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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21세기 老人福祉 目標와
서비스 戰略
高兩坤

Ⅰ. 서 론

노

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매일 390여명씩 늘어나고 있다. 1년에 14만명의 노인이

증가하는 셈이다. 2000년 초반에 이르면 매일 480명씩, 1년에 17만 명씩 증가
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되고, 2020년대에 가면 매일 940명씩, 1년
에 34만 명씩 늘어나 본격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될 것이 예
상된다(통계청, 1996)
지금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넘어가는 격동의 시대이기도 하다.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발전하고 있는 교통, 통신, 무역, 관광 등의 국제산업들은 지구촌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속에 지구
촌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UN총회에서는 지구촌 인구의
고령화를 의식하여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각 나라에서 노인
의 날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노인문제에 관한 의식제고와 노인복지서비스
개발을 촉구하였다(한국은 1997년부터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키고 있다).
더 나아가 1992년 UN총회에서는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세
대가 함께 잘 사는 사회‘(Towards the society for all ages)라는 주제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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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인의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 등의 5대 노인복지 원칙을 제시
하였으며, 이러한 원칙 하에 각 회원국들이 21세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Andrew, 1998), 우리 나라에서는
1998년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을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임을 선포하였으며, 동년 11월 21일 ’세계노인의 해‘ 사업을 위
한 한국조직위원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열어 범국민적인 기구를 결성
하였고,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
들을 전개하고 있다(예를 들면, 1999년 1월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의 노인문제에 관한 대담 ; 3월 16일 노인창업, 결식노인대책, 실버 실에 관한
토론회, 5월 5-8일까지의 효 박람회 등을 들 수 있다).
현세대 노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살
아온 분들이다. 대부분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고생하며 성장기를 보냈다. 1930년대까지는 왜정치하에서 고생하
였으며, 194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해방의 소용돌이에 시달리고, 1950년
대에는 남․북이 갈라지는 민족상잔의 동란을 겪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군
사정권 하에서의 남․북 대립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가정과 나라를 지키며
희생적으로 살아왔으나 자신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못한 세대이기도 하다. 요
즈음 IMF체제하에서 노인들의 생활은 더욱 고통스럽다. 자녀들의 실직이나
파산으로 생계가 막연한 노인, 취업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노
인, 치매나 중풍 등의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비나 간병비가
없어 고생하고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국가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주로 저소득층
의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극히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시행
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보장, 보건의료, 여가활동을 비롯하여 주
택, 교통, 사회,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욕구는 전 노인계층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은 장수시대이다. 인생 70세를 살기가 어렵다는 말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74세에 이르고 있다. 머지않

現 강남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미국 후로리다 주립대 사회복지대학원졸(노인복지학박사).

論著 :『데이케어의 이론과 실무』외 다수.

21세기 노인복지 목표와 서비스 전략 125
아 인생 80년 시대가 오고 있다. 오늘의 60세 노인이나 65세 전후의 노인 중에
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많고, 이들 가운데는 고학력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젊은 노인층(young old)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노인들에
게 적절한 역할과 기회가 주어지고 활동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들의 축적된 지식
과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은 가난하고 병들고 뚜렷한 역할이 없는 비생산적인 인구라던가
의존적인 복지수혜 대상자로만 여기는 사회적 시각이 바뀌어져야 하고, 또한
노인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
문은 먼저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현황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21세
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목표와 서비스 전략을 논의하여 보겠다.

II. 노인문제의 개념과 발생요인
1. 노인문제의 개념
노인문제는 노인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과 생활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실(傷失)’이라는 개념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노
인이 되면 누구나 경험하는 심신 쇠약은 노인을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의존하
도록 만들며, 심신기능의 쇠퇴는 노동능력을 감퇴시킴으로 노인을 직업 일선
에서 물러나게 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상실을 가져오게 한다. 노인이 직업생활
에서 떠나 사회일선에서 후퇴하게 되면 소득상실 뿐만 아니라 역할과 지위도
상실되어 사회 심리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곧
노인문제가 되는 것이다(김만두. 한혜경, 1993). 강촌중부(岡村重夫)는 노인문
제를 “노령에 따르는 사회생활의 갖가지 곤란"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곤란이
란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욕구는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
관계의 안정, 의료와 건강의 보장, 교육의 기회, 사회협동의 기회, 문화. 오락
의 기회"라고 하고 “노인문제는 이러한 욕구와 기회의 상실"이라고 하고 있다
(김성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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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貧困), 병고(病苦), 고독(孤獨),
무위(無爲)등의 4고(四苦)로 표현하거나(김태현, 1994), 때로는 빈곤, 병고, 고
독의 3악(三惡)으로 말하기도 한다(최순남, 1997).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
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신분의 저하, 그리고 결과
적으로 나타나는 노령기의 고독감, 소외감등은 현대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대체로 후진국에서의 노인문제는 빈곤문제와 건강문제가 급선무로 되어있으
나, 복지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빈곤문제나 건강문제는 사회보장제도와 의
료보호제도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 그리고 고독감
등의 사회 심리적 문제 등을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노인의 빈곤, 의료, 여가, 사회․심리적 소외감 등의 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요구
되고 있다.
2.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노인문제의 발생 요인을 살펴보면 1) 인구학적 요인, 2) 가족요인, 3) 사회적
요인, 그리고 4)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요인들이 개별
적으로 또는 상호 연계되어 노인의 일상활동과 가정생활능력을 저하시키고 또
한 가족과 사회의 노인부양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경
제성장으로 인한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노후준비가 부족하고,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
되어 가고, 가족들의 부양기능을 보완하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
계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노인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
다(고양곤, 1997).
1) 인구학적 요인
(1) 평균수명과 노령기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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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과 노령기의 연장으로 고령인구를 증가시키면서 노
인문제를 증대시키고 있다. 1960년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52.4세이었는데
1995년에 73.5세가 되어 과거 35년 동안 평균수명이 21년 이상 증가되었다. 앞
으로 2000년에는 평균수명이 74.9세가 되고, 2030년에는 79세로 연장되어 인생
80년 시대에 들어갈 전망이다<표-1>.
<표-1> 한국인구 평균수명 추이
(단위 : 세, %)

