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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실행계획 추진방안 연구 • 1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서울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 고령화 추세와 관련하여, 도시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며, 노인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패러다임

의 전환을 모색하여왔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2010년, 노인욕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2020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과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라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관련된 연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 구체적 정책 수립 활

동을 꾸준히 수행하여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서울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GNAFC)에 2013년 6월 25일, 전 세계 139번째 회원도시, 인구 1,000만 도

시 중 두 번째, 대한민국 첫 번째 회원도시로 가입되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전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보다 효과적으

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2007년부터 추진되어온 것으로서, 활기

찬 노년(Active Aging)을 주된 이념으로 삼아,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

성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네트워크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인증’과는 다른 개

념으로, 각 도시가 당면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친

화도시를 조성해나가는 데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으로서, 우수사례

와 경험의 공유 등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33개국의 노인 1,485명을 대

상으로 수행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내

었다(WHO, 2007).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영역은 총 8개 분야1)이며, 각 영역마

1) 외부환경 및 시설(Outdoor spaces and buildings), 교통(Transportation), 주거(Housing), 여가

(Social participation), 사회참여 및 고용(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의사소통 및 정보(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보건 및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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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 결과와 함께 점검 항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등

급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도시가 노년층의 관점에서 노년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자,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시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고령화 문제

를 점검하고 실행계획을 구성해내고 있다. 하지만 계획 수립 시 8대 영역을 절대적

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많은 회원도시들이 해당 도시의 특성에 맞게 추

진 영역을 새롭게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별 실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구성 방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도시의 고령친화도 수준에 대한 점검 결과와 노인세

대의 의견수렴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고령친화도시 계

획이 실행되기 이전의 고령친화 수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고, 노년층의 참

여를 통한 상향식 정책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행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물론, 실행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있어도 노년층을 추진 상황 모니터에 

지속적으로 참여시켜서 정책 조언자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등 실행계획 구성 및 추진

의 전 과정에서 노인 세대의 참여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추진되어온 준비 과정을 통해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가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2012년 11월 최종적으로 확정 및 발표하고, 2013년 5

월 가입지원서를 제출하여, 2013년 6월 회원도시로 가입되었다. 가입 당시 WHO에 

제출한 서울시의 실행계획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적 관심 대상인 베이비부머 영역을 

추가하고 일부 영역은 통합하여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는 고령친화도 조사는 물론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인 세대의 의견 수렴이 충실하게 

이루어졌고, 실행계획 수립 후에도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어르신정책

에 대한 제안과 점검 활동을 지속하여왔다.

  GNAFC는 이러한 실행계획을 도시별 자체 평가지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도

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회원 가입 시 2013년부터 2015년에 해당되는 3개년 실행

계획을 제출한 상태로, 2015년에는 제1기(3개년) 실행계획의 평가보고서와 함께 향

후 5개년에 관한 제2기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제2

기 실행계획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본 연구결과는 보다 발전된 실행계획 수립에 활용되도록 할 것이다.

지원(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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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GNAFC 회원가입 이후에는 회원가입 시 제출한 실행계획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

성을 위한 노력의 실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GNAFC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계

획, 실행, 평가, 및 지속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회원도시 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회원도시에 대해서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향상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1. 계획
a. 노인세대 참여

b. 고령친화도 평가

c. 실행계획(3년) 개발

d. 평가지표 구성

2. 실행
a. 실행계획의 수행

b. 평가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3. 평가
a. 수행내용 측정

b. 성과 및 미달성

   내용의 확인

c. 평가보고서 제출

4. 향상
지속적 개선을 통한

5년 주기 자격 관리

실행계획(5년) 제출

1～2년 3～5년

그림 1.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 관리체계

  서울시 회원자격 관리는 단기적으로는 아래 [그림 2]의 내용과 같이 2015년의 제

1기 실행계획 평가보고서 및 제2기 실행계획서 제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

으며, 2014년 현재 서울시는 제1기 실행계획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해가면서 추진

해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과업 중 제2기 실행계획 제출에 대비하여 해외의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새로운 계획의 방향성을 수립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림 2.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회원자격 연도별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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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제2기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다양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보다 발전된 실행계획 수립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1기 실행계획의 구성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검토의 방법은 WHO에서 제시한 8대 분야로 이루어진 가이드라인 및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1기 실행계획에 대한 검토는 기

존 연구결과를 통해서 중요한 문제와 욕구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과제 수

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보

완이 필요한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5년에 수립해야 하는 제2기 실행계획

에 대한 보다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성 제안을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관련 우수한 정책 및 프로그

램 사례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끌어내고자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제1기 실

행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와 사례 수집 결과는 총 5개의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제1기 실행계획 6대 분야 중 ‘제2인생 설계 지원’가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내용상으로는 일자리, 사회공헌, 여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령층 구분없이 내용을 중심으로 분야를 구분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5명의 공동연구자가 실행계획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분야별로 미흡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자료를 수집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추 진 내 용 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고령친화도시 관련 문헌 검토

연구계획 수립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공동연구진 워크숍 및 회의(6회)

보고서 구성 및 실행계획 검토

공동연구진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

보고서 평가 및 발간

표 1. 연구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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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1기 실행계획 구성 내용 검토

1. 제1기 실행계획과 WHO 가이드라인의 연계성

  제1기 실행계획은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이다. 이들 연구는 노인 

당사자 및 부양가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울시의 고령친

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실행계획으

로 구성해낸 것이다. 물론 최종 실행계획의 구성에서는 큰 폭의 변화가 있었지만, 실

행계획 초안 구성까지의 접근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WHO가 제시한 8대 분야의 가이

