(福岡県 北九州市)에서는 공공

기관과 주민, 기업이 함께하는 ‘생명을 잇는 네트워크 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의 모든 생명을 지키겠다는 취

지로 ‘발견하기, 연결하기, 지켜보기’라는 3개조(条)를 만

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과 주민, 배달 업

무를 담당하는 기업이 홀로 사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지

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각 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공공기

관의 경우, 시청과 구청이 네트워크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건축도시국, 수도국, 소방국 등이 요금체납 가정이나 홀로 

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방화지도 등을 실시하면서 자연스

럽게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에 관련 정

보를 전달하고 있다. 민간기관의 경우, 전기, 가스 사업자, 

우편, 신문배달사업자는 검침원이나 배달원 등이 방문 또

는 배달 시 이변을 감지한 경우, 구청에 연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야쿠르트에서는 ‘안심지원대’를 결성하여 배달 

시 이변을 감지한 경우 구청에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주민 과반수가 65세 이상 노인

인 ‘한계집락(限界集落)’ 지역, 주민들과 젊은 세대 중 고독

사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동일본대지진 이후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개현에 만

들어진 가설주택 거주자들의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는 것

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 사례

해외동향 _ 일본

글 _ 박지선
 관련자료

	 	株式会社関西総合研究所(2014).	孤立死ゼロに向けた地域力向上事業報告書.	(주식회사	간사이종합연구소(2014).	고립사	제로를	향한	지역

력	향상	사업보고서)	http://www.city.osaka.lg.jp/sumiyoshi/cmsfiles/contents/0000274/274809/5.pdf

	 	松宮朝(2014).	少子高齢化を生きる＇孤独死孤立死に対する地域の取り組み＇.	国民生活.	(마츠미야	아시타(2014).	고독사고립사에	대한	지역

의	대처)	www.kokusen.go.jp/wko/pdf/wko-201406_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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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일본의 고독사 문제는 

최근까지도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고독사를 지칭

하는 영어 고유명사 ‘kodokushi’가 있을 정도로 잘 알려

져 있다. 미국인들에게 고독사란 홀로 맞이하는 쓸쓸한 

죽음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가 빚

어낸 일본 고유의 사회현상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인지 외로운 죽음을 뜻하는 ‘lonely death’라는 

단어보다 ‘kodokushi’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실

제로 학자들은 고독사를 일본 사회가 겪어온 가족구조

의 변화, 세대간 갈등, 장기 경제불황이 복합적으로 빚어

낸 현상으로 풀이하며, 특히 불평 없이 고립과 결핍을 견

뎌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일본인의 특성, gaman(아

만(我慢)의 일본식 발음)을 강조하는 문화에 주목하였

다. 고독사 문제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거리두기’식 반응

은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의 몇몇 아시아 국가

들에 비해 미국은 출생률 저하와 그에 따른 인구고령화 

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일지

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과 경제불황은 일본만의 문제

가 아니기에 영미권 국가에서도 가족 및 다른 인간관

계의 단절로 인해 외로이 죽음을 맞이한 후 한참 뒤에

야 발견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며 사회적 관심을 받

았다. 2011년 발간된 영국 가디언의 기사는 런던 버킹엄 

궁전 근교 세인트제임스공원 호수 속 작은 섬에서 죽은 

지 3년 후에 발견된 로버트 제임스 무어(Robert James 

Moore)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 후 1년 이상 방

치되었던 이벳 비커스(Yvette Vickers)의 사례를 소개하

며 미국과 영국 노인들의 단절된 사회관계망과 노년기 

사회적 고립을 두려워하는 사회정서를 다루었다. 이렇듯 

단절되고 고립된 중장년층의 사망률 증가라는 현상이라

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역시 고독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편,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린스턴대학교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교수는 같은 대학 동료교

수이자 아내인 앤 케이스(Anne Case)와 함께 지난 1999

년부터 2013년 사이에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 중장

년층(만 45세에서 54세 사이) 인구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는 의료기술의 발전, 영양상태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이 

꾸준히 증가해온 최근 인구동향을 뒤집는 연구 결과였

을 뿐만 아니라 전미 흑인 및 히스패닉 인구 사망률 감

소, 주요 선진국 사망률 감소라는 트렌드에 역행하는 결

과였다. 뉴욕타임스도 뒤따라 1999년 이후 25세에서 54

세 사이의 백인 사망률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는데 특히 

백인 여성 집단의 사망률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 산업체계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

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 노동자 집단은 일자리를 

잃고 주류 경제에서 배제되었다. 디턴 교수와 케이스 교

수는 백인 중장년층 사망률 급증 현상의 1차적 원인으

로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자살률 증가를 꼽았으나, 보

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들이 겪는 경제문제와 인간

관계 및 지역사회 유대관계 약화가 불러온 사회 전반으

로부터의 고립 현상을 지목하였다. 해당 연구는 사회문

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특정 집단의 건강상태 악화와 사

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역설하며 미국의 위기가 

일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사회적 고립과 경제문제, 미국판 ‘고독사’ 불러오나?

