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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100만 시대, 100세 도시 서울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Ⅰ 정책 환경 및 실태

1.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와 전망

�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

❍ 기대수명이 늘어나 OECD 평균(79세)을 넘었음              (단위 : 세)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평 균 76.9 79.0 79.9 80.9 81.8

남 73.4 75.6 76.6 77.6 78.5

여 80.5 82.4 83.3 84.2 85.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전국 노인 인구의 현저한 증가

     - 기대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 인구수 양적 증가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인   구 48,782,274 48,991,779 49,268,928 49,540,367 48,746,693

노 인 인 구 4,324,524 4,556,733 4,861,476 5,069,273 5,192,710

노인인구비율 8.9 9.3 9.9 10.2 10.7

노인증가비율           5.4      6.7     4.3     2.4
(서울주민등록통계자료 - 외국인 제외, 2009년 전국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고령화 속도

     - 고령화사회(7%) ⇒ 고령사회(14%) : 한국 18년 소요

구  분
도  달  연  도 증가소요 연수

7% 14% 20%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한  국 2000 2018 2026 18 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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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추이 및 전망

❍ 노인인구비율 증가

     - 전국의 노인인구는 2026년(초고령사회)에 2008년 대비 104%증가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노년부양비 증가

     - 청장년(15~64세)인구 3.2명이 노인1명을 부양(2028)

노인1명을 부양하는 청장년(15~64세)인구
8.9 8.5 8.1 7.7 7.3 6.9 6.6 6.3 6.1 5.8 5.5 5.2 4.9 4.6 4.3 4.1 3.9 3.7 3.5 3.3 3.2 3.1 3.0

0.0

2.0

4.0

6.0

8.0

10.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명)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유소년부양비는 오히려 감소

노인 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인구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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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은퇴 및 노년층 편입

     - 기존의 노년세대와 양적․질적으로 다른 ‘신노인층’ 등장

< 신노인(베이붐세대)의 특성 >

  ○ 베이비부머 본인은 원하는 만큼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64.2%)

     - 자녀의 대학
*
교육비는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99.1%)

       * 2009년 기준 대학진학률 : 81.9%(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 베이비부머의 부모* 중 약 70%는 여전히 생활비 도움이 필요하고

     - 자녀의 결혼 준비도 부모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90.0%)하여 부모부양과 자녀

지원의 부담이 병존

      * 베이비부머의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 68.5%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람을 한 비율은 절반도 안 되며(47.8%)

     - 베이비부머의 40.9%가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전체 32.3%)하고 있음

  ○ 노후준비
*
는 80.0%가 하고 있다고 응답, 그 방법은 국민연금이 최다

     - 향후 소득이 동일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69.5%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응답결과와 달리 노후준비가 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층 사회보장체계 

마련 ․ 활용이 요구됨(예: 2007. 9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 ․ 소상공

인 공제도입)

  ○ 베이비부머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Class)에 대한 주관적 의식은 ‘중간층’이상이 61.6%로 전체 가구주(57.6%)보다 높음

  ○ 가정, 직장 등 전반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65.2%)는 전체(60.4%)보다 훨씬 높고

     - 이들이 자살을 생각할 경우, 절반 이상(52.8%)은 ‘경제적 어려움’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음

<통계청 ’08, ’09 사회조사 결과 발표(’10.4.9)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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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고령화 실태 및 전망

� 기대수명이 늘어나 전국평균 보다 긴 81세를 넘었음

❍ 서울의 기대수명                                        (단위 : 세)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평 균 78.7 80.6 81.3 82.0 82.6

남 75.8 77.5 78.3 78.9 79.5

여 81.7 83.7 84.4 85.1 85.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2년 서울 노인인구 100만 돌파

❍ 서울노인인구는 연 평균 6.4%(매년 5만여명) 증가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인   구 10,167,344 10,181,166 10,192,710 10,200,827 10,208,302 

노 인 인 구 731,349 780,900 844,839 890,052 935,757

노인인구비율 7.2 7.7 8.3 8.7 9.2

노인증가비율           6.8     8.2     5.4     5.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05년 고령화사회(7%), ’19년 고령사회(14%), ’27년 초고령사회(20%), 

  

� 건강 노인 인구 증가

❍ 100세 이상 노인수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131 335 389 411 471

남 11 38 47 52 76

여 120 297 342 359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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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전망

❍ 인구구조 변화                                           (단위 : 명)

’27년은 09년 대비 
서울노인인구 100% 증가

     ※ ’09년( ), ’19년( ), ’27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노년 부양비율 증가                                      (단위 : %)

구  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9년 2027년

서  울 9.3 10.6 11.8 12.9 19.3 31.2

전  국 12.6 13.8 14.7 15.5 20.6 34.4

       ※ 노년부양비율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비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요양수요의 급속한 증가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1년 2019년 2027년

서  울 14,240 14,972 15,785 22,431 31,226

전  국 81,808 83,083 88,593 117,817 170,454

       ※ 장기요양수요 : 노인인구의 1.6% (중앙정부 평가기준)

❍ 치매 노인수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9년 2027년

계 59,019 68,177 78,603 88,200 127,296 190,044

남 24,336 28,912 33,724 38,407 54,932 80,082

여 34,683 39,265 44,879 49,793 72,364 109,962

※ 서울대 2008년 치매노인유병률조사 보고서 : ’05-8.07%, ’08-8.40%, ’11-8.94%, ’12-9.08, ’2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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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인구 특성 및 파급영향

� 고령인구 특성

❍ 미래의 노인은 현재와 다른 특성, 욕구 : 고학력, 고소득, IT 친숙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인구도 함께 증가

     - 노인단독, 부부가구 증가 ⇒ 공적지원체계 필요

     -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증가 ⇒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증가

❍ 노인집단의 다양성 : 사각지대, 소외계층의 존재 

     - 55-64세 집단 : 초등학교 이하 23.9%인 반면에 대졸이상 20.7%

     - 소득, 자산분포도 다양

     - 취업동기는 생계형과 여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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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파급 영향

❍ 고령화는 노인 당사자 뿐 아니라, 전 사회에 영향

❍ 시니어 파워의 등장 

     - 투표권을 통해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 

     - 정책결정,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 증가 

❍ 고령인구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등장 

     - 2050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소비액이 민간소비의 30% 초과 추정 

     - 주택,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 변화 ⇒ 고령친화 산업의 발달 

❍ 부양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 

     - 가족부양 기능 축소,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 

     - 노인들의 독립적 생활(Independent Living)에 대한 욕구 증가 

     - 노인부양 부담 → 가족갈등 → 노인 학대 가능성 

❍ 일, 은퇴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 

     - 적극적인 노년기 설계 

     - 사회적 활동과 참여, 기여를 강조하는 active aging 강조

     -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는 정년 연장 혹은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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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파급효과

     - 경제성장력 약화

생 산 가 능 인 구  감 소

� �

노동인구의 고령화 노동생산성 하락

50세이상 노동참여

25%(2000)⇒50% 이상(2050)

55세이상 근로자 1%p 상승

⇒노동생산성 0.09~0.17% 감소

� �

< 저축률 및 자산축적 둔화 ⇒ 경제성장력 약화 >

     - 잠재성장률 하락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KDI) >

2010년대
➡

2020년대
➡

2030년대
➡

2040년대
4.82% 3.56% 2.25% 1.38%

❍ 산업구조 변화

     - 고령인구 증가 → 소비지출 구조 변화 →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 

     - 교육, 보건의료, 기타서비스 분야 생산 및 고용증가 전망

     - 고령층 중심 주거, 의료, 건강, 레저산업 등의 급성장 예측 

❍ 재정부담

     - 고령인구를 위한 연금, 공적의료, 노인복지 등 재정적 부담의 급격한 증가 

     -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2050년 43%까지 상승 전망 (KDI) 

     - 지방분권화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도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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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정책수요의 발생

  ❍ “사회복지”, “보건의료”분야를 넘어 다양한 생활영역 지원필요

❍ 고용지원 필요

     ⇒ 노동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고령자 인력활용

❍ 평생학습 지원

     ⇒ 제2기 인생설계와 노년기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 과학통신기술활용 증가

     ⇒ 기술발달로 생활편의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 가능

❍ 고령친화산업 성장

     ⇒ 시장 규모 : 2020년 약 148.6조원(전체의 10.0%) 

❍ 주택수요 변화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주거+사회서비스, 공동생활 주택

❍ 교통수요 변화

     ⇒ 거주지를 중심으로 근거리 통행 다수 발생

❍ 고령자를 고려한 물리적 환경의 재정비

     ⇒ 노년층 친화적인 도시개발, 도시계획 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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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의 실태․욕구 조사결과 및 시사점

< ’10년 욕구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서울노인 100만시대의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함

○ 조사대상 : 서울 거주 55세이상 1,000명(남 457, 여 543)