드라인을 그 기준으로 하여왔다. 이렇듯 WHO가 제시한 8대 분야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회원도시가 8대 분야를 그대로 적용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오고 있다. 그 이

유는 가이드라인의 도출이 전세계의 도시 거주 노인들의 공통적인 욕구와 일반적인 

문제 상황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WHO의 가이드라인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도시별 과제들을 도출

해내는 데에 있어, 영역 구분 및 내용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결과물로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WHO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8대 분야와 서울시과 

최종적으로 수립한 실행계획의 6대 분야를 비교하여 분야별 부합성 여부를 확인해보

고자 한다. 이는 고령화 및 도시화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 

전 분야에 걸친 접근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의 지향이 서울시의 실행계획

에는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아래 <표 2>에 상위 분야를 중심으로 WHO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실행계획을 비

교하여 분야 구성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비교 결과, 서울시 

실행계획은 WHO 가이드라인 중 외부환경과 관련된 3개 분야를 1개 분야로,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등의 2개 분야를 1개로 정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반

면, 서울시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제2인생 설

계’분야는 새로이 추가된 분야인데, 이는 기존의 여가 분야와 일자리 분야를 아우르

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외

부환경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시민 만족도가 높아 문제해결 측면에서는 시급성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어, 분야의 통합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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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가이드라인 8대 분야
2012 실태조사결과 서울시 제1기 실행계획

(서울어르신종합계획)문항수 평균 우선순위

1. 외부환경 및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13문항 3.70 7

4. 살기편한 환경(5)2. 교통 수단 편의성 
Transportation 8문항 3.70 7

3. 주거 환경 안정성 
Housing 4문항 3.28 4

4. 여가 및 사회활동 
Social participation 8문항 3.21 2 5. 활기찬 여가문화(6)

1. 제2인생
설계지원(6)5. 인적 자원의 활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6문항 2.55 1 2. 맞춤형 일자리(6)

6. 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8문항 3.21 2

6. 존중과 세대통합(6)
7. 의사소통 및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5문항 3.38 5

8. 건강 및 지역돌봄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6문항 3.51 6 3. 건강한 노후(6)

표 2. WHO 가이드라인 8대 분야와 서울시 제1기 실행계획 분야구성 비교

  위에서 전체적인 분야 구성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WHO 가이드라인의 세부 점검

항목별과 서울시 실행계획의 세부과제의 내용을 비교해보는 내용은 아래 <표 3~4>

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등 도시 환경과 관련

된 점검항목들의 서울시 실행계획에의 반영률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내용의 대부분이 서울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거나 별도의 계획(보행친화도시계획, 마을공동체기본계획, 임대주

택8만호제공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중복적인 계획의 수립이 불필요한 내

용들로 파악된다.

  그러나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적절한 노인우대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은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개

편, 어르신복지시설 확충 등과 같은 세부과제에 반영이 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실제 적용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거환경 안정성 분야에서는 충분한 주거시설 및 관

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독거어르신 지원주택 공

급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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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8대 분야 2007 WHO 가이드라인 점검항목 2013 서울시 제1기 실행계획 세부과제

1.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외부환경 및 시설

외부환경 유해환경 제한

녹지공간 및 보행친화환경

공공장소 야외의자 관리

인도 무장애 보행자 우선

도로상 보행자 안전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자전거 도로

안전성

서비스시설 접근성 및 노인우대 서비스 4-1.기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개편
4-3.어르신 복지시설 지속 확충

건물 접근성과 접근 시설 구비 4-2.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공중화장실

2.
Transportation

교통수단 편의성

저렴한 대중교통 비용

대중교통 신뢰성과 배차간격

대중교통 목적지 접근성 및 연결성

노령친화적 차량 구비 및 관리

장애노년층 특별서비스

노약자 좌석 우대

고령자 배려 운전자 자질 

안전함과 편안함

정류장  및 역 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정보 제공

지역사회 내 교통편의 제공

노년층 택시 접근성 및 배려

교통 법규 및 도로 관리 

운전자 자질

장애 및 노년층 주차편의성

3.
Housing

주거환경 안정성

노년층을 고려한 주거설계

주거시설 개조 지원

주거 관리 서비스

가정에서의 노령화 지원

지역사회에 통합

지역내 주거지 선택권

충분한 주거시설 및 관련 서비스 제공 4-4.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4-5.독거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노년층을 고려한 생활환경 조성

표 3. WHO 가이드라인 점검항목과 서울시 제1기 실행계획 세부과제 비교(1)

  <표 4>는 WHO 가이드라인 중 환경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점검항목과 서울

시 실행계획의 세부과제를 비교한 내용이다. 구성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표 

3>와는 달리 각 분야별 점검항목에 대하여 대부분의 세부과제가 수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 및 정보의 분야는 반영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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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8대 분야 2007 WHO 가이드라인 점검항목 2013 서울시 제1기 실행계획 세부과제

4.
Social

participation

여가 및 사회활동

저렴한 행사 및 축제 참가 비용

지역행사 및 프로그램 노년층 접근성 제고 1-2.신노년층 대상 평생교육 강화
5-1.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지원
5-2.신노년 문화 프로그램 확대 실시
1-1.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5-3.종묘,탑골공원 문화 업그레이드
5-4.경로당 활성화 지역협의체 구성
5-5.경로당 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지역사회행사 및 활동의 폭넓은 선택 기회