연도
구분
평
균
남
여
차
이

196
0

197
0

198
0

199
5

200
0

201
0

202
0

203
0

52.4

63.2

65.8

73.5

74.9

77.0

78.1

79.0

51.1
53.7

59.8
66.7

62.7
69.1

69.6
77.4

71.0
78.6

73.3
80.7

74.5
81.7

75.4
82.5

2.6

6.9

6.4

7.8

7.6

7.4

7.2

7.1

주 : 1980년 평균수명은 1978-79년 및 1991년 생명표 자료임.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1996. 12.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노년기의 증가이다. 1970년에 65세
된 남자 노인의 기대 여명은 11년이었고 여자 노인의 경우는 13.4년이었다.
1995년에는 남자는 13.2년으로 지난 25년 동안에 평균여명이 2.2년 연장되었
고, 여자의 경우는 16.9년으로 3.5년이 늘어났다. 1995년에 55세 된 남자의 기
대 여명은 20.1년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25.4년이었다<표-2>참조. 만일 근로자
가 55세에 퇴직을 한다면, 남자는 적어도 20년의 은퇴 생활이 기대되고, 여자
의 경우는 25년 이상의 노년기를 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노인들
이 퇴직 후 20～25년간의 긴 노령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
즉 어떻게 생계비를 마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는
가의 문제는 노인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와 국가의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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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성별․연령별 기대 수명
(단위 : 년)

현재
나이
기대여명

0
세

50
세

55
세

60
세

65
세

70
세

75
세

80
세

85+

남

자

69.
6

24.
0

20.
1

16.
5

13.
2

10.
3

7.9

5.8

4.2

여

자

77.
4

29.
9

25.
4

21.
0

16.
9

13.
1

9.8

7.0

4.5

자료 : 통계청,『1995년 생명표』, 1997. 5. 9.

(2) 고령인구의 수와 비율의 증가
국민의 수명과 기대여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1960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72만6천명이었는데 1995년에는 265만명이 넘었고,
2000년에는 337만명에 이르고, 2030년에 가서는 1천만 명이 넘을 예측이다.
중요한 사실은 80세가 넘어 심신기능이 허약하고 경제력도 부족한 후기고령노
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0년 80세 이상 노인은 5만9천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38만2천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났고, 2000년에는 48만명이 되고,
2030년에는 177만명이 넘을 예측이다. 80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이 많아지면
일상생활 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과 가정생활 수행능력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IADL)이 저하되어 자립적인 생활
을 계속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이 증가되고, 이들의 생계보호와 장기요양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표-3>. 또한 고령인구의 수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부양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1960년에는 생산인구(15-64세) 2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수 있었으나, 2000년에 가면 생산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30년에 가면 생산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
담을 갖게 될 전망이다.
<표-3> 1960～2030까지의 장래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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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총
인
구

0 ～
14세

15 ～
64

65 +

80 +

노
인
부
양
지
수

노
령
화
지
수

196
0
197
0
198
0
199
0
199
5
200
0
201
0
202
0

25,012
32,241
38,124
42,869
45,093
47,275
50,618
52,358
52,744

10,588
(42.3)
13,709
(42.5)
12,951
(34.0)
10,974
(25.6)
10,537
(23.4)
10,233
(21.6)
10,080
(19.9)
9,013
(17.2)
8,448
(16.0)

14, 258
(57.0)
17, 540
(54.4)
23, 717
(62.2)
29, 701
(69.2)
31, 900
(70.7)
33, 671
(71.2)
35, 506
(70.1)
36, 446
(69.6)
34, 130
(64.7)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2,657
(5.9)
3,371
(7.1)
5,032
(9.9)
6,899
(13.2)
10,165
(19.3)

59
(0.2)
101
(0.3)
178
(0.5)
302
(0.7)
382
(0.8)
480
(1.0)
803
(1.6)
1,335
(2.5)
1,775
(3.4)

5.1
5.7
6.1
7.4
8.3
10.0
14.2
18.9
28.8

6.9
7.2
11,2
20.0
25.2
32.9
49.9
76.5
120.
3

203
0
노인부양지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15～64세 인구) x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0～14세 인구) x 100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1996. 12.

(3) 고령화 사회의 도래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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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라고 하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1%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 또
는 후기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변화하는 소요기간이 상당이 길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115년, 스웨
덴은 82년, 미국은 69년, 영국은 46년, 그리고 일본은 25년이 걸렸다. 한국의
경우는 서방국가나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22년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4>. 프랑스, 스웨덴, 미국과 같은 서
방 국가들에서는 산업발달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또한 인
구의 고령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조달과 서비스
개발을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준비하면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노인
복지서비스를 실시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에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에는 비교적 짦
은 기간에 급격한 사회변동과 아울러 고령인구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
인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대비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4> 인구 고령화 속도 비교(65세 이상 인구비율)
(단위 : 년)

국

명

7 %

14 %

소요년 수

프 랑 스

1865

1979

114

스 웨 덴

1890

1972

82

미

국

1945

2014

69

영

국

1930

1976

46

일

본

1970

1995

25

한

국

2000

2022

22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1996. 12.
日本 總務廳,『高齡社會白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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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보호대상 노인 증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86.8%)이 관절염, 만성요통, 고혈압 등의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질 수록 만성질환 유병율도 높
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1994).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동작능력(ADL)이나 가정생활 수행능력(IADL)의 제한을 가진 요보호 노인수
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절반 이상(51.9%)이 다소간의 기능장애를 가지
고 있으며, 18.4%는 IADL의 제한을, 27.9%는 ADL의 제한을 갖고 있다.