○ 조사방법 : 가구방문을 통한 1:1 개별 면접 조사

○ 면접기간 : 2010. 3. 10 ~3. 20
※ 예비노인 : 55~64세, 전기노인 : 65~74세, 후기노인 : 75세 이상

      ※ ’08년 욕구 조사 : 서울 거주 50세이상 1,000명(준고령자 500, 노인 500)
            - 준고령자 : 50~64세, 고령자 : 55세 이상, 노인 : 65세 이상,

      ※ 서베이 : 서울시내 2만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상을 ’03년부터 매년 1회 조사
            - 베이비부머 : ’55~’63년생(47~55세, 전후 세대)

� 총  괄

❍ 동년배에 비해 행복하다는 인식은

   전체적으로는 78.2%, 예비노인의 82.7%, 

   전기노인의 76.1%, 후기노인의 65.8%로 

   비교적 높은 평이며, 나이가 들수록 낮아짐
  전체     예비     전기     후기

78.2 82.7 76.1
65.8

※ ’09년 서베이 결과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06년

⇨
’07년

⇨
’08년

⇨
’09년

으로
6.42점 6.48점 6.58점 6.63점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음
  ’06년    ’07년    ’08년    ’09년

6.58 6.636.42 6.48

-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스러운 인식은

  전체적으로 71.3~78.6%, 예비노인 75.8~84.6%, 

  전기노인 65.6~73.9%, 후기노인 65.7~67.9%로

  지역환경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전체     예비     전기     후기

78.6 84.6
73.9

67.9

전체적인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건강유지, 경제적 안정, 서비스개선,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 

필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재규정, 

고용구조개선 등 고령 친화적 

사회․경제적 구조개편 필요

- 11 -

� 건강 분야

❍ 실태 및 욕구

- 건강하다는 인식은

  전체적으로는 69.1%, 예비노인 81.4%, 

  전기노인 62.1%, 후기노인 37.9%로

  후기노인이 절대적으로 낮으며,

  ․ '08년 욕구조사 결과(준고령자 67.4%, 노인 46.6%) 

  보다 상승 

  전체     예비     전기     후기

69.1
81.4

62.1

37.9

- 건강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전체적으로는 91.3%, 예비노인 92.6%, 

  전기노인 89.8%, 후기노인 84.2%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보임   전체     예비     전기     후기

91.3 92.6 89.8 84.2

- 건강관리 욕구는 

  전체적으로는 86.0%, 예비노인 88.9%, 

  전기노인 82.6%, 후기노인 82.9%로

  건강하다는 인식보다 건강하고 싶은 욕구가 높음   전체     예비     전기     후기

86.0 88.9
82.6 82.9

- 정기적 운동 현황은

  전체적으로 52.3%, 예비노인 59.3%, 

  전기노인 50.0%, 후기노인 30.7%로

  건강하다는 인식만큼 운동을 못하고 있으며,

  ․ '08년 욕구조사 결과(전체 64.2%) 보다 하락
  전체     예비     전기     후기

50.0

30.7

52.3 59.3

- 건강검진 현황은

  전체적으로 62.3%, 예비노인 61.5%, 

  전기노인 64.0%, 후기노인 61.4%로

  후기노인이 상대적으로 검진율이 높게 나타남

64.0 61.462.3 61.5

  전체     예비     전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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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정책대안

▶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 개인적 차원에서 운동 및 정기 검진 등의 건강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개인별로 맞춤형 운동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노인 운동 전문가 운영

노인건강체조 개발․보급

▶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의 지원 희망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필요

노인 스포츠클럽 육성

노인체육활동 활성화

▶ 저소득․저학력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

저소득․저학력 노인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상담 

인프라를 확보 필요

보건소 노인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확충 및 개선

▶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운동 등의 건강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

찾아가는 방문 검진 및 상담 등 필요
노인대상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병원진료비 후불제(병원비 전용카드) 도입

▶ 후기노인을 제외한 전반적인 노인의 건강수준은 향상하고 있으며, 

   타 연령대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음

노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

노인스포츠․체조 개발 보급

도시노인 건강운동 연구․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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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문화 분야

❍ 실태 및 욕구

- 여가시간에 TV시청 및 라디오청취는

  전체적으로는 80.5%, 예비노인 79.9%, 

  전기노인 79.8%, 후기노인 84.3%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TV시청 등에 소모하고,
  ․ ’09년 서베이 결과 베이비부머 역시 

   1년에 1회이상 문화활동 경험율이 54.8%에 불과하고 

   문화활동내용은 영화관람이 47.1%로 가장 높음

  전체     예비     전기     후기

80.5 79.9 79.8 84.3

- 평생학습 참여경험은

  전체적으로는 36.6%, 예비노인 35.9%, 

  전기노인 40.8%, 후기노인 30.0%로

  전반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 ’09년 서베이 결과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율(’08년 29.2%에서 ’08년 29.6%) 보다는 다소 높음

40.8
30.0

36.6 35.9

  전체     예비     전기     후기

※ 준고령자의 평생학습 희망비율은 

   ’08년 서베이 결과 ’10 욕구조사 결과가 더 높음

   - 여가․문화 프로그램 : ’08년 37.3%→’10년 73.2%

   - 컴퓨터 프로그램 : ’08년 33.5%→’10년 53.5% 

   - 어학 프로그램 : ’08년 12.7%→’10년 39.3%   여가문화     컴퓨터     어학

’10

’08 ’08 ’08
’10

73.2

37.3

53.5

33.5

12.7

39.3

’10

※ ’10년 욕구조사 결과 전체적인 평생학습 희망과정은

   건강관리 86.0%, 여가․취미 73.2%, 

   노후경제 54.2%, 정보화교육 53.5%로 나타나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86.0
73.2

54.2 53.5

건강관리 여가취미 노후경제  정보화

- 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 욕구는

   (원예, 공예, 미술 등)

  전체적으로는 73.2%, 예비노인 78.3%, 

  전기노인 74.2%, 후기노인 51.4%로

  건강하다는 인식이 낮은 후기노인이 여가욕구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 ’09년 서베이 결과 베이비부머는 

   ‘수입(노동) 보다는 여가를 갖고 싶다’가 42.9%임

  전체     예비     전기    후기

73.2 78.3 74.2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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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교육 욕구는

   (인터넷, 문서작성 등)

  전체적으로는 53.5%, 예비노인 62.7%, 

  전기노인 48.7%, 후기노인 29.2%로

  후기노인이 정보화에 약하다는 것을 보여줌
  전체     예비     전기     후기

53.5
62.7

48.7

29.2

  ※ ’09년 서베이 결과 베이비부머는

     교육을 받고 싶다가 66.7%이며

     컴퓨터 교육선호가 30.3%,

     여가문화 교육선호는 30.1%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교육희망 않음 33.7

컴퓨터교육선호 30.3

여가문화교육선호 30.1

기타교육 선호 5.9

-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체적으로는 14.3%, 예비노인 15.6%, 

  전기노인 14.3%, 후기노인 9.3%로

  전반적으로 저조하지만,

  ․ ’08년 노인욕구조사 결과(준고령자 17%, 노인 11.6%)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체     예비     전기     후기

14.3 9.314.3 15.6

  ※ ’09년 서베이 결과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06년

⇨
’07년

⇨
’08년

⇨
’09년

로
12.8% 18.5% 21.3% 21.7%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음
  ’06년    ’07년    ’08년    ’09년

21.3 21.7
12.8 18.5

- 자원봉사 참여의향은

  전체적으로는 42.6%, 예비노인 50.6%, 

  전기노인 38.5%, 후기노인 21.4%로

  실제 참여비율 보다는 높게 나타남   전체     예비     전기     후기

38.5

21.4

42.6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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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정책대안

▶ 다수의 노인들은 여가 및 취미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 실제로는 대부분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와 같은 수동적인 활동을 함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보강 필요

노인 전용 실버방송 개설 ․운영

실버극장 확대운영

경로당문화 르네상스

▶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참여는 낮으나 욕구는 높은 편임

자원봉사 동기를 고취 시키고,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필요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성화

고령자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실버문화예술단 운영

노노케어 확대

▶ 어학, 정보화, 경제 등의 교육 분야에 대하여, 저소득․저학력 집단의 경우는

   욕구가 낮은 반면, 고소득․고학력 집단의 경우는 욕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고소득․고학력 집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종 전문적인 교육

필요, 저소득․저학력 집단의 경우는 

교양강좌(인간관계, 가족관계 등) 마련이 

바람직

노인전문대학 설립 등 대학 교육 기회 확대

학교시설활용 노인프로그램 확대

시민대학 노인 프로그램 확대 등

▶ 평생학습 참여율은 전년도 조사에 증가추세지만,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편

   이며 상대적으로 건강관리, 여가․취미에 대한 평생학습 욕구가 높음

노인의 평생학습을 독려키 위해서는 

노인 욕구에 부합하는 건강과 여가․취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평생학습 기회 확대