노년층 모임 시설 및 장소 이용 용이성

프로그램 내용 및 참여방법 충분한 홍보

소외 노년층 참여확대 방안 마련

지역주민 및 세대통합 기회의 향상 5-6.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

인적 자원의 활용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 제공 및 선택권 1-4.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1-5.신노년단체 육성 및 사업지원

폭넓은 취업기회 제공과 환경 및 제도 구비

2-1.서울형 공공일자리 확충
2-2.어르신적합일자리 발굴 기능 강화
2-5.도농 일자리 교류사업 지원
2-6.어르신 이색일자리 발굴

취업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취업정보 제공과 접근성 1-3.베이비부머 엑스포 개최
2-3.온라인 일자리 전담창구 운영

정책 및 프로그램 기획과정 노년층 참여 1-6.신노년 정책자문단 구성

노년층 고용에 대한 고용주 인식 개선 

노년층 창업기회 지원 및 정보 제공 2-4.시니어클럽 및 사회적 기업 확대

활동내용에 대한 적절한 보수체계

6.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존중 및 사회통합

노령화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 6-3.고령친화방송 가이드라인 개발

세대통합과 가족 간 상호작용 지원 6-4.세대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
6-5.독거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지원
6-6.세대융합 문화예술 활동 지원노인 관련 교육 및 세대교류 기회 제공

지역사회 내 노년층 역할 인정 및 강화 6-1.사회공헌 어르신,단체 발굴, 시상
6-2.지역사회내 어르신 역할 강화노년층 존중과 포용 강화 서비스

경제적 소외 노년층에 대한 지원

7.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의사소통 및 정보

노인층 대상 원활한 정보제공

직접적인 구두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고령친화적 활자매체 표시

간단하고 명료한 언어 사용

자동화된 정보전달 매체 편의성 제고

컴퓨터와 인터넷 편리성 및 활용 지원

8.
Community and
health services

건강 및 지역돌봄

보건복지서비스 접근 용이성 3-2.독거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제공 지원

3-3.독거어르신 기능평가 및 운동처방
3-4.비수급 어르신 장기요양 등 지원
3-5.재가어르신 지원서비스 강화
3-6.노인자살 예방대책 강화

자원봉사 지원 및 활용 권장 3-1.민간자원 연계 돌봄 수혜자 확대

응급조치 대책과 관리

표 4. WHO 가이드라인 점검항목과 서울시 제1기 실행계획 세부과제 비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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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기 실행계획의 구성 과정 및 추진 현황

  <표 5~8>에는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된 여러 연구결과와 

제1기 실행계획 세부과제, 그리고 최근의 노인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행계획 세부과제를 직접 도출해낸 2011년 및 2012년의 연

구결과와 2013년 WHO에 제출한 제1기 실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주요주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14년에 발표된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 『치매․요양종합대책』도 함께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 실행계획이 기존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

며, 최근의 계획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래 4개의 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되는 내용은 2011년부터 2012년에 이르

기까지 WHO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8대 분야를 유지해오던 구성이, 2013

년 제출한 최종 실행계획에서는 6대 분야로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

해서는 아래 표에 세부계획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고, 세부계획에 대한 

주요 주제 구분이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기존 8대 분야 구성과 6대 분야 구성 내용

의 변화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총 5개 영역으로 내

용을 정리하였는데, 제1기 실행계획 6대 분야 중 ‘제2인생 설계’는 일자리와 여가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50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서 포함해

서 다루었다.

1) 일자리 및 사회공헌

  우선 <표 5>는 서울시의 제1기 실행계획의 ‘제2인생 설계 지원’ 및 ‘맞춤형 일자

리’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서, 2011년의 전략과제 도출과 2012년 초안 구성 시에는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분야로 접근되어오던 내용들이며, 이전 연구결과에

서 발견된 주요 주제들이 대부분 최종 실행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당초 일자리와 사회공헌 관련 내용으로 접근되어왔던 영역에 ‘제2

인생 설계’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 대

상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변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즉, ‘제2인생 설계’에 관한 내

용은 현재 50대인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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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서 물러나고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데

에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분야이다.

  베이비부머의 ‘제2인생 설계’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

원’의 분야에서 도출된 전략과제들과 상통하는 것으로, ‘제2인생 설계’의 6개 세부과

제 중 5개의 과제가 일자리 및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지원 관련 과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베이비부머엑스포 

등이며, 사회공헌 관련 과제는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신노년단체 육성, 정책자문

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에도 별도의 분야

를 구성할 만큼, 서울시는 베이비부머를 향후 주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정책적 관심은 2014년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발표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실행계획의 ‘제2인생 설계’와 관련된 세

부과제의 내용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기회, 취업지원, 사회공헌 등

에 관한 내용이 강화되었다. 

