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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강북구, 서울시에서 가장 급격한 고령사회화, 지역경제 위축, 지역인구 감소 등의 국면

고령사회화 문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복지 및 재정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
경제적으로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관과 연계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

진될 필요가 있다. 강북구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구정 및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기획하여 

매진하고 있지만, 고령사회화가 서울시에서 가장 급격히 진행 중이고 지역내총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강북구는 고령층의 후생 증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발전 방안 모색이 어느 구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강북구 고령사회화의 복합적 양상에 대해 

강북구 지역과 구민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단기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가 대내

외적으로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검증된 이론과 실증연구 결과,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하여 강북구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위: 조 원)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그림 1]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 (2010년 기준년 가격 기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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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강북구 연령대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천 명, %)

연 도 총인구
65세
이상

연령대별 인구 및 구성비

구성비 65~69세 70~74세
75세
이상구성비2) 구성비2) 구성비2)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38.4

334.4

330.7

328.0

322.9

50.8

52.6

54.1

56.5

58.2

15.0

15.7

16.3

17.2

18.0

18.1

18.4

18.2

18.4

18.2

35.5

35.0

33.7

32.6

31.3

15.5

15.6

15.3

15.3

15.8

30.4

29.6

28.4

27.1

27.1

17.3

18.6

20.5

22.8

24.2

34.1

35.4

37.9

40.3

41.5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1) 외국인 포함.
   2)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구성비.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성장모형에 기반한 성장 매개형 방식의 플랫폼 경제 활성화 필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

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 성장이론은 혁신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 지방분권역량

과 관련이 있는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등의 시스템적 연계 추진을 구상하였다. 혁신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

로 역할하게 된 것은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반 하는데, 기술혁신을 내생변수

로 보아 지식 집약적 산업을 교육,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과 같은 공공 및 민간에서의 보완투자

(complementary investment)를 통한 내생적 결과로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회적 편익 발생이 예

상되는 분야에 보완투자를 통해 정부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지

식집약적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장하게 된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극대화되

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역량이 증대되고 지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정

부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파악하고 지역 자원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 교역의 추세에 발맞추어 산업 고도화를 비롯한 해외 진출 전략을 

구상하여 왔다.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광범위하고 많은 부품들이 고객맞춤형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복합재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에 정부의 서비스 차원의 운영지원 제도가 결합되면 복합재시스템(Complex 

Product System: CoPS)의 구현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다. 복합재시스템

(CoPS)은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상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합재시스템

(CoPS) 개발을 위해 잠재적 수요 충족을 위한 복수(複數)의 경제주체의 요구를 중개하고 경제주체 간 및 

산업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산업 기반형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 경제 전략(Platform 

Economic Strategy)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경제 운영방식은 성장 매개형 방식(growth 

mediated process)과 결합하여 발전이 가능하다. 부조 주도형 방식(support led process)은 경제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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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지는 않지만,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적인 장치로 효율적인 사회적 부조를 달성해가는 방식이고, 성장 

매개형 방식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확대된 경제적 풍요를 활용하여 보건과 교육,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사회

복지를 확장해가는 방식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실적

에 비해 빈곤과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 양상과 기존의 소득중심의 빈곤연구에 대한 반성에서 주로 이루어

졌다. 이에 삶의 질과 관련한 기본적 지표에 충실한 부조 주도형 방식(support led process)의 연구에 치

중하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는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확대된 경제적 풍요를 보건과 교육,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사회복

지로 확장해가는 방식의 성장과 삶의 질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경제 전략(Platform Economic Strategy)과 복합재시스템(CoPS) 구현을 통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는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사회

적자본(social capital) 구축을 위해 적시적절한 보완투자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지역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기술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 사회보장분야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사각지대 발생 방지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87%로 고령화 사회 단계에 진입하게 된 1976

년(한국은 2001년에 고령자 비중이 7% 초과) 노동력 문제, 의료 문제, 연금 문제, 가족 문제, 고령자 복지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이후 개호, 복지, 의료, 학대방지, 고용, 복지

용구, 주거, 이동, 연금 등 고령사회화 과정에서 고령층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분야에 대응하는 일반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 고령자 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은 취업 및 소득, 건강 및 복지, 학습 및 사회참가, 생활환경 등 국가가 

강구해야할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2018년 2월 일본 정부는 기존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개정하여 각

의 결정하였다. 새로운 ｢고령사회대책대강｣을 책정한 목적은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시각

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70세 이후에도 의욕과 능력에 맞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고령화에 따

른 사회적 과제에 모든 세대가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표 2> 2018년 일본 고령사회대책대강 대책 및 목표

구  분 기본적 시책 추   진   목   표

취업․소득

∙ 늙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 부업·취업 보급 촉진
 ∘ 리커런트 교육 근본적 확충
 ∘ 고령기의 기업 지원
 ∘ 공무원 정년 연장 검토

∙ 공적연금제도 안정적 운영
 ∘ 연금수급 개시시기 선택지 확대(70세 이후) 
  검토

∙ 자산형성 등 지원
 ∘ iDeCo 등 사적연금제도 보급
 ∘ 고령기에 적합한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 인지능력 저하에 대응한 고령투자가 보호 

∙ 취업률(60~64세)
 ∘ 63.6%(2016년) → 67.0%(2020년) 

∙ 텔레워크(ICT를 활용한 유연근무제) 제도 등에 
기반한 근무 비율

 ∘ 7.7%(2016년) → 7.7%의 2배(2020년)

(계속)



서울시 노년층 잠재적 수요발굴 연구: 강북구 독거노인 생활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을 포함하여 iv

<표 2> (계속)

구  분 기본적 시책 추   진   목   표

건강․복지

∙ 건강만들기의 종합적 추진
 ∘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대책
 ∘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건강만들기·스포츠 
  활동

∙ 지속가능한 개호보험제도 운영
 ∘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의 심화·추진

∙ 개호서비스 충실(개호이직 제로실현)
 ∘ 개호직원 처우개선, 개호서비스 질 향상

∙ 지속가능한 고령자 의료제도 운영

∙ 치매 고령자 지원시설 추진
 ∘ 신 오렌지플랜 등에 의한 적시적절한 의료 개호

∙ 인생의 최종단계에서 의료의 역할
 ∘ 상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 주민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체제 구축 촉진 

∙ 건강수명
 ∘ 1세 이상 연장(2020년), 2세 이상 연장
  (2025년)
 ∘ 남성 71.19세(2013년), 여성 74.21세
  (2013년)

∙ 개호 직원수
 ∘ 183.1만 명(2015년) → 231만 명(2020년대 
  초반)

∙ 치매 서포터
 ∘ 880만 명(2016년도 말) → 1,200만 명
  (2020년도 말)

학습·
사회참가

∙ 학습활동의 촉진
 ∘ 다양한 재교육기회 제공
 ∘ 사회보장교육 촉진
 ∘ ICT 소양 서포트 체제 정비

∙ 사회참가활동 촉진

∙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자 비율 80%

 (2020년)

 ∘ 남성 62.4%, 여성 55.0%(2016년)

생활환경

∙ 풍부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확보
 ∘ 주택담보 융자제도 보급
 ∘ 주택확보 배려대상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

∙ 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역개발의 종합적 추진
 ∘ 평생 활약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 장벽이 없는 환경 정비

∙ 교통안전 확보, 범죄·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 운전면허제도 개정 검토 등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 추진, 안전운전 서포트카 
  보급 개발

∙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 결격조항 개정 

∙ 주택확보 위해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호수: 17.5만 호(2020년)

∙ 65세 이상 고령자 보이스피싱 사기 인지건수
 (인구 10만 명 당) 전년 대비 감소

 ∘ 30.9명(2016년)

∙ 8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명 이하(2020년)

 ∘ 266명(2016년)

연구개발
국제사회공헌

∙ 선진기술 활용, 고령자 대상 시장 활성화
 ∘ 개호로봇 개발
 ∘ 게놈과학
 ∘ 무인자동운전 이동서비스

∙ 연구개발 등 추진과 기반정비
 ∘ 통계·제도의 목적에 맞춰 연령구분을 70세, 

75세, 80세 등으로 세분화하여 면밀하게 
  현상을 분석

∙ 관민 데이터 이용·활용 추진

∙ 국제사회에 지식과 과제 공유
 ∘ 일본의 개호를 배워 종사하는 아시아 인재 
  확대
 ∘ 일본의 지식을 국제사회에 전개, 과제 공유·연계 

강화

∙ 한정지역에서의 무인자동운전이동서비스 
 전국 보급(2025년 목표)

∙ 로봇 개호기구 시장규모: 약 500억 엔
 (2020년)

 ∘ 24.4억 엔(2015년)

자료: 日本政府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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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분권은 1993년 6월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결의’에서 시작되었다.1995년 ｢지방분권추진법｣
이 제정되었고, 1999년 ｢지방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서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사무의 재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완화가 이루어져 지방의 자주성, 

자기 책임에 의한 행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2년부터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부담금, 세원 이양 등의 개

혁을 통한 삼위일체 재정분권을 추진하였다. 한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

할을 분담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일본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정부가 

설계한 것이고 그 틀 안에서 지방이 독자적인 시책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지방정부는 재정의 

자유도가 높은 편이라 중앙정부의 제도가 미치지 않은 영역에 독자적으로 정책을 전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우리보다 고령사회화가 먼저 진행되었던 일본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구축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공성(公共性)을 1990년 무렵부터 발전하여 왔다. 일본의 공공성은 과거 정부(관) 주도로 이루

어져 왔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공성으로의 전환은 규제완화, 지방분권 등의 행정개혁과 시민사회의 성숙

으로 공공성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치적․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 당시 일본의 민간에 의한 공

공성 창출은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복원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시민의 주체적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개호, 의료 등의 고령자 복지, 장애인 복지, 

육아 지원 등 지역복지 추진 주체를 ‘관(官)’에서 ‘민관협력(民官協力)’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

년에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이른바 ‘지역 포괄캐어 강화법’), 지역주민, 사회복지 사업자, 사회사업 활

동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복지 추진을 위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일본에서

는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라도 지자체, 지역주민, 기업, 대학, 시민단체 등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의 문

화수준과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지역 사업들이 창출되고 있다.

시   민
(국민, 주민 등)

기   업

정부에 의한 공공성(公共性)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NGO에
의한

공공성

참여, 자원봉사, 회비, 기부

정책 정보 공유,사회 서비스 제공,
취업 정보 제공사회 서비스 제공

정부활동 감시 
및 정책 제언

정보공유
연계협력

인허가 감독

납세

납세, 기부

취업정보 제공 취업 중개

참여, 기부, 서비스 취업정보 제공

[그림 2] 사회보장 분야에서 새로운 공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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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급격한 고령사회화 대비를 위한 중단기 및 중장기 발전 방안 모색

강북구 고령층의 잠재적 수요 발굴 및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서울 열린데이터 통계자료 분석을 통

해 현황파악을 하였고,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와 설문지 조사를 통한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 설계연구를 통해 요구분석(needs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강북구 고령사회화 문

제와 관련한 다양한 차원의 요구(needs)를 확인하여, 강북구 고령층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장애요인이 무엇

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기대되는 성과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

였다. 아울러 보건, 경제, 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결과와 선행연구에서의 검증된 이론 및 

실증연구 결과,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하여 강북구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수가 급증하는 양상이 있는데, 서울시 독거노인들의 삶의 양상에 대한 생활

시간조사 분석을 통해 독거노인의 잠재적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울 열린데이터 분석을 통해 강북구 고령층은 경제적인 필요를 호소하는 항목이 가장 많이 집계되었고 

보건 분야에서 고령층에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관리와 취미 및 여가활동과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서울 열린데이터 통계자료로 분석한 보건, 경제, 복지 분야에서 강북구 

고령층 삶을 위한 단기적 개선 사항은 <표 3>과 같이 요약되었다.

<표 3> 강북구 고령층을 위한 단기적 정책 목표

보   건 경   제 복   지

∙ 건강수준 인지율 재고

∙ 암사망률, 호흡기 질환 관리

∙ 치주질환, 관절염 등 만성질환 개선

∙ 의료비, 생활비 부채 문제

∙ 저학력, 저소득 선호직종 개선

∙ 취미․교양 프로그램 다변화

∙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또한 다각화 설계연구 결과 강북구 어르신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경제, 건강, 생활여건의 순으

로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하

시거나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호소하였는데, 경제, 건강, 생활여건

이 어르신들의 삶에 각각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연관성을 미치고 있었

다. 기초생활수급 및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에 위기가 찾아와도 

병원이나 보건소에 갈 엄두를 못내고 계신 경우가 많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

가 많았다. 또한 주택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하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거주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거동을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고 노인정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하고 마땅한 휴식공간들을 마련

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는 쌀이나 김치 보다는 전반적으로 반찬지원에 대한 수요가 컸는데, 

지원기준이 까다로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강북구 고령층의 경제, 보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통장들이 제안한 방안은 세가지 부

문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매우 현실적이었다. 우선 강북구 고령층 중에 거동이 원활한 분들과 불편한 분들

을 구분하여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1) 복지관, 노인정, 문화센터의 확충 및 프로그램 다각화와 2)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돌봄서비스, 동행서비스, 희망도시락 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간/보수/물품 지원확대 방안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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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리고 3) 아파트 보다는 주택가 주변의 거주환경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우선 거동이 원활하신 

어르신들은 복지관이나 노인정, 문화센터 등의 활동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

다. 특히,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복지기관을 이용할 경우 당장에 필요한 어르신 일자리 정보를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고 반찬 문제 역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강북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역시 빈약하며, 마땅한 어르신 일자리 역시 찾기 어렵다는 것이 강북구 복지통장들의 중

론이어서 강북구청은 이러한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과 어르신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돌봄/동행 서비스 및 희망도시락과 같은 물품지

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복지통장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구직과 같은 정보 확보에도 뒤처

지게 되고, 건강상 위기가 급습할 때 고독사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게 될 때 

사회적 연결망 단절 등의 위험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방문 어르신의 일용할 필요를 해소하면서 사회적 관계

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문/돌봄/동행 서비스와 희망도시락을 비롯한 일용품 지원 확대 방안이 모색되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중심의 거주환경 개선이 제기되었는데, 초인종 수리, 앉아서 쉴만한 자리 확보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항에서부터 CCTV, 가로등 설치 및 도로 보수, 하수도 막음 설비 및 소독처리, 노후담장 

미화작업과 같은 마을 환경 개선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생활시간조사 분석에 의하면, 서울시 저소득(특히, 차상위층) 독거노인들은 주말에 다른 독거노인

들과 달리 생계를 위해 본인의 건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주말에도 일터에 나가야 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에 따

라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강북구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궁극적으로 

건강증진을 목표로 삶의 질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남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강북구 고령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 방안

<복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다각화>

– 구직정보 제공

– 반찬 지원

– 건강관리 프로그램

– 사회적 연결망 활성화

– 문화․여가활동

<방문/돌봄/동행 
서비스, 희망도시락 및 

일용품 지원 확대>

– 독거노인 은둔형 고독사 
 문제 해결

– 일용한 필요 해소

– 사회적 연결망 유지

<주택가 주변의 
거주환경 개선>

– 초인종 수리, 쉴만한 
 자리 마련

– 어르신 쉼터, 체육시설 
 확충

– 안전시설 보수/확충

– 노후담장 미화작업

[그림 3] 강북구 고령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3개동(洞) 통장(統長)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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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령층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강북구청은 지금까지의 부조 주도형 방

식(support led process) 보다는 성장 매개형 방식(growth mediated process)에 역점을 두어 강북구내 

인적자본(human capital) 및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의 구축을 위한 보완투자를 적시적절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한 중단기 전략으로 가정호스피스제도 시행과 산업 영역에서 BOP(Bottom 

of Pyramid) 사업을 통한 시니어 일자리 사업 시행, 공동체 영역에서 신대가족제도 시행을 제안하였다. 가

정호스피스제도는 강북구 의사회, 성직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다학제팀 코디네이터

를 구성하여 강북구내 고령층 가정들을 방문하여 어르신 간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영역에 대한 전인적 돌

봄을 활성화하는 것이 취지이다. 이를 위해 건강교육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강북구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식 수준을 높여가고 특정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을 마을 자원봉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BOP 사업으로는 시니어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협력업체를 강북구에 유치하여 기업의 직원으로서 

시니어 용품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강북구 구민

들이 본인의 경제적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고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강북구가 지역내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업체 유치시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강

북구청은 강북구 구민들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품목 구입시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부과하거나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강북구 고령자에게 현물지원을 할 수 있다면 선순환 구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신대가족제도를 실시하여 기존의 국가 조세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전통적으로 복지를 담

당해 온 가족과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신대가족제도를 우리나라의 정서와 지역 특성에 맞게 

구상해보면, a) 한 집에서 동거의 개념 보다는 10분 거리의 공간에 거주하며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한 개념

으로 b) 신대가족제도 동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사도우미로서 인정하고 c) 신대가족제도로 가족공유 

참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토지관련 세제를 우대하며 d)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추가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구성할 수 있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특징 중,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보건 사업]

다학제팀 
코티네이터 제도

↓
건강교육 패키지

↓
가정호스피스

제도 시행

[BOP 사업]

시니어 일자리 
사업 실시

↓
선순환 구조 

지역경제 활성화
↓

강북구 기반 
산업토대 형성

[지역내 공동체 의식 확산 노력]

– 신대가족제도 시행: 강북구청에 패키지형 (가족․출산․교육) 정책부서 설치

<스마트 혁신 플랫폼>

강북구 산업경제 정보진흥원
↓

강북구형 산업 클러스터 발전
(민․산․관․학 협력)

[그림 4] 강북구 중단기 지역경제 발전 방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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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양육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녀 수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젊은 며느리의 경우 풀타임 직업을 갖

는 경향을 가지는데, 강북구청은 구(區)의 특성에 맞게 계획 계약 형태의 패키지형(가족․출산․교육 등) 정책

지원 부서를 설치하여 세제지원 및 연금지원 시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강북구는 중장기적으로 지식 집약적 산업을 자체적으로 창출해갈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로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강북구 산업경제 정보진흥원’ 설립을 통한 스마트 

혁신 플랫폼(기업-연구소-대학-시민으로 구성된 기업가적 발견과정 협의체) 구축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

로 스마트 혁신 플랫폼을 통한 지식확산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북구청은 민․산․관․학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 4]에서 강북구 중단

기 지역발전을 위한 보건 사업, BOP 사업,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의 핵심 역량

(Core Competence) 강화를 통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강북구청은 강북

구 정책의 원활한 기획 및 집행을 위해 가치관 집결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으로 정의된 플랫폼 경제 운용 

방식을 발전시켜 조정 역량(Adjustment Competence)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강북구청은 급격

한 고령사회화 과정에서의 구민들의 잠재적 수요와 4차 산업혁명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사업 생태계 방식의 

정책 설계를 기획하고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가령, 기동성 플랫폼(Mobility Platform)을 활용하여 지역 

후생 및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취약층 맞춤형 도시락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약층 운송 및 카페 사업을 실시하여 실시간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로봇 산업 활용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강북구에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이 축적되고 산업과 연계된 선순환구조의 경제가 

구축된다면, 강북구형 발전 모형으로 발전시켜 강북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산업 클러스터 구축시 강북구청이 축적하여 온 서비스 차원의 운영지원 제도가 결합된다면 복합재시스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 형성

기술력과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적 자본 형성

<스마트 혁신 플랫폼>

강북구 산업경제 정보진흥원

[민(民)]

은퇴자 주도 강북구형 

혁신사업 모색

[산(産)]

강북구내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산업기술 자문

[관(官)]

강북구 스마트 혁신 
플랫폼 지원 및 

조정역량 구현

[학(學)]

서울시 주요 대학교들과 
연계 경제․경영 및 기술을 
통한 기업가정신 교육 

[강북구 중심형 산업 클러스터 발전]

기술집약적이고 숙련도가 높은 산업 강북구내 유치 및 축적된 지역생산성을 기초 교육과 보건 영역에 지원

[그림 5] 강북구 중장기 지역경제 발전 방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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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S)의 구현을 전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발전 모델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해외 진출 시 세계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유(freedom)를 지향하는 성장 매개형 방식의 정책 발굴과 현실적인 대응 및 고려가 필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복잡하고 장기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는 서로 간의 긴밀하고 일관된 연계체계를 갖고 해결방안을 도출해가야 한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빈곤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모색된 연구는 삶의 질과 관련한 기본적 지표에 충실한 부조 주도형 방식(support led 

process) 연구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지만, 저성장 시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이 빈곤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노력과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보완투자 차원에

서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려는 경제 정책과 개인적 및 사회적 역량(capability) 부문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지향점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성장과 삶의 질을 포괄하는 발전

의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노력은 국민의 자유(freedom)로의 향상을 위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의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기존의 기술 중심의 일률적 생산방식에서 고객의 다양한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하여 경제생태계 방식의 다각화 생산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기존의 최저생활 수준

으로 소득과 자산 수준으로 책정된 빈곤선 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계층을 막론한 다양

한 양상의 결핍에 대한 지원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서도 평균적인 인간수준을 유지하는 생계

(sustenance) 문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교육, 문화를 비롯한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

에 주목하는 자부심(self-esteem)과 국민 자신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선택을 즐길 수 있는 자유

(freedom)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준비하기 위해 복합적이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고려와 대응이 필요하다. 즉, 현실

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도 지방자치가 달성되기는 곤란하여 지역문제가 저절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

관하는 것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자치의 성숙도에 따라 지역 간에 빈익

빈 부익부 현상이 커질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

회보장정책을 위해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결과를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보완적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고 정책 사업 추진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분배 중심의 지원방안과 당위성에 기초한 지방분권이 논

의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民)․산(産)․관(官)․학(學)의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제가치 창출 노력과 국

가균형 사회보장 정책과 지역밀착형 정책의 조화를 위한 방안 모색은 국가 성장의 극대화와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새로운 숙제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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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 ∙ 연구배경 및 목적

1) 고령사회화에 대비한 정부의 노력

우리나라의 고령사회화 문제는 2000년대 이후 기대수명 상승과 함께 가임여성(15~49세) 1명

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지표로 나타낸 합계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었다.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82.7세로 

2001년 76.5세에 비해 6.2년 증가하였지만1),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2001년 1.31

명에 비해 0.33명 감소하여 1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2). 이러한 고령사회화 현상은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중의 감소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및 재정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며, 가족구성을 급변하게 하여 사회․경제적

으로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관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령사회화로 인한 광범위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

화 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차원

에서 대응하여 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추진하여 왔는

데, 현재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정

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

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 변화 적극 대비’ 등의 3가지 영역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복지 및 경제지원, 세대통합 정책 발굴과 민관 협력 방안 모색

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7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 도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을 모토로 정책을 기획/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 대비 정책은 제2인생설계지원,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살기

1)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80.7년) 보다 2.0년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8년 증가하여 OECD 
회원국의 증가수준(0.9년) 보다 높은 상황임.

2)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98명)은 1970년 통계청의 출생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고,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최저수준으로 평균(1.68
명) 보다 낮고 초저출산 기준(1.3명) 기준에도 못미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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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환경, 활기찬 여가 문화, 존중과 세대통합 등 6개 분야 33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

러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에서도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왔다. 대표적

인 연구로 자치구 의사회와 협력을 통한 서울케어-건강돌봄 사업 증대, 고령친화 주택개조 활성

화, 장노년층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지원, 여성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방안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성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들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체계로 엮여가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사회인식 개선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노동 정책을 중점을 

두고 제시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인 기제가 되기도 하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경제활동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다. 2000년대에 들어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예로 2004~2006년간 경

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 하에 추진된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와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

가 수행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거

의 모든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하나의 분석틀 내에서 분야별 상호연계성

을 고려한 시스템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산업적 수준에서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입 등의 중장기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이진면 외, 2012). 

2019년 5월에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중고령자의 삶의 질과 청년․대졸자의 

사회진출 문제에 대해 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연구들을 소개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

다. 학술대회를 통해 보건, 노동시장, 취업 및 진로 등 다양한 주제와 분과별 심층 분석 연구가 

소개되었지만, 분야별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시스템적 고려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2) 강북구의 고령사회화 대비를 위한 기초연구자료 구축 필요

강북구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따듯한 행정’, ‘공정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예방하는 안전도시’, ‘편안한 복지도시’, ‘활기찬 교육도시’, ‘매력적인 발전도시’, ‘힐링의 

역사문화 관광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소통하는 열린도시’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강북구는 ‘희망강북 4개년 계획(2019~2022)’, ‘제4기(2019~2022)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부적인 추진 계획으로 기획하여 민선7기 목표의 구체적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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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민선7기 강북구 구정방향

예방하는
안전도시

편안한
복지도시

활기찬
교육도시

매력적인
발전도시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소통하는
열린도시

∙ 촘촘한 안전
 도시망 구축

∙ 재해․재난예방

∙ 취업애로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소외없는 희망찬
 강북 만들기

∙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의 삶
 지원

∙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 몸과 마음의
 건강 증진

∙ 무한가능의
 인성과 재능
 계발 지원

∙ 아이키우기
 행복한 도시

∙ 평생교육의
 기회 지속적
 제공

∙ 활기찬 젊은
 강북 만들기

∙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도시

∙ 교통인프라
 개선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 호국보훈의
 역사문화 보전

∙ 적극적인 도시
 환경 개선

∙ 주민과 함께
 가꾸는 녹색
 도시

∙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주민자치

∙ 주민자치의
 공간 확보

하지만, 강북구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고령사회화가 가장 급격히 진행 중이다. 

최근 강북구의 지역내총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고, 2016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수준지

수3) 역시 24.4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강북구 경제는 특성상 영세 자영

업자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미용업과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서비스 업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

로 사업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18년 강북구의 노령화지수4)는 195.2로 서울시 25개 자

치구중 가장 높은 상황이고, 강북구 인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65세 이상 고

령자의 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다. 2018년 강북구 인구는 322,915명으로 2011년 348,740

명 대비 8.0% 감소한 반면, 2018년 강북구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58,196명으로 2011년 

43,507명 대비 33.8%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 강북구의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인구는 

24,177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41.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주목

해야할 점은 강북구 주민등록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중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2018

년 강북구의 장애인은 17,552명으로 인원수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8번째에 해당하지

만, 자치구별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장애인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강북구의 장애인 비중은 5.4%

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3) 지역내총생산 수준지수: 서울시 전체 1인당 지역내총생산 대비 자치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수준을 의미
하여, 서울시를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각 자치구별 상대적인 수준지수.

4)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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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 원)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그림 1-1]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 (2010년 기준년 가격 기준) 규모

(단위: ln(백만) 원)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그림 1-2] 서울시 및 강북구 지역내총생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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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그림 1-3] 강북구 생계형 사업체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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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그림 1-4] 강북구 연령대별 인구분포

(단위: 퍼센트)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그림 1-5] 강북구 고령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표 1-2> 강북구 연령대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천 명, %)

연 도 총인구
65세
이상

연령대별 인구 및 구성비

구성비 65~69세 70~74세
75세
이상구성비2) 구성비2) 구성비2)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38.4

334.4

330.7

328.0

322.9

50.8

52.6

54.1

56.5

58.2

15.0

15.7

16.3

17.2

18.0

18.1

18.4

18.2

18.4

18.2

35.5

35.0

33.7

32.6

31.3

15.5

15.6

15.3

15.3

15.8

30.4

29.6

28.4

27.1

27.1

17.3

18.6

20.5

22.8

24.2

34.1

35.4

37.9

40.3

41.5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1) 외국인 포함.
   2)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구성비.

이와 같이 강북구는 지역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급속한 고령사회화 과정이 진행 중인데, 

고령층의 후생 증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발전 방안 모색이 어느 구보다 시급

한 상황이다. 한편,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국가의 경제상황과 주요 발전연구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령사회화와 같은 복잡하고 장기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일

수록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적으로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

일수록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의 긴밀하고 일관된 연계 과정을 위해 연구자가 기여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강북구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구축을 목표로 기존의 강북구 발전계획을 심화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강북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중단기적으로 강북

구가 당면한 급격한 고령사회화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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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실5)과 강북구 고령층의 삶의 특징을 고려6)하여, 중단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강북구 고령층

의 경제 활성화 및 후생 증진을 위한 잠재적 수요 발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

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경제학에서의 다학제적(多學際的)인 관점을 지향하고자 한다.

2 ∙ 이론적 검토와 연구 방법

1) 개발경제학의 주요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

개발경제학(또는 경제발전론)은 저소득 국가나 저소득 지역의 경제, 사회현상 등의 특징을 분

석하여 그 결과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세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

이다. 개발경제학은 단순히 경제개발을 위해 수반되는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환경, 

노동 등 다양한 인구적 변화의 특성들을 공적 및 사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들의 잠재

적 능력을 극대화하여 국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경제

학과 관련한 최초의 경제학자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등의 저서와 ｢법학강의(Lectures on 

Jurisprudence)｣를 통해 근대 시민 사회 형성기에 사회의 근본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

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아담 스미스(Adam Smith)로 지칭되곤 한다7). 하지만, 경제성장

과 경제발전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의 구축과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마셜플랜과 같은 유럽 선진국

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재건을 위한 관심이 많았던 1940년 무렵부터이고, 아프리카, 아시

아, 남미 등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과 관련한 문제와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

5) 강두용(2019)은 최근 한국경제의 수출 성장기여율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소비 활성화를 통한 성장 견인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국경제는 경제개발 이후 수출이 GDP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가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 세계 교역의 둔화와 더불어 수출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고 제조업의 고착화와 편중화가 심해지면서 수출의 성장견인 역할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 <부록 1>의 ‘강북구 고령자 주요 현황’ 참조 (서울 열린데이터 자료 분석 결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보건>, <경제>, <복지> 분야에서 고령층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될 수 있고, 저소득층 독거노인(특히,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급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강북구 발전을 위한 고령층 삶의 개선 사항 요약 >

보   건 경   제 복   지

∙ 건강수준 인지율 재고
∙ 암사망률, 호흡기 질환 관리
∙ 치주질환, 관절염 등 만성질환 개선

∙ 의료비, 생활비 부채 문제
∙ 저학력, 저소득 선호직종 개선

∙ 취미․교양 프로그램 다변화
∙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7) 박세일(2015)은 아담 스미스가 자연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경제학 등 다학제적 연구를 하였지만 유기적이고 통일된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인간
과 사회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역설하였다. 즉, 아담 스미스는 이성 뿐 아니라 사적 욕망의 추구에서 해방된 근대시민사회가 
어떻게 질서와 평화, 발전을 이루어 가야할지에 대해 연구하면서, 우선 인간의 심성에 대한 분석에서 ‘동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성’
이 ‘동감’에 의해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로써는 불충분하기에 ‘정의의 법’으로서의 외적인 법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정의의 법이 잘 
정비되고 엄정히 집행되더라도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종속되어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는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
로 ‘자유경쟁적’이고 ‘공정한 교환’의 원리가 성립되어야 함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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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3세계 국가들이 독립한 시기인 1960년 무렵으로 60년 정도에 불과하다(Todaro and 

Smith, 2011).

(1) 세계경제 성장과 관련한 주요 연구 내용

경제성장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지만,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Easterly, 2002).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는데8), 학자들 사이에서 경제연구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론은 신고전적 

경제성장 이론(Neoclassical economic growth theory)이다. 신고전적 경제학자들은 국내 및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강조하여 왔는데, 이를 통해 자본축적률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신고전적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1939년과 1946년에 발표된 해로드

-도마 모형(Harrod-Domar growth model)에 기인하는데 이 모형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GDP의 일정 부분에 대해 저축과 투자하는 것을 강조하였고(Stern, 1991), 이후 솔로우-스완 모

형(Solow-Swan model)과 같은 신고전적 성장모형으로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Hagemann, 

2009). 솔로우(Robert M. Solow)는 인적 및 물적 자본의 투입 뿐만 아니라 효율성(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인적 및 물적 자본의 투입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은 아님

을 강조하였다(Solow, 1956).

199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는 논의가 

세계 경제학계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주로 1993년과 2001년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두차

례의 보고서9) 결과에 대해 솔로우 성장모형에 기반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의 기적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아시아 국가의 투자율 증가와 급격한 교역의 확대와 같은 자본 

유입 증가와 정부의 조정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아시아의 급

격한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효율성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

였다(Krugman, 1994). 폴 크루그만은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소비에트 연방의 높은 경제성장 시

기와 비견되는 것으로 효율성이나 기술적 진보에 의한 성장으로 고려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바그와티는 아시아의 기적을 주도한 성공적인 아시아 국가의 경우 

수출 촉진과 같은 대외지향적 정책을 펼쳐왔기에 가능했는데, 이는 인도와 소비에트 연방과 같이

개방을 하더라도 수입 대체 전략을 주도한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고 대외지향적 정책을 통해 자본 

투입을 위한 수입이 이루어져 기술혁신을 이루어갈 수 있었음을 지적하였다(Bhagwati, 1996). 

또한 넬슨과 팩은 자본축적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지만 생산적인 동화과정이 아시아 기적

8)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 주제를 위해 연구에 주로 활용된 이론으로는 1) 선형성장단계이론, 2) 구조변화이론, 3) 종속이론, 4) 신고전학파 이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MacDonald, L. (editor), et al.,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Yusuf, S., J. E. Stiglitz (editors), et al., 2001, ｢Rethinking the East Asian Miracle｣,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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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요인이었음을 강조하였다(Nelson and Pack, 1999). 스티글리츠와 유서프는 아시아 기

적의 요인으로 산업화와 수출지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 조정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Yusuf, Stiglitz, et al., 2001). 실제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일 당시 세계 국가들과 비

교할 때 산업화와 무역개방을 통한 세계화를 통해 효율화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부의 조정역할

로서 긍정적 사례로 주목을 받아 왔다(Chenery and Carter, 1973).

산업화는 경제 소득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주요한 희망사항이다

(Chenery, 1955).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다각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공산품을 생산 및 수출하여 국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생산품은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

의 다각화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Lutz, 1994). 또한 산업화는 개인의 질병 및 장애, 사회 및 

자연에서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 왔는데, 산업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람들의 다양

한 잠재적인 니즈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다양한 직종의 창출

로 사람들이 개인의 성향과 특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기여하였다.

이러한 산업화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당시가 아닌 선진국 수준에 이른 현재에도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가야할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 교

역의 추세에 발맞추어 산업 고도화를 비롯한 해외 진출 전략을 구상하여 왔다. 산업연구원에서는 

2012년과 2013년 복합재시스템(Complex Product System: CoPS) 및 플랫폼 경제전략

(Platform Economic Strategy)을 연구하여 정부에 정책으로 제안하였다(김계환, 김수동, 이두

희, 이근, 2012; 유정근, 2013; 김계환, 김수동, 이문형, 유정근 외, 2012).