노

인인구의 5.6%는 ADL 기능 모두 제한이 있어 간병인이나 수발자의 도움 없
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의존성 노인으로 나타났다. 1995년 현재 다소간
의 기능장애를 가진 노인 수는 전국적으로 약 124만명이 있고, 2000년에는
175만명, 2030년에는 527만명이 넘을 예측이다. 많은 수의 노인은 다소간의 기
능장애가 있어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가정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계
속할 수 있다. 문제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ADL기능이
전혀 없는 의존성 노인들이다. 이들은 전문적인 간병인이나 수발자가 필요한
시설서비스 대상이 되는 노인들이다. 1995년 현재 시설서비스 대상노인은 14
만9천명 가량 되었다. 2000년에는 18만9천명으로 증가되고, 2030년에 가서는
5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표-5>참조.
<표-5> 장기보호 대상노인 추계, 전국(1995-2030)1)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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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계

비
율

1995

2000

2010

2020

2030

100.0

2,656,652

3,370,568

5,032,146

6,899,264

10,164,832

기능장애
노인
IADL만
제한
AD L 일부
제한
AD L 모두
제한

51.9
18.4
27.9
5.6

1,378,880
488,824
741,206
148,776

1,749,325
620,185
940,389
188,752

2,611,684
915,925
1,403,969
282,800

3,580,722
1,269,466
1,924,896
386,359

5,275,548
1,870,329
2,835,988
569,231

재가보호
대상

46.3

1,230,030

1,560,573

2,329,884

3,194,362

4,706,317

시설보호
대상

5.6

148,773

188,752

282,800

386,359

569,231

주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의 조사결과를 해당연도의 추계치에 적용.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1996.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1994.

2) 가족관계 요인의 변화
최근 우리 나라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계속되면서 노인들이 자녀들과
별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1981년의 노인주거형태를 보면 노인 혼자서
혹은 노부부만 따로 사는 경우는 전체노인의 19.8%였다, 1985년에는 20.5%,
늘어났고, 1990년에는 23.8%로 그리고 1998년에는 41.7%로 증가하였다<표
-6>.
<표-6> 노인들의 자녀와의 동별거 형태 변화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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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1990
주거 형태

198
1)
1

198
52)

노인단독가구

19.
8

20.
5.

80.
2

78.
3

자녀/손자녀와
동거
기타
친척/친구동거

-

1.2

1998

전체
농촌

도시

전체
농촌

도시

26.3
35.5

19.0

41.7
51.1

36.4

72.5
63.4

79.8

56.8
47.4

62.1

1.2
1.1

1.2

1.5
1.5

1.5

Source : 1) 김태현, 1981: 43
2) 임종권 외., 1985: 24
3) 통계청, 1993.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처럼 급증하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현상은 평균가족원 수가 줄어드
는 소가족화 현상이다. 예를 들어 1960년에는 우리나라 평균가족원 수가 5.7명
이었는데, 1990년에는 3.7명이 되었고, 2,000년에는 3.2명으로 줄어들 예측이다
<표-7>.
<표-7> 연도별 평균가족원 수의 변화 추이
(단위 : 명)

연

도

1960

1970

1980

1990

2000
평균가족원수

5.7

5.2

4.6

3.7

3.2

자료 : 경제기획원,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확정결과보고, 1987. 경제기획원, 인구동태 및 장
래인구 추이,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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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족원 수의 감소는 곧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를 뜻하며, 특히 가정
에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수발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권력신장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취업활동과 사회참여가 증가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1970년에 36.7%였는데 1998년에는
49.5%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98). 이러한 현상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이 며
느리나 딸로부터의 간병이나 보호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사회적 요인의 변화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 즉 1955년에는 1차 산업(농업, 어업, 수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근로자의 대부분(78.6%)이 1차 산업에 종사하였으나, 1991년에
와서는 1차 산업 근로자는 16.7%로 줄어들고, 26.9%는 2차 산업의 제조업에 그
리고 56.4%가 서비스나 사무직의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
1994). 이는 우리나라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공업중심의 제조업이나 서비
스업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수평적 이
동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도시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1966년도 도시인구는 전체인구의 33.5%에 불과했으나 1985년대는 65.4%로 증
가했고, 1995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85.7%가 시부 즉 도시에
살로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통계청, 1996a). 이처럼 급격한 도시인구의 급증
은 자연인구의 증가보다는 젊은 층 노동력의 이농향도(離農向都) 형 인구이동
의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농촌지역에서 젊은 층은 도시로 나가고 노인층
은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노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
는 도시로 떠나 보내고 농촌에 남아있는 노인들의 부양문제가 또 하나의 심각
한 노인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 문화적 요인의 변화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노인부양은 가족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그러나 국제화, 산
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속에서 국민들의 경노효친
사상이나 자녀들의 효도관이 달라지고 있다. 효의 실천에 있어서 과거의 무조
건 복종이나 전통적인 부모봉양은 약화되고 지금은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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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녀들은 과거 부자(父子)중심의 전통적인 대가족주의
가치관에서 부부(夫婦)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단위의 생활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과거 가문과 가족을 중요시하던 경향에서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장인협․최성재,1992; 한남제, 1986).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을 PANTS족이라 하고, 또한 신세대 노인들은 DINK
또는 TONK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을 풀이하면 PANTS족은 젊
은이들이 개인주의적이고(personal), 흥미본위(amusement)이며, 자연스러움
을 좋아하며(natural), 성별 구분이 모호하며(transborder), 극단적인 자기사
랑(self-love)에 빠진 세대라는 뜻이다(이성희, 1998). DINK족이나 TONK족
이라고 하는 말은 노인 부부가 둘 다 일 하면서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으나 자
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Double Income No Kid), 은퇴한 후에도 노인 부
부가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부부만 따로 생활하는(Two Only No Kid) 경향
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의 의식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노인부부 가구나 홀로 사는 노인인구를 증
가시키게 될 것이며, 이들의 자립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이 크게 요구될 것이다.