예비노인 노후대비 교육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실버도서관 운영 등



- 16 -

� 경제․소득 분야

❍ 실태 및 욕구

- 노인의 취업율은

  전체적으로는 44.6%, 예비노인의 60.0%, 

  전기노인의 34.2%, 후기노인의 9.3%로

  후기노인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근로활동이 왕성한 편임
  전체     예비     전기    후기

44.6

60.0

34.2

9.3

  ․ 서울서베이 결과(’06년 22.77%, ’07년 23.70%)와 비교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근로활동중 생계비 마련 근로는

  전체적으로는 80.9%, 예비노인 82.4%, 

  전기노인 80.0%, 후기노인 53.8%로

  생계비 마련이 절실하게 나타남   전체     예비     전기     후기

80.9 82.4 80.0

53.8

- 노후자금준비의 필요성 인식은 

  예비노인의 95.4%이며

  노후자금을 준비중인

  예비노인은 68.2%로

  ․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많은 예비노인이 준비를 못하고 있으며

  노후자금 필요성   노후자금 준비중

95.4

68.2

  ․ ’09년 서베이 결과 베이비부머 노후준비율(78.3%)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시민의 노후준비율(59.0%) 보다는 높게 나타 남

                     ※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수단은 보험이 72.1%로 가장 높음

  ※ ’09년 서베이 결과 서울시민의 노후준비율은

    
’06년

⇨
’07년

⇨
’08년

⇨
’09년

로
59.6% 59.5% 56.4% 59.0%

     소폭 하락 추세를 보임
  ’06년    ’07년    ’08년    ’09년

56.4 59.059.6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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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으며,

  전체 54.0%, 예비노인 54.8%, 

  전기노인 54.5%, 후기노인 30.8%로

  ’06년 서베이 결과와 비교하면 향상되었지만

  ’08년 서베이 결과와 비교하면 비수한 수준임

54.0 54.8 54.5

30.8

  전체     예비     전기     후기

  ※ ’06년 서베이 결과 노인 중 월소득 50만원 미만 41.2%, 50~100만원 22.6%

  ※ ’08년 서베이 결과 서울시민 월소득 200~450만원인 경우가 59.7%

❍ 시사점 및 정책대안

▶ 노인 취업률과 월평균 소득이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지속적인 노인의 취업활동 독려를 통해 

노인 소득 창출에 기여 필요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노인관련시설 고용구조 개선

노인고용쿼터제 강화

▶ 일자리 정보에 대한 욕구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 직업 훈련 등에 대한 욕구는 낮은 편임

이들의 실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해줄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필요, 이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 필요, 

예비노인 직업 교육․훈련 확대

고령자 취업센터 확대 및 기능강화

여성노인 인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다수의 노인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 여유 자금 부족을 이유로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는 못하고 있음

적은 자금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매칭펀드 지원, 금융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지원할 필요

실버희망통장 도입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노인창업(시니어클럽)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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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통합 및 정보화 분야

❍ 실태 및 욕구

   

- 고령으로 인한 차별대우 경험은

  전체적으로는 14.1%, 예비노인 8.0%, 

  전기노인 19.9%, 후기노인 24.3%로

  나이가 들수록 차별의 경험이 많아짐   전체     예비     전기     후기

14.1 8.0
19.9 24.3

  ※ ’09년 서울 서베이 결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비율이 59.0%로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음

- 어르신 지역행사 정보취득 용이성은

  전체적으로는 38.8%, 예비노인 43.1%, 

  전기노인 35.7%, 후기노인 29.3%로

  전반적인 정보취득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예비     전기     후기

38.8 43.1
35.7 29.3

- 어르신 참여 여가․오락 문화 빈도성은

  전체적으로는 21.1%, 예비노인 23.2%, 

  전기노인 19.8%, 후기노인 15.7%로

  어르신의 참여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전체     예비     전기     후기

21.1 23.2 19.8 15.7

- 세대 동참 프로그램의 빈도성은

  전체적으로는 18.6%, 예비노인 18.4%, 

  전기노인 19.5%, 후기노인 17.1%로

  어르신의 참여프로그램과 같이 저조함   전체     예비     전기     후기

18.6 18.4 19.5 17.1

- 인터넷 활용 현황은

  전체 33.4%, 예비노인의 48.9%, 

  전기노인의 19.9%, 후기노인의 5.0%로

  인터넷활용도가 낮으나 

  ’08년 조사와 비교하면 다소 높아지고 있음

33.4

48.9

19.9
5.0

  전체     예비     전기     후기

  ※ ’08년 욕구조사 결과는 준고령자 43.6%, 노인 19.0%로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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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활용 형태는

  뉴스․정보 검색 87.4%, 간단한 문서작성 5.7%, 

  이메일 등 기타 6.9%로

  뉴스․정보 검색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뉴스정보 검색 87.4

간단한 문서작성 5.7

이메일 등 기타 6.9

- 휴대폰 사용은

  전체 92.2%, 예비노인의 97.2%, 

  전기노인의 90.4%, 후기노인의 77.1%로

  휴대폰이 필수품임을 실감할 수 있음

92.2
97.2

90.4
77.1

  전체     예비     전기     후기

- 휴대폰 사용 형태는

  통화 99.5%, 문자서비스 0.3%, 

  사진촬영 등 02.%로

  단순통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임

통화 서비스 99.5

문자 기타 서비스 0.5

❍ 시사점 및 정책대안

▶ 일상에서 차별받은 경험은 크게 지각하고 있지 않은 편임

노인의 차별경험이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권익보호가 

필요함

서울노인헌장 제정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노인복지 옴부즈만제도 시행

어르신 상담센터 확대 및 강화

▶ 한편 노인들의 휴대폰 활용 비율은 매우 높고, 인터넷 활용 비율은 저조

휴대폰의 통화외 활용방법을 교육하고, 

휴대폰을 통한 여가 및 문화 정보 제공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문자서비스 제공

학교시설을 활용한 IT 교육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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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노인들의 경우는 매우 수동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음

    ․ 인터넷 활용 비율도 낮은 편

인터넷과 병행하여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

노인대상 봉사활동 강화 등

각종 여가문화활동 기회 확대

▶ 앞서 여가․취미에 대한 평생학습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터넷 

활용율은 낮아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제한되었음을 시사함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복지정보 제공 및 

노인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건강한 노인가정 만들기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문화행사 요금 할인 등 노인동반자 우대

� 생활환경 분야

❍ 실태 및 욕구

- 현 거주지에 대한 편리하다고 인식은

  전체적으로는 80.3%, 예비노인의 81.4%, 

  전기노인의 81.4%, 후기노인의 73.6%로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   전체     예비     전기     후기

80.3 81.4 81.4
73.6

  ※ ’09년 서베이 결과 베이비부머는

    ‘자녀 가까이서 독립된 공간에 살고 싶다’가 47.2%이며,  

    ‘노인전용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33.0%로

    자녀와 함께 사는 기대치는 저조하게 나타남

노인전용 공간 33.0
자녀근처 독립공간 47.2

자녀와 함께 15.4

기타 4.4

  ※ ’09년 서베이 결과 노인은

    ‘자녀 가까이서 독립된 공간에 살고 싶다’가 50.4%이며,  

    ‘노인전용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24.8%로

    베이비부머보다 자녀와 함께 사는 기대치가 높음

자녀와 함께  22.1

자녀근처 독립공간 50.4 노인전용 공간24.8

기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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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만족도는

  전체적으로는 77.8%, 예비노인 83.1%, 

  전기노인 73.6%, 후기노인 67.2%로

  ’08년 조사와 비교하면 상승하고 있으며

  ’09년 서베이 결과의 시민 만족도보다 높음   전체     예비     전기     후기

77.8 83.1
73.6

67.2

  ※ ’08년 욕구조사 결과 대중교통 만족도는 준고령자 70.8%, 노인 73.4%임

  ※ ’09년 서베이 결과는 서울시민 대중교통 만족도는

    
’06년

⇨
’07년

⇨
’08년

⇨
’09년

으로
5.62점 5.78점 5.86점 6.01점

     점진적 상승추세에 있음

  ’06년    ’07년    ’08년    ’09년

5.86 6.015.62 5.78

- 공원 만족도는

  전체적으로는 71.1%, 예비노인 75.8%, 

  전기노인 65.6%, 후기노인 65.7%로

  ’08년 조사와 비교하면 상승하고 있음
  전체     예비     전기     후기

71.1 75.8
65.6 65.7

  ※ ’08년 욕구조사 결과 공원만족도는 예비노인 67.4%, 노인 73.2%

- 서울시 안전성 인식은 

  전체적으로는 71.8%, 예비노인 75.1%, 

  전기노인 67.4%, 후기노인 69.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체     예비     전기     후기

71.8 75.1
67.4 69.3

  ※ ’09년 서베이 결과 도시위험도 지수는 

    
’06년

⇨
’07년

⇨
’08년

⇨
’09년

으로
4.90점 4.85점 4.51점 4.49점

     점진적 하락세
  ’06년    ’07년    ’08년    ’09년

4.51 4.494.90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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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감은