복합재시스템(CoPS)은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광범위하고 많은 부품이 고객맞춤형으로 

생산되는 ｢고비용, 엔지니어링 집약적 생산물, 시스템, 네트워크, 구조물, 자본재, 통제시스템, 건

축물 및 서비스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Hobday, 1998; Hobday, Davies, and Prencipe, 

2005). 현재 복합재시스템은 이러한 제품의 제작방식 보다는 해외진출 방식에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은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지원 전략을 통해 무역-투자-서비스를 연계하는 새로운 무역

형태를 구현하였다. 일본은 <산업구조 2010>의 1) 신흥국 인프라 시장, 2) 차세대 에너지 솔루

션, 3) 사회과제 해결 서비스, 4) 감성 문화 산업, 5) 첨단 분야 등 5가지 전략분야에 대한 인프라 

시스템 진출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은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을 통해 단순히 수주 및 개별 

설비․기술을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달리,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운

영에 대한 설비․기술 도입에 대한 폭넓은 상업권(재량과 책임)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체계적인 수출 금융 및 보험 지원을 위해 JBIC과 JICA, NEXI 등과의 협업

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일본의 산업 인프라 진출 시스템을 포괄하는 더 넓

은 범주의 상품, 서비스, 해외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복합재시스템 수출지원 제도를 

2012년 정부에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복합재시스템 지원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확장성에 있

는데,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상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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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플랫폼 경제 전략(Platform Economic Strategy)은 잠재적 수요 충족을 위해 복수의 경제주

체의 요구를 중개하고 경제주체 간 및 산업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산업 기

반형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전략은 컴퓨터 공학이나 경영학에서의 조직

운영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만(平野敦士カール․アンドレイハギウ, 2010), 가치관 집결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위해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과 신성장 산업의 역할 정립으로 

개념을 확장하여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경제주체의 ｢핵심역량

(Core Competence)｣과 개별 핵심역량의 응집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정역량

(Adjustment Competence)｣의 강화가 필요하고 잠재적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

가치 선점과 저변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복합재시스템(CoPS) 개발이 촉

진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플랫폼 경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절감문제나 저출

산․고령화 경제문제를 오히려 신산업 발굴의 장(場)으로 활용하여 경제가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산업육성의 기회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플랫폼 경제 전략에 대해서는 1-2-1-4절 ‘플랫폼 경

제 및 강북구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에서 부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에너지 절약기술을 실수요 비즈니스 모델로 승화>

∙ 에너지 최적화 서비스 산업 창출 위해 인프라사업자, 제조업체, ICT 기업, 주택시공업체, 
 자치체, 농업시설 관리자 간 긴밀한 협의 및 사용자의 니즈 적극적 발굴/반영

∙ 세계 시장 잠재수요 창출할 인프라 사업모델로 승화

네가와트
(Negawatts)

스마트 그리드

자동차 (EV)

사회 인프라화

절전형 지하철

EMS 설치 및

에너지 최적화

주파수 변환장치

기술개발

차량소재

경량화

자료: 유정근, 2013년 7월,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산업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제안 요약보고서, 산업연구원, p.5.

[그림 1-6] 에너지절감문제 해결을 위한 복합재시스템(CoPS) 발전 방안 모색10)

10) 산업연구원은 상품, 서비스, 해외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복합재시스템 수출지원 제도를 2012년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림 1-6]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축적에너지를 지하철 서비스 부문 운용에 활용하고, 국민들이 평소 지하철 이용시 생각하였던 니즈들을 지하철 서비스 운영
에 원활히 반영하여 서비스 발전을 통한 경제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교통비 일부 보전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를 독려하여 기술 및 서비스가 집약된 복합재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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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 연구 내용

오늘날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한국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은 중앙정부 주도로 국가 자

원의 선택과 집중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한 추격(Catch-up) 전략을 중심으로 성과를 이루

어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각 산업부문에서 상당히 고도화된 기

술력을 갖추게 된 지금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모색해야하는 시대가 되었다. 

즉, 추격이 주요 전략이었던 과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

고 국가전체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지만, 이제는 지역과 개인의 잠재적인 수요를 구체화

하고 혁신을 통해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제는 정보․의료․교육․
서비스와 같은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을 기존의 전통 산업들의 축적된 기술력과 

융합하여 지역과 개인을 위한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

상은 기존의 추격국가에서 선진국의 선도국가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정부의 역할에서도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게 되었다(창조경제연구회, 2017). 즉, 중앙

정부의 효율성과 지방정부의 혁신을 융합한 플랫폼 정부를 통해, 공적인 주요업무는 지방정부가 

수행하지만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중앙정부가 보충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분

권화와 지역 혁신체계 구축이 이슈화되게 되었다(권자경, 2018; 한국지역경제산업연구원, 2017; 

고경훈, 2014).

지역경제 성장이론은 혁신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 지방분권역량과 관련이 있는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등의 시스템적 연계 추진과 관련되어 있다(이두희 외, 2018). 혁신이 경제성장의 원동

력으로 역할하게된 것은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는 기술과 지식이 경제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경제 주체들에 의해 경제계 내부에서 유발되어 생산활동에 투입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다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반한다(Romer, 1986; Lucas, 1988; 

Barro, 1990; Stern, 1991). 앞서 솔로우-스완 모형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신고전학파 모형에서

는 기술혁신을 외생변수로 보았지만,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는 기술혁신을 내생변수로 보아 지식

집약적 산업을 교육,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와 같은 공공 및 민간에서의 보완투자

(complementary investment)를 통한 내생적 결과로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회적 편익 

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에 보완투자를 통해 정부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지식집약적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장하게 된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역량이 증대되고 지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영선 외, 2008). 따라서,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가장 잘 이

해하고 있는 지역이 스스로 내생적 성장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는데(이두희 외, 2017), 지방정

부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파악하고 지역자원과 관련된 지역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이 일

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두희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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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두희 외, 2018, ｢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 지역성장 전략｣, 산업연구원, p.81 인용.

[그림 1-7]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성장을 위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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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강화와 관련한 연구 내용

오늘날 개발경제학(또는 경제발전론)은 국가 및 개인의 소득 성장을 포함하여 개별주체의 자유

(freedom)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발전에 대해 논의할 때, 단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에서 ‘삶의 질’, ‘더 나은 삶’이나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으로 확장하

여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로 ‘생계(sustenance)’, ‘자부심(self-esteem)’, ‘자유

(freedom)’ 등으로 개념화하게 되었다11)(Todaro and Smith, 2008; Sen, 1999). 아마티아 센

(Amartya Sen)은 개인이 다양한 삶의 양식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로서 역량(capability)

을 정의하였는데(Robeyns, 2016, 2005; Pressman and Summerfield, 2010), 역량

(capability)은 한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functionings)’의 조합을 의미한다. 기능

은 한 개인이 가치있게 여기는 많은 상황이나 활동들을 의미하여, 건강함, 안전함과 같은 기본적

인 개인의 상태에서부터 소속감, 자존감과 같은 복합적인 사회활동과 관련된 것도 있다. 따라서 

역량(capability)은 개인의 고유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와 결합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

치적 환경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자유나 기회로 설명할 수 있다.

빈곤에 대한 개념은 이러한 아마티아 센의 역량접근법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소득 중심에서 

사회적․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측정방식으로 발전하여 왔다.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지

표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빈곤에 대한 차원을 ‘자원의 확보’와 ‘개인의 가능성’, ‘사

회적 가능성’, ‘구조적 가능성’ 등 개인의 상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이 조합된 개인 역량의 

범주가 모색되게 되었다(최균, 서병수, 2006). 서울연구원 연구자들은 소득계층별 주요 미충족 

욕구를 분석하여 빈곤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상류층에서도 중요한 삶의 생활영역에서 결핍이 

있음을 밝혀냈고(김경혜 외, 2010), 소득뿐 아니라 건강, 노동, 대인관계, 사회참여 등 6개 차원

에서 빈곤실태를 파악하였다(김경혜 외, 2013). 이러한 다차원 측정방식의 빈곤측정은 최저생계

비 기준으로 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이루어지는 현행 획일적인 빈곤선 결정 방식에서 다차원

적 방식으로 다양하면서 맞춤형으로 확대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표 1-3>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지표 구성

차   원 Gough Clark 지표(안)

자원의 확보 -
소득
자산

소득 (또는 소비)
자산 수준

개인적 역량

적절한 교육
안전한 주거
영양과 물

적절한 건강케어
-

교육수준
-

음식
건강상황
좋은 의복

적절한 교육수준
안전한 주거상황

영양
적절한 건강상황

-

(계속)

11) 발전의 세가지 핵심가치(생계, 자부심, 자유): 최저생활수준에 필요한 평균적인 인간수준을 유지하는 생계(sustenance)문제 해결 → 존경과 
품위, 진실성,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 착취당하지 않는 양상으로써 높은 소득 이외에 더많은 일자리와 더나은 교육의 제공, 문화 및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에 대한 고취의 의미로 자부심(self-esteem) 고취 → 비참함이나 억압, 빈곤 등의 상황에 대해 숙명적이라는 사회적 노예상태
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사회가 다양한 대안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가고 자신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선택을 즐기는 자유(freedom)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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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계속)

차  원 Gough Clark 지표(안)

사회적 역량

충분한 인간관계
-

안전한 산아조절과 육아
안전한 아동성장

가족과 친구
-
-
-

가족 및 인척관계
지역사회관계

-
안전한 아동성장

구조적 역량

경제적 안전
신체적 안전

해없는 노동환경
해없는 신체환경

시민/정치적 권리와 정치참여
사회/경제적 권리

경제적 안전
신체적 안전

직업
-
-
-
-

-
신체적 안전
취업의 안정

해없는 노동환경
해없는 신체환경

시민/정치적 권리와 참여
사회/경제적 권리보장
(사회보험가입/차별)

주) 1) 최균, 서병수, 2006, “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p.357 인용.

   2) 밑줄 친 항목은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는 내용임.

하지만, 다차원 방식의 빈곤연구는 소득중심의 빈곤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와 연계되어 발전될 필요가 있다. 즉, 세계의 경제성장에 대한 실

적에 비해 빈곤과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 양상에 대한 반성에서 다차원 방식의 빈곤연구가 논의

되어 왔지만, 혹여나 저성장 시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성공적인 정책적 방식을 ‘성장 매개형 방식(growth mediated process)’과 ‘부조 

주도형 방식(support led process)’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Dréze and Sen, 1991; 

Sen, 1999). 성장 매개형 방식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확대된 경제적 풍요를 활용하여 보건과 교

육,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사회복지를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들고 있다. 부

조 주도형 방식은 경제성장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적 장치로 효율적인 사

회적 부조를 달성해가는 방식으로 인도와 스리랑카의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센은 삶의 질과 

관련한 기본적 지표에 충실한 부조 주도형 방식보다 높은 소득과 삶의 질을 모두 달성하는 성장 

매개형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Sen, 1999).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혁신을 지향하는 지식 집약적 산업의 창출이 필요

한데, 이를 성취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지출은 인적 자본

(human capital)을 축적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인적 자본의 축적은 새로

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증대시키게 된다(Becker, 1994). 또한 국가 경쟁력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사회에 신뢰가 정착하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고 자발적으로 가족과 정부사이에 다양한 중립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 경제 

성장 이외에 민주주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Fukuyama, 1996).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평등화의 본질을 규명해간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자본수익률 (r)이 경제성장률 (g)보다 높은 관계일 때 (r > g),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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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커지고 불평등도 역시 커지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자본에 대한 누진과세를 범세계적으로 도

입할 것을 주장하였다(Piketty, 2014). 그런데 장기적인 불평등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번영을 모

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세대에 기술을 향상시키는 정책임을 강조하였다(Tyson and Spence, 2017; Piketty, 

2014).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보완투자 차원에서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려는 

경제 정책과 개인적 및 사회적 역량(capability) 부문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복지 정

책의 지향점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성장과 삶의 질을 포괄하는 발전의 방향으로 정책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플랫폼 경제 및 강북구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2018년 8월부터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 생산인구 감소 등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과 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1) 데이터, 블록체

인, 공유경제, 2) AI, 3)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공통분야로 4) 혁신인재 양성을 선정/기획 하였고, 

현재 플랫폼 경제 확산을 위해 플랫폼과 타산업의 융복합 및 혁신을 촉진하고 선순환 경제 생태

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강북구 역시 고령화, 지역경제 생산성 감소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데,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의 플랫폼 경제 추진 정책을 강북구의 상황에 맞게 

잘 접목시켜 응용해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은 플랫폼 경제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으로 인식하여 빅데이터 관련 컴퓨터 공

학과 경영상 운영방식으로 이해하고 사안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

형에 기반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경제의 의미를 규명할 때 첨단기술과 경영방

식에 대한 논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가치관 집결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으로 재정의 하고 이를 

위해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과 신성장 산업의 역할정립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즉 플랫폼 경제

는 잠재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복수(複數)의 경제주체의 요구를 중개하고 경제주체간 및 산업간

의 상호작용을 도모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산업 기반형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좀더 포괄적 의미로 

이해하고 재정의할 수 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경제의 양상은 초고령 사회문제, 지역경제 공동화 등 우리보

다 먼저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일본의 사례를 통해 좀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오랜기간 재정적자 증대, 지방경제 파탄, 제조업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실업문제, 사회보장 재원 부족 등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고심하여 왔

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아베노믹스로 지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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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장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30

년으로 지칭되는 버블붕괴와 유동성함정으로 인한 장기불황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구조개혁 사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 

구조조정 과정의 핵심은 ‘잠재적인 수요 발굴과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제가치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4> 일본 정부와 기업의 경제가치 창출 사례

정  부  사  업 기  업  사  업

1)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지원

–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을 통해 단순히 수주 및 개별 설비․
기술을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달리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권 또는 일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설비․기술 도입에 대한 폭넓은 상업권(재량과 책임)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 추진

2) 스마트 커뮤니티 개발

– 공공시설과 주택과 빌딩에 건설단계에 축전지 설치

– 축전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급 제어 기술의 글로벌화와 
 국제표준화 전개

– 전기자동차(EV)를 사회 인프라로 활용

3) 고령층을 위한 기동성(mobility) 가치융합

– 온디맨드(On Demand) 교통시스템

 ∙ 소비자의 이동경로를 데이터화하고 예측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최적 운행경로를 실시간 

  설정하는 기술방식

1) 미츠비시 상사의 플랫폼 전략을 통한 의약개발
– 핵심역량: 대기업 운영 노하우
– 제약회사, 화학 및 전기공학, 생명공학 등 전문분야 간의 
 소통의 장을 제공
– 단백질 구조해석을 위한 식약재료 결정화 시간 단축으로 
 신약개발의 토대 마련

2) 세콤(SECOM)
– 기술력 중심의 수치화와 개발이 용이한 ‘안전’에 집중하기 

보다 수요가 높지만 측정이 어려운 ‘안심감’ 서비스 제공에 
 집중
 ∙ 안심과 직결되는 다양한 기술 분야와 조사 분석을 통해 

기기와 시스템 연구개발에 매진하지만, 기기장치의 
  제조는 외부에 위임하는 경제 산업 생태계 방식 활용

3) 도요타 및 혼다 자동차의 고령층 수요창출을 위한 기동성
  (mobility) 가치 융합
– 3A(구매력, 서비스 수용성, 다양한 선호체계) 분석
– 초소형과 전기자동차(EV) 개발
 ∙ Winglet과 U3-X

주) 유정근, 2013년 7월,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산업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제안 요약보고서, 산업연구원, p.5 인용.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사회전체의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층의 

후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동성(mobility) 기술융합을 통한 가치창출에 힘써 왔다.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고령층의 수요에 맞는 자동차 개발과 대중교통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령층의 기동성을 촉진하여 사회활동을 장려하였다. ‘기동성’은 여러 첨단기술들을 접목하

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플랫폼 개념으로, 잠재적 수요 

창출을 위해 매진하는 일본 산업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유정근, 2013년 3월).

일본 정부는 노인들의 외출을 돕는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타마키쵸(玉城町)에서는 특정경로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기존 노선버스 체계와 달리 집

근처까지 버스가 마중 나오는 온디맨드 교통시스템(元気バス) 구축이후, 현지 상점과 온천시설, 

문화학교 등의 이용자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교통시스템 기술은 소비자의 이동

경로를 데이터화하고 예측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최적 운행경로를 실시간으

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일본 산업계는 2인승 전기자동차와 외발전동차 개발을 통해 노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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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2018년 일본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

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2008년 48.4%에서 2018년 55.7%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사고사망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고령층의 차량사용을 억제하기보다 안전하면서 안심하고 운전

할 수 있는 자동차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는 고령 운전자의 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EV) 이용실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고령자 

대상 차량의 규격과 보안기준 제도화를 정부에 제안하였다. 또한 도요타자동차(Winglet)와 혼다

자동차(U3-X)는 외발전동차 개발을 통해 고령층의 기동성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기동성’ 개념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치를 결집시키는 플랫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가치들을 담을 틀을 제공하고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장(場)으로써의 플랫폼을 통해 새로

운 경제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일본은 기동성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

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키는 동시에 축적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가치 창

출을 모색하고 있다.

강북구는 지역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급속한 고령사회화 과정이 진행 중인데, 이러한 구

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에서의 공급(Supply) 증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새로운 수요(Demand) 발굴을 통한 동력을 찾고 경제가치를 창출해가는 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화는 곧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를 의미하여, 이전처럼 대량생산하

여 비용을 절감하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정책 및 사업 모델 추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배분은 생산연령이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이 급격히 

하락하는 대신 소비수준은 고령이 되어도 생산연령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주) 홍기석, 전영준, 2018, ｢고령인구의 저축 실태와 거시경제적 함의｣, 국회예산정책처, p.56 인용.

[그림 1-8]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별 자원 배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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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령사회화는 현재와 장래의 고령자에게 소득 감소라는 구매력(Affordability) 변화를 초

래하여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차세대 자동차 등 고가의 상품소비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게 된다. 

그리고 고령층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Acceptability)이 낮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

회로 파급되어 정착되는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커 산업 및 경제 발전에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

다. 하지만, 향후의 고령자들은 생활환경과 경제사정, 취미와 생각이 다양해져(Availability) 획일

적인 상품과 서비스로는 노인들의 잠재적인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고령사회화 과정에서 필요한 강북구 정책 수립을 위해 가치관 집결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으로 

정의된 플랫폼 경제 운용 방식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어느 구(區)보다 

노인과 장애인의 비중이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구민들의 잠재적 수요를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이

를 지역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구정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인(動因)이자 동력(動力)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빅데이터 및 로봇과 같은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혁신과 국가 발전의 발판 

제공을 모색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서울시 강북구 노년층 잠재적 수요 관련 연구는 노년층의 역량(capability) 강화에 

주안점을 두지만 국가 및 서울시 발전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강북구 발전 정책 발굴에 기여하고

자 한다.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고령사회화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유일

하게 지역경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강북구는 고령층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

를 해소해 가야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북구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재정을 확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에 

직접 투자하여 강북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해가는 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성장 과정에서 확대된 경제적 풍요를 통해 보건과 교육,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를 확장

하는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Sen, 1999).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역량 확충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품 및 공정 혁신 

등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이두희 외, 2018). 이에 지방분권과 역량주체의 

발전을 통해 자치혁신 역량이 확충되어가고,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성장잠재력을 통해 지식확

산과 지역확산 과정을 성취해 가는 산업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림 1-7]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성장을 위한 모형 참조). 현재 지방분권화의 필요성과 관련한 

연구와 논의는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으나 입법조직분권, 재정분권, 사무분권과 같은 실질적인 적

용을 위한 정책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당위성

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정작 민․산․관․학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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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와 필요성에 관한 인식 역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역량

과 지역 경제주체 및 산업 역량이 결집된 민․관 협력이 시스템적으로 역동화를 이루어 주도적으로 

지역성장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지금은 지방정부와 지역 경제주체 및 산업 역량 확충

을 위해 준비해 가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크게 지방정부의 공공(公

共)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와 지역 경제주체 및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로 구성하였다. 2장에

서는 고령사회화 과정을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사회보장 분야의 새로운 

공공(公共)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강북구 노년층의 잠재적 수요 발굴 연구를 통해 

부조 주도형 방식(support led process) 보다는 성장 매개형 방식(growth mediated process)

의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장 결론에서는 앞서 2장과 3장의 행정학 및 

경제학 관점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강북구 고령자 주요 현황>,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강북구 통장 설

문조사서> 내용을 포함하였다.

행정학과 관련한 주제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상규 교수가 집필하였고, 경제학과 관

련한 주제는 서울연구원 유정근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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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회보장 분야의 새로운 공공의 탐색

1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연구의 필요성

지금의 시대를 변덕스럽고(Volatile) 복잡하고(Complex) 불확실하고(Uncertain) 애매모호

(Ambiguous)하다고 하여 ‘VUCA 시대’라고 한다(김상규, 2019). 여기에는 기후환경의 변화, 에

너지 문제, 과학기술의 비선형적 발전 등과 같이 사회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 

외에 인간의 가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한몫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超) 저출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는 

사회 곳곳에서 위기론을 촉발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사회에 슈퍼쇼크(super shock)를 주었다. 싱가포

르와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최하위라는 불명예까지 떠안았다. 출생아 수도 326,900명

으로 급격히 줄어 불과 4년 만에 10만 명 이상이 감소하였다12). 최근 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급격

한 감소는 마치 롤러코스터의 내리막길을 하강하는 양상이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나타내

는 고령화율은 최근 통계에서 15.4%를 기록하였다13).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높

고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가 되는 

2025년 이후 더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이지만 최근 사회패러다임의 변화, 

제조업·노동력 중심 산업구조의 재편 등과 맞물려 우리 사회는 더 큰 충격을 느끼고 있다. 평균수

명은 증가추세이며 출산율은 2019년에 접어들어서도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으므로14) 초(超) 

저출산 고령사회는 이미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설상가상으로 가임 여성인구는 계속 감소하

고 혼인율, 다자녀출산 등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도 나빠지고 있으므로 장래 우리

나라 인구동태는 선형적 예측이 어려운 미지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이른 시기에 고령화를 경험하였으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어

12)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01년 60만 명이 붕괴되고 이어 다음 해에는 50만 명 대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2015년 438,420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8년 326,900명으로 불과 4년 만에 10만 명이 줄었다. 2019년에도 매월 발표하는 지표가 전년도보다 감소하고 있어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국가통계포털, 월·분기·연간 인구 동향(출생, 사망, 이혼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
ar_id=&itm_id=&conn_path=E1

1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27.101.213.4/index.jsp#(2019년 12월 10일 열람).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고령화율 14.8%에서 
2019년 11월 현재 고령화율은 15.4%로 크게 증가하였다. 

14)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 
&parmTabId=M_01_01 (2019년 12월 10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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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국가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회보

장제도 현황을 고령사회 대책 중심으로 개관하고 아울러 2000년의 지방분권개혁과 2010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

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미국 전 상무장관 피터 피터슨은 인구고령화를 화학병기, 핵확산, 인종분쟁에 의한 위협보다 

더 중대하고 확실한 위협으로 보았다(Peterson, 1999). 이미 1930년대 프랑스에서는 저출산으

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국가재정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재정위기론’이 제기되었으며,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고령사회가 가져올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노동력 부족과 노동력의 고령화, 이로 인한 노동생

산성의 저하, 경제성장의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 네거티브한 영향이 지적되고 있다(대한민

국정부, 2015). 이러한 고령사회의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에서도 문제시되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경제 제국주의라고 할 정도로 경제를 국정의 

주요 가치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생산성, 경제성장 침체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

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아울러 이미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

만 고령사회 대책은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아직도 우세

함을 정부 문서나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즈니스 경제학을 중심으로 “장수혁명을 통한 비즈니스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도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학습하고자 하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지만(최상태·한주영, 2018) 고령화가 사

회에 미칠 충격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개척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첫째, 65세 이상 인구를 일률적으로 고령

인구로 분류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둘째,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대

부분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점, 셋째, 사회보장정책 대부분이 중앙관리형으로 지역마다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밀착형 정책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세계 각국은 ‘고령화’ 기준 연령을 65세로 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념

(65세)은 1956년 국제연합 보고서가 당시 구미선진국의 고령화 지표를 기준으로 7% 이상을 ‘고

령화’(aged) 인구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율이 7%의 2배인 

14%를 고령사회로 규정하여 국제비교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보다 기대수명이 훨씬 낮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이 고령의 개념이 타당한지는 생각



02 사회보장 분야의 새로운 공공의 탐색 27

해볼 문제다. 예를 들면 1960년 출생자의 기대수명은 우리나라 55.41세, 일본 67.66세, 스위스 

71.31세였으며 선진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68.54세였다15). 이들 국가의 2017년 출생자 기대수

명이 모두 80세를 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령화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률

적인 기준은 고령인구를 사회보장의 대상인 수동형 인간으로 만들어 활력있는 사회에 마이너스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은 ‘고령자＝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

부분 의존하고 있다. 정부 세출은 현역 세대인 경제활동인구의 경제 상황과 부담에 따라 대부분 

정해진다. 

자료: 국가통계포털.

[그림 2-1] 연령․성별에 의한 한국 인구 변화 (2018년=2050년)

그런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2015년 3,744만 명에서 

2030년 3,388만 명, 2050년 2,590만 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

년 23.7%, 2050년 35.1%로 증가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종속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현역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고령자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고령자의 투약, 입원 증

가, 특수서비스 등의 수요가 많아져 보건의료비가 크게 증가한다. 예를 들면 고령화율이 14.8%

인 우리나라의 2017년 보건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OECD 국가 중에서 25

15) The World Bank, Life expectancy at birth, total (years), https://data.worldbank. org/indicator/SP.DYN.LE00.IN?locations 
=JP-CH-KR-XD-GB (2019년 12월 10일 최종 열람).

(2018년) (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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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율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는 일본, 독일, 

스웨덴, 프랑스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GDP의 10%를 넘는 것을 고려할 때 고령화율과 사회보장

비 중의 보건의료비 증가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16).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이미 고령화를 겪은 다른 국가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주

요 국가가 고령화 7%에서 14%로 증가한 기간은 〔그림 2-2〕에서 잘 나타나 있다.

자료: 内閣府, 2018.

[그림 2-2] 주요국에서 고령화가 7%에서 14%로 증가한 기간

19세기 중반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은 국가는 프랑스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의 

기간은 115년이 걸렸다. 19세기 후반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스웨덴은 85년, 미국과 영국은 

각각 72년, 46년이 소요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 인구비율이 높은 일본도 24년이 걸렸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455,149명으로 전국 인구의 14.8%(2018년 기준)인데, 

2000년 7%에서 불과 18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 지표는 초고령사회의 지표인 고령인구가 

20%에 도달하는 시기도 그만큼 빨라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노인종속인구(고령인구 

1명에 대한 경제활동인구 비율)가 감소하므로 현역세대(주로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경제활동인구의 납세가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으로 고령사회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노동참가, 정년연장 등과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함으로써 공급 측면에서 경제

16) OECD Data, Health spending, Total / Government/compulsory / Voluntary, % of GDP, 2018 or latest available, 
https://data.oecd.org/healthres/health-spending.htm (2019년 12월 10일 최종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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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촉진하는 것도 가능하고 젊은 층의 이민을 받아들여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고용구조와 산업경제 패러다임의 재구축, 사회적 합의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셋째, 대부분의 고령화 정책이 중앙관리형, 중앙정부 재정의존형으로 고령화의 양상이 각각 다

른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지역밀착형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2000년 지방분권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3 ∙ 지역균형 사회보장 정책과 지방분권

1) 지역균형 사회보장 정책 개요

일본은 2018년 10월 1일 현재 인구 1억 2,644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3,558만 명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고령화율)이 28.4%로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높은 국가

이다17).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87%로 고령

화 사회에 진입한 1976년 정부자료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노동력문제, 의료문제, 연금문

제, 가족문제, 고령자복지문제로 구분하여 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經濟企劃廳經濟硏究

所, 1976). 

그런데 1976년보다 고령화율이 네 배로 증가한 현재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에는 큰 변화가 있

다. 고령화율이 높은 국가이므로 고령인구에 대한 법률이나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도 높다. 일본은 1995년에 제정된 고령자 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기본법적인 성격

을 가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외에 개호, 복지, 의료, 학대방지, 고용, 복지용구, 주거, 이동, 연

금 등의 분야에 대응하는 일반 법률이 1970년대부터 제정되었다. 즉 일본은 고령화사회의 진입

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구체적인 대책이 법률에 제도화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후생연금 및 피용자 건강보험 등과 같이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

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국민에게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보험이 대응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도 보험이므로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는 보험급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17) 고령화율이 높은 초고령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이탈리아 22.75%, 포르투갈 21.95%, 핀란드 21.72%, 그리스 21.66%, 독일 21.46%, 불가
리아 21.02%, 크로아티아 20.45%, 스웨덴 20.10%, 프랑스 20.03% 순이다. The World Bank,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populatio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65UP.TO.ZS?view=map. 



서울시 노년층 잠재적 수요발굴 연구: 강북구 독거노인 생활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을 포함하여 30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부조이다.

예를 들면 무연금·저연금 고령자는 생활보호의 생활부조 및 주택부조가, 의료보장에 관해서는 

생활보호의 의료부조가 대응한다. 또한 생활보호가 대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 격차

가 있지만 지방의 단독사업으로서 대인 사회서비스가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전에는 지방이 실

질적으로 각각 운영해 왔던 노인복지사업을 시정촌(市町村)18)이 보험자가 되는 개호보험이라는 

전국적인 제도에 포함하는 형태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 일본의 고령자 사회보장 관련 법률19)

구분 법률명
제정
연도

제정목적

기본
방침

高齢社会対策基本法
고령사회 대책기본법

1995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경제사회의 변화가 
맞물려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고령화의 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고 고령사회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고령사회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 
도모

개호
介護保険法
개호보험법

1997년

연령 증가에 의해 생기는 심신의 변화에 
기인하는 질병 등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직능훈련, 
간호 및 요양상의 관리 기타 의료를 필요로 
하는 자 등이 존엄을 유지하고 보유하는 
능력에 따라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급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의 공동연대 이념에 입각하여 개호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보험급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복지
老人福祉法
노인복지법

1963년

노인복지에 관한 원리를 명확히 하고 노인에 
대하여 심신 건강의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도모

(계속)

18)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로 2019년 12월 현재 시 772개, 정(町) 189개, 촌(村) 189개를 포함하여 1,724개가 있다. 政府
統計の総合窓口, https://www.e-stat.go.jp/ municipalities/number-of-municipalities.

19) 우리나라도 다음과 같이 고령자 생활보장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2005년 5월 18일. 이하 제정연도)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4월 10일)
  ③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6년 12월 10일)
  ④ 「노인복지법」(1981년 6월 5일)
  ⑤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2007년 4월 27일)
  ⑥ 「고령 친화산업 진흥법」(2008년 2월 29일)
  ⑦ 「치매관리법」(2011년 8월 4일)
  ⑧ 「국민연금법」(1986년 12월 31일)
  ⑨ 「기초연금법」(2014년 5월 20일)



02 사회보장 분야의 새로운 공공의 탐색 31

<표 2-1> (계속)

구분 법률명
제정
연도

제정목적

의료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고령자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1982년

고령기의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확보
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적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작성 및 보험자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실시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고 고령자의 
의료에 관하여 국민의 공동연대 이념 등에 
의거 전기고령자에 해당하는 보험자 간의 
비용부담의 조정, 후기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급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 
및 고령자 복지 증진 도모

학대
방지

高齢者の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
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고령자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존엄 유지에 있어 고령자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을 
감안하여 고령자 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학대를 받은 고령자에 
대한 보호조치, 양호자의 부담 경감 도모 
등 고령자 학대방지의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 학대의 방지, 
양호자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여 
고령자의 권리이익 옹호에 이바지

고용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1971년

정년의 상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에 
의한 고연령자의 안정된 고용확보의 촉진, 
고연령자 등의 재취직 촉진, 정년퇴직자 
기타 고연령퇴직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보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함으로써 
고연령자의 취업안정 기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복지
용구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
関する法律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1993년

심신 기능이 저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및 심신장애자의 
자립 촉진과 노인 등을 개호하는 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산업기술의 향상에 
이바지

주거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2001년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등의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춘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고령자에게 적합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종신건물 임대차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
으로써 고령자의 주거안정의 확보를 도모
하고 복지증진에 기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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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구분 법률명
제정
연도

제정목적

이동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
進に関する法律

고령자·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06년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 자립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공 
교통기관의 여객시설 및 차량 등, 도로, 
도로 외 주차장, 공원시설 및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일정 
지구에서 여객시설, 건축물 등과 시설 
간의 경로를 구성하는 도로, 역전광장, 
도로 기타 시설의 일체적인 정비를 추진
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상 및 시설 
이용상의 편리성 및 안전성 향상 촉진을 
기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연금

厚生年金保険法
후생연금보험법

1954년
노동자의 노령,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부를 실시하여 노동자 및 그 유족
생활의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国民年金法
국민연금법

1959년

일본 헌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념에 입각하여 노령, 장해 또는 사망에 
의해 국민생활의 안정이 침해되는 것을 
국민의 공동연대에 의해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

자료: 필자 작성.

위 법률 중 고령사회의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사회 대책기본법」은 취업 및 소득, 

건강 및 복지, 학습 및 사회참가, 생활환경 등에 관하여 국가가 강구하여야 할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비교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한국과 일본의 고령사회 기본법 비교

구  분
한  국｢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  본｢고령사회 대책기본법｣

고용,
소득보장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연금제도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확보

∙ 공적연금제도와 고령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확보

∙ 자주적인 노력에 의한 자산형성 등 지원

건강증진,
의료제공

∙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강구

∙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의 확충 노력

∙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

∙ 지역에서 보건과 의료 및 복지 상호 간의 유기
적인 연계를 도모하면서 적정한 의료보건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제 정비

∙ 적절한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정비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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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구  분
한  국｢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  본｢고령사회 대책기본법｣

생활,
안전보장

∙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

∙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 고령자에 적합한 주택 등의 정비를 촉진하고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확보하여 고령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시설정비 

 촉진

∙ 고령자를 교통사고,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여가·문화, 
생활 활동

장려

∙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 조성

∙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
 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

∙ 평생학습의 기회 확보

∙ 고령자의 사회적 활동 참가를 촉진

∙ 자원봉사 활동 기반 정비
평생교육,
정보화

∙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ㆍ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 강구

∙ 세대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 강구

노후 설계

∙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
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강구

취약계층
노인 등

∙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ㆍ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 배려

∙ 도시ㆍ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 반영

가족관계
세대간

이해증진

∙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
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 조성

경제, 산업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 수립ㆍ시행

고령친화적
산업 육성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ㆍ
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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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구  분
한  국｢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  본｢고령사회 대책기본법｣

조사연구
∙ 고령자에 대하여 특유 질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조사연구,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추진

의견반영
∙ 국민의 의견을 국가 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자료: 필자 작성.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후 후속하여 ‘고령사회대책대강’(이하 ‘대강’)을 작성

하였으며 2018년 2월 16일에는 새 대강을 각의 결정한 상태이다.