III. 노인복지 개념, 당위성, 목적, 원칙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는 노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노인복지란 노인들이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
들과 더불어 통합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
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란 ‘모든 노인의 경제적 안정, 직업, 주택, 가족생활,
의료, 위생, 교육, 문화, 오락 등 사회적 생활상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사회적으
로 보장하는 일반적 대책으로써, 노인을 위한 사회적 대책, 또는 노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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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최순남, 1999).
2. 노인복지의 당위성
노인복지는 국가와 가정이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경로효친은 국민과 가족이
지켜야 할 도리이다. 노인복지는 다음과 같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1) 생존권으로서의 노인복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2조, 34조 2항). 즉 노인은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
활’을 영위할 기본적인 생존권과 복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 사회복지
법, 노인복지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다.
2) 보상권으로서의 노인복지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고 하고 있으며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노인복
지법 제2조, 4조). 즉 노인들은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공헌해 왔으므로 보상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자녀들은 노인들을 보호하고 부양
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3) 사회통합으로서의 노인복지
노인은 퇴직 후 소득이 감소되고 심신이 허약해지면서 빈곤, 질병, 역할상실
등으로 소외와 고독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노인인구가 사회로부터 소외
당하면 사회적인 안정이나 발전을 유지하기 어렵다. 노인이 불행하면, 가족이
불행하고, 가족이 불행하면 국가가 불행하게 된다(김대중, 1999). 따라서 사회
적인 통합, 안전,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사회적인 규범으로서의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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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가족관계와 인간관계의 근원이
되는 국민윤리요, 사회적인 규범이요,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필
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노인복지의 목표
노인복지의 목표는 노인 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에서 오
는 소외감, 고독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생활을 유지하므로 보다 즐겁고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 즉 성공적인 노후생활(successful aging)을 가질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복지사업은 노인으로 하여금 건강한 노후
생활, 생산적인 노후생활, 그리고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1) 건강한 노후생활(Healthy Aging):
건강유지는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필수 조건이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노후
소득보장이 잘 되어 있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노인의 빈곤문제보다는 건강
문제나 여가활동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인의 보
건정책을 주로 노인성 질병의 치료에 역점을 두고 허약한 노인들을 노인 전문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시켜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병원이나 시설중심의 서비스는 노인들의 보건․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의료비 지출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
서 이들 국가들은 요즈음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과거의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
방, 보건관리, 건강 보호 등을 강조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
다. 병약한 노인들을 병원이나 장기요양 시설에 장기간 수용하여 치료(cure)하
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보호(care)하는 것이 더 경
제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재가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가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 장비와 의료서비스를 환자
가정에 직접 투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도 기술의 재가노인보호
(high-tech home care), 가정 임종간호(hospice at home), 가정요양보호(skilled
home health care) 등을 실시하여 보다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재가노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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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 있다(고양곤, 1998)

2) 생산적인 노후생활(Productive Aging)
고령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
도의 고정된 연금으로는 물가의 상승이나 값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
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충연금제나 의료보조 등을 통하여 노후 생활을 도와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오히려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보장비를
줄이고 노인 인구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취업 활동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생
산적인 노후 생활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는 정
년연령을 연장하거나, 노인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
람에게는 언제까지나 근무할 수 있는 자유 정년제를 제공하며, 일단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은 자원봉사,
학습활동, 사회활동 등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통하여 보람있고 생산적인 노
후생활을 계속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 통합적인 노후생활(Integrated Aging)
평생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오다가 은퇴한 노인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와의 별거,
배우자 및 친구들의 사망, 은퇴 후 갖게 되는 역할 상실감과 수입 절감에서
오는 무력감, 고독감 등은 수많은 노인들에게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라
는 문제를 주고 있다. 현대화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사회적, 지리적 이동은 노
인 세대와 격리되고, 결과적으로 노인세대의 고립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젊은이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며 무엇인가 국가
사회에 유익한 생산적인 일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동시에 노인들은 여러 사람
과의 관계 유지를 원하며 특히 가족, 이웃, 친구, 친지들과 다정한 인간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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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
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노인 취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택을 통한 환경적 통합, 여가활동․종교활동․사회활동
등을 통한 세대간의 통합,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주간보호사업․단기보호사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노인세대와 지역 주민간의 사회복지적 통합 등을 들
수 있겠다.
4. UN의 노인복지 5대 원칙
UN은 1991년 18개 조항으로 된 ‘노인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다시 다
음과 같은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자립(Independence)의 원칙
(1) 노인은 소득보장,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원, 그리고 자조적 활동을 통하
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음식, 물, 주택, 의복, 그리고 건강보호를 받아야
한다.
(2) 노인은 본인이 원하는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노인은 언제 그리고 어떤 속도로 직장에서 퇴직하는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노인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본인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에서 심신기능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
며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6) 노인은 본인의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참여(Participation)의 원칙
(7) 노인은 사회에 통합되어 노인복지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적극 참여하
고, 평생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8) 노인은 자신의 취미나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現 강남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미국 후로리다 주립대 사회복지대학원졸(노인복지학박사).