  전체적으로는 63.9%, 예비노인은 65.8%, 

  전기노인은 62.1%, 후기노인은 60.7%로

  ’09년 서베이 결과와 연계해보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예비     전기     후기

63.9 65.8 62.1 60.7

  ※ ’09년 서베이 결과 시민의 범죄피해 두려움 지수는

    
’06년

⇨
’07년

⇨
’08년

⇨
’09년

으로
5.63점 5.66점 5.36점 5.28점

     하락 추세에 있음
  ’06년    ’07년    ’08년    ’09년

5.36 5.285.63 5.66

- 교통사고 불안은

  전체적으로는 44.3%, 예비노인 44.1%, 

  전기노인 45.0%, 후기노인 43.6%로

  ’08년 서베이 결과 노약자 교통사고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교통사고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음
  전체     예비     전기     후기

44.3 44.1 45.0 43.6

  ※ ’08년 서베이 결과 노약자 교통사고 건수가 2,005건(’06년)→2,270건(’07년)으로 증가추세

❍ 시사점 및 정책대안

▶ 주거 환경이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있으나

    익숙한 기존의 환경에 편암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용한 노인친화형 

주택을 마련․보급하는 방법 고려 필요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고령친화주택) 도입

고령자용 임대주택 보급

고령친화형 소규모 주택공급

고령친화 주택 개량

▶ 보행 시 계단 오르기, 기타 교통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일부 지역을 시범으로 구상 단계부터 

무장애 환경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보행환경 개선 및 지하철 도우미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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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도시위험도, 범죄불안, 교통사고 불안감은 적은 편이나, 실질적    

사고율 데이터등을 검토할 때 노인의 안전불감증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범죄,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필요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확대․개선

어르신 안전지키미(GPS 활용)

� 서비스 및 시설 분야

❍ 실태 및 욕구

- 간병 등 일상생활 서비스 접근 편의성은

  전체적으로는 51.1%, 예비노인의 56.0%, 

  전기노인의 45.3%, 후기노인의 45.7%로

  서비스 이용환경이 비교적 열악하게 나타남   전체     예비     전기     후기

51.1
56.0

45.3 45.7

- 치매․중풍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기대감은

  전체적으로는 54.4%, 예비노인의 56.7%, 

  전기노인의 50.9%, 후기노인의 53.6%로

  낮게 나타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조함   전체     예비     전기     후기

54.4 56.7
50.9 53.6

- 노인복지시설의 접근성은

  전체적으로는 50.9%, 예비노인의 53.7%, 

  전기노인의 47.8%, 후기노인의 47.1%로

  복지시설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없음   전체     예비     전기     후기

50.9 53.7 47.8 47.1

- 서비스 제공기관 인지도는

  전체적으로는 40.4%, 예비노인의 45.8%, 

  전기노인의 35.8%, 후기노인의 30.7%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음   전체     예비     전기     후기

40.4 45.8
35.8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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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의 화장 희망은

  전체적으로는 51.2%, 예비노인의 47.4%, 

  전기노인의 53.7%, 후기노인의 60.0%로

  나이가 들수록 화장장 희망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화장추이에는 미치지 못함
  전체     예비     전기     후기

51.2 47.4 53.7 60.0

  ※ 서울시민 화장 추이

    
’01년

⇨
’06년

⇨
’07년

⇨
’10년

⇨
’15년

⇨
’20년

53.2% 68.2% 70.2% 80.4% 88.6% 91.7%

❍ 시사점 및 정책대안

▶ 간병 등 일상생활 서비스 편의성과 노인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높지 않음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의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

노인 헬프센터 설치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 확충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 치매․중풍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기대감도 높지 않음

가족과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 회복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설확충과 서비스 개선이 절실함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복지 전달체계 개편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노년생활 가이드북 제작․배부

어르신 정보센터 설치

어르신 상담센터 확대

▶ 화장장 및 납골 희망이 증가하고 있음

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함
추모공원 건립

자연장지 확보 등

- 25 -

5. 노인복지정책의 평가

� 총괄 평가

❍ ‘9988 어르신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의 종합적 노인복지 대책으로, 

요보호 노인 부양 정책에서 벗어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간 통합에 크게 기여하였음

❍ 특히 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 사업이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음

❍ 일부사업은 수요 및 목적에 맞춰 세부 추진 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 주요 성과

❍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확충 
    - 데이케어센터 설치 ➡ 전국 최초의 3 Ten 개념 도입

    - ‘09년 78개소 확충 및 78개소 서비스 인증(‘10년까지 250개 설치)

❍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적극 개발 등 일자리 확대
    - 서울형 일자리(임금 현실화, 전문 경험 활용) 사업 도입 추진

    -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 : 당초 32천개 ➡ 5만개 일자리로 확대

❍ 즐거운 노후생활 기반 조성
    - 실버 전용 영화관 운영(63천여명 관람),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3,374건 상담)

    -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사업 추진(단순 쉼터 기능 → 노인문화공간으로 전환) 

    -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 778명('08년), 3,000명('09년)

    - 어르신 콘서트 운영(5,245명 관람), 어르신 투어 운영(12회, 435명)

  ➠ 노인복지에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도입 

� 보완 필요성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부재

    - 9988 어르신 프로젝트 대폭 보완․강화 : 기간, 영역, 대상의 확대

    - 노인복지차원을 넘어선 고령친화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마련 필요

❍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족

    - 고령사회 대비 새로운 개념의 노인 복합시설 설치 

    - 늘어나는 초고령자 인구 대비, 적정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필요



- 26 -

❍ 대도시 서울 적합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적극적 발굴 필요

    - 서울 어르신의 경험과 능력의 사회 환원 및 실질 소득 보장

❍ 노인문제 해결의 「종합적 연구․개발기능」 취약, 정책 역량 강화
    - 신노인 등 변화하는 노인 욕구의 체계적 서비스 개발, 데이터 구축 등 필요

❍ 노인 세분화(Young old vs Old old) 고려, 적합한 시책 개발 필요
    - 예비노인, ‘신노인층’을 포함한 연령층별 맞춤형 특화

  ➠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보완․강화 및 
     시간, 내용 및 대상 등을 확장한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필요

� 신 “9988 어르신 프로젝트” : 8대 과제 40개 단위사업(신규 23, 강화 17)

      (’08. 6. 수립,  ’09 본격 추진, ’10 확대 강화)

서울형 노인복지

인프라 재설계 
⇒

▸9988 복지센터(1) 및 어르신행복타운(4) 조성    

▸종로노인문화벨트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강화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장사문화 토털서비스 체계 구축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

활기찬 노후
⇒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시니어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어르신 인문학아카데미   ▸노인 창업 지원․육성

치매 걱정 없는 서울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서비스 확대  ▸치매토탈케어시스템 운영

건강지원 강화 ⇒
▸공간 제약없는 U-Health care    ▸어르신 주치의 활성화

▸어르신 유형별 건강체조 개발 보급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신바람 노인문화 ⇒

▸실버영화관 운영  ▸어르신 행복콘서트  ▸추억의 운동회

▸실버갤러리 설치․운영            ▸실버공연장 설치․운영

▸실버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지원   ▸어르신 서울투어

세대통합 지원 ⇒
▸노인 정보화교육 ▸노인생애체험센터 운영

▸1-3세대 함께하는 과거제 ▸실버 영화제 ▸어르신 휴대폰 교육

친노인 생활환경 조성 ⇒

▸노인세대 임대주택 공급    ▸노인 친화형 교통환경 개선

▸어르신 사랑의 안심폰 운영  ▸홀몸어르신 집수리 사업

▸어르신 통합지원센터      ▸노인친화형 웰빙테마공원 조성

노인정책 역량 강화 ⇒
▸노인정책센터 설치 운영     ▸노인정책 전략그룹 구성․운영

▸노인정책 학술대회        ▸노인욕구 조사

- 27 -

Ⅱ 비전 및 추진 방향

1. 계획의 성격

� 시간 연장 : “더 멀리”

❍ 단기 실행계획 ('9988어르신프로젝트') ⇒ 중장기 시야 확장

❍ 목표년도 : 2020년 (10개년)

� 내용 강화 : “더 넓게”

❍ 기존 노인정책 영역 외 범위, 영역 확대 강화

    - 문화, 주거, 교육, 건강, 교통 등 포괄

❍ 신노인 등 연령층별, 소득계층별, 건강상태별 맞춤형 특화

� 대상 확대 : “더 촘촘하게”

❍ 65세 이상 노인 중점 ⇒ 55세 이상 “예비노인” “신노년층” 포함

❍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대 강화 (일반, 중산층 포함)

➠ 2019년 고령사회 대비한 '서울시 노인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2. 비전 및 목표

� 고령사회 서울의 비전 :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

❍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살고 싶은 서울

❍ 나이든 사람 모두가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

�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 나이가 들어도 살기 편한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실현
    - 구체적 목표 : WHO 'Age-Friendly City' 회원가입 및 AFC 인증

❍ 더 나아가 ‘나이’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고령 무장애 도시”