새 대강을 책정한 목적은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은 이미 현

실적이지 않으며 70세 이후에도 의욕·능력에 맞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여 모든 세대가 충만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대강의 분야별 기본적 대책 및 계량화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3> 신 고령사회대책대강 대책 및 목표

구  분 기본적 시책 추   진   목   표

취업․소득

∙ 늙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 부업·취업 보급 촉진
 ∘ 리커런트 교육 근본적 확충
 ∘ 고령기의 기업 지원
 ∘ 공무원 정년 연장 검토

∙ 공적연금제도 안정적 운영
 ∘ 연금수급 개시시기 선택지 확대(70세 이후) 
  검토

∙ 자산형성 등 지원
 ∘ iDeCo 등 사적연금제도 보급
 ∘ 고령기에 적합한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 인지능력 저하에 대응한 고령투자가 보호 

∙ 취업률(60~64세)
 ∘ 63.6%(2016년) → 67.0%(2020년) 

∙ 텔레워크(ICT를 활용한 유연근무제) 제도 
등에 기반한 근무 비율

 ∘ 7.7%(2016년) → 7.7%의 2배(2020년)

건강․복지

∙ 건강만들기의 종합적 추진
 ∘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대책
 ∘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건강만들기·스포츠 
  활동

∙ 지속가능한 개호보험제도 운영
 ∘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의 심화·추진

∙ 개호서비스 충실(개호이직 제로실현)
 ∘ 개호직원 처우개선, 개호서비스 질 향상

∙ 지속가능한 고령자 의료제도 운영

∙ 치매 고령자 지원시설 추진
 ∘ 신 오렌지플랜 등에 의한 적시적절한 의료 개호

∙ 인생의 최종단계에서 의료의 역할
 ∘ 상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 주민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체제 구축 촉진 

∙ 건강수명
 ∘ 1세 이상 연장(2020년), 2세 이상 연장
  (2025년)
 ∘ 남성 71.19세(2013년), 여성 74.21세
  (2013년)

∙ 개호 직원수
 ∘ 183.1만 명(2015년) → 231만 명(2020년대 
  초반)

∙ 치매 서포터
 ∘ 880만 명(2016년도 말) → 1,200만 명
  (2020년도 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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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구  분 기본적 시책 추   진   목   표

학습·
사회참가

∙ 학습활동의 촉진

 ∘ 다양한 재교육기회 제공

 ∘ 사회보장교육 촉진

 ∘ ICT 소양 서포트 체제 정비

∙ 사회참가활동 촉진

∙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자 비율

 80%(2020년)

 ∘ 남성 62.4%, 여성 55.0%(2016년)

생활환경

∙ 풍부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확보

 ∘ 주택담보 융자제도 보급

 ∘ 주택확보 배려대상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

∙ 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역개발의 종합적 추진

 ∘ 평생 활약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

 ∘ 장벽이 없는 환경 정비

∙ 교통안전 확보, 범죄·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 운전면허제도 개정 검토 등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 추진, 안전운전 서포트카 

  보급 개발

∙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 결격조항 개정 

∙ 주택확보 위해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호수: 17.5만 호(2020년)

∙ 65세 이상 고령자 보이스피싱 사기 인지건수
 (인구 10만 명 당) 전년 대비 감소

 ∘ 30.9명(2016년)

∙ 8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명 이하(2020년)

 ∘ 266명(2016년)

연구개발
국제사회공헌

∙ 선진기술 활용, 고령자 대상 시장 활성화

 ∘ 개호로봇 개발

 ∘ 게놈과학

 ∘ 무인자동운전 이동서비스

∙ 연구개발 등 추진과 기반정비

 ∘ 통계·제도의 목적에 맞춰 연령구분을 70세, 
75세, 80세 등으로 세분화하여 면밀하게 

  현상을 분석

∙ 관민 데이터 이용·활용 추진

∙ 국제사회에 지식과 과제 공유

 ∘ 일본의 개호를 배워 종사하는 아시아 인재 
  확대

 ∘ 일본의 지식을 국제사회에 전개, 과제 공유·
연계 강화

∙ 한정지역에서의 무인자동운전이동서비스 
 전국 보급(2025년 목표)

∙ 로봇 개호기구 시장규모: 약 500억 엔
 (2020년)

 ∘ 24.4억 엔(2015년)

자료: 日本政府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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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과 지역밀착형 정책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정치학, 재정학,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

어져 왔다. 정치학에서는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과정”(조민경·김렬, 2014)으로 보고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통치구조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재정학에서는 재정분권을 

명목상의 분산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자원과 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개혁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재정분권’이라고 보고 있다(홍근석, 2013).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지방분권으로 인한 주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배분적 효율성

이 증가하고 지방 간 경쟁이 관리효율과 혁신이 증가하고 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의 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이 높아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 지역간 경쟁력 증대 → 지역성장’의 

선순환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지방분권으로 지역 간 공공재 공급량의 격차가 

커지고 균형성장을 저해함으로써 장기 경제성장율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다(최정

렬, 2015).

(1) 지방분권의 명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분권이 국정과제가 되어 있지만 행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변화가 시

시각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주민들의 욕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분

권이 당연하고 당면한 과제라는 인식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종전 산업사회의 경제성장기에서는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민간을 규제하면서 정책

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권력을 분산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포스트 산업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많은 선진국은 정치행정제도를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재편하고 정부의 기능을 

민간에게 대폭 이양하는 민영화를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종전 관료 엘리트주의에도 

변화가 생겨 NPO, NGO 등 비영리조직의 공공적 역할 수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시대의 요청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국가 정책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정치권력이다. 따라서 

현 제도의 종합적인 분석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보다는 지방분권의 이상적인 모습만을 선전하여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논리이

다. 지방분권으로 종전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였던 사무를 지자체의 역량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지방분권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보다 사무배분이나 권력구조 

재편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정치행정제도와 비슷한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한 사례로는 프랑스와 일본

이 있다. 여기서 중앙집권형이란 대부분의 권한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이다. 연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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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미국, 독일 등에서는 주 및 시군구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경제정책, 사회보장, 노동정책, 국토정책 등의 권한에 한정하고 있는 통

치구조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먼저 프랑스의 지방분권 사례이다. 프랑스의 중앙집권제도는 1789년 프랑스혁명 후의 자코뱅 

헌법과 나폴레옹 법제에 의해 형성되었다. 어느 국가든 국가행정제도 형성에는 배경이 있듯이 프

랑스의 중앙집권은 지리적 조건에 따라 혼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의 통합과 수시로 외국의 침략

을 받으면서 일부 지역이 어느 시기에는 자국 영토가 되었다가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되는 지정학

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토를 방위하고자 하는 역사적 경위가 있었다. 소년․소녀 시절에 한

번은 읽었을 알퐁소 도데의 『마지막 수업』에 묘사된 그대로이다.

수세기 동안 중앙집권 제도를 이어오던 프랑스는 1982년의 지방분권법에 의해 중앙집권제도

의 상징이었던 관선 지사를 폐지하고 1964년 드골 정권에서 창설한 주(본토 22개주, 해외 4개주)

를 지자체로 승격하여 지방분권을 본격화하였다. 그리고 2002년 3월 제5공화국헌법 개정에 의

해 지방분권개혁을 집대성하였는데, 지방분권․보충성의 원칙 도입, 지자체의 재정 자주권 원칙의 

도입, 참가민주주의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의 특징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의 경우 기본원칙과 틀은 국회가 

결정하지만 국가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과 실행은 국가(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다(박상완, 

2013).

일본의 지방분권은 1993년 6월 양원(중의원·참의원)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결의’에서 시작

되었다. 1995년에는 「지방분권추진법」이 성립하였으며 1999년 「지방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

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통칭은 「지방분권일괄법」)의 성립으로 기관위임사무의 폐

지와 사무의 재편, 국가의 지방에 대한 관여 완화 등을 통하여 상하·수직관계가 시정되어 지방의 

자주성, 자기 책임에 의한 행정이 가능하게 되었다(金相奎, 2004).

지방분권개혁 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는 지방사무를 법정수탁사무와 자치사무로 구

분하고 있으며 자치사무는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법정수탁사무 이외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자치사무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 법정수탁사무를 제외한 사무, 법령에 

의해 처리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실시하는 사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법정수탁사무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이 본래 하여야 하는 역할에 관련되는 사무

로 국가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그 적정한 처리를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 법률 

또는 정령(政令)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해 사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다20).

20) 법정수탁사무는 1호 법정수탁사무와 2호 법정수탁사무로 구분되어 있다. 1호 법정수탁사무는 “법률 또는 정령에 의해 도도부현(都道府県), 
시정촌(市町村) 또는 특별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 중 국가가 본래 하여야 할 역할에 관련된 것으로 국가에서 그 적정한 처리를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 법률 또는 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2호 법정수탁사무는 “법률 또는 정령에 의해 시정촌(市町村) 또는 
특별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都道府県)이 본래 하여야 할 역할에 관련된 것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이 그 적정한 처리를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 법률 또는 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2조). 법정수탁사무를 예시하면 국정선
거, 여권의 교부, 국가 지정통계, 국도 관리, 호적사무, 생활보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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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
(국가사무)

법정수탁사무

국가 직접 집행사무

사무의 폐지

자치사무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자료: 필자 작성.

[그림 2-3] 지방분권개혁으로 인한 국가와 지방의 사무 배분

2002년부터는 지방교부세 개혁, 국고보조부담금 개혁, 세원 이양을 삼위일체로 하는 재정의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 삼위일체 개혁은 정부간 재정구조 및 규모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교육재정의 경우 2004년에 지자체가 교직원 정수 및 급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액재량제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의무교육학교 교직원 인건비 총액의 국가 부담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하향 조정하였다(金相奎, 2014). 이 개혁과 관련하여 교육학계에서는 ‘의무교육

의 위기’라고 크게 비판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지자

체의 재정 자율성이 증대되면 교육비 등이 행정비 또는 공공사업비로 전용된다는 문제 제기는 

지방분권 비판의 단골 메뉴이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2002년 이후 2012년까지 지자체의 재정 자주성 확대가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가 교육비를 줄이거나 공공사업비 등에 

전용하였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金相奎, 2017). 그 배경에는 1970년대 이후 지역의 문

제해결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노력한 선진 지자체의 다수 출현으로 

지방자치의 토대가 만들어졌고, 지방교육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의무교육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의무교육비국고부담제도 등이 있기 때문이다.

(2) 지방분권과 사회보장 정책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특징은 사회보장분야에 공백이 생긴 곳에는 지방이 꼭 관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장분야의 공백 영역이라도 생활보호처럼 전국 균일적 제도를 바탕으

로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이나 개호보험처럼 전국적인 제도의 틀안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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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만 지역적 격차가 큰 분야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장의 분권화로 지방마다 재정투

입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일본의 지자체의 경우 지방의 세출에서 지방의 자유도가 이전부터 높았지만 지방분권개혁으로 

재정의 자유도가 더 높아졌다. 국가의 제도가 구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이 독자적으로 대인 

복지서비스나 복지급부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실제 아동 의료보조 등의 경우 국가의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방이 더 얹어서 급부하는 등 국가의 제도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도 

독자적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 〈표 2-4〉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국가와 지방이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회보장 사각지

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특징이다.

<표 2-4> 2019년 ‘사회보장의 충실’ 예산안
(단위: 억 엔)

구        분 사  업  내  용
2019년도 예산안 2018년

예산액국가 지방 계

아동․보육 예산

∙ 아동․보육지원 신제도 실시 2,985 3,541 6,526 6,526

∙ 사회적 양육의 충실 237 237 474 416

∙ 육아휴업 중의 경제적 지원 강화 10 6 17 17

의
료
․

개
호

의료․개호
서비스

제공체제
개혁

∙ 병상 기능분화·연계, 재택의료 추진 등
 ∘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의료분)
 ∘ 검진보수 개정에 소비세 재원 활용분

689
337

345
139

1,034
476

934
473

∙ 지역포괄 캐어 시스템 구축
 ∘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개호분)
 ∘ 2015년도 개호보수개정에 소비세 재원 
  활용분(개호직원 처우개선 등)
 ∘ 재택의료·개호연계, 치매시책 추진 등 
  지역지원사업 충실

549
604

267

275
592

267

824
1,196

534

724
1,196

434

∙ 의료 ICT화 촉진기금 창설 300 0 300 -

∙ 국민건강보험 등의 저소득자 보험료 경감
조치 충실

0 612 612 612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충실
 ∘ 저소득자 수에 맞추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 지보험자 노력지원제도 등

832

1,772

832

0

1,664

1,772

1,664

1,68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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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단위: 억 엔)

구       분 사  업  내  용
2019년도 예산안 2018년

예산액국가 지방 계

의
료
․

개
호

의료․개호
보험제도

개혁

∙ 피용자보험 거출금에 대한 지원 700 0 700 700

∙ 70세 미만 고액의료비제도 개정 217 31 248 248

∙ 개호보험 1호 보험료 저소득자 경감 강화 450 450 900 246

난치병․소아
만성 특정
질병 대응

∙ 난치병·소아 만성 특정 질병과 관련한 
 공평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 등

1,044 1,044 2,089 2,089

연       금

∙ 연금수급 자격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618 26 644 644

∙ 유족기초연금 대상을 부자(父子)가정으로 
확대 

57 4 61 50

∙ 연금생활자 지원급부금 지급 1,859 0 1,859 -

합       계 13,528 8,402 21,930 18,659

자료 : 平成31年度社会保障関係予算のポイント.

사회보장 분야에서 지방사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시정촌(市町村)은 개호보험제도에서 보험

자이며 각각의 특별회계를 통하여 개호보험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도도부현(都道府県)21)은 

의료계획의 주체로서 지역의 의료시설 설치 및 병상 규제를 행하거나 시정촌(市町村)과 함께 국민

건강재정을 운영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복지서비스에 관련해서도 지방은 복지의 집행자로서 개호보험 대상 외의 고령자 복지 및 장애

자·모자·아동복지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보호(공적부조)에 관해서도 시 및 도도

부현(군지역)은 복지사무소를 통하여 자산 능력 조사를 포함한 급부사무 및 취로 지원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에 관해서는 국가에 의해 제도적인 체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이 독자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사무도 적지 않다(林正義, 2017). 

즉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설계한 것이며 그 틀 안에서 지방은 독자적인 시책을 전개하

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회보장 관련 사무나 재분배 정책의 경우 지방에 분권화된 상태에서는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므로 재정력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재분배의 정도가 낮아지는 문제는 지방분

권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21) 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쿄도, 홋카이도, 오사카부, 교토부, 43현 등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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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사무보장 분야의 지방사무

구    분 현(縣) 시정촌(市町村)

의    료
∙ 의료계획, 의료적정화계획, 보건사업
 (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교육), 공립병원,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보건사업(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교육), 공립병원,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노인복지
∙ 개호서비스 지정․감독, 개호보험 지원계획
 (필요 업소정원총수 지정)

∙ 개호보험(보험자), 개호서비스(지역밀착형 
지정․감독, 개호서비스 지정(일부), 지역지원

사업(개호예방, 기타 포괄지원), 독자기준 설정

아동복지 ∙ 아동수당 부담

∙ 보육사업, 한부모가정 지원, 모친 지원(육아 
클럽), 건전육성 사업(학령아동 보육·아동관), 
육아복지시설 설치(조산시설, 유아원, 모자
생활 지원시설, 보육소, 아동옹호시설 등), 
아동수당 급부, 이동부양수당 급부

장애인복지

∙ 장애인 수첩 교부, 자립지원비 급부, 지역
생활지원사업(시정촌 대행), 권리옹호를 위한 
조언․정보 제공, 특별아동부양수당 급부, 도도

부현 장애자 복지계획 책정

∙ 장애인 생활실태 파악․관련기관과의 면밀한 
연계, 정보제공·상담·지도, 자립지원 급부, 
지역생활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서비스(개호
급부·훈련 등 급부), 장애 정도 구분 인정, 
시정촌 장애인 복지계획의 책정

사회부조
∙ 복지사무소를 가지지 않은 정촌부 대상 생활

보호비 1/4 부담, 자립지원사업
∙ 생활보호비 1/4 부담(인건비 제외), 자립
 지원사업

자료: 林, 2017, p.691.

4 ∙새로운 공공의 구축

1) 새로운 공공의 제기

본 연구에서 말하는 ‘새로운 공공’이란 지금까지 정부(관) 주도로 이루어져 왔던 공공성을 ‘구

(舊) 공공’으로 정의하고 이와 대비하여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구축되는 공공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새로운 공공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에 일본에서 새롭게 제기되었다. 그 배경에는 규제완화, 

지방분권 등의 행정개혁과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공공성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치적·사회적 인

식이 커진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원점은 한신아와지 대지진 직후 피해 주민들의 생활을 지탱한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성한 공동체, NGO·NPO,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100

만 명 이상이 만든 ‘협동의 장’이었다. 이러한 민간에 의한 공공성의 창출의 내면에는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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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상조의 정신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총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한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은 2010년 1월 새로운 공공성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해 6월 새로운 공공을 선언하였다. 원탁회의에서는 “새로운 공공이란 

‘서로 돕고 활기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당사자들의 ‘협동의 장’으로 ‘국민, 시민단체 및 지역

조직’, ‘기업 및 기타 사업체’, ‘정부’ 등이 일정한 규칙과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당사자로서 참가

하고 협동하며, 그 성과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사회 또는 시장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평가받게 

되며,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한 규칙과 역할을 협동하여 정하는 것이 ‘새로운 공공’을 만드는 것”이

라고 하고 있다22).

새로운 공공에 있어 기업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된다. 즉, 기업은 문화화를 통하여 사원이 사회

적·문화적 시야를 넓혀 사회 전체의 사회화와 다양화, 유연한 조직구조를 만들어 감으로써 결과

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공공의 핵심이 되

는 부분을 위임받았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독점하고 있는 영역을 새로운 공공에 개방하

여 국민의 선택지를 늘리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20세기 중후반의 성장기에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의 인구과잉론 등 미래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 초래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학령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성숙기로 이행한 21세기에 정부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간 정부에 의해 독점된 공공을 새로운 공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의 공공성

의 재구축과 ‘새로운 공공’의 도입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에 많은 시사를 줄 것으로 본다.

2) 복지분야에서의 공공성 재구축

그간의 사회보장정책은 고령자가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어 강자인 경제활동인구의 세금으로 금

전적·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부 주도의 공공성 영역

은 커지고(사회복지주의를 지향하는 큰 정부) 국가재정의 비대화를 초래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지분야에서 ‘새로운 공공’은 1990년대 중엽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시민의 주체적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의 확립을 지향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

대에 개호, 의료 등의 고령자 복지, 장애자 복지, 육아 지원 등 지역복지 추진 주체가 ‘관’에서 

‘관과 민의 협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일본 정부의 ‘새로운 공공’ 정책으로는 소비세 10% 증세와 연계한 ‘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상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축소·해체 등의 비판이 있지만 축소사회에 접어들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볼 수도 있다.

22) 「新しい公共」宣言, 第8回「新しい公共」円卓会議資料(2010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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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상은 2012년 3월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소비세를 증세

하여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는데 충당한다는 내용이 각의 결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3당(민주, 자민, 공명) 협의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이 성립하였다. 이 법 제2조에서는 “자

조(自助), 공조(共助) 및 공조(公助)가 가장 적절하게 결합되도록 유의하면서 국민이 자립한 생활

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족 상호 및 국민 상호가 서로 돕는 체제를 통하여 그 실현을 지원해 갈 

것”을 사회보장 제도개혁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의 책임에 의한 생활·생존의 보장에서 

국민 상호간에 서로 돕는 사회보장으로 전환을 의도하고 있다.

2013년 8월에는 ‘사회보장 제도개혁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 보고서 ‘확실한 사회보장을 

장래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한 방도’에서는 사회보장 제도개혁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1970년대 모델’에서 ‘21세기(2025년) 일본 모델’로23)

②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세대가 서로 돕는 체제

③ 여성, 젊은 층, 고령자, 장애자 등 모든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④ 모든 세대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동·육아 지원의 충실

⑤ 저소득자·불안정 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응

⑥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의료, 개호, 복지, 육아

⑦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동하는 사회보장 제도개혁 등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국민회의의 제안에 입각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보장개혁 

일정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기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일명 

‘프로그램법’)이 성립하였다. 이 법에서는 연령별 부담에서 능력별 부담으로 제도 수정과 함께 다

음과 같은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① 저출산대책 : 아동·육아 관련법 및 대기아동해소 가속화 플랜의 확실한 실시

② 의료 : 70~74세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을 1할에서 2할로 인상, 창구부담 상한액 인상, 

후기 고령자 지원금의 전면 총 보수제, 국민건강보험 운영주체를 시정촌(市町村)에서 도도

부현(都道府県)으로 이관, 임상기능보고제도의 창설, 병원기능의 분화와 연계 강화

③ 개호 : 요지원대상 서비스를 시정촌(市町村) 사업으로 이관, 고소득자 이용자 부담을 1할에

서 2할로 인상, 특별 요양원 입소요건 엄격화

④ 연금 : 연금 피보험자(가입자) 감소 및 평균수명의 연장, 사회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연금 

급부액을 낮추는 정책 강화

23) ‘1970년 모델’이란 남성 노동자의 정규고용·종신고용과 전업주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사회보장은 오직 연금, 의료, 개호가 중심이 되었지만 
‘21세기형 일본 모델’에서는 연금, 의료, 개호의 전제가 되는 현역 세대의 고용 및 육아 지원, 그리고 저소득자·격차의 문제, 주거의 문제 등도 
사회보장으로서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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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제4조(이른바 ‘지역 포괄캐어 강화법’)에서는 지역주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사회사업 활동을 하는 자가 상호 협력하여 모

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복지의 추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행정분야에서 제도적인 분야 이외에 비제도적인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진 주체의 상호협력이 전제되어 있다.

지자체 행정에서 본다면 민생복지 행정에 새로운 공공의 형성, 즉 시민과의 협동 또는 파트너

십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지만 복지 주체의 다양성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자를 얼마나 포섭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남아 있다.

지역복지학의 관점에서 말하는 자치형 지역복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점도 제기되고 있다. 右

田(1993)는 지역복지가 ‘낡은 공공’에서 ‘새로운 공공’으로 전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공(公)’이란 ‘관(官)’이 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민은 ‘사(私)’로 위치하고 

있는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관점이다. 여기에는 관료제 국가에서의 관(정부) 우위 사상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종전에는 공공성의 실현이 정부의 독점적 영역처럼 생각되었으며 실제 사회복지주의 국가체제

에서 정부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공공성의 실현 주체로서 참가하는 것은 어려웠다. 정부에 의

한 서비스는 세금이라는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적 재원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

는 것이 원칙이다. 즉, 사회의 유지와 개인의 생존을 보증하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중심이 된다. 

한편 민간이나 기업에 의한 서비스는 자발적으로 제공된 자금에 의해 수많은 NPO, 단체 등의 

다양한 가치관(미션)에 따라 제공된다. 정부가 착수하기에는 불특정요소가 많은 시범적 서비스, 

정부로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특정 가치를 가진 서비스, 개개인의 다양성에 맞춰 대응하여야 하는 

개별적 서비스 등이 대상이 된다. 수익자로서 시민의 입장에 서보면 정부의 서비스에 민간의 서

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선택지가 더 풍부해지므로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

공’의 구축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3) 새로운 공공의 가능성

(1) 우리나라의 사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공공’이 우리나라에서 꼭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지난 역사에서도 

지역주민의 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전통, 문화, 교육 등이 활성화된 사례가 있다. 즉, 산업화 

이전에 사회기반을 구성하는 공공성은 지역주민에 의하여 구축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194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걸쳐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학교 교육이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을 때 지역주민들은 기성회를 만들어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비 등을 모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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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과 자녀를 위한 학교를 건립하였다24). 이러한 학교가 지금은 모두 공립학교가 되어있다. 

지역주민에 의해 구축된 공공의 주체가 관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평창군 미탄면의 ‘미탄주식회사’이다. 탄광산업의 쇠퇴가 인구감소, 지역침체로 이어지

는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다. 정부의 보조금 사업 수

주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 경제, 문화의 다방면의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다만 평창군 미탄면의 인구 추이를 보면 2009년 881세대 1,904명에서 2017년 916세대 

1,747명으로 세대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에 424

명에서 519명으로 증가하여 고령화율은 22.3%에서 29.7%로 증가하였다(평창군 통계연보). 농

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바람직한 결

과라고 할 수 없다. 당초 지역쇠퇴와 인구감소라는 지역의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시작한 커뮤

니티 비즈니스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에 의한 공공성이 민간, 지역사회, 기업 등에 의한 공공성으로 창출

되어 지역의 활성화 및 고령사회의 과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1970년대라는 이른 시기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추진하였던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시

행착오, 노하우가 축적되고 아울러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중시하는 문화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

기 쉬운 특수한 환경 때문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지역활성형 농상공연계 모델인 ‘가미카츠쵸 잎사귀 비즈니스’와 2019년 고

령자 고용개발 콘테스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의료법인사단 오색회 고령자 고용’, 의료법인의 자

체 고령자 복지사업인 ‘의료법인 성심회 그룹 후키아게타운’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가미카츠쵸(上勝町)의 잎사귀 비즈니스

가) 가미카츠쵸의 개요

도쿠시마현(徳島県)의 가미카츠쵸(上勝町)는 도쿠시마시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

24) 194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독지가에 의한 토지 기부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현재 공립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초중학교 중 많은 학교가 민간에 의하여 설립되어 기성회라는 지원조직의 자금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네이버 뉴스라이브
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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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촌 지역으로 인구는 1,525명 770세대(2019년 7월 1일 현재), 고령자 비율은 52.39%로 

과소화와 고령화가 크게 진행 중인 지역이자 전국에서도 유수의 지역활성형 농상공연계 사업모

델이 되어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가미카츠쵸는 잎사귀(츠마모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자원을 축으로 지역 비즈니스를 20

년 이상 전개해오고 있으며, 2018년 6월 15일 수상관저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우수한 노력을 

하는 지자체로 SDGs 미래도시에 선정되어 내각총리에 의한 인정증을 수여받았다.

[그림 2-4] 가시하라의 다나다 (樫原の棚田)

나) 잎사귀 비즈니스 사업

잎사귀 비즈니스란 일본 요리를 아름답게 수놓는 계절의 잎사귀, 꽃, 산채 등을 재배하여 출하·

판매하는 농업비즈니스이다. 농협 직원이었던 현 대표이사가 이로도리(彩)라는 이름을 붙여 

1986년부터 시작하였다. 현재 300개 종류 이상이며 연중 다양한 잎사귀 등을 출하하고 있다.

잎사귀 비즈니스의 포인트는 상품이 가볍고 아름다워 여성, 고령자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 매출액은 2억 6천만 엔이며 연간 매출액이 천만 엔을 넘는 고령 여성도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것은 컴퓨터와 태블릿 단말기로 보는 ‘가미가츠 정보 네트워크’로부터의 

정보이다. 정해진 수량을 매일 출하하는 것은 아니며 고령 여성들은 컴퓨터와 태블릿 단말기를 

사용하여 ‘가미가츠 정보 네트워크’로부터 전국의 시장정보를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

여 재배한 잎사귀를 전국에 출하하고 있다. ‘가미가츠 정보 네트워크’에는 각자의 매상고를 순위

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각 농가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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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이로도리(彩)의 장식

다) 잎사귀 비즈니스의 지역사회 효과

고령자와 여성에게 일이 생김으로써 사회경제적 역할이 가능하고 건강을 유지하여 지역의 분

위기도 밝게 되었다. 바쁜 생활과 일로 요양원 이용자 수도 줄어들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요양원

도 없어졌다.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인생, 이로도리)되어 전국에서 약 15만 명이 지자체를 방문하

였다. 이러한 활동은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고 있다.

지역으로의 이주, 교류인구의 증가, 지자체 팬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인턴십 사업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 내에서의 일과 생활 체험, 지역행사와 이벤트 참가 등을 통하여 지역을 알리고 

지금까지 600명 이상을 받아들여 그중 약 30명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가미키츠쵸에 정주한 청년들은 잎사귀 비즈니스를 계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젊은이

다운 아이디어와 행동력을 살려 신(新) 비즈니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신(新) 비즈니스에는 택배

서비스, 이동판매, 지역생산품을 판매하는 가미카츠 백화점, 소규모 수력발전사업, 원코인(500

엔) 승합 택시, 오래된 민가를 활용한 카페 등이 있다. 여기에는 풍부한 자연과 자신들의 개성을 

접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녹여져 있다. 지역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아도 가미카츠쵸

의 성공에는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잎사귀 비즈니스에 의한 젊은이들의 결집은 단순히 위로부

터의 유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혜를 가진 청년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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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령자 고용개발

2019년 고령자 고용개발 콘테스트 후생노동대신 표창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의료법인사단 

오색회의 고령자 고용개발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법인사단 오색회 개요

오색회는 1978년 창업한 병원으로 가가와현 사카이데시(香川県 坂出市)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

업원 수는 454명이다. 그중 60세 이상은 57명(12.6%)이며, 연령별로는

∙ 60~64세 39명

∙ 65~69세 13명

∙ 70세 이상이 5명이다.

회사 규정상 정년 연령은 65세이지만 일정한 조건하에서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다. 

현재 최고령 직원은 82세이다.

나) 주요 표창 포인트

직원이 계속 고용된 후에도 임금수준과 정직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무시간 및 일수를 

경감할 수 있는 단시간 정직원제도를 도입하고 고령 직원 개개인의 체력 및 능력에 맞게 업무개

선 및 배치 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일하는 방법 및 시설내 환경에 관하여 개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로 연 4회 각 직원과 소속부서장 사이에 개별적 미팅이 있다.

일상적으로 체력 조절 등을 이유로 고령 직원으로부터 근무형태에 관한 상담이 있을 경우 가능

한 범위에서 희망을 반영하도록 야근회수 및 근무전환, 업무내용의 변경을 하는 등 고령직원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60세 이상의 고령자 여러 명을 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채용 

후 1개월 간은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도하는 트레이너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 신입직원의 직장 

정착을 도모하고, 요통(腰痛)을 완화하기 위한 기계입욕조 도입과 운반작업 효율화를 위한 대형 

운반차 도입 등 고령직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야근업무에 있어서는 젊은 간호사

와 같은 조를 만들어 젊은 직원의 정신적 부담 경감, 고령직원의 체력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간호 

기술의 계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③ 의료법인 성심회의 고령자 복지 지원

가) 의료법인 성심회 후키아게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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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현 히오키시(鹿児島県 日置市)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성심회는 최근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하는 상황에서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 확보가 과제로 되어있는 가운데 고령자 대상 주택을 

마련하여 법인 독자적인 입원료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2-6] 고령자 시설 사진
    출처 : 医療法人誠心会 홈페이지.

의료법인 성심회그룹 마에하라(前原くるみ) 이사장은 입원료 감면제도를 도입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내과의사인 저는 환자, 이용자와 상시 접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고령자로부터 ‘가족의 도

움이나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자신의 수입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지시설을 있었으면 한다’

는 요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日置市처럼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소득이 작거나 수입이 

국민연금뿐인 분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최고액은 6만 5천 엔으로 거기에서 

사회보험료 및 냉난방비 등을 제하면 남는 금액은 2~3만 엔이 되지만 그 금액으로는 시설에 

입소도 어렵고 자신의 생활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노후는 수입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입원료 감면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의료법인 성심회는 ‘일본에서 가장 편안한 시설을 목표로’를 슬로건으로 24시간 의료연계체제

를 마련하고 있다. 건물 내에 다기능 복합시설을 여러 곳에 배치하고 인접한 다른 요양시설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고령자가 안심하고 지내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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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고령자 요양 지원
              출처 : 医療法人誠心会 홈페이지.

나) 주요사업

경제 상황에 따라 7단계의 요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수입이 국민연금(약 6만 5천엔) 뿐인 고령

자에 대해서는 입원료가 면제되며, 1일 3식 식비와 냉난방비 등을 포함하여 월 4만 8천 엔만 

지불하면 된다. 저소득층이라도 생활보호 수급이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수입만으로 

언제까지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감면액의 결정은 입주희망자의 신청이 있으면 외부의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지역인사로 조직

된 ‘임대료감면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대표자는 위원

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다) 기타 사회공헌 활동

입원료 감면제도 외에도 성심회 그룹은 유료개호요양원, 클리닉, 데이케어, 휘트니스 클럽을 

병설한 고령자 다기능 복지시설 ‘빅토리아(ビクトリア街)’를 운영하고 있으며 휘트니스 클럽을 이

용하여 지역주민의 개호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휘트니스 클럽 개설시에는 민간 대기업에 운영을 

의뢰했지만 당시 예상되는 회원수가 300명 정도로 임대료를 무료로 하더라도 채산이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법인이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완성된 휘트니스 클럽은 풀과 사우나 등을 갖추고 있으며 월회비 3천 엔부터라는 합리적인 가

격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현재 회원수가 예상을 크게 넘어 1,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등록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 휘트니스 클럽 회원은 통상 20~30대가 중심이지만 동 시설은 60대가 가장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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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세가 전체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령자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세심한 곳까지 배려하고 있다.

라) 지자체와 연계협력

성심회 그룹은 지자체(日置市)와 연계협력을 구축하여 데이 케어, 데이 서비스, 지역밀착형 서

비스, 방문개호, 거택지원사업소의 서비스제공사업소연락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시와 공동으로 

연수·교류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케어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인과 지자체

는 ‘재해시에 일시 피난시설로써의 사용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공헌사업의 참가 등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게 만들어가고자 

지자체의 이해를 얻어 건강프로그램 및 지역교류의 장이 되는 이벤트를 법인 주체로 실시하고 

있다. 건강 이벤트에는 고령자 게이트볼, 그라운드볼 외에 어린이 소프트볼, 수영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며 소프트볼대회는 日置市 외 가고시마현 전역에서 400명이 참가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4) 새로운 공공의 기본모델

고령화는 농어촌 중심에서 도시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동일 도시 내에서도 고령화의 양상

이 다르다. 하지만 고령화율의 높낮이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와의 사이에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은 농어촌 주민

에 비해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웰빙지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처럼(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라도 지자체, 지역주민, 기업, 대학, 시민단체 등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의 문화 수준과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고령사회가 진행될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보호를 운영하는 전통적인 방법으

로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고령자의 의식변화도 중요한데 자신이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역세대와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시민은 납세 등의 금전적인 부담하면서 선거권 등의 투표행위에 의해 제도적으로 관

련을 맺어왔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와 국가 및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권리는 법률 및 

조례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새로운 공공이 구축될 경우 시민은 법령 등의 

의무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기부와 자원봉사 등 자발적으로 참가하므로 각 지방의 환경조건이나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공공’ 모델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NGO 등과 공공성을 구축하여 주체적으로 역할을 하

고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감독과 조정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기업은 영리조직으로서 공공성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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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도가 매우 낮았다. 기업은 시민처럼 납세와 같은 금전적인 부담은 하지만 시민이 가지는 

선거권은 없다. 다만 정치헌금을 함으로써 정치에 참가하거나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이 ‘새로운 공공’의 주체가 되어 정부, 시민, NGO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할 경우 저성장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이익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 시민, NGO,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연계협력을 할 경우 정책의 선택지는 

더 많아지고 시민의 이익도 증가하게 된다.

시   민
(국민, 주민 등)

기   업

정부에 의한 공공성(公共性)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NGO에
의한

공공성

참여, 자원봉사, 회비, 기부

정책 정보 공유,사회 서비스 제공,
취업 정보 제공사회 서비스 제공

정부활동 감시 
및 정책 제언

정보공유
연계협력

인허가 감독

납세

납세, 기부

취업정보 제공 취업 중개

참여, 기부, 서비스 취업정보 제공

자료: 필자 작성.

[그림 2-8] 사회보장 분야의 새로운 공공 모델

5 ∙소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라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대의 변화, 인생 사이클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경제 패러다임의 전

환 등을 횡단적·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

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과 고령사회 대책이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

고자 한다.