論著 :『데이케어의 이론과 실무』외 다수.

140

노인복지연구 '99 여름호
발전을 위하여 일 할 수 있어야 한다.

(9) 노인은 노인권익을 옹호하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노인운동이
나 노인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Care)의 원칙
(10) 노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적절한 가정보호와
지역사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1) 노인은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는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2) 노인은 자신의 자율성과 필요한 보호 또는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3) 노인은 안전하고 인간적인 시설에 입소하여 적절한 보호, 재활, 사회
적 또는 정신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14) 노인은 어떤 주택이나 시설에 살고 있던지 노인들의 존엄성, 신앙, 욕
구, 사적인 생활(privacy) 등에 대한 욕구가 있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
4) 자아실현(self-fulfullment)의 원칙
(15) 노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16) 노인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문화, 종교, 여가 프로그램 등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성(Dignity)의 원칙
(17) 노인은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가져야 하며 신체적, 정신
적 학대나 착취를 받아서는 안된다.
(18) 노인은 연령, 성별, 종족, 인종, 심신장애, 경제수준의 정도에 따라 차
별 받지 않고 항상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現 강남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미국 후로리다 주립대 사회복지대학원졸(노인복지학박사).

論著 :『데이케어의 이론과 실무』외 다수.

21세기 노인복지 목표와 서비스 전략 141

IV. 한국의 노인복지 실태 및 문제점
한국의 노인복지를 살펴볼 때 서비스 전달체계는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형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지극히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노
인들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위주의 제한적인 노인복지 사업
한국의 노인복지사업은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심의 제한적인 서비스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현재 65세 이상 238,468명(전체노인의
7.8%)을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선정하여, 다만 거택보호노인(112,592명)과 시
설보호노인(9,539명)에게 제한적인 생계보조와 경로연금을 지급하였다(보건복지
부, 1998). 자활보호노인들에게는 생계비 지원이 없었다. 생활보호대상 노인으
로 선정되어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우선 65세 이상의 노약자로, 부양의무자
가 없거나,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
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한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이 2800만원
이하라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1998년 7월 1일
부터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경로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급대상(1998년 현재 65만8천명, 전체노인의 21.6%)이나 월 급여
수준(생활보호 노인은 월 4-5만원; 저소득층 노인은 월 1만5천 원에서 2만원)
이 너무 낮아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비는 고사하고 용돈도 되지 않는 수준이
다. 실정법상으로는 자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직이나 파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노인들을 돕기에는 너
무나 부족한 실태이다.
2. 노인의 소득보장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의 미흡
정부는 1998년 생활보호사업을 통하여 거택보호노인들에게는 월 16만2천원과
입소시설 노인들에게는 월 12만5천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이에 경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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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합쳐 월 20만2 천
원에서 21만2천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수준은 노쇠한 노인의 한달 생활비로는 너무나 부족한 지
원이다. 1994년도에 실시한 국민최저생계비 조사에 의하면 1인 최소한도 생계
비가 20만6천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박순일 외, 1994). 그 동안 IMF
사태로 물가가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보건의료비를 감안하
면 현재 노인의 생계지원 수준이 너무 낮음을 알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에 포
함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소득지원사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
다. IMF이후 자녀들의 실직, 파산, 또는 가족해체로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못
하는 노인, 부동산은 있으나 매월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노인,
취업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노인 등을 위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시설보호와 재가노인사업의 부족
노인복지대책이 일찍 개발된 선진 외국에서는 병약한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와
재가노인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입소시
설이나 재가노인사업 모두가 부족하여 둘 다 보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노인복지시설 입소율(65세 이상의 2～7%)에 비교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의 시
설입소율(0.3%)은 아주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반드시 시설수용에 대한 욕구
가 낮기 때문만은 아니고 오히려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나 입소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노인의 입소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
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홍콩정부는 요양시설의 욕구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00명당 5병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비율을 전국 노
인들에 적용하면(1999년 현재 약 320만명) 320개의 요양시설(정원 100명 기준)
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90여개의 요양시설을 감산하면 230개의 요
양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
시설중심의 노인복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고, 노인들을 가족
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또한 많은 경비가 지출되어 국가재정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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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족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친숙한 가정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가노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치매, 중풍 기타 심신기능 장애로 고
생하는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
한 재가노인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보건의료서비스의 재정조달 문제
노년기에는 다른 어느 연령층 보다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의료비와 간병비 조달이다.
현재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일반 국민의 의료비는 지난 10년 동안 12.7배가
증가하였고, 노인인구의 의료비는 같은 기간동안 35.5배로 증가하였다(서미경,
1998).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등과 같은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들은 치료비, 간병비, 약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가진 저
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재활․간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무
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의료서비스가 시급하다. 현재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이나 가정방문 간호서비스의 강화는 물론 특별히 치매, 중풍, 와
상노인 및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의료시
설과 서비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노인 주거서비스의 부족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 심신기능이 허약해지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안한 주
택을 필요로 한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노인 주거서비스로는 12개의 무료 양
로원, 3개의 실비양로원, 그리고 4개의 유료양로원이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노
인을 위한 36개의 노인의 집이 있을 뿐이다. 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보수나
개량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태이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핵가
족화에 따라 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도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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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허약한 노인들이 살기에 편안한 저렴한 가격의 노인주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같이 살기에 편리한 3세대 동
거주택이나, 노인들이 자녀들 가까이에서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노인전용주택,
노인보호주택 등의 개발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주택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린벨트 활
용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여가활동 기회의 제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인의 여가생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공간, 인력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여가를 위한 복지시설로 노인정,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노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인정(경노당)이다. 옛날 사랑방의 개념으로 시작한 노인정은 노인만
을 위한 여가시설로 그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장소가 협소하고(평
균 면적 : 25평), 내부시설도 빈약하며,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지역노인들의 여
가욕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인정에 나오는 노인들의 여가
활동은 주로 장기․바둑․화투놀이․텔레비젼 시청 등이며 노인복지 전문가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에 의한 조직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
다.
노인교실은 초등학교 학군단위로 설정된 노인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노인
교실의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비 부족, 노인교육 전문가의 부재, 노인교육 프로