주요주제 전략과제도출(2011)
실행계획초안(2012)

최종실행계획(2013)
서울어르신종합계획

실행계획수정(2014)
베이비부머응원/치매요양대책

7. 고령자원활용 및 일자리 지원1. 제2인생설계(4)
2. 맞춤형일자리(6)

직종개발
취업지원

∙고령자 취업 우수사례 발굴 및 
권역별 취업․창업센터 설치

∙고령자 창업․취업 종합서비스
∙재취업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1-3.베이비부머 엑스포 개최
2-1.서울형 공공일자리 확충
2-2.어르신 적합일자리 발굴 기
능 강화 
2-3.온라인일자리 전담창구운영
2-4.도농일자리 교류사업 지원
2-6.어르신 이색일자리 발굴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
베이비부머 일자리플러스엑스
포 개최
베이비부머 10대적합일자리 추
가 발굴
민간기업 취업연계 강화
베이비부머 창․취업 지원 시스
템 구축
고용안정 위한 직업교육훈련체
계 마련

노인고용
기업확대

∙시니어사회적기업 성공모형개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기업 육성
∙고령자 고용안정화 사업

2-4.시니어클럽 및 사회적기업 
확대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년연장

사회공헌
재능나눔

∙어르신 자원봉사뱅크․자원봉사
크레딧 구축․운영
∙시니어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1-4.전문직은퇴자 인재은행구축
1-5.신노년단체 육성및사업지원
1-6.신노년 정책자문단 구성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
청년창업 멘토단 운영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허브 구축
베이비부머 명예기관장제 확대

노후재무
설계지원

∙노후 재무상담 확대
∙시니어 희망플러스 통장

표 5. 일자리 및 사회공헌 분야 실행계획 세부과제 구성 및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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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 및 사회활동

  <표 6>은 최종 실행계획의 ‘제2인생 설계 지원’과 ‘활기찬 여가문화’ 분야와 관련

된 것으로서, 2011년의 전략과제 도출과 2012년 초안 구성 시에는 ‘지역사회활동 

참여’ 분야로 접근되어오던 내용들이다.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최종적으로 ‘활기찬 여가문화’의 내용으로 정리되었는데, 이전 연구결과에서 발견된 

주요 주제들이 대부분 최종 실행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를 보면, 위의 일자리 및 사회공헌 영역과 마찬가지로 여가 관련 영역에도 베이비부

머세대를 대상으로 한 ‘제2인생 설계’ 분야의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여가 분야 실행계획의 세부과제는 베이비부머 지원을 위한 ‘제2인생 설계’

분야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노인 참여방안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경로당 관련 사업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과 관련하여서도 기존 사업 내용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

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에 대한 추가 노력이 최근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주제 전략과제도출(2011)
실행계획초안(2012)

최종실행계획(2013)
서울어르신종합계획

실행계획수정(2014)
베이비부머응원/치매요양대책

5. 지역사회활동 참여 1. 제2인생설계(2)
5. 활기찬여가문화(6)

노인참여
방안확대

∙거동불편노인 이동차량지원서비
스
∙여가문화 소외 시민 참여프로그
램 확대

5-4.경로당활성화 지역협의체 
구성
5-5.경로당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프로그램
내용개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
램 개발
∙생활밀착형 노인여가복지 인프
라 및 프로그램 확충
∙어르신 주민참여위원회 활성화

5-1.어르신동아리 활성화 지원
5-2.신노년문화 프로그램 확대
1-2.신노년층대상 평생교육강화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
베이비부머 은퇴설계콘서트 개
최
베이비부머 온라인인생학교 구
축 운영
시민대학 베이비부머 특화 강
좌 확대
직장내 베이비부머 교육 강화
베이비부머 여가기회 확대; 생
활체육지도 활동 강화, 베이비
부머 특화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시설활용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기반 구축
∙공공시설 사용 지원서비스

1-1.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5-6.경로당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5-3.종묘․탑골공원문화 업그레이드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충
50+캠퍼스 설립 및 운영

표 6. 여가 및 사회활동 분야 실행계획 세부과제 구성 및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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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표 7>은 노후 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최종 실행계획에서는 ‘건강한 노후’로 

명명되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복지 및 보건’ 분야로 접근되어오던 내용이다. 

이 분야는 최종 실행계획에 기존 연구결과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특히 

재가복지서비스 확대는 당초에 비해서 세부과제가 더욱 세분화되어 풍부하게 구성되

었다. 반면, 사고예방 및 응급대책이나 지역돌봄체계 마련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오

히려 그 내용이 축소된 경향이 있다. 특히, 가족지원체계 마련과 관련한 주제는 세부

과제가 구성되지 못하여, 건강 관련 계획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치매요양종합대책』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요양서비스 개선과 돌

봄종사자 처우 개선,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1기 

실행계획의 지역돌봄을 통한 기능향상과 가족지원 체계마련과 관련된 내용 등 미흡

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다만, 사고예방 및 응

급대책과 관련하여 자살예방대책 이외에『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의 건강관리 확

대 내용과 『치매요양종합대책』의 치매조기발견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주요주제 전략과제도출(2011)
실행계획초안(2012)

최종실행계획(2013)
서울어르신종합계획

실행계획수정(2014)
베이비부머응원/치매요양대책

8. 지역복지 및 보건 3. 건강한노후(6)

요양재가
복지확대

∙노인요양시설 확충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확대
∙재가복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3-4.비수급어르신 장기요양지원
3-5.재가어르신지원서비스 강화
3-1.민간자원 연계 돌봄 수혜자 
확대
3-2.독거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치매요양종합대책>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개선
돌봄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사고예방
응급대책

∙사고원인별 예방관리사업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노인자살예방서비스

3-6.노인 자살예방대책 강화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
베이비부머 건강관리 확대; 암
검진 본인부담금 지원, 정신건
강검진,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치매요양종합대책>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 치매환
자 관리 강화

기능향상
지역돌봄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간접흡연 제로 만들기
∙주민이함께하는 건강마을만들기

3-3.독거어르신 기능평가 및 운
동처방

가족지원
체계마련

∙공동육아 자율공동체 조성 위한 
‘공동체돌봄센터’ 운영 지원
∙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세대통
합형 사회서비스 개발