먼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의 관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분권이라는 아젠다는 2000

년대 이후 경로 의존적 관계에 있는 정치과제로 미완의 과제이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에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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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다 지방분권을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

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인지 지방분권이 지자체에게는 마치 ‘복음’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신제도학파의 역사적 제도론에서는 제도의 생성, 변화, 소멸을 ‘중대국면(critical junctures)’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Collier & Collier, 1991) 이번 정권이 국가와 지자체 

간의 통치 구조를 역사적으로 크게 바꾸는 ‘중대국면’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역동성이 강한 

정치의 향방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지겠지만 현재 동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한편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까지 발표되거나 출판된 

정부 문서나 토론회 자료 등에서 나타나는 지방분권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데, 하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로부터 얼마나 자주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즉 자치와 분권이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주민에 대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창조할까 라는 관점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행정적·기능적 분리로 인하여 지역의 종합행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018년 합계출

산율 0.97명으로 세계 최하위라는 슈퍼쇼크였지만 저출산 문제는 교육기간의 장기화, 가치관의 

변화, 경제력 등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결합하여 생긴 결과이므로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즉 지역에서의 육아, 복지, 교육, 청소년문제, 지역사회 문화 등을 다양한 방법

으로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역자치는 달성하기 곤

란하여 지역에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이념적 방향이 서로 다르다. 지역이 균형하게 발전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시점’보다는 ‘전국적 시점’이 필요하다. 전국적 시점에서 종합적인 

국토계획, 경제계획 등 청사진을 만들어야 지역의 균형발전을 콘트롤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무와 

권한이 분산되면 지역의 조건이 우선시되므로 지방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자치의 성숙도에 따라 

지역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바로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직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재정 조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이 거주

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지방분권은 국가가 처리하던 사무를 지

방에 이양하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재정도 배분하여 각 지자체가 국가의 관여와 보조금에 의존하

지 않고 자체 재정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조건에 따라 격차

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 안에서는 광역 지자체의 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지방 집권’으로 이어져 또 다

른 블럭화된 국토공간이 만들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방의 위기론으로 이어지

고 있는데, 일본에서 2002년부터 추진된 재정의 지방분권개혁인 삼위일체 개혁으로 의무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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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의 기준에 의한 유도기능이 후퇴한 것에 대하여 지방의 재정 격차에 의한 교육격차론이 

커진 것은 의미 있는 사례이다(金相奎, 2017).

물론 지방분권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방의 관여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는 중앙행정조직과 

지방에 대한 관여가 체질화되어 있는 행정형태, 국가의 지침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행정을 하는 

지방행정의 전문성 문제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므로 국가가 지방이 처리하는 사무에서 완전

하게 손을 뗄리는 만무하며 지자체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므로 한편으로는 지역균형발

전이 불가능하다는 극단적인 전제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먼저 추진한 일본에서는 지역의 재정능력이 지역 간의 격차를 만들어낼 가

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역량을 가늠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

인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점 등을 현실 그

대로 받아들인다면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거나 모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하는 전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김상규, 2018).

다음으로 사회보장 각 분야에서 생기는 지역격차 문제이다. 지역격차는 사회, 경제상황, 자연

환경, 지역적 욕구, 서비스 내용, 제공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차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지역의 다양성으로 보아야 하는 지역격차, 격차이므로 시정해야 할 지역격

차, 전국적 관점에 서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지역격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책의 지역격차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이 필요할 것이다. 한 예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대처해왔으며, 1999년에는 신 엔젤플랜, 2009년에는 플러스원 정책은 새

로운 보육시설에 자금을 충당, 교육비부담의 경감, 가족용 주택의 개선 등에 의한 이니시어티브

에 의해 아이를 낳기 쉬운 사회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정책 내용이 주로 재정투

입에 초점을 맞춘 낙관론이 바탕이 되었다.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정책효과는 크게 나타

날 것이라는 매우 단순한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대신에 교육(인구문제교육), 문화수준(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등)의 향상 등 비경제적 가치를 창조하여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당히 부족하였다. 그리고 정책평가도 PDCA25) 평가가 아닌 단년도 평가에 그치고 평가

내용도 재정의 적정한 투입 등 효율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락하는 출산율로 인하여 위기론 등 비관적 관점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정부의 중장기 플랜에서는 그간의 낙관론에서 신중론으로 전환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25) 일본은 2002년 4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PDCA는 정부의 정책 평가수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책
평가 기본방침 등에 의하여 각 부처의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총무성 행정평가국의 중점적인 기능은 정책평가제도의 기획 입안과 정책평가인
데,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성,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제12조), 객관적이고 엄격한 실시를 담보하기 위한 평가(제12조), 평가 실시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제15조),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권고(제17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각총리대신에게 의견 
상신(제17조) 등이 있다. 일본 정부의 2005년의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방침 2005’ 제2장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성과목표
(Plan) - 예산의 효율적 집행(Do) - 엄격한 평가(Check) - 예산에 반영(Action)을 실현하는 예산제도 개혁을 정착시킨다.’고 하여 PDCA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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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지만 현재 제안되고 있는 해결책 중 유망한 것은 극히 제한적이

다. 고령화 시대의 특효약이 무엇인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공공정책 과제이다. 국회의원 총선

거나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 정치변동기에 많은 해결책이 제안되고 있지만 장기적이고 본질적

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분배정책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

균형 사회보장정책과 지역밀착형 정책의 조화, 정부와 기업, 시민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공은 인구고령화사회, 재정축소시대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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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울시 강북구 노년층 잠재적 수요 연구

1 ∙ 노년층 잠재적 수요 정책발굴을 위한 선행연구 및 연구방향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는 도시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웰빙(Well-being)과 

웰다잉(Well-dying)의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고령층을 위한 웰빙과 관련한 연구는 노년기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조성해 

가고자 함이고, 웰다잉과 관련한 연구는 임종을 앞둔 분이 충분한 기간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준비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던 뉴욕과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 도

시에서는 주로 ‘웰빙’의 관점에서 고령층 니즈 충족과 도시화를 추진하였다(Rodwin et al., 

2006). 그 결과 장애율 및 장기치료 감소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도시빈곤 증가와 조손가정과 같

은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노년 취약층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85세 이상 후기 노년층에서의 

급격한 건강 악화 및 사회적 고립 문제와 행복한 장례문화와 같은 웰다잉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

했고, 도시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층 노인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

회적 여론이 형성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웰다잉 보다는 웰빙과 도시화를 통해 고령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주로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

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자들은  물적자본, 노동

공급 등 요소투입 증가율의 둔화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임을 예상하였다(한

진희 외, 2002).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늘어나고 식료품, 피복․신발․가구․집기 등 제조업 제품에 대한 비중은 감소하

는데, 이러한 수요구조의 변화가 시장에서 긴급히 청산되기 위해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산

업간 이동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문형표 외, 2006). 아울

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령세대의 노동참여와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이재준, 2019). 산업연구원(KIET) 연구자들은 주요 산업별 

인구 고령화 대응 전략을 연구하였고(송병준 외, 2007), KIET 산업계량모형(KIET-DIMM)을 활

용하여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거시경제 및 산업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 양면을 동시에 고려

하여 분석한 결과 내수와 수출간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제조업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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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과 중화학공업 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이진면 

외,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연구자들은 고령층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지원

이 필요한 집단을 선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소득 빈곤 노인들 중 자산이 없는 사람

들을 대상으로 경제, 주거지원을 구분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을, 열악한 

주거 환경의 경우에는 현물 지원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윤석명 외, 2017).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해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주체’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황남희 외, 2018), 건강노화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김남순 외, 2018).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서울시가 2027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노인 빈곤층 양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평생직업훈련체계 구축, 노후재정설계 교육과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개

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김경혜, 2011). 또한 고령친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산업, 시설, 

공동체 등 전반적인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백선혜 외, 2019).

본 장에서는 보건, 경제, 복지 분야 등에서 서울시 강북구 노년층의 잠재적 수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강북구 고령층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인구, 보건, 경제, 복지, 

문화, 독거노인을 주제로 서울열린데이터 2005-2018년에 대한 기초통계 및 시계열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후,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결과와 강북구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보건, 경제, 복지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고령사회화 대비를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 현안

과 고령층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파악하게 된 고령층 현황을 바탕으

로 강북구 13개의 각 동별 통장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강북구 고령사회화 현안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상호작용(Positive and Negative Group Dynamics)을 파악하였고, 각 동별 

통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고령사회화에 대한 강북구 전체의 현황을 정리하

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는 강북구 고령층의 특성들을 서울시 전체

의 고령층과 비교하고자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서울시 및 강북구 고령

층의 잠재적인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각화설계연구>

강북구 13개 동별 

통장 대상 FGI 및 

설문 조사

<양적분석>

생활시간데이터 활용 

서울시 고령층 

시간활용 분석

<현황파악>

보건․경제․복지 관련

강북구 통계 분석 및

전문가 자문

[그림 3-1] 서울시 강북구 노년층 잠재적 수요 연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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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령사회화에 대한 강북구 통계 및 전문가 자문 결과

1) 서울시 강북구 고령자 주요 현황 분석

한 지역에서의 고령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될수록 보건,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영역에 대해 서로 긴밀한 연관성 가운데 준비될 필요가 있다.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고령사회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절에서는 2005~2018년 

서울열린데이터 자료로 보건, 경제, 복지, 문화의 범주에서 인구, 보건, 노인 사회활동 참가 

현황, 경제활동, 복지, 문화․여가 및 행복․만족도, 독거노인 현황 등 세부적 특징 파악을 위해 

기초통계 및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1. 강북구 고령자 주요 현황 참조). 각 세부 항

목별 강북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구 현황과 관련하여, 2018년 강북구 65세 이상 고령자는 강북구 전체 인구 중 18.0%를 차

지하고 있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인구비중은 고령자 인구 중 41.5%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성별 고령인구로는 고령층 남성 보다는 고령층 여성의 수가 급증하여(2018년 고령자 여성 100명

당 남성의 수: 75.5명) 고령층 성비 불균형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2018년 강북구 13개 

행정동 중 고령자 수는 인수동(6,347명), 송천동(5,597명), 송중동(5,309명) 등의 순이지만, 행정

동별 고령자 비중은 번3동(23.1%), 번2동(20.9%), 우이동(20.0%) 등의 순이다. 강북구의 노년부

양비(2012년: 17.9 → 2018년: 24.8, 38.5%↑)와 노령화지수(2012년: 111 → 2018년: 195.2, 

75.9%↑)는 증가하고 있어 생산연령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 현황과 관련하여, 강북구 고령층의 보건현황으로 2018년 60세 이상 강북구민 중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25%를 못미치는 상황이다. 강북구 지역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암으로 

인한 비중이 가장 높아왔고, 최근 호흡기 계통의 노인성 질환에 의한 사망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치주질환과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급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북구민의 보건을 위해 암과 호흡기 질환,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회활동 현황과 관련하여, 서울시 노인들은 사회활동시 취미활동을 위해 노인정․경로당을 방

문하는 것과 종교단체와 연계된 복지관 노인교실에 참여하는 것, 경제적 이유로 직장에 나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다른 사회활동에 거의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제 현황과 관련하여, 서울시 60세 이상 경제활동을 원하는 실업자 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서울시 60세 이상 실업자 수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당시에 비

해 328.6% 증가하였는데, 서울시 15~29세 실업자 수는 같은 기간 9.1% 증가하였고 30~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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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수는 15.2% 증가하였다. 가계부채가 있는 경우 서울시 시민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 

및 임차에 대한 부채비중이 작아지는 반면,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채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

이 있다. 2018년 강북구민이 생각하는 은퇴이후 적정 생활비 수준은 209만원으로 서울시 평균 

231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에 해당한다. 강북구 주민의 54.1% 

정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해 가는데, 최종적으로 주택 규모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기존 

소비규모를 보전해 가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강북구 주민의 32.5%(2018년 기준)는 노후 준비

가 미비한 상황인데, 강북구에서 구민들 대상으로 연금과 같은 지원제도 운영 보완 및 재테크와 

관련한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북구 구민들은 은퇴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용이하면

서 독립적인 공간이 보장되는 동거 유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노인 전용공간이나 친구와 동거

하고자 하는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강북구민은 대체적으로 은퇴이후 딸보다는 아들과 동거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강북구 구민의 은퇴이후 선호하는 소득활동은 비정규직(임시직)은 

20.4%, 소득활동을 원치 않는 경우는 23.4%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저학력․저소득 및 고

령층 선호 직종의 소득활동 특색이 있다. 따라서 강북구는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 및 창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 개인별 생산성(productivity) 향상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제 및 기술 교육 지원을 위해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복지 현황과 관련하여, 강북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연금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강북구 구민의 2018년 노령연금(20년 이상)의 비중(14.8%)

은 노령연금(10년~20년)의 비중(45.8%)에 비해 31.0%P 가량 낮은 상황으로,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는 노후 소득의 재분

배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데, 강북구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무자 등 저소득 계층이 더욱 젊은 

시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 직․간접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

요해 보인다. 강북구 구민은 노후에 ‘취미활동’을 하며 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2018년 ‘소득

창출’과 관련한 선호가 급증한 반면 ‘자원봉사’, ‘종교활동’, ‘손자녀양육’ 등에 대한 선호는 급감

하고 있다. 이는 강북구민의 최근의 경제상황이 이전보다 급격히 안좋아져 생활에 여유가 없어졌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적인 경제적인 니즈를 충족해줄 수 

있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강북구의 노인복지시설은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노

인의료복지시설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강북구는 고령사회화가 가장 급속히 진

행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이 다른 구와 비교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북구에는 재가노인지

원과 방문간호를 위한 복지시설도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강북구 고령층의 지속적인 건강유지와 

임종에 대한 준비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문화․여가 및 행복․만족도와 관련하여, 강북구 고령층의 여가활동은 서울시의 다른 고령자들에 

비해 건강과 경제활동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이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에게 건강과 경제활동 이

외에 문화예술관람, 창작적 취미활동, 컴퓨터․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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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강북구 구민의 행복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2018년 행복지수는 전년대비 급락하였다. 강북구민의 행복지수가 최근 급락한 것은 경제적인 요

인이 가장 큰 이유인데, 강북구민 자신의 재정상황이 최근 급격히 어려워졌음을 통계에서 반영하

고 있다. 강북구 고령층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 강북구민의 삶에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거노인 현황과 관련하여, 강북구의 독거노인 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소득 계층별로 구분

하였을 때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과 차상위 계층의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 대비 100~120%의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

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을 합친 계층의 개념이다. 통계분석 

결과 유념해야할 점은 서울시의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은 감소하는 추세인데(2011년: 19,273명 

→ 2017년: 18,664명, 3.2%↓), 강북구는 급증하는 양상(2011년: 350명 → 2017년: 1,511명, 

331.7%↑)이라는 점이다. 특히, 강북구의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2011년: 1,104명 → 2017년: 

1,951명, 76.7%↑) 및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 차상위 계층(2011년: 92명 → 2017년: 501명, 

444.6%↑)이 급증 하고 있어 정책적 대비가 긴요한 상황이다. 강북구 동(洞)별 독거노인 현황 파

악을 위해 독거노인 총계와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계로 구분한 집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 

강북구 동(洞)별 독거노인 총계는 송천동(1,656명), 인수동(1,494명), 삼양동(1,408명), 송중동

(1,326명), 수유1동(1,129명), 미아동(1,128명) 등의 순이지만, 2011년 대비 2017년 강북구 동

(洞)별 독거노인 증가수는 송천동(594명), 인수동(480명), 삼양동(475명), 번3동(448명), 미아동

(443명), 수유1동(42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2017년 강북구 동(洞)별 차상위층 독거

노인 소계로는 번3동(236명), 번2동(175명), 인수동(146명), 송천동(122명), 송중동(122명), 삼

양동(111명)의 순으로 집계되었고, 2011년 대비 2017년 강북구 동(洞)별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

거노인의 증가수는 번3동(185명), 번2동(142명), 인수동(120명), 송중동(102명), 송천동(93명), 

수유1동(81명)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고령층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나 낙후된 주택 보수, 식료품 지원과 같은 현물 지원, 여가활용 다각화 지원 방안 

마련 등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구(區)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건, 경제, 복지,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서울열린데이터 자료로 분석한 결과 강북구 

고령층은 경제적인 필요를 호소하는 항목이 가장 많이 집계되었고 보건 분야에서 고령층에게 증

가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관리와 취미 및 여가활동과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건은 구민의 생존과 관련된 영역이고 경제는 삶의 자유와 관련된 영역이고 복지 

및 문화는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인데, 강북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민들의 역량

(capacity) 강화와 자유(freedom)의 증진을 위한 중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서울열린데이터 통계자료에서 도출된 강북구 고령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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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지속적인 강북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 경제, 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 복  지 >
– 취미교양 프로그램 다변화
–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강북구
발전

< 보  건 >
– 건강수준 인지율 재고
– 암사망률, 호흡기 질환 관리
– 치주염, 관절염 등 만성질환 개선

< 경  제 >
– 의료비, 생활비 부채 문제 해소
– 저학력, 저소득 선호직종 개선

[그림 3-2] 서울 열린데이터 자료로 분석한 보건, 경제, 복지 분야 강북구 고령층 대상 단기 정책 목표

2) 서울시 강북구 고령사회화 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분석

앞서 서울열린데이터 자료로부터 확인한 강북구 고령층의 보건, 경제, 복지, 문화의 양상을 참

고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를 자문하여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한 강북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크게 중단기 및 중장기 

대응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보건, 경제, 산업, 복지 등 특정 한 분야에만 이슈가 매몰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방안이 모색되었다(부록 2.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참조).

지역내총생산, 산업영향지수, 재정자립도 등 강북구의 경제여건은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상

황이다.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여건과 강북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산

업 발굴 및 육성을 기획할 수 있는 ‘스마트 혁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각 분야의 은퇴자들이 

주축이 된 ‘강북구 산업경제 정보진흥원’ 개설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강북구 발전을 위한 자치기

구가 잘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북구청은 부서간 및 민관간의 협력을 위한 조정역량

(Adjustment Competence)을 키우고 지역구민의 역량(Core Competence)이 향상될 수 있도

록 리더쉽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의 예산체계에서 자립도가 낮은 구일수록26) 공익사업 

추진시 선택과 집중에 유의해야 하는데, 강북구의 경우 중단기적으로 독거노인 및 요양자나 저소

26) 2019년 강북구 재정자립도는 16.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에 해당한다.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78.4%이고 자치구 평균은 
28.1%로 집계되었다.



03 서울시 강북구 노년층 잠재적 수요 연구 65

득 자영업자를 위한 보건․산업 맞춤형 전략이 모색되었다.

우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 사업으로 자치구 의사회, 성직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

사자들로 구성된 가정방문 에이전시 일환의 다학제팀 코디네이터 제도가 도출되었다. 다학제팀 

코디네이터 제도는 완화의료의 일환으로 강북구 어르신들이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현행 병원 중심의 호스피스 제도를 가정형으로 확장하는 개념을 담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저소득층 노인(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말기질환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 교육을 받게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된 어르신들이 지역의 협동 간호사나 대학교 간호사

의 지도 아래 주변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의미있는 삶을 격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초 의료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가정방문 에이전시 일환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로부터 

소액의 용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경제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있는 삶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를 주변 어르신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병원 중심의 호스피스 제도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지만 보통 경제력 있는 특정 일부의 계층만 혜택을 보게 되

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정방문 에이전시 일환의 다학제팀 코디네이터 제도를 의미하는 가정

호스피스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지역내 어르신 간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영역 등에 대한 전인적 

돌봄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지역내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 의료비용 부담 문제27)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호스피스제도를 

강북구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건강교육패키지 프로그램을 강북구청 관련부서에서 체계

적으로 준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상식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사회화 문제 해소와 중장기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내 제조․서비스업 유

치 및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이 모색되었다. 국가 및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유치 

및 활성화가 절실한데, 강북구는 중단기 차원에서 소득은 적지만 시장이 큰 소득하위 계층을 의

미하는 BOP(BOP: Bottom of Pyramid) 계층을 위한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도출되었다. 가령, 

강북구가 고려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유한킴벌리와 같은 기업과 연계하여 ‘디펜드 스타일 팬티’

와 같은 시니어 용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를 강북구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니어 일자리 

산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기존 건물의 위로 올리는 방식의 ‘스마트 공

장’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강북구 내 새로운 부지 확보와 같은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북구가 지역내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업체 유치시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

하고, 강북구청은 강북구 구민들이 지역내에서 생산된 품목 구입시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부과하

거나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강북구 고령자에게 현물지원을 할 수 있다면 선순환 구조의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술집약

적이고 숙련도가 높은 산업들이 지역내에 유치될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혁신 플랫

27)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17)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만성질병에 의한 입원이용 
증가와 사망 전 의료비의 비중이 높은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망에 대비한 시설이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말기 암환자 마저도 
급성기 병상에 입원하여 의료비가 높아지는 점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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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이 강북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강북구 구민의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강북구

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강북구청은 강북구가 처해있는 다양한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산업 기반의 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서울의 주요 대학교들의 경영․경제

학과와 연계를 추진하여 구민들의 기업가 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비롯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건 및 산업 기반 사업들은 지역내 공동체 의식의 확산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어 지역 주민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 큰 경제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강북구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한 취지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신대가족제도’가 구상되었다. 신대가족제도

는 기존의 국가 조세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전통적으로 복지를 담당해 온 가족과 지역공동

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모색되었다. 강북구청은 구(區)의 특성에 맞게 계획 계약 형태의 

패키지형(가족․출산․교육 등) 정책지원 부서를 설치하여 세제지원 및 연금지원 시행을 준비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보건 및 산업 기반 사업의 추진을 통해 연금과 관련하여 구민들이 경제적

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북구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강북구는 특성상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지역주민의 32.5% 가량(2018년 기준)이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

인데, 이러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 혁신 플랫폼을 통한 지식확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민․산․관․학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다([그림 1-7]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성장을 위한 모형 참조). 그 결과 강북구 중심으

로 지역 확산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이루어져 기술집약적이고 숙련도가 높은 산업이 유치

될 수 있을 것을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자치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의 노력이 함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강북구는 산업 인프라와 제도

를 포괄하는 복합재시스템(CoPS) 생산 및 해외 진출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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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다학제팀 
코티네이터 제도

↓
건강교육 패키지

↓
가정호스피스

제도 시행

[BOP 사업]

시니어 일자리 
사업 실시

↓
선순환 구조 

지역경제 활성화
↓

강북구 기반 
산업토대 형성

[지역내 공동체 의식 확산 노력]

– 신대가족제도 시행: 강북구청에 패키지형 (가족․출산․교육) 정책부서 설치

<스마트 혁신 플랫폼>

강북구 산업경제 정보진흥원
↓

강북구형 산업 클러스터 발전
(민․산․관․학 협력)

[그림 3-3] 강북구 중단기 지역경제 발전 방안 모형

3 ∙ 강북구 동별 통장 대상 FGI 및 설문조사 연구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서 고령사회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북구의 상황을 반

영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다양한 니즈(경제, 복지, 건강, 사회망 등)를 발굴하고 강북구 발전

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서울열린데이터에서 강북구 고령층 현황 통계 결과와 

보건, 경제, 산업, 복지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고령층의 ‘웰빙(Well-being)’과 ‘웰다잉

(Well-dying)’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강북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강북

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요구분석(needs analysis)이 먼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요구(needs)를 확인하여,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장애요인은 무엇

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기대되는 성과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이 필요하다(Rossi, Lipsey, and Freeman, 2003).

 본 절에서는 강북구 13개 자치동 통장을 대상으로 FGI 및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강북구 어르

신들의 다양한 삶의 니즈들을 파악하게 되었다. FGI 연구는 주제에 대한 문헌 및 기초자료 연구

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해당 주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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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Sampling 방식)하고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상호작용(Group Dynamics)을 살펴

보는 것과 보건․경제․복지․여가 등을 위한 강북구 고령층의 삶에 대한 강북구 13개동(洞) 통장(統

長)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북구의 통장(統長)들은 주민들의 여

론을 대변하고 자치구 관련 자료 배부와 복지 도우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즉, 강북구 통장들은 고령층 잠재적 수요 분석 연구를 위한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

지만, 강북구의 다양한 행정상황과 통(統)별 전반적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 

경제, 복지, 문화 등 강북구 고령층의 전반적인 삶에서 핵심적인 니즈와 정책적 필요를 강북구 

통장 대상 FGI를 통해 현실감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강북구 13개 자치동 통장(統長)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3. 2019년 강북구 구정연구단 기초연구과제 설문조사서 참조). 임

의선택(Random Sampling) 과정을 고려하여 선택된 강북구 13개 각 동(洞)에 거주하는 다수의 

통장(統長)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강북구 각 동(洞)을 대표할 수 있는 13명의 통장(統長)을 

대상으로 한 FGI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강북구 고령층의 삶에서 보건, 경제, 복지, 문화 등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다.

2) 강북구 각 동(洞) 통장(統長)들이 활동하면서 파악된 고령층이 삶에서 처한 행정적 요구와  

장애요인, 그리고 문제해결 전략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강북구 고령사회화 대비를 위해 보건, 경제, 복지, 문화 등 강북구 고령층이 인식하

는 요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의 결합을 통해 실시된 다각화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설계 연구이다. 다각화 연구 설계 연구를 통해 좀더 심도있는 

추론과 종합적이고 다양한 시각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령층 삶에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 

전략에 대해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강북구 고령층의 보건, 경

제, 복지,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여 

앞서 선행연구, 서울시열린데이터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2019년 12월 18일 13개 행정동에서 각 동의 고령층의 삶의 현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통장(統長)들을 각 동(洞)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통해 1명씩 강북구 전체 13명을 추천받아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강북구 통장(統長)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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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명으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기간 중 강북구 13개 행정동(洞)의 통장회의에 참여하

게 된 각 통(統)에서 행정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통장(統長) 324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중 응답을 하거나 미비한 응답은 missing값으로 처리하여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① 강북구 각 동별 통장(統長) 대상 질적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질적 자료 수집은 2019년 12월 18일 강북구청 통장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포커스그룹은 

강북구 13개 자치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추천받은 13명 대상으로 1차례 이루어졌지만,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룹(번3동, 인수동, 송천동, 삼양동, 번2동, 삼각산동, 송중동)과 상

대적으로 적은 그룹(수유1동, 미아동, 수유3동, 수유2동, 번1동, 우이동)으로 구분하여 자리를 배

치하여 소그룹별 상호작용(Group Dynamics)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15분이었다. 인터뷰 진행자는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대한 질적연구방법 강의를 

수료하고 훈련 받은 경력이 있는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가 담당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시 

통장들의 전반적인 반응과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강북구청 구정연구단에서 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여왔던 박사급 연구원 한명을 회의촉진자(facilitator)로 배치하였다. 인터뷰 진행상황과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기 위해 강북구청 구정연구단의 석사급 

연구원을 배치하였다. 강북구청 구정연구단 담당 팀장과 서무 주임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배석

하여 강북구에서 추진 중인 행정사업들과 강북구 통장들의 의견 및 지적사항들에 대한 사실여부

를 비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앞서의 고령층의 잠재적 수요에 관한 선행연구, 

서울열린데이터 통계분석 결과, 전문가 개별 자문회의 등을 토대로 준비되었고, 보건, 경제, 복

지, 문화 등 영역별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진행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강북구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하신 것은 무엇인가?

2) 요구가 있다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은 무엇인가?

3) 현 행정서비스 제공의 장애요인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4)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인터뷰 진행자는 주제별로 토의가 마무리될 무렵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후 다음 질문으로 진행

하였고, 참여자의 의견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을 때까지 토의를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마친 후, 인터뷰에 배석하였던 강북구청 구정연구단 연구진 및 행정진들과 인터뷰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참여자들의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종료하였다. 연

구진 및 행정진과의 토의과정을 통해 인터뷰 당시 어느 부분에서 소그룹별 긍정적(Positive)이거

나 부정적(Negative)인 상호작용(Group Dynamics)이 발생하였는지 확인/검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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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북구 각 동별 통장(統長) 대상 양적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약 1달간 진행하였다. 자료수

집 전 강북구 13개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공유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다. 주로 각 동(洞)의 월별 통장협의회에 참석하

는 통장(統長)들을 대상으로 각 동(洞)의 담당 공무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시 보건, 

경제 및 연금, 복지 및 여가, 자유양식 설문 등에 대한 분야별 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하였고, 설문 중 내용파악이 어려운 경우 책임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자유롭게 질의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③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수행시 서울시 및 강북구 노년층 잠재적 수요발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

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응답한 내용에 대한 비밀의 보장 및 익명성 보장 등 

설명 절차 과정을 거친 이후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고취하였다.

④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우선 강북구 13개동(洞) 통장(統長) 13명 대상 간담회 내용을 필사하

여 축코딩 방식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면담자료에서 보건․경제․복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주요 쟁

점들을 일차적으로 범주화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쟁점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을 원인 및 결

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로 구분하여 세부 분석하였다. 하지만, 포커스그룹 인터뷰 연구

의 취지는 일대일 심층면접과 달리 인터뷰시 그룹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주제에 대해 논의되는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함이다(Krueger,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코딩 방

식의 질적연구 방식을 활용하였지만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양적 연구 결과

를 활용하는 다각화 방식을 적용하여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강북구 13개동 총 388명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는 고령사회화 대비와 관련한 선

행연구와 전문가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건 분야 수요 관련 문항(10문항), 경제 및 연금 분야 수요 

관련 문항(9문항), 경제 및 연금 분야 수요 관련 문항(10문항), 인구학적인 배경특성을 묻는 문항

(5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장 대상 설문조사 자료는 각 항목별로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였고, 주제별 설문 문항당 5점의 리커드 척도(Likert Scale)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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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강북구 통장 13명 대상 질적연구 결과

질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보건, 경제, 복지 등 강북구 고령층의 삶에서 처한 상황과 장애

요인, 그리고 문제해결 전략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과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보건은 

‘생존’을 대변하는 영역으로 개인의 건강한 삶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를 의미하고, 경제

는 ‘자유(liberty)28)’를 대변하는 영역으로 평균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소득을 의미하며, 복지는 ‘여건’을 대변하는 영역으로 개인의 주변환경이 얼마나 잘 갖추어

져 있는지를 의미할 수 있다. 연구결과 강북구 고령층은 경제, 건강, 복지의 순서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보건과 경제, 복지 부문이 개인의 삶에 각각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경제상황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환경이 개인의 건강과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인터뷰 

내용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

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고령층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

① 강북구 고령층 경제부문에서 발생되는 복합적인 요구도

연구결과 강북구 고령층의 요구도는 경제, 건강, 여건의 순으로 중요도가 매겨지는데, 이러한 

미흡한 영역들이 다른 분야와 복합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이 필

요한 대상은 주로 차상위 계층과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70대 이상의 후기 고령층이었는

데, 이들 중 독거노인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문제는 돈이에요. 딴거 없어요. 돈하고 건강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바라는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아파서 

혼자 괴로워가지고 방에서 못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강북구는 제가 볼 때 

소득들이 정책이 좋아가지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

아요. 자식이 있되 돌보지 않잖아요. 자기 살기 바쁘다 하는 그러신 분들을 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면...” (송천동 통장)

28) 자유의 개념은 역량(capability)의 개발을 의미하는 자유(freedom)와 기본적인 삶에 대한 제약요소의 제거를 의미하는 자유(liberty)로 세분하
여 구분할 수 있는데, 자유(freedom)는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반해 자유(liberty)는 자원과 소득과 
관련하여 국한된 소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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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정부로부터 보건 및 복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데, 경제적 자립이 안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못받는 경우가 많

았다. 고령층 차상위 계층에서도 주로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와 장애가 있을 경우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적 보완이 필요하였다. 고령층 차상위 계층에게서 발견되었던 주요 어려움으로는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물품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그룹 인터뷰시 고령층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병원동행 서비스, 반찬지원, 

개인 및 집안 보조장치 설치(보청기, 화재경보기, 약 먹는 시간 알림 서비스, 주택가 초인종 수리, 

긴급상황시 도움 요청할 수 있는 호출벨 설치, 독거노인 이상 움직임 감지 위한 사물인터넷(IoT) 

장비 설치 등) 등이 제안되었다.

“말씀하시는게 다 그런 계층이에요. 다 도와주고 싶고 다 어려운 분들인데. 특별히 ‘생명지킴

이’나 보호하고 있는 분들은 서로 연락이 되어서 서로 잘 사는지 못사는지 살아있는지 죽었

는지 보호가 되고 관찰이 되는데, 사실은 자녀도 없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저희 미아동에만 

해도 올해 2분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저희가 장례를 치러줬는데.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연락처라든가, 관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략) 또 어떤 집은 

노인인데 귀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서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귀가 먹었으니까 소리가 안나서 이분이 모른 거에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

가보니까, 국거리를 끓여놨는데, 잘못했으면 큰 불이 날 뻔한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는 보청기라든가 화재경보기 같은거, 정책적으로 준비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

러분 말씀해 주시는거 다 똑같아요. 남자들은 밥 안해요. 안해먹어요. 귀찮아서 안해먹어요. 

반찬해다 주면 최고에요.” (미아동 통장)

“아파도 급수가 안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이 돌보는 경우는 괜찮은데, 안돌보는 사람

들은 병원을 못가서 애로가 많아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동행이라는 병원가는 

동행. 그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번2동 통장)

또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70대 이상의 후기 고령층이나 기초생활수급 및 연금혜택

을 못받는 고령층에게서 노인 일자리에 관한 요구가 강하였다. 

“지금 연금을 못받으시는 분들은 전에 연세가 75세, 70세 되시는 분들은 퇴직을 하시면서 

목돈을 받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중략) 무조건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을 않았기 때문에. 그분

들은 좀 앞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상 분들은 목돈 주니까 다 찾아써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번1동 통장), “한 80%정도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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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도는 약간 여유가 있는 분들하고 괜찮은 분들이 계신데.” (주변 반응: ○○동 통장)

“내가 일자리를 원하는데 막상 나가서 보면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통장 좀 나 

일하고 싶은데, 일 좀 구해줘. 구청에서 보면 나 일자리 있나 좀 알아봐줘. 주민센터 가서 

일자리 알아봐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유3동 통장)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기초적인 노령연금을 타니까, 못타시는 분들 일자리 좀 달라. 한 30

만원 벌어먹게 그렇게 정책을 바꿔달라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동 통장)

② 강북구 고령층 주변환경과 여건에서 발생되는 복합적인 요구도

강북구 고령층에게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는 앞서의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주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의 지층과 고층 거주자에게서 이

러한 필요가 있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 기본적인 거동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과 노인정이나 놀

이터와 같은 안전하고 마땅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쌀이나 김치

보다는 전반적으로 반찬지원에 관한 수요가 컸는데, 배달기준이 까다로운 점이 애로사항이었다.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요. 인수동에 거의 반지하. (중략)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 있는데 이분

들은 고립되서. 건강하시다면 기어서라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구 지하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중략) 밖에 나오지 못하는 환경, 아파도 병원 못가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중략) 아파트 단지는 곳곳이 공원이 잘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게 거

의 없거든요. 골목마다 주차 다 되어 있고 차들 막 다니고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통나무 앉아서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수동

은 그런게 좀 갈만한 곳이 없다는 것.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인수동 통장)

“노인정이나 복지관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아파트같은 경우는 많은데 주택에는 많이 

부족해요.” (다수의 통장 공통답변: 삼양동, 수유1동, 수유3동, 미아동 등)

“그런데, 다들 말씀하시는게 어르신들이 쌀도 좋지만, 배추도 좋지만, 반찬이 제일 중요하시

다고 하세요. (중략) 여러 가지 골고루 있어서 오늘 먹고 내일 먹어도 되는건데, 반찬배달하

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구요. 더 어려운 분들만 해주는 거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집

만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딸이 관리하는데, 반찬배달 혜택도 못받으시고. 또 다리가 불편하

셔서 시장을 못가시는데, (중략) 가서 인적사항을 넣어보니까 혜택이 전혀 안되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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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거동을 못해서 혼자 굶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수치를 완화시켜서 그런 

서비스, 반찬서비스. 반찬배달 같은 걸 좀더 넓은 계층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구요.” (수유3동 통장)

③ 강북구 고령층 경제 문제와 주변환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

강북구 고령층 중에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행정적 지원을 못받게 되

는 가장 큰 이유로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원제도를 들 수 있었다. 또한, 어르신들이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자주 못나가게 되는 여건도 장애요인이 되었다. 어르신들이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시

면 보통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정보도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노인

정 내부의 끼리끼리 문화와 같은 차별이나 어르신 중에 소심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요인이었다. 아울러, 주택가의 경우 고

령층의 수에 비해 노인정과 복지관 시설이 부족한 것도 장애요인이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약간의 걸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저

를 들 힘만 있다는 이유로 등급이 안나와요. 그런 분 어쩌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있어요. 등급

도 못받고 아니면 등급 받자마자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여러번 봤구요. 그런걸 구청하고 어

떻게 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담당하고 했으면 좋겠구

요.” (인수동 통장)

“노인정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잘들 하더라구요. 그런데 노인분들이요. 세거든요. 