그램의 부족, 그리고 노인자신들의 노인교실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노인여
가시설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노인학교(노인대학)는 주로 노인단체, 종교기관, 또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설
립․운영하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학교의 대부분
은 그 시설, 장소, 교육 내용, 학습 시간, 강사, 자원 조달 등이 설립기관에 의
해서 결정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 숫자나 실태 파악이 어렵다. 또한 노인들
이 노인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회비, 교통비, 점심 값 등 약간의 경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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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대다수의 노
인학교들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의 어느쪽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 시설과 재정이 빈약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노인의 휴양시설은 노인의 심신휴양을 위한 시설이다. 정부는 자연경관이 좋
고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알맞은 장소에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여가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 뿐만 아니라 노인 취업교육 및 알선, 노인교육․운
동․오락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노후생활에 관련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7, 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성, 통합성, 전문성 부족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80세 이상의 허약한 노인들이 급증하
고 있다. 이들 후기 고령노인들은 퇴행성 만성질환과 심신기능의 약화로 보건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
인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그 조직, 인력, 시설, 서비스면에서 서
로 분산되어 있고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
설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는 병원이나 보건소
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각각 따
로 제공하고 있어 상호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을 집행
하고 있는 정부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라는 인사관행에 따라 1-2년간의 짧은
기간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관이나 수혜대상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어렵고,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직무를
맡게 되어 그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8,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재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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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재원은 정부재정, 기부금, 그리고 수혜자 부담금 등에서 조달한다.
복지선진국으로 간주되는 영국은 노인복지비용의 대부분을 중앙정부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사회보험과 기여금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사용
료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부재정이 노인복지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은 너무나 미흡한 상태에 있다. 1998년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하였다(보건복지
부, 1998). 이와 같은 예산 비율은 대만의 3%, 일본의 17%에 비교하면 너무나
미약한 예산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열악한 노인복지 예산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예상증액은 물론 지방정부 내에서의 노인복지서
비스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21세기 한국 노인복지 목표와 서비스 전략
21세기의 노인복지는 모든 주민들이 연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동참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각 지역의
노인복지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시달하는 위임업무를 중심으로 한정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나 기관이 주축이 되어 지역노
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다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와 민간이 파트너가 되어 지역노인의
기초적인 욕구(생계지원,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정부자
원을 활용하고, 그 이상의 부가적인 서비스는 민간과 합동하여 해결하는 협조
체제의 구성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21세기의 노
인복지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서비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본다.
1. 노인복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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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복지와 지역환경 조성
21세기의 노인복지는 지역노인의 생활에 직결되는 생활복지가 되어야 한다.
지역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 장비, 시설 등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
록 편의를 제공하고, 차별대우나 불편함이 없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지역환경(caring community)의 조성이 필요하다. 노인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니라 노인 스스로 지역의 생활인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생활복지가 되어야 한다.
2)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
21세기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으로 지역노인의 물
질적인 기본 욕구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보다 고차적이고 부가적인 교육, 문
화, 환경, 여가활동 등과 같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
다. 이와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영역을 확대하여 일
반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노인복지 대상자를 한정적인 요보호대상자(client) 개념에서 일반적인 소비
자(consumer)로 확대하여 지역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
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3) 참여복지와 복지자원의 다원화
참여복지는 사회복지 전문가나 관련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공
공, 민간, 기업, 종교, 학교 등)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활동이다. 지역노인을 포
함한 주민과 단체들이 노인복지사업의 주체로서 즉 노인복지기관의 후원자로,
이사나 자문으로, 자원봉사자로, 또는 서비스 이용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경로를 통하여 지역노인의 권익을 옹호
(advocacy)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신장(empowerment)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4.) 통합복지와 복지자원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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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인보건복지 업무의 전달체계가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통
합복지는 중앙정부, 광역자치제, 기초자치제,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노인복지 업무수행에서 일관성 있고 연계성 있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복지
를 말한다. 이는 곧 노인복지 공급체계의 지역단위 통합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금은 IMF 체제하에서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의 업무효과를 지향하는 시
대이다.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단위의 통합적인 공
급체계 또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노인보건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생산적 복지와 복지사회 건설
노인복지는 인간에 대한, 인간을 위한 투자이다. 노인들의 생존, 보호, 번영을
위한 투자이다. 노인복지사업을 통한 가족간의 통합과 사회통합은 생산력의
확보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투자이다. 최근 IMF 체제하에서 대량실업자와 노
숙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사회적인 안전망의 구축에 대한 투자가 부족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약자들을 돌보아 주는 가정도우미 또는 사회복지도우미 등의 사업은 인간투
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노인의 취업활동,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을 증진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복지서비스 전략
1) 지역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
2000년대의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나라는 노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노인복
지서비스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무의탁 노인이나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요보호노인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계비와 보건의료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과 소득이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를 상호보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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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욕구는 각 지역에서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성장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요보노
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호(minimum level of care)는 물론 일반 노인들의 삶
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최적생활 보호체계(optimum level of care)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역노인 욕구조사, 서비스 계획, 인력과 물질적
인 자원개발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노인복지자원의 다원화 필요
전체노인의 기초적인 욕구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은 정부 책임 하에 추
진하되, 노후생활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한 부가적인 욕구의 충족은
민간부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하여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득보장이
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기업이나
종교기관, 민간단체에서도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저소득층은 물론 일
반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복지자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정