(Aging-Free City)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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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방향

� 기본 방향

➠ 고령친화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기반 조성

❍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 질병 예방 등 건강관리 강화 및 치매․중풍 등 보호 서비스 체계 완비

    - 문화여가 기회 확대

    -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

    -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

❍ ‘더불어 함께’하는 노인복지 공동체 형성

    -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 및 세대 공감형 통합 서비스 증대

    - 자원봉사, 기여 등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노인 당사자, 전문가그룹, 민간단체 등 민간 참여․협력 기회 확대

❍ ‘누구나’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서비스 확대

    - 기존 노인복지 영역 외 주거, 교육, 교통 등 노인정책 확장

    - 노인 복지 서비스 대상의 확대

    - 예비노인, 신노년층 등 대상별 정책 세분화, 맞춤형 특화

❍ ‘튼튼한’ 서비스 체계 재구축 및 정책역량 강화

    - 생활지역에 수준 높은 노인복지 인프라 지속 확충

    - 노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재설계 및 업그레이드

    -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내외적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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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추진방향

➠ 더 행복한(HAPIER) 노후생활 여건조성

❍ 건강한 노후 (Healthy)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 예방적 건강증진 활동 지원 강화

    - 치매, 요양 보호 서비스 체계 구축

    - 체계적 질병관리 및 치료시스템 구축 

❍ 활기찬 생활 (Active) ⇨ 활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회공헌 및 참여활동 활성화

    - 여가 문화 향유 기회 및 수준 향상

    - 평생학습 및 재교육 기회 제공

❍ 생산적 노년 (Productive) ⇨ 노후 소득보장 및 실버경제 활성화

    -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충

    - 직업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

    - 고령친화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확대

❍ 통합적 사회 (Integrated) ⇨ 노인 인식개선과 세대 통합 증진

    - 학대 예방 등 노인 권익 보호 강화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 및 경로우대 문화 확산

❍ 편리한 환경 (Environment) ⇨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 개선

    - 고령친화적 주택 보급 및 개량 확대

    - 일상 생활 편의 서비스 증대

❍ 인프라 재설계 (Restructuring Infra) ⇨ 튼튼하고 촘촘한 인프라 구축

    -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업그레이드

    -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시스템 개선

    - 효과적 정책 추진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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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체 계 도

비전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

목표 고 령 친 화 도 시 (Age-Friendly City) 실현

분야

․

중점

과제

건강한 노후

(Healthy)

활기찬 생활

(Active)

생산적 노년

(Productive)

통합적 사회

(Integrated)

편리한 환경

(Environment)

�건강증진 지원강화

�요양보호서비스 확충

�질병예방시스템 강화

�사회활동참여 활성화

�여가문화기회 확대

�평생학습기회 확대

�고령친화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교육훈련 확대

�고령친화기업 육성지원

�권익증진 확대

�세대통합 조성

�인식문화 개선

�이동편의환경 조성

�일상생활편의 제공

�고령친화주거환경 조성

인프라 재설계(Redesigning Infra-structure)

신개념 복지시설 확충 · 체계화
(시설 재설계 및 업그레이드)

노인친화 제도 ․ 시스템 개선
(제도적 기반 조성)

추진

전략

우선순위 설정,

단기/중장기 단계별 실행

중장기 재정확보 및

효율적 투자계획 수립

정책개발 ․ 실행역량 강화

(노인정책센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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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지표

구  분 지   표 단위 2010 2015 2020

종    합

◦ 행복(만족) 지수 % 78.2 85 90

◦ 서비스 접근 편의성   % 51.1 70 85

건 강 한

노    후

◦ 치매노인 시설 보호율 % 21.6 39 56

◦ 요양시설 확충 개소 689 950 1,500

◦ 건강 프로그램 참여율 % 12.3 18.5 27.8

활 기 찬

생    활

◦ 사회공헌활동 참여율 % 14.3 16.8 20

◦ 홀몸노인 지원 명 60,000 97,000 156,000

◦ 여가/문화 이용률 % 36.6 55 82

생 산 적

노    년

◦ 일자리 수 개 32,000 55,000 100,000

◦ 취업 센터 확충 개소 24 29 34

◦ 고령친화 기업 육성
    (고령자기업, 사회적기업)

개소 43 100 150

통 합 적

사    회

◦ 상담센터 확충 개소 1 5 10

◦ 고령차별 경험률 % 14.1 10 5

편 리 한

환    경

(인프라)

◦ 노인복지관 확충
    (행복타운 포함)

개소 30 75 125

◦ 실버주택 보급 세대 715 3,100 5,600

◦ 시설 접근성 지수 % 50.9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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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0대 중점 과제   

1. 노인 건강 증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노인 질병에 대한 상담 및 예방 시스템 구축

❍ 노인 스포츠, 건강체조 등 개발․보급과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

� 주요 사업 개요

❍ 노인 대상 U-헬스 : '11년 시범실시후 단계별 확대로 2020년 희망자 전면실시

     - 취약노인 ⇒ 행복타운 ⇒ 전 노인복지시설 ⇒ 일반 재가노인

❍ 노인 스포츠․체조 개발 보급 : 건강을 주제로하는 축제를 매년 2회 개최

     - 스포츠 개발보급, 건강․허약노인 체조 개발보급, 지도자 육성, 파견교육 등

❍ 치매토탈케어시스템 구축 : 2020년까지 270,000명 케어

     - 60세 이상 노인 대상, 서울시치매센터 및 25개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09년 기설치)

     - 치매관련시설종사자 교육 및 전문자원봉사자 양성(500명)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노인대상 U-헬스 도입
(수혜인원) 500 1,500 2,000 2,500 3,000 4,000 5,500 7,000 8,500 10,000

건강축제 개최
(개최횟수) 2 2 2 2 2 2 2 2 2 2

치매토탈케어시스템 구축
(수혜인원) 180,000 190,000 200,000 210,000 220,000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70,00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105,148 6,620 7,273 7,990 8,779 9,647 10,650 11,702 12,850 14,120 15,517

노인대상 U-헬스 도입 13,350 150 450 600 750 900 1,200 1,650 2,100 2,550 3,000

건강축제 1,250 100 100 100 100 100 150 150 150 150 150

치매토탈케어시스템 구축 103,898 6,520 7,173 7,890 8,679 9,547 10,500 11,552 12,700 13,970 1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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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공헌 및 참여 확대

사회공헌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당당한 노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사회공헌활동으로 존경 받고 보람있는 노년 지원

❍ 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자기성취감 제고

❍ 평생학습을 통해 제2기 인생 준비

� 주요 사업 개요
❍ 전문분야 사회공헌 및 일반 자원봉사 확대 : 2020년 노인의 20% 참여

    - 12개 전문분야 : 보건의료, 법률상담, 문화예술, 특수교육, 통역, 학습지도, 체육지도,

한자교육, 시설개선, 소방안전, 문화재관리, 언론취재

    - 일반분야 : 노노케어, 노아케어 등 신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자원봉사

❍ 평생학습 기회 확대 : 2012년 1개소 건립

    - 사회공헌과 자원봉사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시정모니터링단 등 참여기회 확대 : 2020년 시정모니터링단 200명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등 노인복지관련 과제 모니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문적인 자원봉사
(참여노인수) 3,500 6,000 8,500 12,000 15,500 29,000 55,500 85,000 117,500 153,000

평생학습원 건립
(건립개소)

1

시정모니터링단 참여
(참여인원)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124,124 2,610 4,434 25,910 7,402 7,836 9,186 11,920 14,870 18,203 21,753

전문적인 자원봉사 48,550 350 600 850 1,200 1,550 2,900 5,550 8,500 11,750 15,300 

평생학습원 건립․운영 72,234 2,093 3,667 24,810 5,952 5,952 5,952 5,952 5,952 5,952 5,952

시정모니터링단 참여 3,340 167 167 250 250 334 334 418 418 501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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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확충 및 고용구조 개선

일자리를 확충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여 노후 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고령친화적 고용구조 개선 선도

❍ 고령친화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확산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주요 사업 개요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2020년까지 100,000개 

    - 노인적합직종 적극 발굴 및 일자리 증대 

❍ 고용구조 개선 : 노인복지시설 노인고용비율 2020년까지 15%까지 확대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신규 노인복지시설 시범도입, 점차 확대

    - 고령자 의무고용 기준율 5%부터 연차별 확대추진(선도적 역할)

❍ 실버희망통장 : 2011에 시작하여 2020년 4,000명

    - 저소득 노인의 자립을 돕는 1＋1 희망통장(1~2년, 월 5~10만원)

    - 공동모금회와 협의하여 연계 추진(자체예산집계에서 제외)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노인적합형 일자리창출
(참여인원) 37,000 40,000 45,000 50,000 55,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고용구조 개선
(노인고용비율)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실버희망통장 참여자
(수혜인원) 1,000 1,500 1,750 2,000 2,250 2,500 3,000 3,250 3,500 4,00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534,450 30,050 35,000 39,750 44,500 49,250 54,000 63,500 71,500 79,500 67,400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407,550 24,050 26,000 29,250 32,500 35,750 39,000 45,500 52,000 58,500 65,000

고용구조 개선 비 예 산

실버희망통장 14,850 600 900 1,050 1,200 1,350 1,500 1,800 1,950 2,100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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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권익 증진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 증진시키겠습니다.