해외동향 _ 미국

글 _ 전채경
 관련자료

	 	Lenny	Bernstein	and	Joel	Achenbach	(2015.11.2).	‘A	group	of	middle-aged	American	whites	in	the	U.S.	is	dying	at	a	

startling	rat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health-science/a-group-of-middle-aged-american-whites-is-dying-at-a-

startling-rate/2015/11/02/47a63098-8172-11e5-8ba6-cec48b74b2a7_story.html

	 	Tanya	Gold	(2011.12.25).	‘How	the	lonely	death	of	Joyce	Vincent	fuels	our	collective	denial’.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1/dec/25/lonely-death-joyce-vincent-fuels-de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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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도 지역사회에서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9년 미국 인구통

계청은 미국 노인(65세 이상)의 27%가 혼자 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혼자 사는 것

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이긴 하지

만, 그 자체가 사회적 고립과 같은 개념은 아니다. 사회적 

고립은 좀 더 다면적인 개념으로 오히려 사회적 연결망 

수준이나 외로움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인다. 즉, 사회적 

고립은 가족, 친구, 이웃, 조직된 그룹, 혹은 지역사회 사

람들과 접촉이나 상호작용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를 의미

한다.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일치된 정의나 측정도구의 부

재로 인해 추정치에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략적으로 최소 

17%에서 최대 43%의 미국노인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사

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고립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그 원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왔다.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는 위

험 요인으로는 이혼, 사별, 자녀의 원거리 이사, 경제적 문

제, 제한된 인간관계, 지역사회 참여 부족, 이동수단 문제, 

장애 및 건강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우리

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주목할 것은 여

러 위험요인들이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고, 고립된 노인들

은 더 악화된 건강과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위험요인들과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미국에서는 노인들의 사회

적 고립을 예방함과 동시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

행되고 있다.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는 노인들이 거주하

고 있는 지역사회에 개입하는 방안이다. 지역사회에 혼

자 거주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역

설적으로 개입을 통해 일련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노인

들을 사회로 통합하고 연결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특

히 미국 노년층의 80%이상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서 살기를 희망한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기존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노령

친화적 지역사회 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예로 보스

톤의 비콘 힐 빌리지(www.beaconhillvillage.org)나 북

부 캘리포니아 교외지역의 커뮤니티 앰배서더 프로그램 

(CAPS, www.capseniors.org)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목표는 기존의 지역사회를 노

령 친화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기본

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중요한 인간관계를 보존하고, 지

역사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중요한 주체나 이해당

사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

력들이 실제로 사회적 통합에 효과가 있는지 엄격한 프

로그램 평가와 연구가 동반되어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과 함께 그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끝으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노령화나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변화

를 위한 공공정책의 역할이 요구된다. 즉,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로 통합시키는 것이 노년층에게만 국한된 혜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합된 노년층이 그 지역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통합

해외동향 _ 미국

해
외
동
향
━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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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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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제정된 미국 노인복지법(t he  O ld e r 

Americans Act of 1965)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개발 및 서비스제공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바탕으로 미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노인들의 재가생활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식사

배달 서비스(Meals on Wheels)는 이 노인복지법을 근거

로 한 주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통계에 의하면 이 서비

스를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 거

주 노인 약 84만여명에게 약 1억 35백만끼의 식사를 제

공하였다1). 

식사배달 서비스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노인들이 현

재 거주하는 본인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하

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요양시설 입소

를 예방 혹은 지연시키고 이를 통해 상대적인 비용 절

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강도의 돌

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다2). 

또한 이 서비스는, 노인 개인차원으로 볼 때, 일차적으로 

배고픔과 끼니거름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영양분 공급

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정기적인 방문

을 통한 노인가정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부가적인 효과

가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3).