표 7.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분야 실행계획 세부과제 구성 및 추진상황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실행계획 추진방안 연구 • 13

4) 고령친화적 환경

  <표 8>에 해당되는 내용은 주로 환경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당초에는 

WHO 가이드라인과 같이 ‘주거편의환경’, ‘교통편의환경’,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등

의 3개 분야로 나뉘어 문제 및 욕구의 파악과 과제 도출의 접근이 이루어져오던 영

역들인데, 최종 실행계획에서는 ‘살기편한 환경’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세부과제의 

수는 2012년 연구에서 제시한 21개에 비하여 5개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많은 과제들이 실제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 실행 중이거나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

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실행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령친화적 도시 조건으로서 보행친화적 환경은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었으나, 실제 

서울시에서는 걷기편한 도시를 지향하는 보행친화도시계획을 이미 발표하여 실행 중

에 있기 때문에,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에는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주요 주제 구분을 통해서 2011~12년 대비, 최종 실행계획 구성 내용의 변화 내용

을 살펴보면, 당초 ‘주거편의환경’ 분야의 주거공급 안정지원과 ‘안전 및 고령친화시

설’ 분야의 시설접근방안 강화의 내용은 각각 2개, 3개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반영되었으나, 주거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 지원체계 등과 관련된 과제들은 최종적

으로는 완전히 누락되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의 시설접근 방

안과 관련된 세부과제는 2014년에 발표된 치매․요양종합대책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

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사회 주거안정, 보행편의환경 조성, 대중교통 이용편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 녹지확충 등과 같은 환경 정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세부과제

가 아예 수립되지 못하였다. 특히 환경 조성 분야에서 적극적인 세부과제 수립의 노

력이 부족했던 이유는 서울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거나, 담당 부

서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기

존의 계획 중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포

함시켜서 부서 간 협력을 추진시켜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

며, 제2기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방향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거편의 환경’의 주거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교통편의 환경’의 교통안

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고령자 안전교육 및 버스 및 택시기사 안전돌보미 양성 계

획 등은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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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제 전략과제도출(2011)
실행계획초안(2012)

최종실행계획(2013)
서울어르신종합계획

실행계획수정(2014)
베이비부머응원/치매요양대책

1. 주거편의환경 4. 살기편한환경(2)

주거공급
안정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사업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시설 확
대 및 공급
∙주택연금제도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4-4.고령자 전용임대주택 공급
4-5.독거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주거안전
사고예방

∙주거안전도 점검사업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보수비지원
∙공동주택 관리개선

지역사회
주거안정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한 노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설치운영

※마을공동체기본계획(2012.09)

2. 교통편의환경

보행편의
환경조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보행환경 
조성

※보행친화도시계획(2013.01)

대중교통
이용편의

∙환승이동편의시설 확충과 운영
효율화
∙시내버스 가로변 정류소 개선
∙저상버스 도입 확대
∙환승안내표지판 개선
∙지하철 무료이용정책 지속추진

※도시교통본부 담당

교통안전
지원체계

∙고령자 안전교통교육 강화
∙버스 및 택시 안전돌보미 양성

3.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4. 살기편한환경(3)

범죄예방
도시환경

∙CCTV 확충 및 안전마을 인증
∙U-서울안전서비스 제공

※U-서울안전서비스(2013.03)

시설접근
방안강화

∙무장애건물 확대 4-1.노인종합복지관 기능개편
4-2.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4-3.어르신복지시설 지속 확충

<치매요양종합대책>
치매․요양 인프라 적극 확충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녹지확충
환경관리

∙10분 동네공원 확충
∙대기 및 소음․악취 관리 강화

※푸른도시국 담당

표 8. 고령친화적 환경 분야 실행계획 세부과제 구성 및 추진상황

5) 사회적 존중과 세대통합

  <표 9>는 최종 실행계획의 ‘존중과 세대통합’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분야는 

기존 전략과제 및 실행계획 초안의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사회적 존중과 배려’에 

관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이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최종 실행계획의 이 분야 6개 

세부과제 중 5가지가 기존 ‘사회적 존중과 배려’ 분야의 세대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고,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분야와 관련된 세부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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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어르신 역할 강화와 관련된 1개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후생활 정보 제공, 인권중심의 노인 이해 등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기존 

전략과제 도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

로는 관련 세부과제가 전혀 구성되지 않아서 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의 반영 

정도가 가장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발표된 『베이비부머응원종합

계획』에는 노후생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되었고, 『치매요양

종합대책』에서는 인권중심 노인이해와 관련된 과제로서 치매인식 개선 및 사회적 

돌봄문화 확산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서 이전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의 반

영이 미흡하였던 ‘존중과 세대통합’ 분야의 세부과제들이 부분적으로 보완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주제 전략과제도출(2011)
실행계획초안(2012)

최종실행계획(2013)
서울어르신종합계획

실행계획수정(2014)
베이비부머응원/치매요양대책

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6. 존중과세대통합(2: 1개중복)

노후생활
정보제공

∙노후생활위한 종합정보서비스
∙노후생활정보인프라구축 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
진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
베이비부머 정보제공 및 캠페
인; 온라인포털(50+서울) 개설, 
베이비부머 가이드북(e-book) 
제작, 인식전환캠페인

소통문화
증진방안

∙이웃 중심의 소통문화 조성
∙시민 중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6-2.지역사회내 어르신역할강화
6-3.대중매체 고령친화방송가이
드라인 개발(중복)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
베이비부머 마을컨설턴트 양성