� 추진 방향
❍ 노인의 권리를 객관화하고 신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 노인의 고충 해결 시스템 마련

❍ 노인의 권리 침해 예방 ․ 구제활동 강화

� 주요 사업 개요

❍ 서울노인헌장 제정 : 2010년 노인의날(10.2) 발표

    - 서울노인의 권리와 책임을 체계적으로 제정․선포

    - ‘노인’이라는 명칭을 공모하여 노인헌장에 반영

❍ 노인복지 옴부즈만 : 2010년 하반기 구성, 2011년부터 운영

    - 노인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감시체제 도입 

❍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2014년 6개소로 확대

    - 노인학대 관련 상담․신고전화 활성화 및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긴급조치

❍ 어르신상담센터 확충 및 기능강화 : 2014년 5개소로, 2020년 10개소로 확충

    - 상담방법의 다양화(내방, 전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 상담범위 확장(자녀문제, 부부문제, 재혼, 노후설계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서울노인헌장제정 제정시행 보완개선

노인복지옴부즈만(고충처리건수)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상담건수) 9,530 11,530 15,530 19,530 23,830 28,630 33,630 38,130 42,630 46,130

어르신 상담센터 확충 (개소수) 1 3 3 5 5 6 7 8 9 1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3,733 390 353 359 362 368 372 374 381 384 390

서울노인헌장제정 0   비예산

노인복지옴부즈만 60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7,147 313 344 570 627 687 755 830 913 1,004 1,104

어르신 상담센터 확충 20,950 550 1000 1100 1800 2000 2300 2600 2900 3200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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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대 통합 장려

어르신을 더욱 우대하고, 온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노인가정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건강한 노인가정 증가 촉진

❍ 세대간 교류 활성화로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화합 도모

❍ 효문화의 증진 및 경로우대문화 확산

� 주요 사업 개요

❍ 경로수당(효행수당) 도입 : 100세 이상에서 점진적인 확대

     - ’11년부터 100세 이상 노인부양 가족에게 월 10만원지급

❍ 건강한 노인가정 만들기와 세대공유 프로그램 운영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층 50주년 금혼식지원, 

     - 1~3세대가 함께하는 추억의 운동회 및 가족단위 과거제

❍ 효문화진흥원 설립 ․운영 : 2012년 준공․운영

     - 효문화진흥 위한 연구조사, 교육활동 등 수행, 

     - 신축되는 ‘9988 어르신 복지센터’에 병설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경로수당 도입(’09년말 100세 이
상 471명 기준, 매년 10.1%증가) 571 629 692 762 839 924 1,017 1,120 1,233 1,357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참여인원)

5,500 5,550 5,600 5,650 5,700 5,750 5,800 5,850 5,900 6,000

1~3세대 동참 프로그램 운영
(개최횟수) 4 5 6 8 10 12 14 16 18 2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960,500 36,500 54,000 66,000 72,000 84,000 96,000 108,000 120,000 144,000 180,000

경로수당(효행수당) 도입 10,974 685 754 831 914 1,007 1,109 1,221 1,344 1,480 1,629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1,53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80 200 240

1~3세대 동참 프로그램 운영 3,390 120 150 180 240 300 360 420 480 54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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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동 편의 증진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이동권역(동네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 도모

� 주요 사업 개요
❍ 노인보호구역 확대 설치 : 2009년 7개소를 2020년까지 500개소로 확대

- 도로시설 : 보도설치, 유색포장,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 교통시설 : 신호기, 횡단보도, 안전표지, 차선․노면표시 등.

❍ 지하철도우미 : 2020년까지 645,000회

     - 승차시부터 여행 끝나는 지점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 보행환경 개선 : 2020년까지 500개소 개선

     - 표지판 글씨 확대, 보행 장애물 제거, 횡단보도 설치확대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노인보호구역  설치확대
(설치개소)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지하철도우미
(횟수) 591,000 597,000 603,000 609,000 615,000 621,000 627,000 633,000 639,000 645,000

보행환경 개선
(개선개소)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618,750 11,250 22,500 33,750 45,000 56,250 67,500 78,750 90,000 101,250 112,500

노인보호구역  설치확대 343,750 6,250 12,500 18,750 25,000 31,250 37,500 43,750 50,000 56,250 62,500

지하철도우미 0   비예산

보행환경 개선 275,0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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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들이 살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주택의 설계와 시공부터 고령친화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기존 주택의 내부 공간도 고령친화로 개조 지원

❍ 홀몸노인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공급의 확대

� 주요 사업 개요
❍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 2011년 기준 도입 및 2016년 보완

     - 내부 안전설계, 보행자동선 확보, 임대주거 질 확보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 2020년까지 매년 800세대 공급

     - 임대주택단지 1~2층 공급, 무장애 설계

❍ 고령친화형 소규모주택 공급 : 매년 450세대 공급

     - 영구임대주택의 실버주택 리모델링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고령자용 임대주택 보급 
(세대) 988 628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고령친화형 소규모 주택공급
(세대) 488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196,192 21,856 17,536 19,600 19,600 19,600 19,600 19,600 19,600 19,600 19,600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0 비예산

고령자용 임대주택 보급 96,192 11,856 7,536 9,600 9,600 9,600 9,600 9,600 9,600 9,600 9,600

고령친화형 소규모 주택공급 1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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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동네 가까운 곳에 품격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지역밀착형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 요양수요확대를 고려한 요양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

� 주요 사업 개요
❍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 2014년까지 5개소 건립

     - 도심권＋4권역 신개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 확충 : 2020년까지 125개 확충

     - 동네 주변 지역밀착형 추가건립 및 경로당 기능전환, 통폐합 등을 통한 확충

❍ 요양시설 품질관리 및 인프라 확충 : 매년 30개소 확충, 2020년까지 600개 확충

     - 요양시설(2009년 270개소, 2010년 290개소) 확충 및 인증제 도입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개소수) 3 5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 확충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요양시설 품질관리 및 
인프라 확충 320 350 380 410 440 470 500 530 560 60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820,502 183,709 193,701 161,546 161,546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671,502 158,709 169,701 141,546 141,54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 확충 5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요양시설 품질관리 및 
인프라 확충 1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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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령친화 도시기반 조성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추진 방향
❍ 국제기구 인증 추진으로 세계적인 고령친화도시임을 부각

❍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고령친화 기반조성

❍ 고령친화도 평가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자치 마련

� 주요 사업 개요
❍ 고령사회가이드라인 제정 : 2011년 제정

     - 도시계획, 건강, 주거, 교육, 교통 등 시정 분야 지침 제시

❍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 2014년 인증

     - 국제기구인증(8대항목 기준충족) 통하여 서울의 위상 제고 

❍ 고령친화도 평가제 도입 : 2011년 도입

     - 지표에 따른 정기적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고령사회가이드라인 제정 제정 보완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추진 추진 인증 보완

고령친화도 평가제 도입 도입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보완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2,320 400 200 200 210 210 210 220 220 220 230

고령사회가이드라인 제정 100 50 50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250 50 50 50 50 50

고령친화도 평가제 도입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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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인정책 역량 강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을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 추진 방향
❍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 노인정책을 서포트하는 정책 연구․개발 및 실행․평가 등

❍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주요 사업 개요
❍ 노인정책센터 기능강화 : 2011년부터 점진적인 기능 확대

     - 고령친화형 도시기반 마련 위한 정책개발․실행

❍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2010년 개선안 마련, 2011년 적용

     - 9988센터 운영모델 개발, 복지관 기능 재정립

❍ 고령사회 조례 제정 : 2010년 하반기 제정, 2011년 시행

     - 마스터플랜 내용의 현실화, 제도적 근거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노인정책센터 기능강화
(실행개선 연구실적)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개선안 업그레드

고령사회 조례 제정 시행 보완 보완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중기계획 장기계획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8,200 600 650 700 750 750 900 900 950 1,000 1,000

노인정책센터 설립․운영 7,2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00 50 50

고령사회 기본조례 제정 0 비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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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야별 사업 계획

【6대분야 100개사업(신규 38, 강화 61)중 핵심사업 24개】

1. 건강한(Healthy) 노후

  1-1. 건강증진 지원강화

1-1-1 노인 스포츠․체조 개발 보급 --------------------------- (핵심)

1-1-2 노인 운동 전문가 운영

1-1-3 노인스포츠클럽 육성 활성화 --------------------------- (신규)

1-1-4 노인건강 영양증진 지원

1-1-5 실버용품 개발 보급 활성화 --------------------------- (신규)