노인정에서도 완력이 있어요. 거기서 돈이라도 있어서 자녀가 뒷받침을 잘해주는 사람들은 

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안가더라구요. 그래서 첫째는 그런 

것도 문제이고, 가시면 문제가 없는데, 못가시면서 방에만 계신 분들이 문제에요.” 

(송천동 통장)

“번1동도 주택이에요. 죄다 주택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분 무조건 노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로당이 있으면 거기서 계시는 분들은 서로 안오시는 분들은 연락하고 또 늦게 

나오셔도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연락하셔가지고. 또 요즘은 잘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쌀을 

많이 주시니까 매일 식사를 하세요. 점심을. 그리고 반찬값이 따로 나오니까, 그걸로 반찬하

셔서 잘 드시고. 노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로당이 좁고 수가 적

어서 못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노인정을 늘려주시고, 안나오시는 분들은 

몸이 안좋아서 안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성격상 못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중략) 몸이 

아파서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번1동 통장)



03 서울시 강북구 노년층 잠재적 수요 연구 75

기초생활수급 및 연금혜택을 못받는 강북구 고령층은 어떤 직종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구직시 제약이 많고 막상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도 장애요소였다.

“막상 나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딱히 할 일도 없는거에요. 더 어려운 일도 있고 좀더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한적인게 많더라구요.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저희 어머

니 저랑 같이 사시면서도 일을 하고 싶대는거라. 그런데 저랑 같이 사시니까 제약도 되게 

많으시고 아들이랑 같이 살아서 안돼, 뭐도 안돼, 집도 있어서 안돼, 뭐도 안돼, 제약이 많더

라구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분도 나가서 뭔가 하고 싶은데, 제약이 너무 많고, 막상 나가보면, 

저희 어머니 80인데 나이가 제한해서 안되신다는거에요. 자기는 청춘인데, 하고싶은 것도 

안되고 나이제한도 있고. 가정형편도 제한이 있고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봐도. (수유3동 통장)

마지막으로 실제로 정부의 기초수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에도 면밀한 자격검증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수급자들은 집에 가면 쌀 몇포대씩은 있어요. 그리고 수급자들도 어떤 분이 있느냐면, 서류

상으로는 이혼을 해놓고 수급비 받아먹어요. 이런 분들도 많아. 이런 것을 통장님들이 관찰

해서 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 통장)

④ 현실적 대안과 문제해결 전략

강북구 고령층의 보건, 경제, 복지 부문에서 요구도와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

안으로 1) 복지관․노인정․문화센터의 확충 및 프로그램 다각화와 2)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돌봄서

비스, 동행서비스, 희망도시락 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간/보수/물품 지원 확대, 3) 복지통장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예: 다리와 허리의 노화현상에 관한 지원 대책, 강북구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인 생산성 향상 방안, 아름다운 죽음과 같은 웰다잉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준비와 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과 2)는 강북구 고령층 중에 거동이 원활한 

분들과 불편한 분들을 구분하여 해결방안이 모색되었고, 3)은 고령층의 잠재적인 문제 해결을 위

한 정부차원의 전문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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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노인정․문화센터의 확충 및 프로그램 다각화>

복지시설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반찬지원이나 구직을 위한 정보,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로 거동이 원활하신 어르신들은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강북구내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다른 구와 비

교시 많이 낙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경로당이 좀더 생겼으면 좋겠구요. (중략) 지금 필요한데가 3개가 필요하다고 하거든

요. 그리고 경로당에 있으면 대화상대가 있잖아요. 노인네들은 혼자 있으면 입다물고 있어

서. 어쨌든 말을 안하시는 분도 나오시면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노래

교실도 하고 운동도 하러 오고, 건강관리공단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다양하게 많이 하시더라

구요. (중략) 모든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사람이 많아서 못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놀이터

에서 이 추운데 앉아 계세요. 연립주택. 요즘 1층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몇 

명이 5명, 4명, 3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런걸 없애고 노인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1동 통장)

“시립복지관이라고 하나 있는데, 저희 구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오셔서, 저희 

구민들 만약에 다리가 아프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혜택을 덜 받으시는데요. 순서가 밀린다거

나. 저희 구만의 구립 복지관이 크게 있으면 좋겠어요.” (수유3동 통장)

“복지관을 좀 많이 늘려야겠어요. 제가 길음복지관(성북구)을 가봤거든요. 봉사를요. 너무 잘

되어 있더라구요. (중략) 가면 할머니들 당구도 하시고, 기초로 무료로 점심 주고, 의원봉사도 

해주고. (중략) 복지회관을 몇 개를 지어서 노인정 못가시는 분들, 아까 반찬, 밥 그러지요. 

거기도 밥, 기초수급자 밥을 무료로 주더라구요. 형편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싸게 식사 대접

을 하고. 너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걸 좀 본받아서 강북구에 몇 개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삼각산동 통장)

“동사무소 자치 강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노인층에는 노래교실 뿐 없거든요. 그런데 노인층

의 강좌가 종이접기라든지, 종이접기도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데, 노인층도 종이접기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진흙으로 한다던지 이런 강좌 프로그램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송중동 통장)

“우리 동에도 보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노원구에 계세요. 노원구에는 문화시설이 너무 잘되

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이 여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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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습니다.” (수유2동 통장)

<찾아가는 방문, 돌봄, 동행, 희망도시락 등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간/보수/물품 지원 확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어르

신, 독거노인들을 위해 방안이 강구되었다. 이를 위해 복지 통장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원

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간 증가가 필요하고, 활동 보수 증액 및 방문 어르신의 일용할 

필요를 해소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물품 지원 방안이 모색되었다.

“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문화센터 가서 하시는 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실상 70대 넘으셔서 정말 언제 죽는지도 모르

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 연락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몇일씩 있다가 시신이 부패

해서 있을 적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시신을 보고 참 

병원에 옮기는 과정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거 보면. 이것이 현실이에요. (중략) 자식들이 

없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디에 연락할 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처에서도, 제 생각인데, 자녀가 없는 분들 따로 분리를 해서 연락처를 강구하는 방법을 했

으면 좋겠어요.” (미아동 통장)

“자식은 있는데 돌봄은 못받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정보가 너무나 많고 자기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그것 조차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친구 맺어주는 시스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수유1동 통장)

“한사람 만나러 가면 이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이라고 해서 돈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갈 때마다 그분들이 

뭘 쳐다보냐 하면 얼굴을 보는게 아니라 손을 봐요. 손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

해서 전화만 한번하고 안갈 수도 있고. 또 보고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미안해서. 제 자신이 

미안해요. 들어가면. 그런 걸 좀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갈 걸 두 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번1동 통장)

<고령층의 잠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문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필요>

강북구 통장 13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인터뷰에서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전문가 회의, 

서울열린데이터를 통한 강북구 현황분석 자료 등을 통해 강북구의 보건, 경제, 복지 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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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니즈에 관하여 질의하였지만, 부정적인 상호작용(Negative Group Dynamics)이 관측되

었다. 즉, 어르신들 임종과 관련한 삶에 대한 정리와 관련한 질문 및 고령층 창업활동과 같은 고

소득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개인 역량 계발과 관련한 질문에서 인터뷰 참여자들로부터 부정적

인 반응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강북구 고령층의 웰다잉(Well-Dying)과 경제가치 창출을 위

한 개인 역량 강화와 같은 잠재적인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다리와 허리 같은 기동성과 관련한 신체부위가 약해지는데, 너무

나 당연스러워 보이는 노화 현상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자 질문 1): “고령자 분들도 전기 고령자 분들, 후기 고령자 분들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전기 고령자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고, 

그런데 75세, 80세 이후의 분들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중략) 제 말

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편하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럼 임종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 (수유3동 통장 답변): “각자 생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이 여유로우면 준비하실 

수 있고,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은 자기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

실 것 같아요. 되는대로 그냥 하루하루.”

⇒ (통장 다수 답변): “그런데, 준비 이런게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사회자 질문 2): “요새 최첨단 시대가 됐잖습니까. 4차산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잘 몰

라요. 제가 궁금한게. 강북구 안에 나이가 드셨어도 사업을, 창업활동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 (통장 다수 답변): “(웅성웅성) 없죠.”

⇒ (송천동 통장 답변): “창업이라기 보다는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은 많지요.”

⇒ (○○동 통장 답변): “집에서 조그만 가내공업 같은.”

(사회자 질문 3): “대부분 어디가 편찮으실까요?”

⇒ (통장 다수 답변): “다리, 허리. 다리, 허리야.” (○○통장 동시 반응):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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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동 통장 답변): “65세 넘으셔 가지고 허리, 다리 안아픈 사람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60%가 허리, 다리 아픈 분들이에요.”

(2) 강북구 통장 (324명/388명) 대상 고령층 수요관련 설문조사 결과29)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강북구 통장은 대상인원 총 388명 중 324명으로 강북구 거주 년수는 

평균 28.8년이고 60대가 56.1%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34.1%, 40대는 5.7%, 70대는 4.1%를 

차지하였다. 문항당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보건 및 복지 및 여가 분야는 각각 3.17점과 3.04점으

로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인 3점 이상이지만, 경제 분야는 2.83점으로 낮게 집계되었다. 또한 경

제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매우 아니다’ 및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극단치를 상․하위 2%를 

초과하여 선택한 문항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북구 통장들이 생각하는 고령

층 삶에서 보건 분야와 복지 및 여가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을 상회하였지만, 경제 및 

연금 분야에 대해서는 긴급하면서 체계적인 고령층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로 보통 수준(3점) 미만인 항목을 정리하면, 보건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의료기관이나 관

공서의 지원, 지역네트워크 활동,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 적극적이지만, 여전히 전체

적인 건강상황은 양호하지 않은 것(질문1: 2.98점)으로 집계 되었다. 한편, 강북구 전체적으로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아름다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질문9: 2.87점)으로 나타났다. 복지 및 여가 분야에서 강북구 어

르신들은 주변 분들과의 관계나 방문 간호와 같은 외부에서의 지원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회활동에서 자신감(질문22: 2.91점)이 부족하고 취미나 교양활동에 대한 참여(질문23: 2.82

점)에서도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산 산책길 이용(질문28: 2.82점)에서도 강북구 고령층에서

는 많지는 않은 수준이었다.

경제 및 연금 분야에서 강북구 고령층의 경제상황(질문11: 2.83점)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평상시 노후준비(질문13: 2.52점)도 매우 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혜

택(질문12: 2.93점)도 저조한 상황이었다. 기초수급자의 생활 수준(질문16: 2.95점)은 보통을 밑

돌지만, 독거노인의 경제 상황(질문17: 2.63점)은 더욱 안좋고 소득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

(질문15: 2.58점)를 가진 것으로 보아, 강북구에는 고령층 차상위 계층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강북구에는 저소득 고령층이 다른 지역

으로부터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질문18: 2.80점)인데, 향후 강북구 일자리 사업(질문19: 3.07

점)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

29) 설문조사를 위한 구체적 항목별 설문 내용은 <부록 3>: 강북구 통장 설문조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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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강북구 보건 분야 고령층 수요 관련 설문조사 요약
(단위: 명, 퍼센트)

항목1. 보건 분야 관련문항 (평점: 3.17점)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항별
점수

질문1. 현재 개인 건강 상황
6

(1.9)
50

(15.6)
210

(65.6)
52

(16.3)
2

(0.6)
2.98 

(100.0)

질문2. 의료기관에 대한 태도
0

(0.0)
30

(9.4)
144

(45.0)
136

(42.5)
10

(3.1)
3.39 

(100.0)

질문3. 의료기관 서비스 상황
1

(0.3)
52

(16.3)
142

(44.5)
122

(38.2)
2

(0.6)
3.23 

(100.0)

질문4.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
0

(0.0)
37

(11.6)
143

(44.8)
128

(40.1)
11

(3.4)
3.35 

(100.0)

질문5. 행정적 지원의 적절성
1

(0.3)
38

(11.9)
137

(43.1)
128

(40.3)
14

(4.4)
3.36 

(100.0)

질문6. 동행 및 방문 서비스 활성화
3

(0.9)
81

(25.6)
144

(45.4)
79

(24.9)
10

(3.2)
3.04 

(100.0)

질문7.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0

(0.0)
40

(12.5)
170

(53.1)
102

(31.9)
8

(2.5)
3.24 

(100.0)

질문8. 어르신 거동 상황
5

(1.6)
58

(18.2)
180

(56.6)
67

(21.1)
8

(2.5)
3.05 

(100.0)

질문9. 임종에 대한 개인별 준비 상황
5

(1.6)
98

(31.5)
147

(47.3)
53

(17.0)
8

(2.6)
2.87 

(100.0)

질문10. 공공기관의 건강교육 적절성
3

(0.9)
54

(16.8)
164

(51.1)
93

(29.0)
7

(2.2)
3.15 

(100.0)

주: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표 3-2> 강북구 경제 및 연금 분야 고령층 수요 관련 설문조사 요약
(단위: 명, 퍼센트)

항목2. 경제 및 연금 분야 관련문항 (평점: 2.83점)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항별
점수

질문11. 현재 개인 경제 상황
14

(4.3)
97

(30.1)
156

(48.4)
53

(16.5)
2

(0.6)
2.79 

(100.0)

질문12. 국민연금 수령 상황
4

(1.3)
85

(26.8)
158

(49.8)
70

(22.1)
0

(0.0)
2.93 

(100.0)

질문13. 노후 준비 상황
19

(6.0)
141

(44.5)
131

(41.3)
24

(7.6)
2

(0.6)
2.52 

(100.0)

질문14. 고령층 소득활동 상황
26

(8.2)
103

(32.6)
109

(34.5)
71

(22.5)
7

(2.2)
3.22 

(100.0)

질문15. 고령층 소득활동 의지
2

(0.6)
35

(10.9)
128

(40.0)
135

(42.2)
20

(6.3)
2.58 

(100.0)

질문16.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상황
10

(3.2)
73

(23.0)
162

(51.1)
68

(21.5)
4

(1.3)
2.95 

(100.0)

질문17. 독거노인 소득상황
16

(5.0)
134

(42.1)
121

(38.1)
47

(14.8)
0

(0.0)
2.63 

(100.0)

질문18. 저소득층 고령자 강북구 유입 상황
5

(1.6)
55

(17.1)
148

(46.1)
97

(30.2)
16

(5.0)
2.80 

(100.0)

질문19. 강북구 일자리 사업 효과성
4

(1.3)
58

(18.2)
173

(54.4)
77

(24.2)
6

(1.9)
3.07 

(100.0)

주: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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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강북구 복지 및 여가 분야 고령층 수요 관련 설문조사 요약
(단위: 명, 퍼센트)

항목3. 복지 및 여가 분야 관련문항: (평점: 3.04점)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항별
점수

질문20. 가족과의 관계에서 화목함 정도
5

(1.6)
36

(11.4)
204

(64.8)
69

(21.9)
1

(0.3)
3.08 

(100.0)

질문21. 친지/친구와의 관계에서 원활함 정도
4

(1.3)
44

(14.0)
192

(61.0)
73

(23.2)
2

(0.6)
3.08 

(100.0)

질문22. 사회활동에서의 자신감 정도
6

(1.9)
83

(26.3)
164

(51.9)
59

(18.7)
4

(1.3)
2.91 

(100.0)

질문23. 취미․교양활동 참여 상황
8

(2.5)
100

(31.8)
150

(47.8)
52

(16.6)
4

(1.3)
2.82 

(100.0)

질문24. 복지시설 프로그램 적절성
4

(1.3)
62

(19.9)
153

(49.0)
85

(27.2)
8

(2.6)
3.10 

(100.0)

질문25. 복지시설 수의 적절성
6

(1.9)
77

(24.7)
149

(47.8)
70

(22.4)
10

(3.2)
3.00 

(100.0)

질문26. 방문간호 상황의 적절성
0

(0.0)
43

(13.7)
154

(49.0)
114

(36.3)
3

(1.0)
3.25 

(100.0)

질문27. 고령층의 마을에 대한 애착도
5

(1.6)
44

(13.9)
160

(50.5)
98

(30.9)
10

(3.2)
3.20 

(100.0)

질문28. 고령층의 북한산 산책길 이용 상황
16

(5.0)
102

(32.1)
126

(39.6)
70

(22.0)
4

(1.3)
2.82 

(100.0)

질문29. 고령층의 관공서에 대한 신뢰도
3

(0.9)
40

(12.6)
180

(56.8)
89

(28.1)
5

(1.6)
3.17 

(100.0)

주: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한편, 강북구의 동(洞)별로 고령층 삶에 대한 요구도가 다양했는데, 주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

가 많은 지역에서 자유 제안이 많았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주변환경 개선과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해 보였다. 또한,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성격상의 이유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 기초수급기준에 해당되지 않

지만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반찬지원, 방문 및 동행 서비스, 주택 

보수 및 위기대응을 위한 장비 설치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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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강북구 고령층 잠재수요 설문조사 관련 동(洞)별 자유응답 현황

번3동 번2동

∙ 어르신을 위한 놀이터가 생기면 좋겠고, 복지통장의 
어르신 방문시 야쿠르트 제공과 같은 지원 확대와 

 어르신 일자리 혜택이 많아질 필요 있음.

∙ 주민센터에 어르신들의 위한 강좌가 많이 필요하고, 
 어르신을 위한 동행서비스가 필요함.

∙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 이용 위해 노인정 엘리
 베이터 설치 필요 (4층)

∙ 어르신들 케어활동을 위해 좀더 재원이 풍부해지면 
 좋겠음.

∙ 소외되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기초연금 액수가 너무 적고 몸이 편찮으셔도 병원에 
안가시고 고통을 감수하시며, 형평성에 맞게 기초연금 

 혜택 지급이 필요하고, 어르신들 쉴만한 장소가 필요함.

∙ 기초수급이나 연금혜택 못받으시는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에게 김치, 반찬, 쌀 나눔이 있으면 함.

∙ 노인정에서 어르신 건강체크가 실시되고, 노인정 외부에 
계시는 분들 혜택받을 수 없으니 잘 챙겨드릴 필요가 
있음.

∙ 등급이 안나오시는 어르신들 위해 병원, 운동을 위한 
 동행자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음.

∙ 노인일자리가 필요하며, 해모로 아파트와 148번지 
 오현로길에 신호등 설치 요청

∙ 경제 어려움 호소

∙ 노인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함.

인수동 송천동

∙ 단독주택이 많은데, 인터폰 고장으로 출입이 어려워 
수리가 필요하고, 지하나 고층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외부로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주변 산책

 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와 여가활동하기에 
 적절한 운용 요망

∙ 여가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노인정이 필요하며, 통장의 어르신 방문시 조그마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 어르신들에게 경제와 건강이 중요하며,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 병행될 필요 있음.

∙ 연금수혜자 중에 실제는 경제형편이 좋은 경우가 있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필요

∙ 15통에 어르신 안전위해 CCTV와 도로보수가 필요함.

∙ 삼양복지관 많은 지원 부탁

∙ 복지, 경제적 여유, 건강 (보건소에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불편할 때 언제든 갈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독거노인들이 동네골목 어귀에 모여 있으신데, 홍보를 
하여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서 흡수하면 좋겠음.

송중동 삼양동

∙ 노인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고, 노인 복지관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 송중초교 부근 청결위해 하수도막음 설비 및 소독처리, 
공원내 그늘아래 쉴만한 공간, 노후담장 미화를 위한 

 벽화작업 필요

∙ 여가분야에서 다양한 취미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어르신들 앉아서 쉴만한 자리 필요

∙ 여가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 강북구 고령층 문제 해결의 핵심은 돈인데, 강북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 있음.

∙ 어르신들 쉼터가 필요함.

∙ 문화시설과 운동시설 부족하고, 주변 환경 열악하여 
 개선 필요

∙ 어르신들 위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함.

∙ 복지 사각지대를 소상히 파악할 필요 있음.

∙ 경사지역이 많고 주택가인데 빈곤한 어르신 많음.

∙ 청소년들이 특별활동할 수 있는 장소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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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수유1동 수유2동

∙ 제도적인 혜택을 못받는 틈새가정 분들 서로 친구 
맺어주는 프로그램 필요하며, 건강상 위급시 집에서 

 벨을 누르기만 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고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함.

∙ 주차공간, 골목길 가로등, 재활용함 골목 끝에 추가
설치 및 도로쪽 빈상가 정비(청소, 환경정리)

∙ 문화센터와 복지관이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 
 필요

∙ 여가공간이 부족함.

∙ 강북구는 노인인구가 많아 어르신 위주의 복지가 많은데, 
청소년과 영․유아를 위한 지원도 확충 필요

미아동 삼각산동

∙ 문화센터, 체육시설, 골목 유휴부지에 의자나 체육시설 
설치, 독거노인 연락체계 구축과 방문서비스 늘릴 필요 

 있음.

∙ 독거노인 긴급상황 발생시 호출 비상연락 필요

∙ 맑고 깨끗하고 밝은 미아동 만들기 노력 필요

∙ 깨끗한 환경 조성 필요

∙ 깨끗하고 살기좋은 미아동 조성 요청

∙ 복지에서 어르신들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함.

수유3동 우이동

∙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니어도 반찬배달 혜택이 
 여러 어르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반찬배달 기준 완화 필요

∙ 민간 자원봉사 단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서로 돕고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 요청

∙ 보건, 여가분야 보장을 위한 장소 보충 필요

∙ 문화시설 확충 필요

∙ 노인들이 운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가 확충되어 
 건강증진을 도모

∙ 저소득층 노인일수록 의료기관(보건소)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 가정방문 건강서비스가 많아졌으면 함.

∙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많은 복지와 예방
접종 무료실시 요청

∙ 찾아가는 서비스(돌봄, 요양, 동행 등)의 양적․질적 
증가, 노령연금 혜택의 현실화, 보건소․복지관 등 시설
이용의 체계화, 노인일자리 증대, 복지사각지대 노년층 
혜택 증가, 생을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등이 필요

∙ 우이동 15통과 14통 사이의 산기슭에 경로당이 필요함.

∙ 동과 통장, 반장 전체 모임을 갖고 지역발전과 애로
 사항을 위한 토론장 필요

∙ 골목길이 좁고 어두워 LED등 교체 및 CCTV 보완이 
필요하고, 강북구청․동사무소․통장․주민이 혼연일체
되어 적극적인 동네가 되기를 원함.

번1동

∙ 어르신들은 대화상대와 소통이 필요한데, 경로당이 
더욱 증가되어야 하고,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놀고 계신 
어르신들 경로당 가실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 기초연금 지급 바람.

∙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파악 및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
 연락기기 설치 필요

∙ 경로당 인원 제한으로 번1동의 모든 노인 수용 못하고 
노인들은 장거리 활동 어렵기 때문에, 번1동에 복지관 

 설립 필요

∙ 현재 다른구에서 많은 노인 유입되고 있지만, 고령층 
 수요충족을 위한 과감한 투자 필요

∙ 바르게 사는 것 필요

주: 동(洞)별 배치는 2017년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현황에 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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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울시 노인독거가구 생활시간조사 분석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서울시의 시간과 관련한 정책은 2015년 9월 개최된 <함께서울 정기포럼>에서 ‘서울시민의 시

간과 삶의 질’의 주제로 분야별로 정리된 연구내용을 기반하여 시사점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포

럼에서 시간을 연구주제로 삼았던 배경에는 지금까지 서울시 정책이 교통․환경․건축과 같은 공간

적인 문제에 집중되었는데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뿐 아니라 시간 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공감대에서 기반한다(김경희 외, 2016). 시간과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에서 다루어졌는데, 서울시 노년층 잠재적 수요발굴과 관련한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고령층 ‘워킹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30)’의 시간 사용 현황과 관

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고령사회화와 관련한 강북구의 특징 중 하나는 최근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층) 독거노인 수가 서울시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강북구는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다([부록 1-19] 독거노인 현황 참조). 이에 서울시의 다양한 소득수준의 고령층 1인가구의 시간 

활용 현황을 파악하여 강북구의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자료설명 및 연구방법

강북구 차상위 독거노인의 잠재적 수요 연구를 위해 서울시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평일과 주

말의 24시간 생활시간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영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

를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자원인데,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의 하루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생활의 질이 달라지고, 한 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시간활용 양상에 따라 그 사회의 사회․
문화적 모습이 달라진다(손애리, 2000). 인문․사회과학에서 시간에 관한 개념은 플라톤이 시간을 

영원한 이데아의 모상으로 현실세계의 불완전함을 나타낸 것으로 규명하였던 형이상학적 논의에

서 시작하여, 산업혁명 이후 시간을 사건 사이의 간격이나 그 지속시간과 같은 시계로 측정되는 

양(量)으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연계된 사회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시간

은 물리적 개념이 아닌 사회적 시간의 개념으로 시간을 둘러싼 규범, 문화, 대상, 제도들 간의 

30) 워킹푸어(근로빈곤층): 직장은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계층을 의미하며, 임금 및 복지 차별, 고용불안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임금과 복지가 열악한 정규직 노동자도 해당한다. 이들은 월급이 나오는 일자리가 있어 중산층 같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저축
이 없어 언제든지 극빈층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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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의 사회적 발전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Elias, 1992).  통계청은 1999년부터 5년 주

기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간활용 현황에 대해 집계하였다. 이러한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에는 가

사노동, 무급노동 등 비시장생산(nonmarket production)에 소요된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 총생

산활동을 위한 구조를 좀더 현실성 있게 파악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의 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Juster and Stafford, 1991; Goldschmidt-Vermont, 1989). 통계청에

서는 2014년 7월, 9월, 12월에 총 3회의 생활시간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가구주를 포함한 10세 

이상의 가구원들의 시간사용을 10분단위로 파악하여 after-coded 방식으로 층화 2단 집락추출

방법에 의해 표본추출 집계하였다. 2014년 전국 표본은 총 12,000 가구 중 27,716명이 집계되

었다.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5> 2014년 생활시간조사 조사항목

부   문 조     사     항     목

가구관련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실제 출생연월, 혼인상태, 돌봄 필요사유, 재원․재학여부, 분거가구 
여부 및 사유(배우자․미혼자녀), 거처종류 및 주거용 연면적, 점유형태, 가구소득

개인관련
시간압박 여부 및 이유, 일과 후 피곤함 정도 및 이유, 주관적 만족감, 가사분담 만족도, 
성 역할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 여부 및 일하지 않는 이유, 산업직업, 종사상 직위 및 취업 
형태, 주업 및 부업 시간, 정기 휴일, 교육 정도, 개인 소득

시간일지
주된 행동, 행위 장소/이동 시간, 함께한 사람, 동시행동, 시간활용 만족도, 건강상태, 근무(등교)일 
여부, 1시간 이상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 및 방문자 시간일지 작성방법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가이드라인｣.

선행연구에서는 고령층의 사회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변수로 은퇴 여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자가(自家) 유무, 요일 등을 고려하고 있

다(이신숙, 2011; 정순희, 최혜경, 2006).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 분류체계에 근거하

되, 기존의 시간과 관련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변수들을 분석 과정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주요 변수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독거노인 조사대

상자의 가구 및 개인 관련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일과 주말의 개인유지와 관련한 필수생

활시간과 근로와 가정관리와 관련한 의무생활시간, 사회참여와 교제와 관련한 여가생활시간의 사

용시간 현황을 파악하여, 항목별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일과 

주말 서울시 독거노인들의 사회활동과 관련한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

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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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및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독거노인의 표본수는 총 94명으로 남성은 77명(81.9%), 여성은 17명

(18.1%)으로 집계되었다. 연령은 65-69세가 29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가 23명

(24.5%), 75-79세 17명(18.1%), 80-84세 17명(18.1%), 85세 이상 8명(8.5%) 순으로 집계되

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42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8명(19.2%), 고등

학교 13명(13.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자는 각각 2명(2.1%)과 

3명(3.2%)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이한 점은 무학 수준이 16명(17.0%)으로 서울시 독

거노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형태는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35명(37.2%)

으로 가장 많았고, 월세 32명(34.0%), 자기집 26명(27.7%)의 순으로 상당수의 서울시 독거노인

들은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월평균소득은 50만원 미만이 38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50-100만원이 24명(25.5%), 100-150만원이 17명(18.1%) 순으로 높은 비중을

<표 3-6> 2014년 서울시 독거노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택소유형태

월평균소득

남
여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무상주택
월세
전세

자기집

없음
50만원 미만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300-350만원
400-450만원
500만원 이상

77(81.9)
17(18.1)

29(30.9)
23(24.5)
17(18.1)
17(18.1)
8(8.5)

16(17.0)
42(44.7)
18(19.2)
13(13.8)
2(2.1)
3(3.2)

1(1.1)
32(34.0)
35(37.2)
26(27.7)

7(7.5)
38(40.4)
24(25.5)
17(18.1)
1(1.1)
2(2.1)
2(2.1)
3(3.2)

직업유형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

일과후 피곤함

시간활용 만족도

없음
기능종사자
단순노무
서비스업
판매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나쁨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음

매우 피곤함
조금 피곤함

거의 피곤안함
전혀 피곤안함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73(77.7)
1(1.1)

17(18.1)
1(1.1)
2(2.1)

9(9.6)
25(26.6)
36(38.3)
22(23.4)
2(2.1)

10(10.6)
22(23.4)
40(42.6)
20(21.3)
2(2.1)

26(27.7)
38(40.4)
23(24.5)
7(7.5)

1(1.1)
13(13.8)
55(58.5)
21(22.3)
4(4.3)

자료: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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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한편, 월 500만원 이상과 400-450만원 소득자는 각각 3명(3.2%)과 2명(2.1%)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시 독거노인들의 직업유형은 무직이 73명(77.7%)으로 집계된 가운데 단순노무

에 종사하는 분들이 17명(18.1%)으로 가장 많았다. 일과 후에 피곤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는

데, 피곤함을 호소하는 분들(총 64명, 매우 피곤함: 26명(27.7%), 조금 피곤함: 38명(40.4%))이 

피곤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총 30명, 전혀 피곤안함: 7명(7.5%), 거의 피곤안함: 23명(24.5%))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 시간활용 만족도와 같은 잠재변수

(latent variable)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3-7>에서 서울시 독거노인들의 평일과 주말의 시간활용은 개인유지와 같은 필수생활이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11시간 정도를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 수면을 위해 

8시간 정도를 할애하고 있었다. 또한 교제 및 여가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루 

8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미디어 활용 여가활동에 4시간 20분 정도를 할애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 독거노인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 사용에서 차이가 나는 항목은 ‘근로’

에 해당하는 의무생활시간과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두드러졌다. 즉, 근로와 여가생활 시간은 서

울시 독거노인의 생활여건에 따라 주중과 주말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회활동을 참여하게 하는 

주요 변인을 분석하면 서울시와 강북구 독거노인의 잠재적 수요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이 가능

하다. 한편, ‘개인 건강관리’와 ‘종교 활동’에서도 주중과 주말의 시간활용에서 차이가 났는데, 사

회활동이기 보다 개인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 3-7> 평일과 주말 서울시 독거노인의 행동분류에 의한 생활시간 (단위 사용시간: 분)

시간대
행동분류

평  일
대상자(94명)

평균(표준편차)

주  말
대상자(94명)

평균(표준편차)
t-value

<필수생활시간>

1. 개인유지

수       면

식사 및 간식

개인 건강관리

<의무생활시간>

2. 근로

3. 가정관리

<여가생활시간>

4. 참여 및 봉사활동

5. 교제 및 여가활동

미디어 활용 여가활동

교  제  활  동

종  교  활  동

문화․관광, 스포츠․레포츠

671(10.6)

471(9.2)

162(5.2)

21(5.8)

66(14.3)

120(7.9)

1(0.9)

457(18.6)

250(17.0)

65(6.5)

34(7.3)

58(6.5)

678(11.4)

483(1.7)

164(4.8)

0.8(2.2)

29(9.5)

114(5.8)

0(0)

502(15.3)

264(17.2)

52(5.8)

64(9.7)

61(8.0)

-0.28

-0.58

-0.15

1.67**

1.61*

0.45

1.0

-1.35*

-0.41

1.15

-1.70**

-0.18

자료: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p < 0.01, ** p < 0.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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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독거노인의 평일과 주말 사회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에 대한 변인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평일과 주말 서울시 독거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t-검정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던 ‘근로시간’과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을 중심으로, 이들의 시간

량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도출하였

다. 회귀분석 결과는 삶의 만족도와 평일 및 주말에 근로와 여가생활의 시간량을 중심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수준(level) 분석한 것과 범주

별(categorical)로 분석한 것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에는 ‘삶의 만족도’와 같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순서형 로짓  분석

을 시행하였고 보다 실질적인 모형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정확한 예측의 개수를 관측치 개

수로 나눈 개념의 count R2 값을 도출하였다.

우선 <표 3-8>에서 서울시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이나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독거노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월평균소득 수준이나 거주지 유형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되지는 

않았고, 나이의 많고 적음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여가생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였다. 우선 평일과 주말 서울시 독거노인의 근로시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주중의 근로시간은 나이가 많을수록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적어지고,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거주지가 자가(自家)일수

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주말의 근로시간은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아지고 있고, 거주지가 자가(自家)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평일과 주말 서울

시 독거노인의 여가생활시간에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주중의 여가생활시간

은 나이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고 있었고, 거주지가 자가(自家)일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한편, 주말의 여가생활시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

되지 않았다.