6. 사회적 존중과 배려 6. 존중과세대통합(5: 1개중복)

세대교류
기회확대

∙지역사회중심 이웃․세대간 의사
소통 활성화
∙세대통합형 마을문화공간 조성
∙세대통합형 고령친화 방송가이
드라인 개발․보급
∙노인위상제고를 위한 재능나눔 
확산

6-4.세대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6-6.세대융합문화예술활동 지원
6-5.독거어르신-대학생간 주거
공유지원
6-3.대중매체 고령친화방송가이
드라인 개발(중복)
6-1.사회공헌 어르신․단체 발굴․
시상

인권중심
노인이해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공포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노인인권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치매요양종합대책>
치매 인식 개선 및 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

표 9. 존중과 세대통합 분야 실행계획 세부과제 구성 및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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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기 실행계획 미흡 사항 보완 방향 탐색

  앞서 제2장에서는 서울시가 WHO GNAFCC 회원 가입을 위하여 제출한 실행계획

의 세부과제가 WHO 가이드라인의 점검항목과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행계획 

구성을 위해 도출되었던 다양한 전략과제들이 실제로 최종 실행계획 세부과제 구성

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

하여 제1기 실행계획 중 WHO가 권고하는 사항이나 초기 전략과제 반영이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고, 실제 향후의 보완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제2기 실행

계획 수립에 있어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탐색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

은 <표 10>에 제1기 실행계획 6대 영역(‘제2인생 설계’ 분야는 ‘일자리 및 사회공

헌’, ‘여가 및 사회활동’ 분야에 포함하여 검토함)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영역별 

검토 결과, 제2기 실행계획에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발견되

었다.

1) 일자리 및 사회공헌

  ‘맞춤형 일자리’ 영역과 ‘제2인생 설계 지원’ 영역에는 사회공헌 활동까지 포함되

어 있는 것인데, 2014년 4월 발표된 “베이비부머응원종합대책”의 내용까지 포함한다

면, 서울시 차원에서의 관련 교육 강화와과 일자리 제공 기회 확대의 노력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완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이 문제가 된다. 다만, 이 영역

에서는 정책 및 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의 노년층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고령

자 고용주 인식 개선, 노년층 창업의 지원 등의 내용이 제1기 계획의 구성에서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노년층의 정책 참여와 관련하여서

는 제1기 세부과제에 신노년 정책자문단 구성이 포함되어 있기 하지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사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모니터링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기 실

행계획에서는 공식적인 세부과제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제1기 계획에서는 고령자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돋보이기는 하였

지만, 고령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나 고용 업체에 대한 지원의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령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고령자 채용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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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시 한 번 세부과제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령자 창업 지원은 

시니어클럽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창업 

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체 인수와 관련된 지원도 가능하고, 외국의 실행 사례가 있으

므로, 이러한 방안을 세부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2) 여가 및 사회활동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제2인생 설계 지원’와 노인 대상 ‘활기찬 여가문화’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이미 민간 기관들이나 각 자치구별로 역동적으로 수행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1기 실행계획에서는 경로당, 노인복

지관, 종묘․탑골공원과 같은 기존의 여가활동 인프라를 활용 및 발전시키는 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세부과제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접근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 뿐만 아니라, 2012년 실행계획 발표 이후 2014년에 수립된 “베이비부머응원

종합대책”에서도 다양한 보완 방안이 제안된 바가 있어서, 서울시의 고령자 여가문

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WHO 가이드라인이나 초기 전략과제 도출 과정에서 언급된 소외계층 노인 

또는 거동불편 노인들의 여가문화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못하

였다는 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새

로운 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래의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2기 실행

계획 수립 시에는 고령자 대상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방식 자체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실행과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여기에는 노

인의 삶을 제3의 인생(the third age)이라 칭하며 이 시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전세계적 분위기와, 일방적인 교육 수혜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방식의 변화 추

세가 반영되어야 한다.

3)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건강한 노후’ 영역은 2014년 4월 발표된 “치매․요양종합대책”을 통해서 제1기 실



18 • 서울시복지재단

행계획의 내용이 상당 부분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완된 내용이 치매와 

요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년층 전반과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프로그램 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특히,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안전과 사고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WHO 가이

드라인과 초기 전략과제에서는 중요하게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계획의 세부

과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질병, 사고, 재난 등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응급조치에 대한 계획이 제2기 계획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거주하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노인을 보호하고 

돌보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위기 실현을 위한 실제 프로그

램의 도입 및 실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고령친화적 환경

  서울시 제1기 실행계획의 ‘살기편한 환경’ 영역에는 WHO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3가지 영역(외부환경시설, 교통수단, 주거환경)이 혼합되어 있다. 즉, 각 영역의 규

모가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내용과 고령자 

주택 공급으로 크게 나뉘어져 단순하게 제시된 것이다. 그에 반하여, WHO 가이드라

인이나 타 회원도시의 실행계획에서는 이 영역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당한 수준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 영역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은 관련 계획

(U-서울안전서비스, 보행친화도시계획, 마을공동체기본계획 등)과 사업들이 이미 

타부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획 수

립 시에도 이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환경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거시적 과제보다는 

세부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구성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를 통해서 볼 때, 제2기 실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

은 교통수단 관련 서비스와 주거 개선 및 안전 유지와 관련된 서비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중교통 노인우대 서비스는 이미 잘 운영되고 있지