1-1-6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

  1-2. 요양보호 서비스 확충

1-2-1 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인증제 실시

1-2-2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확충 및 개선

1-2-3 병원진료비 후불제(병원비 전용카드) 도입 -------------- (신규)

1-2-4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강화

1-2-5 노인 안심돌봄서비스 확대

  1-3. 질병예방 시스템 강화

1-3-1 노인대상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 (핵심)

1-3-2 치매토탈케어시스템 구축 ----------------------------- (핵심)

1-3-3 보건소 노인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 --------------- (핵심)

1-3-4 노인주치의 확대

1-3-5 도시노인 건강운동 연구․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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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기찬(Active) 생활

  2-1.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2-1-1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성화 ----------------------- (핵심)

2-1-2 자치구별 실버문화예술단 운영

2-1-3 노인 전용 실버방송 개설․운영 ----------------------- (신규)

2-1-4 고령자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 (신규)

2-1-5 노노케어 확대

  2-2. 여가․문화 기회 확대

2-2-1 노인종합휴양타운 조성 ------------------------- (핵심,신규)

2-2-2 실버극장 확대운영 --------------------------------- (핵심)

2-2-3 경로당문화 르네상스

2-2-4 실버 갤러리,공연장 권역별 설치운영 ---------------- (신규)

2-2-5 어르신 행복 콘서트

2-2-6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

2-2-7 동네 실버 텃밭,농장 조성 --------------------------- (신규)

  2-3. 평생 학습(교육) 기회 확대

2-3-1 노인전문대학 설립 등 대학 교육 기회 확대 --------- (신규)

2-3-2 평생학습 기회 확대 --------------------------------- (핵심)

2-3-3 예비노인 노후대비 교육 ----------------------------- (신규)

2-3-4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2-3-5 시민대학 노인 프로그램 확대

2-3-6 싱글 어르신 홀로서기

2-3-7 실버도서관 운영 ------------------------------------- (신규)

2-3-8 학교시설활용 노인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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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적(Productive) 노년

  3-1. 고령친화 일자리 창출

3-1-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핵심)

3-1-2 실버희망통장 도입 ----------------------------- (핵심,신규)

3-1-3 노인관련시설 고용구조 개선 ----------------------- (신규)

3-1-4 행정기관내 퇴직공무원 활용 활성화

3-1-5 노인고용쿼터제 강화 추진 -------------------------- (신규)

3-1-6 경력활용 인턴제

  3-2. 취업 ․창업 교육․훈련 확대

3-2-1 고령자 취업센터 확대 및 기능강화 ----------------- (핵심)

3-2-2 여성노인 인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3-2-3 예비노인 직업 교육․훈련

  3-3. 고령친화기업 육성지원

3-3-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 (핵심)

3-3-2 노인창업(시니어클럽) 지원․육성

3-3-3 고령자기업 육성지원

3-3-4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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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적(Integrated) 사회

  4-1. 권익증진 확대

4-1-1 서울노인헌장 제정 ------------------------------ (핵심,신규)

4-1-2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4-1-3 노인복지 옴부즈만제도 시행 -------------------- (핵심,신규)

4-1-4 어르신 상담센터 확대 및 강화 --------------------- (핵심)

4-1-5 노인복지 마일리지 카드 도입 ----------------------- (신규)

4-1-6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4-2. 세대통합 조성

4-2-1 건강한 노인가정 만들기 ---------------------------- (신규)

4-2-2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

4-2-3 1~3세대 통합․이해증진(과거제, 운동회 등)

4-2-4 안심콜 서비스

4-2-5 노인대상 봉사활동 강화

  4-3. 인식문화개선 확산

4-3-1 경로수당(효행수당) 도입 ----------------------- (핵심,신규)

4-3-2 효문화진흥원 설립운영 ------------------------------ (신규)

4-3-3 노인 생애 체험센터 운영

4-3-4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신규)

4-3-5 경로우대문화 확산

4-3-6 해피엔딩(웰다잉) 프로그램 활성화 ------------------ (신규)

4-3-7 문화행사 요금 할인 등 노인동반자 우대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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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리한 환경(Environment)

  5-1. 이동편의 교통환경 조성

5-1-1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5-1-2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 확충

5-1-3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확대․개선 --------------------- (핵심)

5-1-4 고령친화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조성

5-1-5 보행환경 개선

5-1-6 지하철 도우미(One-Stop Care Service 실시)

  5-2. 일상 생활편의 제공

5-2-1 어르신 안전지키미(GPS 활용) ------------------- (핵심,신규)

5-2-2 노인 헬프센터 설치 --------------------------------- (신규)

5-2-3 노년생활 가이드북 제작․배부 ----------------------- (신규)

5-2-4 종로 노인 문화벨트 조성

5-2-5 휴대전화 노인정보 문자서비스 ---------------------- (신규)

5-2-6 고령친화 동네 공원 조성

5-2-7 화장시설 확충

5-2-8 자연장(수목장) 조성

  5-3.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5-3-1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고령친화주택) 도입 ----- (핵심,신규)

5-3-2 고령자용 임대주택 보급 ---------------------------- (핵심)

5-3-3 고령친화형 소규모 주택공급

5-3-4 고령친화 주택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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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프라 재설계(Restructuring Infra)

  6-1. 시설 재설계 및 업그레이드

6-1-1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 (핵심,신규)

6-1-2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 확충 ---------------- (핵심)

6-1-3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및 품질관리

6-1-4 어르신 정보센터 설치․운영 -------------------------- (신규)

6-1-5 노인복지 전달체계 개편 ---------------------------- (신규)

  6-2. 제도적 기반 조성

6-2-1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 (핵심,신규)

6-2-2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제정 --------------------------- (신규)

6-2-3 고령사회 기본조례 제정 ----------------------------- (신규)

6-2-4 고령친화도 평가제 도입 ----------------------------- (신규)

6-2-5 고령자 영향 평가제도 ------------------------------- (신규)

  6-3. 정책추진 역량 강화

6-3-1 노인정책센터 기능강화 -------------------------- (핵심,신규)

6-3-2 노인관련단체 네트워크 강화

6-3-3 서울노인 실태 및 욕구 조사 ------------------------ (신규)

6-3-4 노인복지 민간참여 확대 유도

6-3-5 노인정책 추진 역량강화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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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투자계획 및 추진 전략

1. 소요예산 및 재정투자 계획 : 3조 8,000억원

� 연도별 소요예산 : 3조 8,0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건강한 
노 년

활기찬 
생 활

생산적 
노 후

통합적 
사 회

편리한 
환 경

인프라 
구 축

계 38,075 10,114 4,085 5,116 646 9,678 8,436

2 0 1 1  년 3,723 691 147 307 37 788 1,753

2 0 1 2  년 3,685 714 222 340 43 503 1,863

2 0 1 3  년 4,152 778 729 378 48 636 1,583

2 0 1 4  년 4,469 1121 545 418 57 744 1,584

2 0 1 5  년 3,658 1426 560 456 61 887 268

20 1 6  년 3,599 1454 303 497 69 1,000 276

20 1 7  년 3,517 1164 321 571 73 1,112 276

20 1 8  년 3,485 884 377 644 80 1,223 277

20 1 9  년 3,757 926 414 717 86 1,336 278

20 2 0  년 4,030 956 467 788 92 1,449 278

   ※ 주요투자사업 :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운영 6,715억원,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4,076억원,

데이케어센터 인증 및 설치 3,700억원, 실버존 확대개선 3,438억원, 보행환경 개선 2,750억원,

노인건강 영양증진 지원 2,066억원,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확충 및 운영개선 2,000억원,

고령친화주택 개량 1,080억원, 치매토탈케어시스템 구축 1,039억원, 고령친화형 소규모 주택

공급 1,000억원,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및 품질관리 1,000억원

� 연도별 소요예산 변동추이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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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전략

� 재정수요 감안 효율성 제고

❍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9988 어르신 프로젝트’ 실행계획)

❍ 민간 부문 참여 확대(공공, 기업, 지역사회 분담)

     - 민자 유치와 지역네트워크 활용

❍ 예산 효율화 대책(예산 절감, 공공성 ․책임성 강화)

� 선택과 집중으로 점진적 확대

❍ 단기 및 중장기 단계별 추진(사업 우선순위 선정)

❍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성 제고

❍ 목표관리로 추진실적 제고

� 실행시스템 강화

❍ 외부 지원체계 확보

    - 서울노인 정책센터 실행력 제고방안 강구

    - 시정연의 지원시스템 확보

❍ 외부 전문가 그룹의 자문 정례화

    - 노인정책전략그룹 등 전문가그룹 

    - 관련 실․국․본부 참여 TFT 구성․운영

❍ 실행력 제고를 위한 추진조직 보강

    - 인력․기구 증설 : 팀 증설 또는 과 분리 신설

    - 실국별 업무조정 : 보건(건강)과 복지부분 통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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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1. 기대 효과

� 더 행복한(HAPIER) 노후생활 영위

❍ 노인 행복지수(생활만족도) 증가 ⇒ 노인행복도시 실현

❍ 촘촘하고 든든한 그물망 복지 네트워크 구축

    -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 시설 수준, 접근성 및 서비스 편리성 획기적 제고