최근 몇 년 간 미국 내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연방정

부와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예산 삭감, 그리고 배달 및 식

사 준비를 위한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식사배달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서비스를 받기까

지 대기 기간이 크게 증가하였다2).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방문을 통한 식사배달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저

렴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3). 하나의 대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 냉동식품을 우편을 

통해 배달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매일방문을 

통한 식사배달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배달 

서비스 고유의 목적인 고위험군 노인들의 배고픔을 해소

하고 필요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방문을 통한 식사배

달은 단지 노인들의 배고픔 해소 및 필요영양 공급에 도

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

고 더 나아가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

진다고 한다3). 전통적인 방식(매일방문을 통한 식사배

달)의 서비스가 우편을 통한 식사배달 서비스와 서비스

를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노인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낮

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소득 고위

험 노인집단에게 제공되는 이 서비스가 갖는 의미를 되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 혼자 살고 있거나, 가족 및 친구와 교

류하는 빈도가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3),4). 또한 이들

은 건강상의 문제 혹은 신체적 기능상의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으며 보다 빈번한 낙상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이러한 노인들에게 식사배달 서비스 자

원봉사자 혹은 직원들의 방문은 배달을 위한 단순한 접

촉 이상의 사회적 심리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Meals on Wheels : 
식사배달을 통한 노인의 고립해소 시도

해외동향 _ 미국

글 _ 이효정

 관련자료

	 �1)			Administration	on	Aging.	(2015).	Aging	Integrated	Database	(AGID).	Retrieved	from	http://www.agid.acl.gov/
	 2)			Thomas,	K.S.,	&	Mor,	V.	(2013).	Providing	more	home-delivered	meals	is	one	way	to	keep	older	adults	with	low	care	

needs	out	of	nursing	homes.	Health	Affairs,	32,	1796-1802.

	 3)			Thomas,	K.S.,	Akobundu,	U.,	&	Dosa,	D.	(2015).	More	than	a	meal?	A	randomized	control	trial	comparing	the	effects	of	

home-delivered	meals	programs	on	participants’	feeling	of	lonelines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Epub	

ahead	of	print]	

	 4)			Meals	on	Wheels	America.	(2013).	New	survey	details	impact	of	sequester	on	meals	on	wheels	programs.	Retrieved	from	

www.mealsonwheelsameri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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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위한 주택 개선 프로그램

해외동향 _ 핀란드

핀란드 역시 다른 OECD 국가들처럼 빠른 인구 고령

화를 겪고 있다.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8%로 나타났지만, 2030년에는 이 수치가 25%를 넘

고, 85세 이상 인구 비중 역시 약 4%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란드 정부는 노인들

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인구의 활동 능력 지

원 및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건 서비스에 관한 법률(Act 

on Supporting the Functional Capacity of the Older 

Population and on Social and Health Care Services for 

Older Persons)』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핀란드의 노인복지정책은 우선적으로 노

인들이 자신의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노인들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고, 그들이 가

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핀

란드 국민들의 합의와 노인들의 일반적인 의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을 바탕으로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는 2030년까지 75세 이상 노인들 

중 적어도 92%가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목표

로 설정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안정성

과 접근성이 보장된 주택 100만호 이상이 필요하다고 예

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는 2013년에 노인들이 자기 집에 머물면서

도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

인들을 위한 주택 개선 프로그램(Housing development 

programme for older population)』을 시작했다.

핀란드 노인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단독주택에 사

는 비율이 높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더라도 그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

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

니라 낙상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과 

위험성은 노인들로 하여금 이동과 외출의 의지를 저하시

킴으로써 집안일, 장보기,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의 활동

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주택 개선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 해결을 목표로 2030년까지 지속

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우선 2017년까지 추진될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그 내용은 크게 ①국가 주거정

책에 노인 주거환경 개선 관련 내용 검토 및 반영, ②노

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리노베이션 및 접근성 개선, ③

주택의 질 개선 및 다양한 주거방안 제시, ④기능성을 고

려한 주택, 서비스, 주거환경의 종합적 설계 등으로 요약

된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집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을 비롯해 곧 노인이 될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들

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제

한하는 가장 큰 문제로 건물 내 엘리베이터의 부재와 현

관의 부적절한 디자인을 지적하면서, 2030년까지 공동주

택에 매년 500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6,000개 건물

의 현관을 리노베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8,000개의 공동주택에 공용공간을 새롭게 설

계하여 조성하고, 9,000가구의 단독주택을 리노베이션할 

계획이다.

비록 이 프로그램의 주관부처는 환경부이지만, 구체

적인 노인복지정책은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기 때문

에 지방정부와 건설부문 민간 사업자들과의 공조 속에

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건부,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핀란드혁신금융지원청(Tekes), 핀

란드지방정부연합회(Association of Finnish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핀란드주택기금개발센터(Housing 

Finance and Development Center of Finland) 등 다양

한 공공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핀란드슬

롯머신협회(RAY)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일

부를 부담하고 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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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간부서(연구개발팀,	02-2011-0537,	

today@welfare.seoul.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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