만, 차량지원서비스나 택시비용지원 바우처 등 다른 방식의 다양한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편의 서비스 등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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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방식을 고민해보아야 할 때라고 보는데,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사는 주거환경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 주거 문제점이 쉽게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 전문가가 노인 서

비스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의 외국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5) 사회적 존중 및 세대통합

  ‘존중과 세대통합’ 영역은 WHO 가이드라인의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

보제공 분야가 통합된 것으로서, 서울시의 실행계획에서는 6개의 세부과제가 개발되

어 제시되었는데, 각 세부과제는 그 범위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령친화 방송가이드라인, 사회공헌어르신단체 발굴․시상,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등은 노년층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

지만, 다소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성격의 프로그램들로서 지속성과 영향력의 범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2기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도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포괄적인 범위를 가진 실행과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브랜드 개발, 고령친화 

비즈니스 가이드 등 도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과제가 개발되고 실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가 이미 50+서울 온라인

포털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

만, 사기방지 프로그램 등과 같은 주요 제공 컨텐츠 개발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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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구성분야

제1기 실행계획 보완 필요 내용
(WHO, 서울시 초기전략과제 근거) 미흡사항 추가 및 보완 현황 제2기 실행계획 수립시

반영을 고려할 사항

맞춤형 
일자리

/
제2인생
설계지원

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노인취업훈련센터운영(2004~)
베이비부머응원계획(2014.04)

정책․프로그램 기획과정 노년층 참여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등
상시 기구화와 실질적 운영

노년층을 고용한 고용주 인식 개선 고령자 채용업체 가이드, 
시상프로그램, 지원 펀드

노년층 창업기회 지원 및 정보 제공 기존 사업체 인수 지원

활동내용에 대한 적절한 보수체계 노년 적정임금 설정의 어려움
노인일자리사업모니터링 진행

건강한
노후

질병․사고․재난 응급조치 및 예방관리 응급 및 재난 대비 가이드

건강한 마을환경조성 지원체계 마련 지역사회내 돌봄체계 구축

살기편한
환경

외부
환경
시설

외부 유해환경 제한 및
안전성 제고 U-서울안전서비스(2013.03)

녹지공간, 공중화장실,
야외의자 확충․관리 푸른도시국 담당

자전거 도로 확보 도시교통본부 담당

보행친화(무장애) 환경,
건물 접근성 확대 보행친화도시계획(2013.01)

교통
수단

대중교통 편의성 및
정류장․역 접근성 증진 도시교통본부 담당 새로운 교통서비스 제공

좌석우대 등 특별서비스 택시바우처 등 이동서비스

노년층 배려를 위한 
대중교통 운전자 교육 버스․택시 운전자 가이드

노년운전/보행자 교육․편의 운전가이드, 주차편의 제공

주거
환경

노년층 주거설계․개조 및
관리․안전 점검 지원 민간차원 서비스 확대 필요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환경 조성

치매․요양종합대책(2014.04)
마을공동체기본계획(2012.09) 적극적 주거개선 방안 모색 

활기찬
여가문화
제2인생
설계지원

저렴한 행사 및 축제 참가 비용 자치구 및 민간 차원 시행중

프로그램 내용 및 참여방법 홍보 베이비부머응원계획(2014.04) 새로운 방식 프로그램 개발

소외․거동불편 노년층 참여확대 방안 소외노인 대상 서비스 확대
(식사, 여행, 차량지원 등)

존중과
세대통합

경제적 소외 노년층에 대한 지원

세대통합과 가족 간 상호작용 지원 손자녀양육 조부모지원센터

노년층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 고령친화 비즈니스 가이드
고령친화도시 브랜드 개발

노년층 대상 원활한 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50+서울”포털/앱서비스 제공 정보 제공의 적극성 모색

맞춤형 정보화 교육 제공 다양한 민간프로그램 진행 중

표 10. 제1기 실행계획 보완 필요 내용 및 보완 방안 검토

※ ‘제2인생 설계지원’은 베이비부머 대상 여가와 일자리가 혼합된 영역으로서, 각 영역에 포함하여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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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고령친화적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1. 일자리 및 사회공헌

1) 고령 근로자 정책 우수 기업․기관 시상(미국)

  “Best Employers for Workers 50+”은 미국 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가 지난 12년 간 진행해온 프로그램으로서, 50세 이상 고

령 근로자를 위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실행한 기업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

상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 근로자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은 물론, 고령자를 

포함한 다세대적 인력구조(multigenerational workforce)의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제

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서 수상 조건으로 주요하게 고려하는 영역은 채용과정,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기회, 작업환경, 유연한 근무시간 및 잡쉐어링, 그리고 은퇴에 

대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노동 조건, 근로자의 건강과 연금, 퇴직자 혜택 등이다.

  선정된 기업 및 기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대학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2014년에는 독일의 티센크루프(ThyssenKrupp)와 오토그룹(Otto Group), 

영국의 도자기 마을 스토크온트렌트(Stoke-on-Trent), 이탈리아의 사비오(Savio), 

폴란드의 씨테크(Sitech), 호주의 웨스트팩그룹(Westpac Group), 일본의 웰시아

(Welcia), 싱가포르의 국립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 등 8개국 12곳이 

선정되었는데, 이들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이 국내 

최초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수상 사례는 활기찬 다세대 인력을 구축하고 유지하

고자 하는 모든 조직에 시사하는 바가 커서, AARP에서는 향후 사례집을 발간하여 

고령 근로자 관리방안을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참고자료

∙ http://www.aarp.org/work/employee-benefits/best_employers/

∙ 손유미․이성, 2011, 베이비붐세대 제2인생설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금융신문(2014.09.11), 하나은행 국내 첫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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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고령 근로자 지원 기금(벨기에)