부, 민간, 기업들이 상호협조와 조화를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노
인복지 공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강화
노인의 빈곤문제를 더 이상 노인이나 가족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는 최
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 생활보호 급여수준을
실질적인 최저생활 수준(1999년 수준은 월 23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의 수
급 대상과 지급수준을 확대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절대적인 빈
곤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미래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 지도, 교육, 그리고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4) 노인취업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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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정
책이 바람직하다.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강화하여 300인 이상 기업체
의 고령자 고용 3%를 의무화하여, 점차적으로 6%로 상향조정하고, 정년연령
을 적어도 60세 까지 연장하도록 하며, 고령자 적합 직종을 확대하고, 또 이러
한 직종에는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장치의 마련이 있어야 겠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능력은행과 노동부 산하의 고령자 인재은행, 그
리고 현재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프로그램을 경기도에
서도 개발하여 노인의 재취업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취
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인직업훈련센터의 설치․운영과 아울러 노인을 고
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장려금 지원, 노인복지공장 설립 등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5) 보건의료서비스의 체계 확립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생활습관, 건강활동 등을 유지하
여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전문병원, 전문요양시설, 가정방문 간호사업소
등 전문적인 의료․요양시설을 증설하고,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에 의한 저
렴한 비용의 보건의료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보건
소 기능을 확대하여 노인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노인들의 보건․의료사업의 중
심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별히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만성질
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의 종합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지역 노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
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포함하는 좀더 큰 범위에서의 사업추진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소 사업
의 기능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확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다.
6) 노인주거환경의 개선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은 노후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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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택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자녀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노인들은 3세
대 동거주택을, 자녀와 별거를 원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는 필요시 대
인서비스 (간병이나 수발)를 받을 수 있는 노인보호주택이나 노인의 집 등의
확대․공급이 요구된다. 노인보호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는 정부에서 임대료 보조금이나 주택수당을 지불해야 될 줄 안다. 중산층 이
상 노인을 위한 주택으로는 노인전용 단독주택이나 노인아파트, 또는 노인촌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주택공급, 주택수당 지원, 주택수리 및 개조를 위한 경비 지급 등 노인주거환
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있어야 하겠다.
7) 노인보호시설 개선 및 보호수준의 향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시설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 양
로․요양시설로서 생활공간이 협소하고 서비스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무료노인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시설종
사자의 처우개선과 아울러 보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 허용되는 무료시설의 입소자격을 완화하여 미충원된 유휴시설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실비노인시설은 입소노
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증액하여 보
다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겠다. 또한 중산층 이
상의 노인들의 시설보호 욕구를 참작하여 유료노인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
하고, 동시에 입소노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
여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정부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
히 중풍이나 치매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입소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간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
다.
8) 재가노인서비스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99.7%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나이가 많아
심신기능이 약화되고 간병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후기고령노인(80세 이상)
수가 증가하고,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집안에서 노부모
부양을 맡아오던 며느리나 딸들이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여 재가노인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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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봉사원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가정에서 치매노인이나 중풍
노인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과중한 부양부담으로 심신이 지치고 경제적으로
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휴식
을 제공하여 가족들의 노인부양 기능을 유지․보강해 줄 수 있는 재가노인 서
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재가노인 서비스 개발의 우선 과제로는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대상을 현재의 생활보호 대상노인 중심에서 중산층 노인들 까지
포함하고, 서비스 영역도 현재의 가사지원, 개인활동서비스, 우애서비스, 상담,
결연사업 등을 더욱 확대하여 간병, 일상동작훈련, 물리치료 등에 이르기 까지
확장하여 수혜노인의 경제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는 일이
며, (2) 주간보호사업(탁노소)과 단기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일시보
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3) 이들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사업과 간호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보
건․복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재가노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9) 노인 여가활동 기회 확대
노후생활은 곧 여가생활이고, 여가활동은 노후생활을 보람있고 재미있게 사는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생활의 개선과 수명연장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
램은 미약한 실정이다. 각 주택단지에 개설되어 있는 노인정은 지역노인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다. 현재로는 그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
설비가 부족하며 노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