❍ 생산적 경제활동 증가로 실버파워 증대

    - 일자리 참여 확대, 경제적 빈곤 해소, 실버산업 육성 

❍ 건전한 사회활동 증가로 사회적 경제적 비용 감소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질병 치료, 의료보호 등 사회적 경제적 부담 완화

❍ 건강 수명 연장

    - 건강하게 장수하는 100세 이상 노인 증가

❍ 서울의 세계경쟁력 제고 (Global Top 10)

    - WHO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인증, 선진 복지도시 인식 확산

➠ 나이가 들어도 살고 싶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

     서울 노인 모두가 더 행복한 서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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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서울노인의 미래상

❍ 청소년 : 3세대 가족으로 사회봉사 참여 및 효문화 체득

    - 중고생인 김씨는 매주 노인요양시설에서 친구들과 ‘자원봉사’를 하고, 할아버

지 할머니 모시고 ‘어르신행복타운’에 가서 수영을 함께 하거나, ‘실버극장’에 

가서 문화공연도 할인받아 즐긴다. 학교에선 효문화 함양교육을 착실히 받고, 

가끔 ‘노인생애체험센터’에 들러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체험하는 등 자신의 경

험을 글로 써서 청소년 효행수기 공모에 당선되고, 어버이날에 효행 모범청소

년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한다.

❍ 예비노인(중장년) : 고령자 취업센터 통해 재취업, 성공적 노후 적응

    - 자녀 둘을 두고 있는 모 중견그룹 회사에 간부인 50대 중반인 남성인 이씨는

퇴직을 앞두고 고민을 하다가 시에서 발행한 ‘노년생활 가이드북’을 받아보

고, 어르신행복타운에 있는 ‘고령자취업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고 자신의 경험

과 관련있는 분야에 재취업을 하고자 취업훈련을 받는다. 취업교육 외 남는 

시간에는 퇴직금 활용 등 ‘노년기 재테크 강좌’를 수강도 하다가 퇴직후 ‘고

령자 기업’의 간부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행복한 이모작 인생을 살고 있다.

❍ 홀몸노인 : 실버주택 거주, 안심폰 서비스 등으로 안전하고 안심생활

    - 자녀 없이 홀로 사는 80대 박할머니는 고령자용 소형 ‘실버 임대주택’에 산

다. 평소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배달되는 밑반찬과 도시락을 드시고, 도우미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집안 일로 해주고, 말벗도 해주어 외롭지 않다. 최근에는 스

마트 ‘안심폰’을 지급받아 수시로 도우미와 화상으로 통화하며 얘기를 나누기

도 하며, 가끔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들로부터 안부전화(‘안심콜’)가 오기도 

한다. 주말에는 ‘노인심부름센터’에 시장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여 자원봉사

자와 함께 외출한다. 

❍ 저소득노인 : 최저소득이 보장되고, 일자리 참여로 경제적 안정

    -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중반의 최할아버지는 기초노령연금이 크게 인상되고,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형 일자리’를 얻어 손주에게 용돈을 두둑이 줄 수 있

게 되어 기뻐한다. 월급을 받아 ‘실버희망통장’에 가입하여 나중에 연금을 수

령할 희망에 부풀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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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U-health’ 건강측정기가 집에 설치되어 매일 혈압 등 건강상태를 자동

으로 체크받고, 매월 ‘주치의’가 직접 집으로 방문한다. 앞으로 건강이 악화되면 

집 근처에 있는 시립 양로원에 들어가 살 예정이다.

❍ 중산층 노인부부 : 여유있는 연금생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

    - 60대 후반의 정씨 부부는 ‘국민연금’을 받고,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을 

수령하여 비교적 여유있는 노후를 보낸다. ‘어르신 행복타운’ 회원으로 가입하

여, 부부가 함께 댄스스포츠를 배우고 있고, 주말에는 유명 뮤지컬을 저렴하

게 관람한다. 남편은 ‘실버악단’의 색소폰연주자로 활동하고, 아내는 ‘스포츠

동호회’인 파크볼팀에서 활약 중이다. 체력 단련 후 사우나를 한 다음 행복타

운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 매월 상당액의 ‘기부금’을 요양시설에 후원

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은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고학력 전문능력자 : 노인전문대학 학위취득하고, 외국어 자원봉사

    - 60대 후반의 강씨는 유명 IT회사 기술사로 근무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노인복지관에서 IT강사 및 상담사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행복타운

의 취업센터에서 ‘재취업훈련’을 받고 있다. 최근 시립대학교에 병설된 ‘노

인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중국어를 전공한다. 대학을 마치고 ‘사회적 기업’의 

해외마케팅 중국담당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중국어 실력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행복타운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방문단의 ‘통역가이드로 봉사’한다.

❍ 건강한 초고령 노인 : 가족과 건강하게 100세를 누림

    - 70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103세인 조할아버지는 치매나 중풍에 걸리지 

않아 건강하며, 매일 아침 네이게이션과 스마트폰이 장착된 ‘첨단 전동휠체어’

를 타고 공원을 산책한다. 매주 노인전문병원 ‘주치의’와 ‘원격 화상진료’를 

받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저상버스’를 타고, 어르신 

행복타운에 가서 ‘100세 장수클럽’ 회원들과 미팅을 한다. ‘재활센터’에 들러 

수영, 물리치료를 받고, 1층의 ‘북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70대 며

느리를 만나 놀다가 ‘전용콜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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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중풍노인 : 데이케어센터 등 요양보호, 가족부담 해소

    - 90대 초반인 윤할머니는 치매에 걸려 거동이 불편하다. GPS기능 ‘안전지키미’

서비스를 활용하여 할머니께서 길을 잃을 걱정없이 가족들이 돌봐왔다. 최근 

중풍이 겹치고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집 근처에 있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모시기로 한다. 매일 아침 모셔가고 저녁에 모셔오니 나머지 가족들은 직장생

활을 하거나 시장보기 등의 ‘일상생활’을 불편없이 안심하고 할 수 있다. 매주 

주기적으로 ‘치매지원센터’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요양등급을 받아 

‘어르신 행복타운’에 있는 ‘요양원’에 모실 생각이다.

❍ 노인부양 가족 : 노부모 부양 부담없이 온 가족이 어울려 행복한 삶

    - 장씨는 80대 중반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3세대 가족’의 가장이다. 매월 ‘경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노인의 날에 개최되는 1~3세대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문화축제’에 참가하여 수상하기도 한다. ‘9988노인복지센터’에 가족회원

으로 가입하여,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할아버지는 요리교실, 할머니는 수영장, 

엄마아빠는 공연장, 손자들은 ‘미래 체험관’에 가서 놀고 난 뒤, 사우나에 가

서 피로를 푼다. 올 여름엔 온 가족이 함께 서울 인근에 있는 ‘노인종합휴양

타운’으로 피서를 갈 계획이다.

❍ 중증질환자 초고령자 :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을 마무리

    - 오랫동안 중증 질환을 앓아온 임할머니는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거동도 잘 

할 수 없게 된다. 병원에선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고 있고, 작년부터 할머니

는 ‘해피엔딩(웰다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상담’

도 받으면서 미리 유언장도 작성하고, 신변을 정리하면서 ‘장기기증’은 물론 

‘유산의 일부도 기부’하기로 결심한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편안하

게 운명하신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가족 수목장’

을 만들어 자연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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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의 과제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 노후 소득보장 등 기초적 사회안전망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양가족, 소득기준 등 현실화

❍ 공적연금 소득보장 기능강화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안정적 운영

     -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확대 및 수급액 현실화

❍ 사적 보장체계 강화․지원

     -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활성화 등

� 노후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 전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 마련

❍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고령사회 대비한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강화

❍ 노인 장기요양보험 안정적 운영 및 수급 대상자 확대

❍ 노인 요양 인프라 지속적 확충 지원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등)

� 고령친화 고용구조 개편

❍ 고용쿼터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제도 개선

❍ “노인”개념 재설정, 고령자 근로활동 권장위한 인센티브 방안

� 경로수당 도입 확대

❍ 노인 부양하는 가족 우대 및 효행 장려를 위한 수당 지급

� 국가의 역할 및 재정지원 확대

❍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 및 재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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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1. 분야별 단위사업 총괄표  

2. 대상별 맞춤형 특화사업 체계도

3. 노인관련 인구통계 자료

4. 노인복지시설 현황

5. 서울노인 욕구조사 요약자료

3. 향후 계획

� 연차별 연동계획 수립 실행

❍ 매년 “9988어르신프로젝트” 실행계획으로 구체화

❍ 우선순위, 재정투자여건 등을 감안,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실행

� 마스터플랜 평가 및 업그레이드

❍ 중간 평가 및 전면 보완 (2015년)

❍ 2027년 초고령사회(20%)에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 

� 고령 친화적 도시구조 재설계

❍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