서울시 독거노인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체적으로 나이와 상관이 있는데, 나이

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에 적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월평균소득과 거주지

유형과 같은 경제수준에 따라 평일과 주말에 일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량이 상이하였는데, 기초

수급자 이외의 차상위 계층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독거노인 중에 월평균소득이 높고 

자가(自家)를 소유한 고소득층 이외에, 차상위 계층으로 월소득이 적지만 자가(自家)를 보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표 3-9>와 같이 독립변수

들을 범주별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일의 여가생활시간을 좀더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은 나이가 많고 자가(自家)를 보유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독거노인

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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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서울시 독거노인 삶의 만족도 및 평일과 주말 근로 및 여가생활 시간 관련 배경요인의 영향력

　 (1) (2) (3) (4) (5)

VARIABLES
근로시간
(평일)

근로시간
(주말)

여가생활시간
(평일)

여가생활시간
(주말)

삶의 만족도

　 　 　 　 　 　

남성 0.134 14.23*** 8.111 0.996 -1.300**

(4.830) (4.311) (6.168) (8.295) (0.633)

나이 -0.749*** -0.200 1.042*** 0.330 -0.0233

(0.243) (0.191) (0.310) (0.367) (0.0279)

교육수준 -1.686 -2.806 0.338 2.162 0.411**

(1.606) (1.728) (2.050) (3.324) (0.207)

건강상태 -0.181 1.923 -1.387 -4.070 0.619***

(1.673) (1.550) (2.136) (2.982) (0.219)

월평균소득 1.519** -1.274 -1.152 1.872 0.0569

(0.745) (1.061) (0.952) (2.042) (0.113)

거주지 유형 -4.059* 6.252*** 7.344*** -5.210 0.439

(2.099) (2.026) (2.680) (3.898) (0.272)

Constant 72.03*** -0.563 -47.51* 44.14

(20.96) (15.29) (26.76) (29.42)

Observations 74 37 74 37 93

R-squared

(Count R-squared)
0.208 0.392 0.230 0.111 　0.49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1, ** p < 0.05, * p < 0.1

<표 3-9>에서 근로시간 및 여가생활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 독거노인의 평일과 주말 근로시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들을 좀더 구체적으

로 파악할 수 있었다. 평일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월소득 50-100만원과 100-150

만원에 해당하는 계층이 월소득이 없는 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고,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서도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월세와 같은 거주비용이 있을 경우 

평일에 일하는 시간이 높게 도출되었다. 한편, 주말에 일하게 되는 시간은 월평균 소득이 

100-150만원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왔고, 건강수준이 매우 좋은 경우에 

비해 건강수준이 안좋은 경우가 높게 나왔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주말 근무를 위한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주말에 근무하는 서울시 독거노인은 대체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해당하여 이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독거노인이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에 의해 영향을 미

치고 오히려 경제적인 수준 자체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강북구 고령사회화 대비를 

위한 보건, 경제, 복지, 문화 등 강북구 고령층이 인식하는 요구를 분석한 다각화 설계 연구 결과 

경제적 결핍이 건강과 같은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강북구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

한 경제적 지원은 건강증진을 목적함수로 두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남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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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서울시 독거노인 평일과 주말 근로 및 여가생활 시간 관련 배경요인의 범주별 영향력

　 (1) (2) (3) (4)

VARIABLES
근로시간
(평일)

근로시간
(주말)

여가생활시간
(평일)

여가생활시간
(주말)

　 　 　 　 　
성별: 남성 -0.394 -0.424 12.40* 23.11*

(5.303) (6.704) (6.944) (12.46)
연령: 나이 -0.676*** -0.0969 1.060*** 0.290

(0.252) (0.201) (0.329) (0.374)
교육수준: 초등학교 5.464 -2.343 2.324 7.677

(4.818) (4.002) (6.309) (7.439)
중 학 교 0.486 3.568 -11.12 -2.843

(6.512) (5.510) (8.528) (10.24)
고등학교 1.113 7.129 -2.250 -24.42

(6.558) (10.09) (8.587) (18.76)
전 문 대 -7.752 -26.64** -11.55 13.05

(14.79) (9.969) (19.37) (18.53)
대 학 교 -11.87 14.25

(10.45) (13.69)
건강: 좋은편 5.964 29.41** -0.964 -43.38*

(14.13) (12.55) (18.50) (23.33)
보    통 7.594 28.00** 0.748 -34.92

(14.15) (12.03) (18.52) (22.37)
나 쁜 편 4.815 25.18* 9.573 -20.77

(14.22) (12.43) (18.62) (23.10)
매우 나쁨 4.820 27.28* -1.118 -38.34

(14.42) (13.23) (18.88) (24.59)
월소득: 50-100만원 8.955** -2.194 2.491 1.380

(4.203) (4.127) (5.503) (7.672)
100-150만원 9.844* 19.15** -3.958 -19.50

(5.086) (7.416) (6.659) (13.78)
150-200만원 9.549 -11.56

(14.28) (18.70)
300-350만원 -2.172 -12.47 3.531 24.85

(10.18) (9.932) (13.33) (18.46)
400-450만원 11.20 -6.557 15.92 7.330

(19.15) (9.752) (25.08) (18.13)
500만원 이상 24.26*** -16.47

(8.858) (11.60)
거주지: 전세 0.508 4.629 -0.0566 -8.724

(4.195) (3.504) (5.493) (6.514)
자기집 -9.109* 7.027 13.50** -1.773

(4.703) (4.496) (6.158) (8.357)
Constant 50.22** 6.334 -40.95 23.07

(20.75) (15.18) (27.17) (28.21)

Observations 74 37 74 37
R-squared 0.386 0.633 0.373 0.49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1, ** p < 0.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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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의 인구구조 급변과 경제적 부담 

급증으로 인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 유례없이 가장 

급격히 진행중이다.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령사회(고령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고령

인구: 20%)로의 소요연수와 진입연도는 OECD 국가들은 평균 24년이 소요되어 2024년에 진입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9년이 소요되어 2026년에 진입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27

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인데,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이른 시기인 2022년에 

진입할 예정이다(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고령사회화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경제가 계속 

위축되어 소득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어, 보건, 경제, 복지 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지

원제도 도입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강북구형 경제발전 모형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북구 어

르신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경제, 건강, 생활여건의 순으로 지원을 호소하고 계신 상황

이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층이나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호소하였는데, 경제, 건강, 생활여건이 어르신

들의 삶에 각각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연관성을 미치고 있었

다. 기초생활수급 및 연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에 위기가 

찾아와도 병원이나 보건소에 갈 엄두를 못내고 계신 경우가 많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택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하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

층에 거주하는 고령자들 중심으로 거동을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고 노인정이나 놀이

터와 같은 안전하고 마땅한 휴식공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는 쌀이나 

김치 보다는 전반적으로 반찬지원에 대한 수요가 컸는데, 지원기준이 까다로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강북구 고령층의 경제, 보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통장들이 제안한 방안은 

세가지 부문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매우 현실적이었다. 우선 강북구 고령층 중에 거동이 원활한 

분들과 불편한 분들을 구분하여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1) 복지관, 노인정, 문화센터의 확충 및 

프로그램 다각화와 2)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돌봄서비스, 동행서비스, 희망도시락 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간/보수/물품 지원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3) 아파트 보다는 주택가 주변의 거주

환경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우선 거동이 원활하신 어르신들은 복지관이나 노인정, 문화센터 등

의 활동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차상위층 어르신들이 복지

기관을 이용할 경우 당장에 필요한 어르신 일자리 정보를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고 반찬 문제 

역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강북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 복지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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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역시 빈약하며, 마땅한 어르신 일자리 역시 찾기 어렵다는 것이 강북구 복지통장들의 

중론이어서 강북구청은 이러한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과 어르신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돌봄/동행 서비스 및 희

망도시락과 같은 물품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복지통장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구직과 같은 정보 확보에도 뒤처지게 되고, 건강상 위기가 급습하여 고독사의 위험에 처하게 되

거나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게 되어 사회적 연결망 단절 등의 위험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방문 어르신의 일용할 필요를 해소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문/돌봄/동행 서비

스와 희망도시락을 비롯한 일용품 지원 확대 방안이 모색되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중심의 거주

환경 개선이 제기되었는데, 초인종 수리, 앉아서 쉴만한 자리 확보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항에

서부터 CCTV, 가로등 설치 및 도로 보수, 하수도 막음 설비 및 소독처리, 노후담장 미화작업과 

같은 마을 환경 개선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저소득층(특히, 차상위층) 독거노인들은 다른 독거노인

들과 달리 생계를 위해 본인의 건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주말에도 일터에 나가야 하는 상황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

수준,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강북구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

한 경제적 지원은 궁극적으로 건강증진을 목표로 삶의 질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하고, 남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강북구 고령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 방안

<복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다각화>

– 구직정보 제공

– 반찬 지원

– 건강관리 프로그램

– 사회적 연결망 활성화

– 문화․여가활동

<방문/돌봄/동행 
서비스, 희망도시락 및 

일용품 지원 확대>

– 독거노인 은둔형 고독사 
 문제 해결

– 일용한 필요 해소

– 사회적 연결망 유지

<주택가 주변의 
거주환경 개선>

– 초인종 수리, 쉴만한 
 자리 마련

– 어르신 쉼터, 체육시설 
 확충

– 안전시설 보수/확충

– 노후담장 미화작업

[그림 3-4] 강북구 고령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3개동(洞) 통장(統長)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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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령층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강북구청은 부조 주도형 방식

(support led process) 보다는 성장 매개형 방식(growth mediated process)에 역점을 두어 

강북구내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위한 보완투자를 적시적절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

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강북구는 중장기적으로 지식 집약적 산업을 자체적으로 창출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로 은퇴자를 중심으로 ‘강북구 산업경제 정보진흥원’ 

설립을 통한 스마트 혁신 플랫폼(기업-연구소-대학-시민으로 구성된 기업가적 발견과정 협의체) 

구축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혁신 플랫폼을 통한 지식확산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강북구청은 민․산․관․학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그림 3-3] 강북구 중단기 지역경제 발전 방안 모형 참조).

스마트 혁신 플랫폼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중단기적인 전략으로 보건 영역에서 가정호스피

스 제도 시행과 산업 영역에서 BOP 사업을 통한 시니어 일자리 사업 시행, 공동체 영역에서 신

대가족제도 시행을 제안하였다. 가정호스피스 제도는 강북구 의사회, 성직자, 간호사, 사회복지

사,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다학제팀 코디네이터를 구성하여 강북구내 고령층 가정들을 방문하여 

어르신 간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영역에 대한 전인적 돌봄을 활성화하는 것이 취지이다. 이를 

위해 건강교육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강북구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식 수준을 높여가고 

특정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말기질환자 포함)을 마을 자

원봉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어르신 마을 자원봉사자들은 보건소와 담당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 

이웃의 고령층 가정 방문을 수행하게 되는데, 가정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은 

정부로부터 활동비를 보조받아 자신의 경제적 자립에 유익하고, 어르신들 서로가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상부상조할 수 있는 전인적 치유의 

장(場)을 마련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정부 사이에 

다양한 중립적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간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

다.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고령사회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강북구청은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가정호스피스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구축에 역점

을 둘 필요가 있다.

BOP 사업을 통한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강북구의 낙후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구축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강북구에는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현존하지 

않은데, BOP 사업을 추진하여 강북구의 고령화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모색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혁신 플랫폼 개설시 기업을 통해 강북구를 위한 산업 기술 및 

정책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강북구가 중단기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BOP 사업으로는 시니어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협력업체를 강북구내 유치하여 고령층 및 청장년 강북구민 대상으로 오

전반과 오후반과 같이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배분하여 구민들이 힘이 닿는 대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더라도 기업의 직원으로서 시니어 용품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강북구 구민들이 본인의 경제적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고 노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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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강북구가 지역내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업체 유치시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강북구청은 강북구 구민들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품목 구입시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부과하거나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강북구 

고령자에게 현물지원을 할 수 있다면 선순환 구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체화할 수 있다. 아울

러, 강북구 구민들의 경제활동은 연구결과 저교육, 저소득의 특성이 다른 구(區)에 비해 강하고, 

노후준비가 안된 고령층이 많아 경제적 고충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강북구청

은 일자리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생계를 보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구

민들이 자구책을 찾아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강북구청은 서울의 주요 대학교들과 연계하여 경제․경영 및 기술에 대한 평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의 기업가 정신 고취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강북구의 보건 및 BOP 사업에서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 및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구축은 지역내 공동체 의식 확산을 기반으로 하는데, ‘신대가족제도’ 실시를 통해 지

역 주민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향후 더욱 큰 경제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신대가족제도는 

기존의 국가 조세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전통적으로 복지를 담당해 온 가족과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모색되었다. 신대가족제도를 우리나라의 정서와 지역 특성에 맞게 구

상해보면, a) 한 집에서 동거의 개념 보다는 10분 거리의 공간에 거주하며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

한 개념으로 b) 신대가족제도 동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사도우미로 인정하고 c) 신대가

족제도로 가족공유 참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토지관련 세제를 우대하며 d) 3자녀 이상의 자녀

를 둔 여성에게 추가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구성할 수 있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특징 중,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아이들의 양육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녀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젊은 며느리의 경우 풀타임 직업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31), 강북구청은 구(區)의 특성에 

맞게 계획 계약 형태의 패키지형(가족․출산․교육 등) 정책지원 부서를 설치하여 세제지원 및 연금

지원 시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고령사회화 과정에서 필요한 강북구 정책의 원활한 기획 및 집행

을 위해 가치관 집결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으로 정의된 플랫폼 경제 운용 방식에서 해결책을 찾

을 수 있다. 가령,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일본의 사례

를 고려하면, ‘기동성’이라는 가치 지향적 플랫폼을 강북구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설계하여 발전

시킬 수 있다. 어느 구보다 노인과 장애인의 비중이 높아 ‘기동성’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은 

강북구에서는 ‘기동성’이라는 플랫폼을 지역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구정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인(動因)이자 동력(動力)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산업 혁신과 국가 발전의 발판 제공에 

31) 한편, 미국 뉴욕의 경우 세계화와 도시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24시간 바쁘게 운영되는 도시가 되어가고 전 세계로부터 뉴욕에 체류하여 일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증가하자 이들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하는 중산층 가정에서 육아를 부모님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손자녀를 양육하
게 된 고령층의 경우 우울증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삶의 질의 문제가 학계에서 논의 되었다(Rodwin, et al., 2006). ‘신대가족제도’ 정책 
마련 시 정책 참여자들이 단지 ‘생계(sustenance)’ 보전을 위한 동기로만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self-esteem)’과 ‘자유
(freedom)’ 영역이 확대되어 삶의 질이 높여질 수 있도록 섬세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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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응용할 수 있다.

기 동 성
(Mobility Platform)

지역 후생/경제 기여
(취약층 맞춤형 도시락 사업)

지역사업, 청년창업 
활성화

민관 협업 활성화

산업 발전 기여
(취약층 운송/카페 사업)

실시간 빅데이터 
활용기술

로봇 산업의
다각적 운용

[그림 3-5] 강북구 발전을 위한 기동성 플랫폼 경제(Mobility Platform Economy) 운영 방안 모색

서울시는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생활상권｣ 
사업 기획시 강북구에 비중이 높은 고령층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동성’을 염두에 둔다면, 다양

한 사업 기획/개발 및 구성원 간 협업을 기대할 수 있다. 가령, 기동력과 활력이 부족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처방에 따른 적합한 섭식(攝食)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맞춤형 

도시락 제작 및 배달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지역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의 추진 시 강북구 정주

생활 중심지에 거점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 강북구 지역주민의 복지와 건강

관리, 경제를 담당하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등을 통해 대상자에 필요한 식단과 지

침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강북구 민관 협업 및 지역주민 후생과 경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32).

또한, 강북구에서 추진 중인 ‘너랑나랑우리랑’ 역사트래킹 코스 주변의 관광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강북구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첨단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산업 혁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의 비중이 높아 ‘기동성’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강북구는 첨단 빅데이터 및 로봇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경제가치 창출의 중심지로 탈바꿈을 모색

할 수 있다. 강북구는 근현대사기념관 ‒ 4.19 전망대 ‒ 소나무 쉼터 ‒ 우이동 만남의 광장(약 

4.2km 구간)을 관통하는 북한산 일대에 힐링투어 트래킹 코스길을 조성하여 왔고, 그 주변으로 

관광 시설 인프라 구축을 기획하고 있다33). 경관이 수려한 북한산 자락에 강북구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면, 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위한 관광 거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문객의 휴양을 위한 

32) 한편, 섭식(攝食)을 위한 식단으로 구성된 도시락은 일반인 대상으로 정상가격에 판매 가능하도록 한다.

33) 북한산 우이동 만남의 광장 부근에 ‘우이동 가족 캠핑장’과 ‘파인트리 리조트’가 조성 중이고, 수유동 근현대사기념관 부근의 ‘아카데미하우스’ 
활용이 모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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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때, 기동성에서 취약한 고령층과 장애인에게 요양 및 휴식과 관광

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강북구내 기동성 취약계층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실시간 가정 방문 노선을 반영한 건강 버스사업의 정책적 도입을 모색할 수 있다34). 또한, 

강북구 관광지내 주요 시설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가(自家)에서 조종하여 운영되는 로봇 

메이드 카페 개설을 모색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부양과 동시에 우리나라 로봇 

산업 운용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35).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강북구에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 축적되고 산업과 연계된 선순환구조의 경제가 구축된다면, 강북구형 발전 모형으로 발전시켜 

강북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산업 클러스터 구축시 강북구청

이 축적하여 온 서비스 차원의 운영지원 제도가 결합된다면 복합재시스템(CoPS)의 구현을 전망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발전 모델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해외에 진출 시 세계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 형성

기술력과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적 자본 형성

<스마트 혁신 플랫폼>

강북구 산업경제 정보진흥원

[민(民)]

은퇴자 주도 강북구형 

혁신사업 모색

[산(産)]

강북구내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산업기술 자문

[관(官)]

강북구 스마트 혁신 
플랫폼 지원 및 

조정역량 구현

[학(學)]

서울시 주요 대학교들과 
연계 경제․경영 및 기술을 
통한 기업가정신 교육 

[강북구 중심형 산업 클러스터 발전]

기술집약적이고 숙련도가 높은 산업 강북구내 유치 및 축적된 지역생산성을 기초 교육과 보건 영역에 지원

[그림 3-6] 강북구 중장기 지역경제 발전 방안 모형

34) 현대자동차는 2019년 12월 인천시와 함께 영종국제도시에 I-MOD(Incheon-Mobility On Demand)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
하였고, 2020년 2월 14일부터 서울시 은평구와 함께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Shucle)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35) 일본에는 메이드 분신로봇(OHIRIME-D)을 설치하여 손님들을 응대하는 커피전문점이 있는데, 로봇은 파일럿의 눈의 움직임을 통해 자가(自家)
에서 조종이 이루어진다. 분신로봇 파일럿은 모두 장애인인데, 그중에는 200km 이상 떨어진 집에서 로봇을 조종하는 전신마비 중증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다. 메이드 분신로봇의 사례는 IT와 로봇산업의 기술융합을 통해 기동성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 스스로 일을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
(sustenance)을 할 수 있고 자부심(self-esteem) 및 자유(freedom)를 고취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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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단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앞으로는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상품,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비롯

하여 사회제도 설계까지 조합한 사업 생태계 방식의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인 발전을 위해 강북구청은 부조 주도형 방식(support led process) 보다는 성장 매개형 방식

(growth mediated process)의 공공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어 강북구내 인적자본(human 

capital) 및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의 구축을 위한 보완투자(complementary investment)

를 적시적절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잠재적인 수요 발굴과 복수(複數)의 경제주체의 

요구를 중개하고 경제주체 간 및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경

제에 대한 이해도 고취와 정부 중앙부처, 서울시, 강북구청 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활성화가 절실

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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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  론

1 ∙ 종합 및 시사점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복잡하고 장기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일수록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는 서로 간의 긴밀하고 일관된 연계체계를 갖고 해결방안을 도출해가야 한다. 본 연

구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분과별 심층 분석에 집중되어 연구되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경제학에서의 다학제적(多學際的)인 관점을 지향하여 분야별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시스템적 분석

을 시도하였다. 또한 성장과 삶의 질을 포괄하는 발전의 방향을 지향하는 성장 매개형 방식

(growth mediated process)의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모

색된 연구는 주로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역량접근법에 영향을 받아 다차원 방식으로 발

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다차원 방식의 연구는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실적에 비해 빈곤과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 양상과 기존의 소득중심의 빈곤연구에 대한 반성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삶의 질과 관련한 기본적 지표에 충실한 부조 주도형 방식(support led process)의 연구에 치중

하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는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확대된 경제적 풍요를 보건과 교육,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사회복지로 확장해가는 방식의 성장과 삶의 질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혁신을 지향하는 지식 집약적 산업의 창출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추격(Catch-up) 전략을 통한 성장기 시기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국가 자원을 효율

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은 정체되어 제

조업의 고착화와 편중화가 심해지고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생산연

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의 압축 성장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정보와 지

식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과 기존의 전통 산업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융합하여 지역과 개인의 

잠재적인 수요를 구체화하고 혁신을 통해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성장 패러다임이 변화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에서도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

조되는데, 보충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지방 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파악하고 지역 경제주체

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이 스스로 내생적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구축을 위해 적시적절한 보완투자(complementary investment)를 실시하여야 하는



서울시 노년층 잠재적 수요발굴 연구: 강북구 독거노인 생활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을 포함하여 102

데, 이는 지역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기술 및 기업가 정신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의 신뢰 형성에 기반 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역량이 확충되어 생산에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이 광범위하고 많은 부품이 고객맞춤형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복합재 생산이 이루어

지고, 이에 지방정부의 서비스 차원에서 축적된 운영지원 제도가 결합되면 지역 산업이 산업 클

러스터 단계로 발전하여 복합재시스템(CoPS)의 구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재시스템

(CoPS) 개발의 촉진을 위해 잠재적 수요 충족을 위한 복수(複數)의 경제주체의 요구를 중개하고 

경제주체 간 및 산업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산업 기반형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 경제 전략(Platform Economic Strategy)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노력은 국민의 자유(freedom)로의 향상을 위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의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기존의 기술 중심의 일률적 생산방식에서 고객의 다양한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하여 경제생태계 방식의 다각화 생산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기존의 최저생활 수준으로 소득과 자산 수준으로 책정된 빈곤선 기준에서 일률적으

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계층을 막론한 다양한 양상의 결핍에 대한 지원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

서 정부 정책에서도 평균적인 인간수준을 유지하는 생계(sustenance) 문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교육, 문화를 비롯한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는 자부심

(self-esteem)과 국민 자신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선택을 즐길 수 있는 자유(freedom)를 보장

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가치관 

집결을 통한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지역사업을 구상하고 신성장 산업의 역할을 정

립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를 

위해 빈곤선 기준으로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원투

입 총량 면에서 동일한 자원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다양

화하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준비하기 위해 복합적이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고려와 대응이 필요하

다. 행정에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해지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대중적인 관

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정치학에서는 지방분권을 통치구조의 재편으로 인식하여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재정학에서는 지방분권을 재정

분권으로 인식하여 중앙정부의 자원과 재정적 권한을 어떻게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지방분권을 주민수요에 긴밀히 대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자원배분

의 효율성과 지역 간 경쟁을 통한 관리 효율과 혁신이 지역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논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상적인 당위성

이 피력되는 양상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권력구조 재편이나 사무배분과 같은 지방분권의 

당위성에 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가 지금의 역량으로 중앙정부가 담당

해오던 사무를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지방분권이 국민에게 얼마나 실익이 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행정적 실효성과 관련한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가령,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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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교육자치의 행정적․기능적 분리로 인해 지역의 종합행정을 이루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역에서의 육아, 교육, 청소년문제, 지역사회 문화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도 지방자치로 달성

되기는 곤란하여 지역문제가 저절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에는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지방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자치의 성숙도에 따라 지역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질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책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재정투입을 통해 단기간에 결과를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보완

적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실행계획과 PDCA36)와 같은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정책사업 추진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분배 중심의 지원방안과 당위성에 기초한 지

방분권이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民)․산(産)․관(官)․학(學)의 협력과 시너지 효과

를 통한 경제가치 창출 노력과 국가균형 사회보장 정책과 지역밀착형 정책의 조화를 위한 방안 

모색은 국가 성장의 극대화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새로운 숙제라 

생각한다.

2 ∙ 향후 과제

고령사회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강북구는 서

울시에서 고령사회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현재 강북구 고령층이 당면한 문제들

36) PDCA 평가방식은 제도나, 제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복적인 접근방식으로 Plan(계획: 목표나 방침을 분명
히 해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움.) → Do(실행: 계획에 따라 착실히 실행하면서 계획의 진척도를 측정함.) → Check(평가: 성과 달성도 및 방식
을 평가하여 성공 또는 실패요인을 검토함.) → Action(개선: 개선/수정을 통해 반성할 점을 다음 계획에 피드백 함.)의 평가수행 방식을 의미한
다. 이러한 PDCA 방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PDCA가 진전되지 않은 주요한 이유 >

Plan (계획) Do (실행) Check (평가) Action (개선 및 수정)

∙ 목표와 계획이 애매모호함.

∙ 면밀한 계획 없이 무턱대고 실행

∙ 목표와 계획을 구성원과 공유 안함.

∙ 청사진에 의존하여 일을 미루면서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지 않음.

∙ 끝마무리 안하고 실행을 그만둠.

∙중간점검 안하고 일을 끝까지 진행

∙ 일을 벌이면서 점검과 평가 안함.

∙ 목표와 계획이 애매해서 평가를 
 할 수 없음.

∙ 원인규명 없이 책임 추궁만 함.

∙ 실패나 반성한 점을 다음 단계에 
 적용하지 않음.

∙ 업무방식 개선 없이 조직원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강조

∙ 임시방편으로 개선책 세움.

따라서 목표에 대한 예상결과는 사람마다 주관적일 것임을 감안하여 목표를 수치화하여 실행정도에 대해 목표 수치에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명확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치상의 실적에 너무 집착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의욕이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PDCA 사이
클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완성도 높은 개선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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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강북구 복지통장들이 제안한 현실적 해결방안과 중단기적 정책 

제안에 대해 강북구청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 강북구 고령자의 절대빈곤

층 퇴치를 위해 가능하면 빈곤선 기준의 일률적 지원방식이 아닌 재원투입 총량 면에서 동일한 

자원으로 보다 많은 고령자들이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강북

구 고령자 중에는 주거 등 현물지원이 필요한 집단, 현금 지원이 필요한 집단, 둘 모두 필요한 

집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해갈 수 있다. 또한 강북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북구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체

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세대에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강북구 구민의 지역내 신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가족과 

정부 사이에 자발적이고 다양한 중립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경제 성장뿐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예

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 전체 상황을 반영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25개 

자치구별 처해있는 문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울시와 강북구의 상황은 매우 상이하였는데, 자치구별로 고령층 잠재적 수요 발굴 연구를 시행

하여 서울시 자치구별 공통적인 문제와 상이한 문제 양상을 분류하여 종합할 수 있다. 이에 공통

적인 문제에 처한 자치구들이 서로 연계하여 정책사업 발굴시 예산 확보와 정책 집행 시 효율성

과 효과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확장할 수 있고 개별적인 문제를 가진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정책수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 구정연구단의 연구가 전공 분과별 분석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고령

사회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복합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다학제적(多學際的) 협력연구를 모색

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화와 관련한 분과별 정부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어 긍정적인 시너지 효

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전공 분과별 연구내용들과 연구자들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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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1. 인구 추이

2018년 강북구 65세 이상 고령자는 강북구 전체 인구 중 18.0%를 차지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인구비중은 고령자 인구 중 41.5%로 급증하는 상황임.

□ 강북구 인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임.

  – 2018년 강북구 인구는 322,915명으로 2011년 348,740명 대비 8.0% 감소하였음.

  – 2018년 강북구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58,196명으로 2011년 43,507명 대비 33.8% 
   증가하였음.

□ 2018년 강북구의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인구는 24,177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41.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급증하는 추세임.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1] 연령대별 강북구 인구 분포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2] 강북구내 고령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부록 표 1-1> 강북구 인구 추이 (단위: 천명, 퍼센트)

년도 총인구
65세
이상

연령대별 인구 및 구성비

구성비 65~69세 70~74세
75세 
이상구성비2) 구성비2) 구성비2)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38.4
334.4
330.7
328.0
322.9

50.8
52.6
54.1
56.5
58.2

15.0
15.7
16.3
17.2
18.0

18.1
18.4
18.2
18.4
18.2

35.5
35.0
33.7
32.6
31.3

15.5
15.6
15.3
15.3
15.8

30.4
29.6
28.4
27.1
27.1

17.3
18.6
20.5
22.8
24.2

34.1
35.4
37.9
40.3
41.5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1) 외국인 포함.
   2)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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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고령인구

강북구의 고령층 인구의 수는 증가하는 양상으로, 고령층 남성 보다는 고령층 여성의 수가 
급증하여 고령층 성비 불균형 양상이 심화되는 양상임.

□ 2018년 강북구 65세 이상 고령자 중 여성의 비중은 57.0%로 남성 43.0%

  보다 14.0%P 많은 상황으로, 최근 고령층 여성이 남성 보다 증가하는 양상임.

  – 2018년 강북구 65세 이상 고령자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는 75.5명으로 2011년 

   78.5명일 때보다 불균형해지고 있는 상황임.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3] 연령대별 강북구 인구 분포

<부록 표 1-2> 강북구 성별 고령인구 (단위: 천명,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년도
65세
이상 남성 여성 성비3)

비중1) 구성비2) 비중1) 구성비2)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3.5
46.2
48.5
50.8
52.6
54.1
56.5
58.2

19.1
20.3
21.3
22.1
22.8
23.3
24.3
25.0

44.0
43.8
43.9
43.5
43.3
43.1
43.0
43.0

11.1
11.8
12.6
13.3
13.8
14.4
15.2
15.9

24.4
26.0
27.3
28.7
29.8
30.7
32.2
33.2

56.0
56.2
56.1
56.5
56.7
56.9
57.0
57.0

13.8
14.8
15.7
16.7
17.5
18.2
19.2
20.1

78.5
78.0
78.1
76.9
76.3
75.9
75.5
75.5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1) 비중 = (65세 강북구 남성(여성) 인구 / 65세 이상 강북구 인구) × 100.
   2) 구성비 = (65세 이상 강북구 남성(여성) 인구 / 65세 이상 강북구 인구) × 100.
   3) 65세 이상 강북구 여성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강북구 남성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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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별 고령인구

2018년 고령인구 비율은 번3동(23.1%)가 가장 높고, 삼각산동(11.9%)이 가장 낮음.

□ 2018년 강북구 13개 행정동 중 고령자 수가 가장 많은 동은 인수동으로 

6,347명이지만, 행정동별 고령자의 비중은 번3동(23.1%), 번2동(20.9%), 우이동

  (20.0%)의 순임.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4] 강북구 행정동별 고령인구 및 비율 (2018년)

<부록 표 1-3> 강북구 행정동별 고령인구 (단위: 명, 퍼센트)

구분 2012 2014 2016 2018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강북구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우이동
인수동

46,222
2,620
2,840
3,414
3,162
3,473
3,286
3,973
3,124
4,489
4,510
2,915
3,431
4,985

13.3
12.3
14.3
16.0
13.4
14.9
13.6
12.5
12.7
13.2
14.0
8.4

15.8
14.7

-
13
12
7
9
5
8
4

10
3
2

11
6
1

50,841
2,931
3,117
3,817
3,476
3,768
3,669
4,261
3,508
4,841
4,890
3,298
3,693
5,572

15.0
14.2
16.5
18.5
15.1
16.4
15.3
14.1
14.6
15.0
15.8
9.4

17.0
16.5

-
13
12
5

10
6
8
4
9
3
2

11
7
1

54,053
3,086
3,415
4,108
3,734
3,941
3,833
4,600
3,704
4,901
5,251
3,626
3,982
5,872

16.3
15.2
18.6
20.7
16.3
17.6
15.9
15.5
15.7
16.7
17.2
10.5
18.1
17.7

-
13
12
5
9
7
8
4

10
3
2

11
6
1

58,196
3,345
3,662
4,378
4,049
4,326
4,110
4,641
4,068
5,309
5,597
3,978
4,386
6,347

18.0
16.8
20.9
23.1
18.1
19.2
16.9
17.5
17.5
18.0
19.0
11.9
20.0
19.2

-
13
12
6

10
7
8
4
9
3
2

11
5
1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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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강북구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는 증가하고 있어 생산연령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강북구 노년부양비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2년: 17.9 → 2018년: 
24.8, 38.5%↑),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생산연령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 강북구 노령화지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2년: 111 → 2018년 195.2, 
   75.9%↑), 2018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황

<부록 표 1-4> 강북구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년  도
노년부양비37) 노령화지수38)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39)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7.9
19.1
20.3
21.3
22.2
23.6
24.8

13.9
14.7
15.5
16.2
16.8
17.9
18.8

111.0
122.7
135.3
149.1
161.6
177.3
195.2

82.5
89.6
96.7
104.2
110.8
120.1
130.0

-
-

4.9
4.7
4.5
4.2
4.0

-
-

6.5
6.2
5.9
5.6
5.3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노
년
부
양
비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5] 강북구 동별 노년부양비 현황

37)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38)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39)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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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5. 주관적 건강상태
2018년 60세 이상 강북구민중 본인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 미만임.

□ 2018년 60세 이상 강북구민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40)은 25%를 
  못미치는 상황이고, 삶의 질 지수(EQ-5D Index)41)는 0.95를 못미치는 상황임.

  – 특히, 70세 이상 강북구민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23.9%로, 주관적 
  건강수준이 강북구의 다른 연령대비 가장 낮은 상황임.

  – 2018년 강북구민의 삶의 질 지수는 0.935점이고 30세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
   지고 있는데, 70세 이상에서는 0.817점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

자료: 강북구 보건소, 20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 (p.113).
[부록 그림 1-6] 강북구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2018년)

자료: 강북구 보건소, 20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 (p.113).
[부록 그림 1-7] 강북구 삶의 질 지수(EQ-5D Index) (2018년)

40)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조사대상 중 본인의 건강수준에 대해 “매우좋음” 혹은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41) 삶의 질 지수는 건강관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로 조사대상 응답자의 삶의질 지수(EQ-5D) 총합을 조사대상 응답자수로 나눈 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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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망원인

최근 강북구 지역 주요 사망원인으로 호흡기계통 질환이 급증하는 양상임.

□ 강북구 지역 주요 사망원인으로 암으로 인한 비중이 가장 높아왔고, 최근 

  노인에게 특히 취약한 호흡기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2011년 ~ 2017년간 서울시 전체의 호흡기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3.5%p 

   (6.5% → 10.0%) 증가한 반면, 강북구는 6.7%p(5.3% → 12.1%)로 급증 양상

  – 사망원인 5순위42) 중 암과 소화기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순환기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43).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8] 강북구 지역 주요 사망원인 추이 (2011년~2017년)

42) 2011년-2017년간 강북구 지역주요사망원인순위: 1) 암(31.4%), 2) 순환기계통질환(18.5%), 3) 호흡기계통질환(8.1%), 4) 소화기
계통 질환(4.5%), 5)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4.1%).

43) 남녀간 주요 질병 사망률의 차이를 검증하는 t-검정 결과, 호흡기계통 및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서는
남성과 여성에서 큰 차이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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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암 사망률 및 만성질환 급여비 추이

강북구 전체의 암사망률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치주질환과 관절염과 같은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급여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 강북구의 주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황이고,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인한 급여비용도 급증하는 상황임.

  – 강북구의 주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017년 183.8명(2010년: 148.7명 → 
2017년 183.8명)으로 서울시 132.7명(2010년: 119.1명 → 2017년: 132.7명) 
대비 38.5% 높은 상황으로, 강북구의 주요 암사망률은 서울시 평균과 비교시 

   급증하는 양상임.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9] 강북구 주요 암 사망률 추이 (2010년~2017년)

  – 강북구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급여비용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노인성 
질환인 치주질환과 관절염으로 인한 급여비용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10] 강북구 만성질환으로 인한 급여비용 추이 (2010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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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회활동 참가 현황

8. 노인 사회활동 참여현황 총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서울시 노인들은 노인정·경로당 방문, 종교단체 관련 모임, 직장생활 등에 할애

□ 2016년 서울시 노인들은 특별한 사회활동을 안하는 경우(33.8%)가 가장 

많으며, 사회활동시 노인정․경로당 방문(33.8%), 종교단체 모임(21.1%), 직장

  생활(16.7%)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서울시 노인들은 사회활동시 주로 취미활동을 위해 노인정․경로당을 방문하는 

것과 종교단체와 연계된 복지관 노인교실에 참여하는 것, 경제적 이유로 직장에 

   나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장에 나가는 노인의 경우 취미활동과 같은 다른 사회활동에는 전혀 참여를 

   못하고 일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음.