러나 앞으로는 시설설비를 보완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노인을
위한 정보센터 및 사랑방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인
종합복지관을 각 시․군․구 단위로 개설하여, 경로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여
가활동(운동, 오락, 미술, 음악, 관광, 교육,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을 개발하고,
이를 각 지역의 노인정에 연결하여 다양한 여가활동 서비스를 지역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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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로운 노인 상의 정립
지금까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나이가 들면 직
장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 후 노인들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소외속에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보아 주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요보호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동안의 노인복지는 이러한 요보호대상 저소득
층 노인을 제한적으로 선별하여 최저한의 생계와 의료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
공하여 왔다. 이러한 노인복지 정책으로는 일반노인의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 평균수명이 74세를 넘고, 또한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의 격
동기속에 살아가는 일반 노인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프로그램 또한 변신되어야
하겠다. 노인에 대하여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과 행동이 있어
야 하겠다. 지금은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는 결코 가난과 질병과 고독의 연속만은 아니다. 허약한 노인은
가정이나 사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많은 수의 노인은 가정의 보호자
가 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도 새로
운 노인의 상(image)을 정립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의 5가지 사항을 권장하고 싶다.
1) 노년기는 모험과 도전의 시기이다.
2) 노인은 사회(가정, 교회)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3) 노년기는 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기간이다.
4) 노년기는 신체적으로는 노쇠하지만 정서적, 지적, 인격적, 영적 성장기이다.
5) 따라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인들이 눈을 크게 뜨고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고, 입을 열어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팔을 벌려 이웃을 감싸주고 환경을 보호하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평생 동안 쌓아 온 지식, 경험, 기술
그리고 지혜(wisdom)를 모아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해 나아
가야 한다.
이것이 활기찬 노인의 모습이고 21세기의 바람직한 노인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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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지금은 고령화 시대이다. 격동의 시대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재성장에 따른
생활 개선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노인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출생률과 사
망률의 저하를 가져와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일찌기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은 오랜 세월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노인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왔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인구 증
가,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 사회환경의 변화 등이 짧은 기간에 복잡하게 나
타나고 있어 노인문제 해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의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
만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변화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
한 많은 노인들에게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苦를 안겨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실시해온 복지정책은 노인부양을 가정으로 하여금 책
임지게 하고, 다만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선별적
인 거택보호, 시설보호 등을 제공하여 왔다.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은 지난 수
년동안 국가예산의 0.3%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들 예산의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노인의 노령수당이나 시설보호, 또는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어 일반노인을
위한 교육, 문화,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은 제대로 실시하지 못 하였다.
최근에 와서 정부는 ‘삶의 질의 세계화’를 외치며 국민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투자와 행정지원은 수행되지 않았
다. 1992년 유엔에서는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 개
발과 실무원칙을 각 회원국에 권고하여 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등한시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지금도 ‘세계노인의 해’ 행사를 위한 정부 지
원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이다. 금년 1월에 보건복지
부는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보건복지
부, 1999)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결정자의
확고한 의지나 예산지원이 없으면 이 계획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이다.
21세기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단기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생계보장, 보건의료 등 기초적인 생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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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세대가 건강한 가운데 생산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기 퇴직제도를 개선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은퇴한 노인들
에게 재취업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더불어 사
는 복지사회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앞

으로 21세기에 들어가 인생 80년의 장수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는 노령기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오가 있어야 하겠다. 노년기는 가난과 질병, 소
외와 고독의 시대가 아니고 본인의 준비와 노력에 따라서는 인생의 모험과 도
전의 시기이며, 비록 신체적으로는 노쇠과정에 있지만 지적, 정서적, 인격적,
영적 성장과정에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인문화가 정립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의 생각은 물론 지
역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노인복지는 우리가 자손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수행해야할 도리요 의무일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인식되어야 할 것이
다. 후손의 양육과 국가발전을 위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노인들을 공경하
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특히 지방정부), 민간, 기업, 종교기관, 사회단체, 그
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노인복지 사업에 동참할 때 우리 노인들은 건강하고 생
산적이며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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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Service Strategy
for Aged Welfare in the 21st century
Yang-kon Koh
Dept. of Gerontology, Kangnam University
Korea is aging. Improved living standard and medical care have resulted an
increase of elderly population. Currently, about 140,000 elders, 65 and older,
are increasing every year. By the year 2,000, Korea will become an aging
society with 3.4 million elders, or 7.1% of total population. She is further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by 2022 with 7 million elders or 14%
of total population.
As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older population increase, their income
maintenance, health care, employment, and social-psychological isolation are
becoming a social problem, particularly among those old and frail elders.
Most of Korean elders were born and raised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and lived through the hardships of World War II and Korean conflict. They
did not have a chance to be properly educated or save enough money for
their old age. Consequently, many elderly Koreans are suffer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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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erty, chronic disease, role loss, and feeling of isolation.

New aging in

the 21st century, however, will be different from their parent generation.
They will live longer and healthier. They are more educated, with higher
income, and like to participate in various leisure activities to enjoy the
good quality of life. There are three objectives for their successful aging;
healthy aging, productive aging, and integrated living.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sugestions for aging service, there are five principles:
independence, participation, care, self-fulfillment, and dignity. These five
principles should be reflected in policy-making and program development of
older population.
Service delivery for aging society should consider the new trends of social
welfare. Aging programs need to (1) put more emphasis on community
care and also build more caring community, (2) provide cultural servic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3) encourage older persons' participation,
advocacy, and empowerment, (4) promote productive life style and build a
welfare society for all ages. In addition, a total of nine specific service
strategies are recommended toward the successful aging in the 21st
century.
Aging service should
(1) be provided by need-based policy,
(2) cultivate all the resources in the community, governmental and NGOs.
(3) strengthen the family functions of elder care, particularly for those
low income aged
(4) improve the health and medical care system,
(5) provide housing programs for older people linking them with
services,
(6) offer institutional programs when it is necessary,
(7) develop more 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s,
(8) encourage to cultivate and utilize more leisure progra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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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stablish a new image for older persons as active, adventurous,
productive, and problem-solving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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