  – 자원봉사나 시민단체 활동은 각각 평균 2.3%와 1.3%로 노인의 참여 비중이 낮음.

<부록 표 1-5> 서울시 사회활동과 관련한 상관분석 (2016년)

직 장
노인정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

자원봉사
기관

취미활동
모임

종교단체
모임

시민단체
사회단체

기 타
특별한

모임없음

직 장 1 

노인정
경로당

-0.36 1

복지관
노인교실

-0.30 0.03 1

자원봉사
기관

-0.14 0.16 0.09 1

취미활동
모임

-0.41 0.44 0.01 0.14 1

종교단체
모임

-0.25 -0.24 0.40 0.13 0.03 1

시민단체
사회단체

0.01 -0.20 0.18 0.21 0.03 0.35 1

기 타 0.04 0.15 -0.13 -0.02 0.22 -0.22 0.25 1

특별한
모임없음

-0.07 -0.51 -0.51 -0.28 -0.23 -0.28 -0.05 -0.06 1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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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활   동

9.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서울시 60세 이상 경제활동을 원하는 실업자 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11-2018년간 서울시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6.2%이고 고용률은 
25.4%로 최근 감소추세임.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11] 서울시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2011년~2018년)

□ 한편, 서울시 60세 이상 실업자 수는 2018년 3만여 명으로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당시 7천여 명에 비해 328.6% 증가하였음.

  – 서울시 15~29세 실업자 수는 2018년 9만6천여 명으로 2008년 8만8천여 명 
대비 9.1% 증가하였고, 서울시 30~59세 실업자 수는 2018년 12만 9천여 명
으로 2008년 11만 2천명 대비 15.2% 증가하였음.

(단위: 천명)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12] 서울시 연령대별 실업자수 추이 (2008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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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구부채의 양상
서울시 고령층의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강북구민의 은퇴이후 적정 
생활비 수준은 209만원임.

□ 가구부채가 있는 경우 서울시 시민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 및 임차에 

대한 부채의 비중이 작아지는 반면 의료비와 생활비를 위한 부채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

<부록 표 1-6> 2017년 서울시 시민의 주요 부채 이유 (단위: 퍼센트)

연령 주택 구입 주택 임차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재테크
투자

기타

20대 이하 21.1 43.3 9.2 0.9 8.6 3.3 13.6

30대 38.1 44.3 1.4 1.0 2.5 3.1 9.6

40대 44.1 25.7 4.4 0.8 4.1 7.4 13.7

50대 41.0 17.1 7.1 1.9 6.5 8.3 18.2

60대 이상 32.1 15.2 1.7 7.2 11.9 9.0 22.8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2018년 강북구민이 생각하는 은퇴이후 적정 생활비 수준은 209만원으로 서울시 

평균 231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로 하위권에 

해당함.

(단위: 만원)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13] 서울시 및 강북구 은퇴이후 적정 생활비 수준 (2013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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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후준비 방법
강북구 주민의 54.1% 정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데, 최종적으로 주택규모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기존 소비규모를 보전해감.

□ 강북구 주민의 54.1% 정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데, 추후 

주택규모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노후를 위해 주로 소득의 일부를 보험과 공공기관 연금, 은행저축 등을 통해 준비

   하지만 추후에는 주택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특히, 공공기관연금, 개인연금, 은행저축 등을 통한 저축활동은 추후 주택규모 감축을 

    위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보험, 자녀의 노후책임 등을 통한 준비는 노후의 주택규모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지 않음.

  – 이는 20대 이후 생산연령 시기에 시장소득,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증가시켜가지만, 

은퇴 무렵인 60대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대신 주택규모 감축 등을 통해 기존의 

소비를 보전하려는 한국 고령인구의 저축실태를 반영함.

<부록 표 1-7> 강북구 주민 노후 준비율 및 방법 (단위: 퍼센트)

연도
준비
하고
있음

노   후      준   비      방   법 준비
않고 
있음

공공기관
연금

개인
연금

은행
저축

보험
부동산
투자

주택규모 
감축

자녀가 
노후책임

기타

2005년 51.4 64.5 26.5 38.7 59.4 4.6 2.9 3.6 0.1 48.6

2006년 60.6 55.9 20.5 35.4 65.7 7.7 3.7 2.3 0.8 39.4

2007년 41.2 29 16.5 68.2 66.6 4.7 1.5 0.7 0.4 58.8

2008년 48.2 54.1 22.4 58.1 69.5 8.6 4.4 0.9 0 51.8

2009년 44.8 53.7 34.8 66.2 63.8 10.8 2.4 2.6 0 55.2

2010년 43.6 63.3 24.8 52.7 68.3 10.7 5.8 3.6 0 56.4

2011년 57.8 55.6 27.4 44.4 55 7.6 5 3.5 0.4 42.2

2013년 48.0 56.4 27.8 61.8 68.1 9.1 6.1 2.6 0.1 52

2015년 62.1 59.9 28.4 49.6 67.9 9.1 5.3 3.5 0 37.9

2016년 58.8 60.2 22.4 42.4 60.7 7.5 7 2.7 0.1 41.2

2017년 64.6 61.8 15.5 48.3 63.1 8.5 3.3 0.5 0 35.4

2018년 67.5 61.2 13.9 50 65.7 10.3 9.5 2.2 0 32.5

평균 54.1 56.3 23.4 51.3 64.5 8.3 4.7 2.4 0.2 46.0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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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orthogonalized irf

step

Graphs by irfname, impulse variable, and response variable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14] 강북구 노후준비 방법에 관한 VAR 분석시 충격반응함수 (2005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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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은퇴후 선호 동거형태 및 소득활동
강북구 주민이 은퇴후 자녀와의 관계가 용이하면서 독립적인 공간이 보장되는 동거 유형을 선호하고, 
저학력․저소득 및 고령층 선호 직종의 소득활동 특색이 있음.

□ 강북구 구민이 은퇴후 선호하는 동거 형태로는 자녀와의 관계가 용이하면서 

독립적인 공간이 보장되는 유형을 가장 선호함.

  – 자녀와 가까운 곳에 독거하는 유형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노인 전용공간에 

대한 선호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타인과 동거를 하게될 경우, 친구와 동거하고자 하는 선호가 높아지고 있고, 대체적

으로 딸보다는 아들과 동거하고자 하는 유인이 큼.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15] 강북구 은퇴후 선호 동거형태

□ 강북구 구민이 은퇴후 희망하는 소득활동 분야로는 저학력․저소득 및 

  고령층 선호 직종의 특색을 보이고 있음.

  – 서울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후 정규직이나 창업 등 소규모 

자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활동을 원치 않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강북구 구민의 은퇴후 희망하는 소득활동 분야로는 서울시 평균과 비교시 비정규직

(임시직)과 소득활동을 원치 않는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이는 강북구 구민의 학력, 

   소득과 연령 수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

    ∙ 2013년 강북구 구민의 은퇴후 선호하는 소득활동 중 비정규직(임시직)은 20.4%, 

소득활동을 원치않는 경우는 23.4%로 서울시 자치구 25개중 상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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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16] 서울시 및 강북구 은퇴후 선호하는 직업활동 분야                  [부록 그림 1-17] 서울시 소득 수준별 은퇴후 선호하는 직업활동 분야

              

[부록 그림 1-18] 서울시 학력 수준별 은퇴후 선호하는 직업활동 분야                   [부록 그림 1-19] 서울시 연령대별 은퇴후 선호하는 직업활동 분야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단위: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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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강북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수급자 급증

□ 강북구의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일반수급자 15,901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5,311명으로 33.4%를 차지함.

  – 강북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18년 

   기준 33.4%로 2012년 28.9%에 비해 4.5%p 증가하였음.

  – 2018년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수급자는 65세 이상 수급자 대비 51.9%로 

2012년 44.2%에 비해 7.7%p 급증하고 있음.

[부록 그림 1-20] 강북구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포 [부록 그림 1-21] 강북구 고령자의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성비

<부록 표 1-8> 강북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단위: 명, %)

년도 총인구
65세
이상

연령대별 인구 및 구성비

구성비 65~69세 70~74세
75세
이상구성비1) 구성비1) 구성비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0,253
10,826
11,163
13,565
15,039
14,669
15,901

2,959
3,268
3,506
4,014
4,192
4,368
5,311

28.9
30.2
31.4
29.6
27.9
29.8
33.4

763
818
872
995
994

1,008
1,251

25.8
25.0
24.9
24.8
23.7
23.1
23.6

889
1,003
1,057
1,168
1,168
1,122
1,303

30.0
30.7
30.1
29.1
27.9
25.7
24.5

1,307
1,447
1,577
1,851
2,030
2,238
2,757

44.2
44.3
45.0
46.1
48.4
51.2
51.9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1)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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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강북구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금규모는 급증하는 양상

□ 강북구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연금규모는 2018년 25,957명 대상 총 
1,056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수급자 수는 2012년 20,262명 대비 28.1% 
증가하였지만 연금규모는 2012년 635억원 대비 66.4%로 급증하였음.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22] 강북구 금액대별 연금수령 구성비

<부록 표 1-9> 강북구 노령연금 수령 현황 (단위: 만원2), 억원1), 명)

기간
합  계 특례노령연금

노령연금
(20년 이상)

노령연금
(10년~20년)

조기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

소계1)

(수급자수)
1인당
평균액2)

금액1)

(수급자수)
1인당
평균액2)

금액1)

(수급자수)
1인당
평균액2)

금액1)

(수급자수)
1인당
평균액2)

금액1)

(수급자수)
1인당
평균액2)

금액1)

(수급자수)
1인당
평균액2)

2012년
634.5

(20,262)
313.2

280.5
(12,160)

230.7 
49.5
(651)

759.7 
239.2

(5,936)
403.0 

63.6
(1,414)

450.0
1.7

(101)
166.1 

2013년
719.0

(20,797)
345.7

282.1
(11,626)

236.6 
63.9
(678)

942.6 
270.0

(6,099)
442.8 

100.8
(1,979)

509.4
2.1

(115)
185.5 

2014년
743.6

(21,315)
348.9

279.0
(11,639)

239.7 
68.9
(741)

930.1 
283.0

(6,648)
425.7 

110.5
(2,158)

512.0
2.3

(129)
174.8 

2015년
800.5

(22,503)
355.7

274.7
(11,340)

242.3 
81.4
(919)

885.7 
320.4

(7,790)
411.3 

121.6
(2,319)

524.4
2.4

(135)
176.7 

2016년
892.1

(24,143)
369.5

270.1
(11,083)

243.7 
107.0
(1,187)

901.5 
380.1

(9,240)
411.3 

131.6
(2,457)

535.7
3.3

(176)
187.5 

2017년
989.4

(25,849)
382.7

265.9
(10,813)

245.9 
136.7
(1,482)

922.3 
443.0

(10,758)
411.8 

139.6
(2,563)

544.7
4.2

(233)
180.1 

2018년
1,056.1
(25,957)

406.9
261.4

(10,487)
249.2 

156.6
(1,501)

1,042.9 
483.4

(11,035)
438.1 

149.8
(2,689)

556.9
5.0

(245)
205.1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1) 억원,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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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강북구 구민은 노후에 ‘취미교양’을 하며 보내고 싶어하며, 최근 ‘소득창출’에 대한 선호가 급증

□ 강북구 구민은 노후에 ‘취미교양’을 하며 보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남.

  – ‘취미교양’과 ‘소득창출’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종교활동’과 

‘손자녀양육’에 대한 선호는 줄어들고 있음.

  – 2017~2018년간 ‘자원봉사’, ‘종교활동’, ‘손자녀양육’ 등에 대한 선호가 급감하고 

   ‘소득창출’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였음.

4
5

6
7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23]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부록 표 1-10>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서울시)

구  분
소득창출활동 취미/교양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손자녀 양육

2011년 2018년 2011년 2018년 2011년 2018년 2011년 2018년 2011년 2018년

남  자 6.39 6.43 6.44 6.76 5.15 5.10 5.22 5.38 4.45 4.34

여  자 5.88 6.14 6.53 6.78 5.65 5.42 5.39 5.49 4.77 4.47

60대이상 5.08 5.60 5.56 6.21 5.38 5.45 4.65 5.19 4.41 4.36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10점 기준 환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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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인 복지시설
강북구 노인복지시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편임.

□ 2018년 강북구내 노인복지시설은 171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편임.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2011년: 22개 → 2018년: 33개), 
노인여가복지시설(2011년: 112개 → 2018년: 115개)과 재가노인복지시설
(2011년: 23개 → 2018년: 23개)는 현상유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전무(全無)한 
상황임.

(단위: 개소)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24] 강북구 노인 복지시설 현황

<부록 표 1-11> 강북구 노인 복지시설 세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155 152 164 167 171 173 173 171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112 111 111 112 111 113 114 115
노인복지관
경  로  당
노 인 교 실

1
96
15

1
96
14

1
96
14

1
96
15

1
96
14

2
96
15

2
96
16

1
98
16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   계 20 21 28 29 32 31 32 33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8
12

8
13

5
23

5
24

6
26

7
24

7
25

8
25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23 20 25 26 28 29 27 23
방 문 요 양
주야간보호

단 기 보 호
방 문 목 욕
재가노인지원
방 문 간 호

8
9
5
1
0
0

7
8
4
1
0
0

8
10
5
2
0
0

8
10
6
2
0
0

8
12
6
2
0
0

7
12
6
3
1
0

7
14
3
3
0
0

5
14
3
0
1
0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   계 0 0 0 0 0 0 0 0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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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및 행복․만족도

17. 여가활동
강북구 고령층의 여가활동은 서울시 고령층에 비해 건강과 경제활동 분야에 편중된 경향

□ 2018년 강북구 고령층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운동․건강(63.7%), 노래․오락
(9.6%), 수입연관 직업프로그램(7.2%) 등의 순이지만, 서울시과 비교시 건강과 

   경제활동에 편중된 경향

  – 서울시 고령층의 경우 운동․건강(56.4%), 노래․오락(9.2%), 지식교양(6.6%), 
여행․관광․등산․낚시(5.9%)의 순으로 건강과 생계 관련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여가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단위: 퍼센트)

표준편차: 19.1 표준편차: 16.7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25] 고령층 선호 여가활동

□ 60세 이상 서울시민은 최근 문화예술관람, 창작적 취미활동, 컴퓨터․인터넷 
검색 등의 활동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여행․야외나들이와 종교활동 
등에 대한 관심은 줄고 있음.

(단위: 퍼센트)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26] 서울시민 여가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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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취 및 인간관계 만족도
강북구 구민의 행복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2018년 행복지수는 전년대비 급락하였음.

□ 강북구 전체 구민의 행복지수는 서울시 평균보다는 낮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하지만, 강북구의 항목별 행복지수는 서울시보다 부침이 심한 경향이 있는데, 
2018년 강북구 행복지수는 전년 대비 급락하였음.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27] 서울시민 행복지수 양상

<부록 표 1-12> 서울시민 행복지수 추이

기간
종합평균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재정 친지친구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2011 6.1 6.7 6.3 6.9 5.1 5.9 6.4 6.8 6.5 6.9 6.2 6.7 

2012 6.7 6.8 7.0 7.1 6.0 6.1 6.7 6.9 6.9 7.0 6.7 6.8 

2013 6.6 6.9 6.9 7.2 6.2 6.2 6.7 7.0 6.7 7.0 6.5 6.9 

2014 6.5 6.9 6.6 7.2 5.7 6.2 6.8 7.1 6.9 7.1 6.7 7.0 

2015 6.9 7.0 7.1 7.2 6.1 6.3 7.0 7.1 7.1 7.2 7.0 7.0 

2016 6.8 7.0 7.0 7.2 6.1 6.3 7.0 7.1 7.0 7.2 6.9 7.1 

2017 7.1 7.0 7.3 7.2 6.3 6.3 7.3 7.1 7.3 7.2 7.2 7.1 

2018 6.8 6.9 7.1 7.2 5.9 6.1 7.0 7.1 7.0 7.1 6.8 6.9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10점 기준 환산 평균.



부록 1: 강북구 고령자 주요 현황 137

독거노인 현황

19. 강북구 소득 계층별 독거노인 추이
강북구의 독거노인 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독거노인 중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과 차상위
계층44)의 관리가 절실한 상황

□ 2017년 강북구 독거노인은 총 14,759명으로 2011년 9,427명에 비해 56.6% 증가하였음.

  – 2017년 서울시 독거노인은 총 303,824명으로 2011년 211,226명에 비해 43.8% 증가하였음.

□ 강북구 독거노인 중 차상위 계층이 급증하고 있음.

  – 최근 강북구의 독거노인 중 차상위 계층이 급증하고 있는데(2011년: 350명 → 2017년: 
1,511명: 331.7%↑), 같은 기간 서울시의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은 감소하는 추세임.

   (2011년: 19,273명 → 2017년: 18,664명: 3.2%↓)

  – 특히, 강북구의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 차상위 계층이 급증하여, 2017년 501명으로 
   2011년 92명 대비 444.6% 증가하였음.

a. 강북구 독거노인 추이 b. 서울시 독거노인 추이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부록 그림 1-28] 강북구 및 서울시 독거노인 추이

<부록 표 1-13> 강북구 소득별 독거노인 추이 (단위: 명)

기간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 독거노인 일반
65~79세 80세 이상 65~79세 80세 이상 65~79세 80세 이상

2011년 9,427 1,469 579 258 92 5,925 1,104 
2012년 10,163 1,590 444 580 144 6,397 1,008 
2013년 11,981 1,819 617 850 255 6,337 2,103 
2014년 12,588 1,907 602 787 281 6,945 2,066 
2015년 13,457 1,988 717 714 343 7,569 2,126 
2016년 13,760 2,018 732 772 404 7,832 2,002 
2017년 14,759 2,201 908 1,010 501 8,188 1,951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44)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친 계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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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강북구 동별 독거노인 추이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수가 서울시에 비해 강북구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함.

□ 2017년 강북구내 독거노인이 가장 많은 동(洞)은 인수동(1,494명), 송천동 
  (1,656명), 삼양동(1,408명), 송중동(1,326명), 수유1동(1,129명)의 순

  – 2011년 대비 2017년 독거노인 수가 많이 증가한 동(洞)은 송천동(594명), 인수동(480명), 
   삼양동(475명), 번3동(448명), 미아동(443명)의 순임.

  – 일반 독거노인45)이 많은 동(洞)은 송천동(404명), 삼양동(252명), 우이동(221명)의 
순이지만,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 일반 독거노인이 많은 동(洞)은 인수동
(114명), 송천동(106명), 수유1동(98명)의 순임.

□ 2017년 강북구내 저소득층 독거노인46)이 가장 많은 동(洞)은 번3동(561명), 
  인수동(462명), 송천동(452명), 삼양동(426명), 번2동(378명)의 순

  – 2011년 대비 2017년 저소득층 독거노인 수가 많이 증가한 동(洞)은 번3동(292명), 번2동 
   (226명), 송천동(190명)의 순임.

  – 2017년 국민생활보장 수급권 독거노인이 많은 동(洞)은 송천동(330명), 번3동(325명),
   인수동(316명), 삼양동(315명), 삼각산동(258명)의 순임.

   ∙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이 많은 곳은 삼양동(97명), 송천동(94명), 번3동(89명)의 순(順)이고 
    65~79세의 고령층이 많은 곳은 번3동(236명), 송천동(236명), 인수동(229명)의 순임.

  – 2017년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이 가장 많은 동(洞)은 번3동(236명), 번2동(175명), 
   인수동(146명), 송천동과 송중동(122명)의 순임.

   ∙ 80세 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이 많은 동(洞)은 인수동(69명), 송천동(57명), 번2동(46명)의 
순이고, 65~79세의 고령층이 많은 곳은 번3동(193명), 번2동(129명), 송중동(82명)의 순

□ 2011년 대비 2017년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한 동(洞)은 번3동(292명),
  번2동(226명), 송천동(190명), 인수동(177명), 삼각산동(171명)의 순

  – 같은 기간 중 국민생활보장 수급권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한 동(洞)은 번3동 
   (107명), 삼각산동(105명), 삼양동(98명), 송천동(97명), 수유1동(88명)의 순임.

   ∙ 같은 기간 80세 이상 국민생활보장 수급권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한 동(洞)은 삼각산동(49명), 
삼양동(46명), 번1동(43명)의 순이고, 65~79세 고령층에서 많이 증가한 동(洞)은 번3동(95명), 

    수유1동(73명), 송천동과 인수동(67명)의 순임.

   ∙ 같은 기간 80세 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의 수가 많이 증가한 동(洞)은 인수동(58명), 
송천동(47명), 송중동(39명)의 순이고, 65~79세에서 많이 증가한 동(洞)은 번3동(149명), 

    번2동(105명), 송중동(63명)의 순임.

45) 독거노인 일반: 독거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을 제외한 경우.

46) 저소득 독거노인: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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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4> 2017년 강북구 동별 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비중, 순위)

구  분
국민생활보장 수급권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독거노인 일반 전체노인

총계
독거노인 

총계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계소계 65~79세 80세 이상 소계 65~79세 80세 이상 소계 65~79세 80세 이상

번1동 172
(5.5) 12 115

(5.2) 12 57
(6.3) 10 67

(4.4) 13 45
(4.5) 12 22

(4.4) 12 663
(6.5) 9 544

(6.6) 9 119
(6.1) 10 3,251

(5.8) 13 902
(6.1) 10 239

(5.2) 12

번2동 203
(6.5) 10 136

(6.2) 10 67
(7.4) 6 175

(11.6) 2 129
(12.8) 2 46

(9.2) 3 494
(4.9) 12 422

(5.2) 11 72
(3.7) 12 3,552

(6.3) 12 872
(5.9) 12 378

(8.2) 5

번3동 325
(10.5) 2 236

(10.7) 1 89
(9.8) 3 236

(15.6) 1 193
(19.1) 1 43

(8.6) 4 451
(4.4) 13 400

(4.9) 13 51
(2.6) 13 4,271

(7.6) 5 1,012
(6.9) 9 561

(12.1) 1

수유1동 216
(6.9) 7 170

(7.7) 6 46
(5.1) 13 102

(6.8) 7 73
(7.2) 5 29

(5.8) 10 811
(8.0) 6 630

(7.7) 7 181
(9.3) 4 3,900

(6.9) 9 1,129
(7.6) 5 318

(6.9) 8

수유2동 180
(5.8) 11 118

(5.4) 11 62
(6.8) 8 96

(6.4) 8 58
(5.7) 10 38

(7.6) 7 616
(6.1) 10 461

(5.6) 10 155
(7.9) 8 4,115

(7.3) 7 892
(6.0) 11 276

(6.0) 11

수유3동 208
(6.7) 8 150

(6.8) 9 58
(6.4) 9 81

(5.4) 11 59
(5.8) 9 22

(4.4) 12 768
(7.6) 8 624

(7.6) 8 144
(7.4) 9 4,011

(7.1) 8 1,057
(7.2) 7 289

(6.3) 10

삼양동 315
(10.1) 4 218

(9.9) 4 97
(10.7) 1 111

(7.3) 6 71
(7.0) 6 40

(8.0) 5 982
(9.7) 4 802

(9.8) 3 180
(9.2) 5 4,826

(8.5) 4 1,408
(9.5) 3 426

(9.2) 4

미아동 203
(6.5) 10 155

(7.0) 7 48
(5.3) 12 94

(6.2) 9 66
(6.5) 7 28

(5.6) 11 831
(8.2) 5 666

(8.1) 5 165
(8.5) 7 3,860

(6.8) 10 1,128
(7.6) 6 297

(6.4) 9

송중동 220
(7.1) 6 154

(7.0) 8 66
(7.3) 7 122

(8.1) 5 82
(8.1) 3 40

(8.0) 5 984
(9.7) 3 796

(9.7) 4 188
(9.6) 3 5,204

(9.2) 3 1,326
(9.0) 4 342

(7.4) 7

송천동 330
(10.6) 1 236

(10.7) 1 94
(10.4) 2 122

(8.1) 5 65
(6.4) 8 57

(11.4) 2 1,204
(11.9) 1 979

(12.0) 1 225
(11.5) 1 5,442

(9.6) 2 1,656
(11.2) 1 452

(9.8) 3

삼각산동 258
(8.3) 5 176

(8.0) 5 82
(9.0) 5 89

(5.9) 10 56
(5.5) 11 33

(6.6) 9 502
(5.0) 11 419

(5.1) 12 83
(4.3) 11 3,807

(6.7) 11 849
(5.8) 13 347

(7.5) 6

우이동 163
(5.2) 13 108

(4.9) 13 55
(6.1) 11 70

(4.6) 12 36
(3.6) 13 34

(6.8) 8 801
(7.9) 7 635

(7.8) 6 166
(8.5) 6 4,180

(7.4) 6 1,034
(7.0) 8 233

(5.0) 13

인수동 316
(10.2) 3 229

(10.4) 3 87
(9.6) 4 146

(9.7) 3 77
(7.6) 4 69

(13.8) 1 1,032
(10.2) 2 810

(9.9) 2 222
(11.4) 2 6,111

(10.8) 1 1,494
(10.1) 2 462

(10.0) 2

강북구 3,109 - 2,201 - 908 - 1,511 - 1,010 - 501 - 10,139 - 8,188 - 1,951 - 56,530 - 14,759 - 4,620 -

서울시 59,772 - 44,654 - 15,118 - 18,664 - 11,693 - 6,971 - 225,388 - 170,746 - 54,642 - 1,365,126 - 303,824 - 78,436 -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저소득 독거노인: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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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5> 2011년 강북구 동별 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비중, 순위)

구  분
국민생활보장 수급권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독거노인 일반 전체노인

총계
독거노인 

총계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계소계 65~79세 80세 이상 소계 65~79세 80세 이상 소계 65~79세 80세 이상

번1동 97
(4.7) 12 83

(5.7) 10 14
(2.4) 13 20

(5.7) 10 15
(5.8) 8 5

(5.4) 9 439
(6.2) 10 372

(6.3) 10 67
(6.1) 10 2,466

(5.7) 13 556
(5.9) 11 117

(4.9) 12

번2동 119
(5.8) 10 78

(5.3) 11 41
(7.1) 6 33

(9.4) 4 24
(9.3) 4 9

(9.8) 4 398
(5.7) 11 359

(6.1) 11 39
(3.5) 11 2,624

(6.0) 12 550
(5.8) 12 152

(6.3) 8

번3동 218
(10.6) 3 141

(9.6) 4 77
(13.3) 2 51

(14.6) 1 44
(17.1) 1 7

(7.6) 7 295
(4.2) 12 262

(4.4) 12 33
(3.0) 12 3,215

(7.4) 7 564
(6.0) 10 269

(11.2) 2

수유1동 128
(6.3) 8 97

(6.6) 8 31
(5.4) 10 21

(6.0) 8 13
(5.0) 11 8

(8.7) 6 552
(7.9) 6 469

(7.9) 6 83
(7.5) 8 3,010

(6.9) 9 701
(7.4) 6 149

(6.2) 9

수유2동 106
(5.2) 11 75

(5.1) 12 31
(5.4) 10 21

(6.0) 8 14
(5.4) 10 7

(7.6) 7 511
(7.3) 9 407

(6.9) 9 104
(9.4) 5 3,264

(7.5) 5 638
(6.8) 8 127

(5.3) 11

수유3동 148
(7.2) 7 116

(7.9) 6 32
(5.5) 8 34

(9.7) 3 25
(9.7) 3 9

(9.8) 4 557
(7.9) 5 470

(7.9) 5 87
(7.9) 7 3,157

(7.3) 8 739
(7.8) 5 182

(7.6) 6

삼양동 217
(10.6) 4 166

(11.3) 2 51
(8.5) 4 42

(12.0) 2 31
(12.0) 2 11

(12.0) 1 674
(9.6) 4 550

(9.3) 4 124
(11.2) 1 3,750

(8.6) 4 933
(9.9) 3 259

(10.8) 4

미아동 125
(6.1) 9 93

(6.3) 9 32
(5.5) 8 18

(5.1) 12 13
(5.0) 11 5

(5.4) 9 542
(7.7) 7 459

(7.7) 7 83
(7.5) 8 2,939

(6.8) 10 685
(7.3) 7 143

(6.0) 10

송중동 163
(8.0) 5 114

(7.8) 7 49
(8.5) 5 20

(5.7) 10 19
(7.4) 5 1

(1.1) 13 729
(10.4) 2 606

(10.2) 3 123
(11.1) 2 4,342

(10.0) 2 912
(9.7) 4 183

(7.6) 5

송천동 233
(11.4) 2 169

(11.5) 1 64
(11.1) 3 29

(8.3) 5 19
(7.4) 5 10

(10.9) 3 800
(11.4) 1 681

(11.5) 1 119
(10.8) 3 4,207

(9.7) 3 1,062
(11.3) 1 262

(10.9) 3

삼각산동 153
(7.5) 6 120

(8.2) 5 33
(5.7) 7 23

(6.6) 7 18
(7.0) 7 5

(5.4) 9 288
(4.1) 13 255

(4.3) 13 33
(3.0) 12 2,656

(6.1) 11 464
(4.9) 13 176

(7.3) 7

우이동 82
(4.0) 13 55

(3.7) 13 27
(4.7) 12 12

(3.4) 13 8
(3.1) 13 4

(4.3) 12 515
(7.3) 8 414

(7.0) 8 101
(9.1) 6 3,233

(7.4) 6 609
(6.5) 9 94

(3.9) 13

인수동 259
(12.6) 1 162

(11.0) 3 97
(16.8) 1 26

(7.4) 6 15
(5.8) 8 11

(12.0) 1 729
(10.4) 2 621

(10.5) 2 108
(9.8) 4 4,644

(10.7) 1 1,014
(10.8) 2 285

(11.9) 1

강북구 2,048 - 1,469 - 579 - 350 - 258 - 92 - 7,029 - 5,925 - 1,104 - 43,507 - 9,427 - 2,398 -

서울시 37,739 - 26,976 - 10,763 - 19,273 - 14,088 - 5,185 - 154,214 - 121,755 - 32,459 - 1,049,425 - 211,226 - 57,012 -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저소득 독거노인: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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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6> 2011년 대비 2017년 강북구 동별 독거노인 증감수/증감율 현황 (증감수 기준 순위) (단위: 명, 증감율, 순위)

구  분
국민생활보장 수급권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독거노인 일반 전체노인

총계
독거노인 

총계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계소계 65~79세 80세 이상 소계 65~79세 80세 이상 소계 65~79세 80세 이상

번1동 75
(77.3) 9 32

(38.6) 13 43
(307.1) 3 47

(235.0) 12 30
(200.0) 12 17

(340.0) 12 224
(51.0) 8 172

(46.2) 7 52
(77.6) 9 785

(31.8) 13 346
(62.2) 10 122

(104.3) 12

번2동 84
(70.6) 6 58

(74.4) 6 26
(63.4) 7 142

(430.3) 2 105
(437.5) 2 37

(411.1) 4 96
(24.1) 13 63

(17.5) 12 33
(84.6) 12 928

(35.4) 7 322
(58.5) 11 226

(148.7) 2

번3동 107
(49.1) 1 95

(67.4) 1 12
(15.6) 12 185

(362.7) 1 149
(338.6) 1 36

(514.3) 5 156
(52.9) 11 138

(52.7) 11 18
(54.5) 13 1,056

(32.8) 5 448
(79.4) 4 292

(108.6) 1

수유1동 88
(68.8) 5 73

(75.3) 2 15
(48.4) 11 81

(385.7) 6 60
(461.5) 5 21

(262.5) 11 259
(46.9) 6 161

(34.3) 9 98
(118.1) 3 890

(29.6) 9 428
(61.1) 6 169

(113.4) 6

수유2동 74
(69.8) 10 43

(57.3) 10 31
(100.0) 4 75

(357.1) 8 44
(314.3) 8 31

(442.9) 6 105
(20.5) 12 54

(13.3) 13 51
(49.0) 10 851

(26.1) 12 254
(39.8) 13 149

(117.3) 10

수유3동 60
(40.5) 11 34

(29.3) 12 26
(81.3) 7 47

(138.2) 12 34
(136.0) 11 13

(144.4) 13 211
(37.9) 10 154

(32.8) 10 57
(65.5) 7 854

(27.1) 11 318
(43.0) 12 107

(58.8) 13

삼양동 98
(45.2) 3 52

(31.3) 9 46
(90.2) 2 69

(164.3) 9 40
(129.0) 9 29

(263.6) 8 308
(45.7) 2 252

(45.8) 2 56
(45.2) 8 1,076

(28.7) 4 475
(50.9) 3 167

(64.5) 7

미아동 78
(62.4) 8 62

(66.7) 5 16
(50.0) 10 76

(422.2) 7 53
(407.7) 6 23

(460.0) 10 289
(53.3) 4 207

(45.1) 4 82
(98.8) 4 921

(31.3) 8 443
(64.7) 5 154

(107.7) 9

송중동 57
(35.0) 12 40

(35.1) 11 17
(34.7) 9 102

(510.0) 4 63
(331.6) 3 39

(3900.0) 3 255
(35.0) 7 190

(31.4) 5 65
(52.8) 5 862

(19.9) 10 414
(45.4) 8 159

(86.9) 8

송천동 97
(41.6) 4 67

(39.6) 3 30
(46.9) 5 93

(320.7) 5 46
(242.1) 7 47

(470.0) 2 404
(50.5) 1 298

(43.8) 1 106
(89.1) 2 1,235

(29.4) 2 594
(55.9) 1 190

(72.5) 3

삼각산동 105
(68.6) 2 56

(46.7) 7 49
(148.5) 1 66

(287.0) 10 38
(211.1) 10 28

(560.0) 9 214
(74.3) 9 164

(64.3) 8 50
(151.5) 11 1,151

(43.3) 3 385
(83.0) 9 171

(97.2) 5

우이동 81
(98.8) 7 53

(96.4) 8 28
(103.7) 6 58

(483.3) 11 28
(350.0) 13 30

(750.0) 7 286
(55.5) 5 221

(53.4) 3 65
(64.4) 5 947

(29.3) 6 425
(69.8) 7 139

(147.9) 11

인수동 57
(22.0) 12 67

(41.4) 3 -10
(-10.3) 13 120

(461.5) 3 62
(413.3) 4 58

(527.3) 1 303
(41.6) 3 189

(30.4) 6 114
(105.6) 1 1,467

(31.6) 1 480
(47.3) 2 177

(62.1) 4

강북구 1,061
(51.8) - 732

(49.8) - 329
(56.8) - 1,161

(331.7) - 752
(291.5) - 409

(444.6) - 3,110
(44.2) - 2,263

(38.2) - 847
(76.7) - 13,023

(29.9) - 5,332
(56.5) - 2,222

(92.7) -

서울시 22,033
(58.4) - 17,678

(65.5) - 4,355
(40.5) - -609

(-3.2) - -2,395
(-17.0) - 1,786

(34.4) - 71,174
(46.2) - 48,991

(40.2) - 22,183
(68.3) - 315,701

(30.1) - 92,598
(43.8) - 21,426

(37.6) -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저소득 독거노인: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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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7> 2011년 대비 2017년 강북구 동별 독거노인 증감수/증감율 현황 (증감율 기준 순위) (단위: 명, 증감율, 순위)

구  분
국민생활보장 수급권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독거노인 일반 전체노인

총계
독거노인 

총계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계소계 65~79세 80세 이상 소계 65~79세 80세 이상 소계 65~79세 80세 이상

번1동 75
(77.3) 2 32

(38.6) 10 43
(307.1) 1 47

(235.0) 11 30
(200.0) 11 17

(340.0) 10 224
(51.0) 5 172

(46.2) 4 52
(77.6) 7 785

(31.8) 4 346
(62.2) 5 122

(104.3) 7

번2동 84
(70.6) 3 58

(74.4) 3 26
(63.4) 7 142

(430.3) 4 105
(437.5) 2 37

(411.1) 9 96
(24.1) 12 63

(17.5) 12 33
(84.6) 6 928

(35.4) 2 322
(58.5) 7 226

(148.7) 1

번3동 107
(49.1) 8 95

(67.4) 4 12
(15.6) 12 185

(362.7) 7 149
(338.6) 6 36

(514.3) 5 156
(52.9) 4 138

(52.7) 3 18
(54.5) 10 1,056

(32.8) 3 448
(79.4) 2 292

(108.6) 5

수유1동 88
(68.8) 5 73

(75.3) 2 15
(48.4) 9 81

(385.7) 6 60
(461.5) 1 21

(262.5) 12 259
(46.9) 7 161

(34.3) 8 98
(118.1) 2 890

(29.6) 7 428
(61.1) 6 169

(113.4) 4

수유2동 74
(69.8) 4 43

(57.3) 6 31
(100.0) 4 75

(357.1) 8 44
(314.3) 8 31

(442.9) 8 105
(20.5) 13 54

(13.3) 13 51
(49.0) 12 851

(26.1) 12 254
(39.8) 13 149

(117.3) 3

수유3동 60
(40.5) 11 34

(29.3) 13 26
(81.3) 6 47

(138.2) 13 34
(136.0) 12 13

(144.4) 13 211
(37.9) 10 154

(32.8) 9 57
(65.5) 8 854

(27.1) 11 318
(43.0) 12 107

(58.8) 13

삼양동 98
(45.2) 9 52

(31.3) 12 46
(90.2) 5 69

(164.3) 12 40
(129.0) 13 29

(263.6) 11 308
(45.7) 8 252

(45.8) 5 56
(45.2) 13 1,076

(28.7) 10 475
(50.9) 9 167

(64.5) 11

미아동 78
(62.4) 7 62

(66.7) 5 16
(50.0) 8 76

(422.2) 5 53
(407.7) 4 23

(460.0) 7 289
(53.3) 3 207

(45.1) 6 82
(98.8) 4 921

(31.3) 6 443
(64.7) 4 154

(107.7) 6

송중동 57
(35.0) 12 40

(35.1) 11 17
(34.7) 11 102

(510.0) 1 63
(331.6) 7 39

(3900.0) 1 255
(35.0) 11 190

(31.4) 10 65
(52.8) 11 862

(19.9) 13 414
(45.4) 11 159

(86.9) 9

송천동 97
(41.6) 10 67

(39.6) 9 30
(46.9) 10 93

(320.7) 9 46
(242.1) 9 47

(470.0) 6 404
(50.5) 6 298

(43.8) 7 106
(89.1) 5 1,235

(29.4) 8 594
(55.9) 8 190

(72.5) 10

삼각산동 105
(68.6) 6 56

(46.7) 7 49
(148.5) 2 66

(287.0) 10 38
(211.1) 10 28

(560.0) 3 214
(74.3) 1 164

(64.3) 1 50
(151.5) 1 1,151

(43.3) 1 385
(83.0) 1 171

(97.2) 8

우이동 81
(98.8) 1 53

(96.4) 1 28
(103.7) 3 58

(483.3) 2 28
(350.0) 5 30

(750.0) 2 286
(55.5) 2 221

(53.4) 2 65
(64.4) 9 947

(29.3) 9 425
(69.8) 3 139

(147.9) 2

인수동 57
(22.0) 13 67

(41.4) 8 -10
(-10.3) 13 120

(461.5) 3 62
(413.3) 3 58

(527.3) 4 303
(41.6) 9 189

(30.4) 11 114
(105.6) 3 1,467

(31.6) 5 480
(47.3) 10 177

(62.1) 12

강북구 1,061
(51.8) - 732

(49.8) - 329
(56.8) - 1,161

(331.7) - 752
(291.5) - 409

(444.6) - 3,110
(44.2) - 2,263

(38.2) - 847
(76.7) - 13,023

(29.9) - 5,332
(56.5) - 2,222

(92.7) -

서울시 22,033
(58.4) - 17,678

(65.5) - 4,355
(40.5) - -609

(-3.2) - -2,395
(-17.0) - 1,786

(34.4) - 71,174
(46.2) - 48,991

(40.2) - 22,183
(68.3) - 315,701

(30.1) - 92,598
(43.8) - 21,426

(37.6) -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주) 저소득 독거노인: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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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1. 경제 개발 분야 관련 연구 자문 개요

□ 자문위원: 장형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학장)

  – 現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前 국정원 차관보 국가정보관

  – 前 KIEP 연구위원

  – 前 세계은행 연구위원

□ 자문일자: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 자문회의 목적

  – 경제 개발에 관한 국내외 주요 연구 현안 모색 및 강북구 적용 방안 검토

  – 강북구 경제 및 복지 분야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심화 방안 모색

□ 주요 인터뷰 내용

1)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체계 소개

  –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Technical Assistance와 Financial Assistance의 

   체계를 통해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게 됨.

   ∙ Technical Assistance는 보건·의료 등을 위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이고 

Financial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에게 융자(loan)나 무상으로 보건·의료 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을 의미함.

   ∙ 지원시 구매조달(procurement)에 관한 국제기준/관례에 따라 개도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게 되는데, 보통 국가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시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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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북구 지역경제 성장 및 고령층 복지를 위한 방안 모색

  – 구정 발전을 위해 지방세 수입 확대 및 강북구 복지 및 의료 등을 위한 지출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산체계에서 자립도가 낮은 구일수록 선택과 집중에 유의해야 하는데, 강북구의 

    경우 자영업자나 독거노인 및 요양자를 위한 보건 맞춤형 전략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수입원이 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재산세나 자동차 등록비 절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 강북구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역화폐를 발행

하여 24세 이상 강북구에 3년이상 거주한 청년이나 지역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 고령사회화 과정에 있는 강북구에 청년들과 기업들이 유입되려면 자체적으로 

재산세나 등록세 등을 낮추는 노력과 동시에 국세 및 서울시의 세금을 많이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술집약적이고 숙련도가 높은 산업들을 

지역내에 유치해갈 필요가 있음.

   ∙ 20-30년 전의 기술력에 기반한 기존 산업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

하지 않고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강북구 주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편익이 높은 산업을 발굴하여 유치하고, 

해당 지역산업에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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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연구 발전 방향 모색

  – 강북구 주민지원(독거노인 지원 포함)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세계은행의 

“Best Practice”와 같은 모범사례연구와 선진국의 도시재생사업을 참고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규모가 연간 3만 달러 정도이지만, 강북구의 지역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세계은행에서의 중국과 인도와 같은 대국(大國)의 도시 개발이나 

유럽 벨라루스와 같은 도시지역 지원 사업을 참고할 수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미국 뉴욕시 할렘가가 기존 슬럼화에서 탈피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는데, 빈곤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되살리고자 하는 동기를 고취

시켜가야 함.

2. 지역 발전 분야 관련 연구 자문 개요

□ 자문위원: 이두희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現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 前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연구실장

  – 前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권 전문위원

□ 자문일자: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자문회의 목적

  – 중단기 및 중장기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심화 방안 모색

  – 강북구가 당면한 의료비, 생활비 부채문제, 저학력·저소득 선호직종 개선 등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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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인터뷰 내용

1) 강북구 지역 경제 현황

  – 2017-2019 지역별 산업영향지수 도출 결과 강북-노원-도봉 권역은 전국 69개 권역 중 

   44위로 수도권에서는 최하위권에 해당하고 전국권역에서도 하위에 해당함.

  – 서울의 산업권역을 고려할 때, 구단위 행정구역 단위로만 고려하기보다 권역별로 

산업발전을 위해 상호부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포구는 고양시와 연계하여 지역별 산업영향지수 17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둠.

2) 중단기 및 중장기적 강북구 지역 발전 방안 모색

  –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몰의 법칙’(Baumol’s Law)과 ‘보몰의 병폐’(Baumol’s

   Disease)를 기억하여 ‘지역내 제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보몰의 병폐’는 한 사회의 경제가 성숙되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게 될 때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낮아 소득 저하나 고용없는

    성장 등의 부작용을 의미함.

   ∙ 강북구의 경우 ‘제조․서비스업’을 발굴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새로운 부지확보 부담이 없는 기존 건물의 위로 올리는 방식의 

‘스마트 공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강북구는 베드타운(bed town)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할지 고민

   ∙ 인구주민 소비세를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여 강북구 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강북구 지역 거주민을 위해 소비세를 강북구로 환원하여 지역 세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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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의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와 같이 강북구에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조직화

하고 클러스터화 할 수 있는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가령, 강북구 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강북구에 패션 디자인 관련 연구소를 유치하고 

인접 지역인 양주시 및 의정부시의 의류 원료 공장과 연계할 수 있는 ‘강북구 

산업경제 정보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음.

  – 중단기적으로 강북구내 고령 일자리 창출 및 지역내 청년 유입을 위해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을 통해 소득은 적지만 시장이 큰 소득하위층

(Bottom of Pyramid: BOP) 계층을 위한 시장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강북구가 고려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유한킴벌리과 같은 기업과 연계하여 ‘디

펜드 스타일 팬티’와 같은 시니어 용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를 강북구내 구축하

여 시니어 제품개발과 시니어 고용을 담당하고 시니어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

화를 통한 시장 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수 있음.

   ∙ 강북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심화할 수 있는 또다른 사업으로는 시니어 

인력을 배송원으로 활용하는 CJ대한통운과 같은 배송업체의 실버택배 배송

거점을 강북구에 유치하여 전동자전거 및 스마트 카트와 같은 친환경 전동 

배송장비를 활용, 택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실

가스 절감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높여감.

  –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적 협의체인 ‘강북구 산업경제 정보진흥원’을 개설하여 강북구 

은퇴자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경제 산업 발굴/육성을 기획할 수 있는 ‘스마트 

혁신 플랫폼’을 강북구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1990년대 후반 지역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 산업의 침체로 위기에 처한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은 ‘기업-연구소-대학-시민’으로 구성된 ‘기업가적 발견과정 

협의체’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안달루시아 지방정부는 CATEC(the Advanced Center for Aerospace 

Technology)를 운영하고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되면서 성공을 거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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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사회화에 대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맥을 같이 하여 고민해야 하는데,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의 육아부담 경감, 가정과 직장의 양립 및 조화, 양성평등적 기업 및 가족문화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 필요

   ∙ (프랑스) 수당이나 세제를 통해서 여성의 양육노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30여 

가지의 다양한 가족 관련 수당을 지급

   ∙ (스웨덴) 부모보험제도(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 가능)나 양성평등제도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부와 모 각자에게 할당)를 통해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 등

   ∙ (프랑스) 어린이집에 다닐 연령대인 만 0~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집단어린이집을 

운영(공립 시설 비중은 73.2%), 만 3~5세는 프랑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의무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교육, 출산수당과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 계수를 

통한 세액공제,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 등

  – 산업화로 잃어버린 대가족제도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

으로써 ‘신대가족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계약형태의 패키지형

(가족·출산·교육 등) 재정지원 전담부서 설치

   ∙ ‘신가족제도’는 미국의 인구학자인 듀크대 필립 모건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법 가운데 하나로 대가족 제도 강화를 제시

   ∙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특징 중,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아이들의 양육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녀 수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젊은 며느리의 경우 풀타임 직업을 갖는 

경향을 가짐.

   ∙ 신대가족제도를 우리나라의 정서와 지역 특성에 맞게 구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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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 집에서 동거의 개념 보다는 10분 거리의 공간에 거주하며 공유의 개념으로 확대

    b) 신대가족제도 동참자(다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가사도우미 인정

    c) 신대가족제도로 가족공유 참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토지관련 세제 우대

    d)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젊은 여성의 미래 

노후생활 안정과 현재의 출산을 연계할 수 있으며, 정책의 비용은 은퇴시점인 

수십년 후에 발생하지만, 빠른 출산증대 효과 기대)

3. 보건 발전 분야 관련 연구 자문 개요

□ 자문위원: 최화숙 박사 (前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교수)

  – 現 은혜와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現 한국호스피스협회 감사

  – 前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교수

□ 자문일자: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 자문회의 목적

  – 고령층 호스피스 제도에 대한 국내외 현안 모색

  – 강북구의 급격한 고령사회화에 대비하기 위해 호스피스전달체계 모형 연계를 

   통한 강북구 맞춤형 보건․경제․복지 공공사업 발굴

□ 주요 인터뷰 내용

1) 호스피스의 의미와 현실

  – 호스피스(Hospice Care)란 말기 환자(末期患者)와 그 가족을 전인적(全人的)으로 돌보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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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피스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사는 분들을 위해, 마치 자신의 역할을 마친 

배우(俳優)가 적당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무대에 내려올 수 있도록 산파(産婆)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음.

   ∙ 호스피스는 죽음이 삶의 정상적인 한 과정이고 죽어가는 사람은 따듯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실현가능

   ∙ 따라서, 호스피스는 말기환자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가고, 아직 끝마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삶의 본질(本質)에 관한 그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

해주는 과정을 의미함.

  – 개인이 맞이하는 임종의 70%는 질병에 의해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은 대개 자신과 가족, 주변지인을 비롯한 영적(靈的)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적어도 2~3개월이 소요됨.

  – 하지만, 현실에서 개개인은 임종에 대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퇴원하여 집에 방치되거나 보건소에서의 

간단한 교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 2013년 세계보건총회는 완화치료(palliative care)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일생을 통한 진료과정을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정책에 반영해갈 필요가 있음.

   ∙ 완화치료 전략: 예방 → 검진 → 진단 → 치료 → 중증관리 → 생애말기 돌봄

2) 기존 병원 중심 호스피스 체계에서 가정 호스피스 체계로 발전해야할 필요성

  – 호스피스와 관련된 의료전달체계는 WHO가 채택한 Klezckovski 외(1984)의 

분류방식에 기반하여 발전하여 왔는데, 자원, 조직, 재정, 관리, 전달 등 

5가지를 구성요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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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달

∙ 1차 의료
∙ 2차 의료
∙ 3차 의료

조   직

∙ 국가보건당국

∙ 민간부문조직

자   원

∙ 인    력
∙ 시설,장비
∙ 교    육

관   리

∙ 지   도   력
∙ 의 사 결 정
∙ 감시 및 평가
∙ 관       리

재   정

∙ 국 가 보 조 금
∙ 의료보험수가
∙ 후   원   금

자료: 최화숙, 1999, ｢한국 호스피스전달체계 모형 개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6.

[부록 그림 2-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구성요소들

호스피스 전달

∙ 형태별 호스피스 기관과 
  1,2,3차 의료기관과의 연계

∙ 호스피스 제도화의 방향

호스피스 조직
<정부조직>∙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국가호스피스 조직
<민간조직>∙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한국호스피스협회∙ 미국 NHO와 같은 제3의 

 민간조직

호스피스 자원

∙ 호스피스팀 구성인력
∙ 형태별 호스피스 기관의
 시설

호스피스 관리

∙ 평 가 주 체

∙ 평 가 기 간

∙ 평 가 내 용

∙ 평 가 대 상

호스피스 재정

∙ 의료보험수가

∙ 대상자 지불

∙ 후   원   금

∙ 공 공 기 금

자료: 최화숙, 1999, ｢한국 호스피스전달체계 모형 개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6.

[부록 그림 2-2]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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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피스와 관련된 의료전달체계는 사회정책에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처음 취지와 방향을 살려 지역사회에 잘 녹여질 필요가 있음.

   ∙ 담당 보건소장의 실천 의지가 중요함. 가령, 보건소 중심의 암환자 관리를 

제안하여 정부에서 지역 보건소에 대학교 출신 간호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관심이 없는 보건소장은 계약직으로 간호사를 뽑아 영․유아 보건과 

같은 다른 보건사업에 투입한 경우도 있었음.

   ∙ 아울러, 암환자의 보건소 방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4~8주 방문기간을 정해놓거나, 

인터넷을 통한 문진과 같은 행정 편의적 제도 시행은 환자 관리에 있어 실효성이 

미미함.

보건복지부내
담당부서

제3의 민간조직

의보

공단

     의료보험인정
                                          기타호스피스 기관
      호스피스기관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한국

호스피스협회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평가․관리

평가․조언

자료: 최화숙, 1999, ｢한국 호스피스전달체계 모형 개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92.

[부록 그림 2-3] 호스피스 평가 및 관리체계 모형

  – 호스피스 완화치료 서비스는 크게 입원형과 가정형, 자문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입원형: 환자가 전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담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도 병동에 상주하면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부록 2: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155

   ∙ 가정형: 병원을 중심으로 한 가정 호스피스를 의미하는데, 보통 환자가 퇴원

하게 되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하게 되는 경우를 일컬음.

   ∙ 자문형: 일반병동이 부족하거나 병원에 못가는 환자들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여 환자들을 위한 상담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질환에 적합한 대응을 

해주는 병원도 소개해줄 수 있는 기능을 담당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호스피스 병동
의보

공단

병 원

호스피스팀 가정호스피스

민간 호스피스

조직

평가․관리

의보수가지불

자료: 최화숙, 1999, ｢한국 호스피스전달체계 모형 개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93.

[부록 그림 2-4] 호스피스전달체계 모형 A (중간단계)

가정 호스피스

호스피스팀

호스피스 병동

지역사회 단체

병  원

개업의 보건소

자료: 최화숙, 1999, ｢한국 호스피스전달체계 모형 개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93.

[부록 그림 2-5] 호스피스전달체계 모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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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의 문제는 첫째, 가난해서 돈이 없는 문제와, 둘째, 혼자 사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지역의 노년층 인력자원을 가용할 수 있다면 향후 지역건강을 

위한 자원 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음.

   ∙ 저소득층 독거노인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여 의료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당사자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자기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유익하고, 사회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봉사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에 유익함.

   ∙ 영․유아, 산모 문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만성질환, 말기질환 등) 의료 관련 교육을 받고 가정방문을 하면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식의 토탈케어(정서적, 영적 돌봄 포함)를 적용하면 

훨씬 부드러워지고 전인적 돌봄이 가능함.

  – 현행의 병원 중심의 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를 발전시켜 가정형과 자문형을 포괄하는 

‘가정방문 에이전시’ 추진이 지역에 필요함.

   ∙ 인력충원을 위해 지역에 협동 간호사나 대학교 간호사를 배치하여, 계약직 

관리를 위한 일지 작성 등에 정규직이 관여하고, 전국 대학교와 협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 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 간호는 전문 의료인이 

담당하지만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통해 전문 간호를 도와가는 차원에서 가정방문 

에이전시 도입이 필요함.

3) 강북구 고령층 보건현황에 대한 진단 (부록1 강북구 고령자 주요현황 참조)

  – 질의자가 생각하고 있는 자치구 의사회 및 성직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다학제팀 코디네이터제도를 강북구에 도입하여 어르신들이 

준비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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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방문 에이전시 일환의 다학제팀 코디네이터제도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역사회 병․의원, 교회나 절을 비롯한 종교

기관, 보건소를 비롯하여 강북구내 성신여대 간호학과와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

학과와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가정방문 에이전시 추진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어느 곳에서 주도가 

가능하지만, 의사/간호사가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네트워크화하여 

돌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학계/정부에 현황을 알릴 필요가 있음.

   ∙ 완화의료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부산가톨릭대의 김숙남 교수가 

의미있게 실현하고 있음.

  – 강북구에 암사망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1) 신생암이 계속 출현하는 이유, 2) 

환경적 문제, 3) 자신의 건강관리 등 3박자가 줄어드는 것이 없으니 계속 증가

하는 것임.

   ∙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암에 대해 검진을 하기 때문에 현재 5년 이상 생존률이 

50%에서 70%로 올라간 상황이지만, 나머지 30%는 호스피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

  – 강북구에 치주질환과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우선 

치과와 일반의료기관의 체계적 차이와 지역별 삶의 수준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

   ∙ 치과에서 담당하는 치주질환에 대해서는 일반의료기관이 담당하는 당뇨, 고혈압,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이나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현되는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는 구분하여 고려해야 함.

   ∙ 또한, 학력과 소득수준을 비롯한 강북구 지역의 삶의 질의 수준은 강남구와 

같은 고학력․부유한 지역과 다를텐데, 이러한 점도 만성질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코디네이터 제도에 만성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반영되어야 함.

  – 강북구 고령층의 소득창출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토탈케어를 통한 방법은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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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고령층을 대상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들이 건강한 노인분들 대상

으로 교육을 체계화 하여 스스로 건강관리(호흡운동 등) 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영․유아 및 치과에 대한 케어는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성질환에 

대한 적절한 케어가 필요한 상황

   ∙ 향후, 노인분들 사회활동시 노인정과 경로당 등에 교육기관을 접목시켜, 시간을 

유연하게(4~5시간, 오전반, 오후반 등)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의 용돈을 

지원할 수 있다면, 노인분들이 약간의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서 자유

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음.

  – 강북구에 ‘건강관리패키지’를 하면서 이를 정서적 부문과 영적 부문을 포괄하여 

진행된다면 웰빙과 웰다잉에 관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독거노인분들의 경우 자기 몸․건강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재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

   ∙ 독거노인분들의 경우 특히 사회적인 커넥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정기적

으로 관심을 갖고 오가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영적으로 따듯한 

사회적 울타리가 됨.

  – 강북구는 호스피스 병원이 전무(全無)하고 가정호스피스도 전무(全無)한 상황으로 

지역내 ‘가정호스피스제도’와 ‘건강교육패키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이 절실해 보임.

   ∙ 호스피스 병원은 설립되더라도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접근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음.

   ∙ 또한, [부록 1-16] 노인 복지시설에 의하면 강북구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요양

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존재하지만 이는 가정호스피스가 아니고, 복지시설에 

재가노인지원과 방문간호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전문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관리하는 가정호스피스제도와 건강교육패키지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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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가정호스피스제도 시행을 위해 예산 유치 및 적절한 시행과 퀄리티 유지가 

필요한데, 예산이 새는 곳 없이 적시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함.

   ∙ 강북구만을 위한 가정호스피스제도 사업추진시 예산확보가 충분치 않을 수 

있는데, 이때 강북구와 같이 고령화 문제에 처한 인접구들과 공동연구 및 

협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4. 연금 및 복지 분야 관련 연구 자문 개요

□ 자문위원: 윤석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 연금연구센터 센터장

□ 자문일자: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 자문회의 목적

  – 고령층을 위한 연금제도의 국내외 현안 진단

  – 강북구 고령층의 경제보전을 위한 방안 모색

□ 주요 인터뷰 내용

1) 연금제도의 국내외 현안

  –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내용과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권고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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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Working Better with Age: Korea) 주요내용

▲ 인구고령화와 경제․사회적 상황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는 중으로, 1970년대에 20세 미만이었던 중위연령

     (median age)이 2050년대 중반에는 OECD 최고 수준인 55세로 증가할 전망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낮은 노동생산성, 장시간 근로관행, 높은 노인빈곤율 및 부족한 사회안전망 등과 

     결합하여 세대간 형평성 논란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 야기 우려

▲ 고령자의 노동시장 상황과 정책방향

  ○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은 매우 높으나 일자리의 질은 

     매우 낮은 특징

  ○ 연공서열 중심의 제도와 관행, 심각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한국노동시장의 포용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 고용률과 빈곤율이 동시에 높은 한국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다른 OECD 

     국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적 대안 요구

▲ OECD 정책제언

  ○ (고령빈곤층 감소대책) 고령자영업자 등이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편, 기초생활

보호 적용확대, 수요자 중심의 기초연금제도,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수혜 확대, 퇴직연금

     제도 확대 등

  ○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연공서열 중심의 기업문화 개선, 

     사내하도급 및 파견근로 관련 제도개선, 연령차별금지법령 준수 등

  ○ (고령노동자 직업능력개발 등 지원) 중년이상 노동자에 대한 전직 지원 강화, 근로시간 준수관련 감독 

강화, 사업주 부담의 질병휴직 및 질병수당 도입 등

자료: 양현수, 2018,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Working Better with Age: Korea) 주요내용, 주 오이시디 대표부.

  –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실제로 낸 것보다 노후에 많이 받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저소득자의 

경우 가입이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국민연금의 경우 고소득층의 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실제로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음.

   ∙ 퇴직연금의 경우 실상은 영세업체가 아닌 대기업과 같은 좋은 직장의 고소득층 

일부를 중심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음.

   ∙ 개인연금의 경우 소득에서 저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충분히 남는 경우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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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 고령층 근로자 고용현황에 대한 한국과 OECD 국가간의 점수 비교

구                 분
한  국 OECD 변  화

2006 2016 2006 2016 한 국 OECD

인구구조변화

– 노인부양률(%)

– 노동시장 은퇴연령(세) 남성

                    여성

0.14

70.9

67.6

0.20

72.0

72.2

0.23

63.6

62.3

0.28

65.1

63.6

0.05

1.0

4.6

0.05

1.5

1.3

고용상황

– 고용률, 50-74 (% 동일 연령대 기준)

50-54세

55-64세

65-69세

70-74세

– 고용률 성별격차: (남성-여성)/남성

56.8

72.6

59.3

42.4

31.9

0.36

62.1

77.7

66.1

45.0

32.6

0.32

47.0

73.8

52.7

20.3

12.0

0.32

50.8

75.7

59.2

25.5

14.6

0.25

5.3

5.1

6.9

2.6

0.7

-0.04

3.8

1.9

6.5

5.2

2.6

-0.07

일자리 특성

– 시간제 근로비율, 55-64세 (% 전체고용 기준)

주당 평균 노동시간

– 임시직 비중, 55-64세 (% 전체고용 기준)

– 자영업 비중, 55-64세 (% 전체고용 기준)

– 전일제 고령근로자의 소득수준,

25-54세 대비 55-64세 (비중)

11.8

18.3

39.1

53.2

0.90

11.7

18.6

32.7

38.2

0.91

20.3

16.6

8.9

38.0

1.09

21.1

16.9

7.9

32.8

1.10

-0.1

0.3

-6.4

-15.0

0.01

0.8

0.3

-1.0

-5.2

0.00

노동시간 이동

– 5년 이상 재직비율 (60세 이상)

– 채용가능성 (55-64세, 1년이하 재직)

18.2

44.6

23.4

33.9

40.3

9.2

50.3

9.1

5.2

-10.7

10.0

-0.1

실업

– 실업률, 55-64세 (%, 전체 경제활동인구 기준)

– 장기실업률, 55-64세 (%, 전체 실업자 기준)

2.3

(1.1)

2.8

(1.0)

4.3

26.3

4.6

44.3

0.4

0.1

0.3

17.9

고용가능성 (취업능력)

– 대졸이상, 55-64세 (%, 동일 연령대 기준)

– 직업능력개발 참여, 55-64세

절대치 (%, 동일연령대 취업자 기준)

상대치 (25-54세 취업자의 참여 =1)

10.6

-

-

19.7

31.2

0.64

20.0

-

-

26.2

41.2

0.78

9.1

-

-

6.1

-

-

자료: 양현수, 2018,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Working Better with Age: Korea) 주요내용｣, 주 오이시디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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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고령자층에서 72세까지 일자리에 나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것으로 보물

(treasure)과 같지만, 근속기간이 짧고 나이가 들수록 초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나 취약층 노인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한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부록 표 2-3> 우리나라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OECD 권고 내용: 2014년, 2016년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4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BLSP)가 가난한 취약계층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생계 보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BOAP, Basic Old-age Pension) 제도가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 제약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얻으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축소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취약 노인들, “재정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윤석명, 

2013)”, 취약 노인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 이들 

취약 노인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근로세대보다 노인들 집단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BOAP) 대상자를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2014, p.120에서 인용하여 번역하였음.)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한국 정부는 2020년 노인 빈곤률을 39%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9%로 낮추어질

지라도 이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률을 바르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잘 조준된 사회보장 지출이 필요하다. 상대빈곤은 차치하고 절대 

빈곤에서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2014년 보고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OECD, 2016, p.161에서 인용하여 번역하였음.)

자료: 윤석명, 2017,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7-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3-164 재인용.

2) 강북구 고령층의 경제보전을 위한 방안 모색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격차가 크기에 1) 취약집단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2)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이 필요함.

   ∙ 가령,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대상 (특히 남성)의 고독사 예방의 취지로 시범

사업을 기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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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의 방안 강구 필요)

   ∙ 전기(前期) 노인은 1차 베이비붐 세대로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혜택을 입은 세대로 은퇴후 삶을 즐기고 있는 편이지만, 후기(後期) 노인이 

노인대상 사업 추진 대상임.

  – 가능하면 서울시와 구청이 협의하여 연령별로 빈곤층을 파악하여, OECD 권고안에 

따라 절대빈곤층 탈피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절대빈곤층 퇴치 사업을 위해 서울시에서 70% 지원을 요청하거나, 현물

출자 사업추진을 모색할 수 있음.

   ∙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차원의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데, 주거 등 현물지원이 필요한 집단, 현금 지원만 요구되는 

집단, 둘다 필요한 집단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정책을 구상하여, 재원투입 총량면

에서 동일한 자원으로 보다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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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 수요 관련 문항

질           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 우리 통(統)의 어르신(65세 이상)들은
현재 건강하신 상황이다.

문2.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조치와 안내를
잘 받고 있다.

문3.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건강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적시적절하게 방문
하여 검진과 관리를 해주고 있다.

문4.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신다.

문5.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구청 및 보건소, 동사무소에서의 행정적
제도와 지원이 적절한 상황이다.

문6. 서울시는 돌봄 SOC와 같은 지역내
민간활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병원 같이 가는 서비스나 형광등 갈아
주기 서비스와 같은 어르신 수요충족
프로그램이 우리 통(統)에서 잘 진행
되고 있다.

문7. 우리 통(統)에서는 어르신 건강을 위한
자원봉사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
활동이 활발한 상황이다.

문8. 우리 통(統)의 독거노인 분들은 보행
(步行)이 양호한 편이다.

문9. 우리 통(統)의 죽음을 앞둔 어르신들은
자신과 가족, 주변지인 및 영적(靈的)인
관계를 잘 정리하고 임종을 준비하고
계신다.

문10. 구청이나 동사무소, 보건소, 복지관 등
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
하여 교육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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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연금 분야 수요 관련 문항

질           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1. 우리 통(統)의 어르신(65세 이상)들은
현재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12.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은 노후의 경제
활동을 위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상황이다.

문13.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은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 은행저축 등을 통해 노후
준비가 잘 된 상황이다.

문14. 우리 통(統)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비정규직(임시직)
종사자가 창업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 보다 많다.

문15.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은 기회가 주어
진다면 소득활동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문16.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 중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이나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분들은 의식주 생활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문17. 우리 통(統)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분들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는
분들은 적절한 소득활동은 못하더라도
고정재산 수입이 있는 편이다.

문18. 지난 5년간 우리 통(統)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어르신들이 다른 구(區)나 동(洞)
에서 유입되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

문19. 강북구와 우리 동(洞)의 노인 일자리
사업들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강북구는 현재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공익활동형,
취업알선형,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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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여가 분야 수요 관련 문항

질           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0. 우리 통(統)의 어르신(65세 이상)들은
가정생활에서 화목한 상황이다.

문21.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은 친지친구
관계에서 원활한 상황이다.

문22.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은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23.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은 현재 취미․교양
활동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문24.
우리 동(洞)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에서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르신
들이 건강 유지와 여가를 즐기시기 위해
다채롭고 적절하다.

문25. 우리 동(洞)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의 수는 적절한 상황이다.

문26.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 중에 몸이 편찮
으신 분들은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로부터
방문간호를 받고 계신다.

문27.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은 강북구 및 마을
발전에 애착이 강하다.

문28.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은 북한산 일대의
트래킹 코스를 자주 이용하신다.

문29. 우리 통(統)의 어르신들은 강북구청와
동사무소, 보건소 등 주변 관공서의 구정
활동에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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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양식 설문 문항

보건․경제․연금․복지․여가 분야 등 제반 분야에서 강북구 전체 및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배경질문

배문1. 귀하께서는 어느 동(洞)에서 통장 직위를 맡고 계십니까?

(예: 수유1동 )

배문2. 귀하께서 강북구에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예: 3년 )

배문3. 귀하께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 가정주부 )

배문4.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해 주세요.

⑴ 40대 및 40대 이하 ⑵ 50대 ⑶ 60대 ⑷ 70대 및 70대 이상

배문5.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⑴ 남성 ⑵ 여성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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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Potential Demand of the Elderly in Seoul: 
Including In–Depth Study on the Aged Household in Solitude in Gangbuk-gu

Yoo, Jung-Geun and Sang-Kyu Kim

Growing older in the society can be a threat to the social economy, which makes potential 
growth and economic vitality weakening and financial burden for social welfare 
increasing. Therefore, government policy related to super–aged society has to be 
executed consistently in the long term to solve the problems not only for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ut also for the complicated sociocultural values. Gangbuk–gu district 
is facing the most serious problem of increasing aging population, decreasing local 
population, and shrinking local economy compared to other districts in Seoul.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an appropriate strategy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verified economic theories, empirical studies, and business models as well as 
the short–term solution reflecting local and residents characteristic for the compounded 
problems of growing older in Gangbuk–gu district.
Regional economic growth theory has been developed in a view of innovation as the main 
source of growth. The reason why innovation became a key role in economic growth is 
based on endogenous growth theory, which regards technological–intensive industry as 
the endogenous result of complementary investment for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Recently, complex product system (CoPS) has been 
studied in Korea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trend of the world trade; the products 
are customerized from a wide range of combined parts based on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supported from government as management service. CoPS can be more 
activated with ‘platform economic strategy’, i.e., industry based business model whic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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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esigned to create new markets in order to satisfy potential demands by mediating 
more than two economic players and promoting interactions between economic players 
and industry technologies. Platform economic strategy can be developed with growth 
mediated process; support led process is a way to achieve the social assistance with 
efficient social mechanism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care without economic growth, 
but growth mediated process is a way to enlarge social welfare such as health care, 
education, and social security utilizing economic affluence as the result from the 
institutional process for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e basic statistic and time–series analysis utilizing the Seoul Open Data 
Plaza, the elderly in Gangbuk–gu district are facing the problems of 1) health care: low 
level of health perception, high cancer and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and increase 
of chronic diseases especially from periodontal disease and arthritis, 2) economy: private 
debt caused by medical and living expense, low–educated and low–income based 
occupations, 3) social welfare: lack of both welfare facilities and hobbies & culture 
programs. However,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 Gangbuk–gu 
district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factors according to the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analysis conducted with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Most 
interviewees in Gangbuk–gu district pointed out the significance in the order of the 
following factors: economy,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As a result, the interviewees 
drew realistic solutions for the problems that the elderly in Gangbuk–gu district have: 
1) expansion of welfare center, senior citizen center, and cultural center and 
diversification of program for health care and hobbies especially for the elderly who are 
more mobile, 2) expansion of support for visiting service such as time, finance, and 
supplies especially for the elderly who are less mobile, 3) improvement of residental 
environment in old residential areas rather than apartment area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hat economic assistanc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leads to the health 
promo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time diary data analysi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Gangbuk–gu district, ‘Smart Innovation Platform 
(entrepreneurship consultative organization constituted by the group of enterprise –
research institute – university – local resident)’ was suggest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knowledge spillover, Gangbuk–gu office can prepare for home–based hospice 
system, BOP(bottom of pyramid) support business, and new extended–family structure, 
which help foundation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in Gangbuk–gu district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training, and social trust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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