  2004년부터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벨기에의 “Belgian Professional Experience 

Fund”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경험(Professional Experience)을 갖춘 나이 든 근로자

를 위한 기금이다. 고령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그들에

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것으

로서, 대부분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2006년 이후에는 펀드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서 20,000여 명의 고령 근로자가 관련되어 있는 1,600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을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조달하게 되었다. 이 기금은 회사의 지원 요청이 있을 시, 

기업의 고령자 고용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진단하여 기금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

해서 조언한 후 그에 따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의 작업 접근성을 높이

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훈련하는 데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많은 기업들이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인상 방식에 불평하고 있지만, 오래된 고령 

근로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사회적 기술과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등이 기

업 성공의 열쇠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고령 근로자의 안

정적 채용을 위한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완벽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참고자료

∙http://www.age-platform.eu/good-practices/employment/2060-belgian-professional-experience-fund

3) 50+ 인력 공유 플랫폼(벨기에)

  벨기에의 “MC² Experience@Work”는 HazelHeartwood라는 고령인력 활용 컨설팅 

회사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로서, 간단하게 말하면 인력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

램이며, 프로그램명의 MC²는 “Multi Company Mobility Centre”의 약어로 여러 회사

를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력 근로자, 특히 50+ 세대의 경력 

근로자들이라는 공동의 자원을 여러 회사가 함께 공유하며 한시적으로 교환하는 등, 

기업의 인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을 위한 플랫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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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생겨난 배경은 고령 인력에 대해 상충되는 두 가지 경향성에 기반

하고 있다. 즉, 규모가 큰 회사는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을 권유하는 경향이 높지만, 

동시에 숙련된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그들을 경험을 대체할만한 인력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서로 

다른 입장과 어려움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Multi Company Mobility Centre”를 통해 

진행되는 “Experience@Work” 프로젝트는 50+ 인력이 원래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회사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참고자료

∙ http://www.age-platform.eu/good-practices/employment/2118-mc-experience-work-support-
employment-of-50-workers-in-belgium

∙ http://hazelheartwood.com/en/

4) 고령인력 활용안내서(프랑스,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주 캔버라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들은 고령자의 일자리 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장은 연령주의의 편견으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차별

이 가장 빈번한 곳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고령친화도시 회원도시들은 사업장에

서 고령 인력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의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적절하게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

랑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Ontario), 호주 캔버라시(Canberra)에서는 고령인력을 고

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안내서의 내용은 연령주의(Ageism)의 문제와 고령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고려해

야 할 사항 등으로 유사한데, 특히 캔버라의 경우에는 45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의 

이점에 대해서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령 근로자가 일하기 적

합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40쪽 분량의 안내서 “PRÉSERVER LES 

SENIORS : UNE RICHESSE DE L’ENTREPRISE”을 발간하였다. 이 안내서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웰빙과 관련하여 고령자에게 특히 힘든 작업 환경, 경력관리 방안, 고

령친화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9가지 요인(기계조작, 자세, 진동, 

화학약품, 소음, 열기, 냉각, 작업교대, 순간적인 압력 등)을 선정하고 각각의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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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기 간편한 시트로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안내서 “고용주를 위한 고령 근로자 

리소스키트(Older Worker Resource Kit for Employers)”를 제작하였다. 이 안내서

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과 다양한 세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고령친화도를 직접 체크해볼 수 있는 도구(Older Worker Friendly 

Employer Assessment Tool)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이 도구에서는 모집, 채용, 

승진, 훈련, 편의시설, 다양한 근로형태와 부가급여 등에 관한 내용을 체크해보고 해

당 사업장의 고령친화도를 점수로 확인해볼 수 있다. 

프랑스 안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안내서 호주 캔버라시 안내서

☞ 참고자료

∙ http://www.age-platform.eu/good-practices/employment/1722-french-publication-on-good-practic
es-on-working-conditions-for-seniors

∙ 프랑스 안내서 CESTP-ARACT, 2013, PRÉSERVER LES SENIORS.

∙ 온타리오주 안내서 Employment Ontario, 2009, Older Worker Resource Kit for Employers.

∙ 캔버라 안내서 Canberra, 2011, ACT BUSINESS GUIDE TO MATURE WORKERS.

5) 사업체 인수 지원 프로그램(독일)

  독일은 생계형 창업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창업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인수

에 대한 지원에 착수하여(서울연구원, 2012), 은퇴자들의 성공적인 사업 인수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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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주기 위한 인터넷사이트(www.nexxt-change.org)를 2006년부터 개설하여 운

영 중이다. 이와 함께 관련 안내서인 “사업인수(Unternehmensnachfolge)”도 발간하

였다. 서울연구원(2012)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은 시작부터 사업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반면, 시장 개척, 장기적으로 좋은 평판 쌓기 

등의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이에 반해 사업인수는 사업자가 이미 어느 정도 시장기

반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러한 이유로 은퇴자들에게는 사업인수가 창업보다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독일에

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다. 

☞ 참고자료

∙ 서울연구원, 2012, 창업의 대안으로 성공적인 사업인수를 도와주는 인터넷사이트 개설과 안내서 발간
(독일), 세계도시동향, 제278호.

∙ http://www.nexxt-change.org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4, Unternehmensnachfolge: Die optimale Planung.

6) 노인이 참여하는 환경활동과 지원조직(미국)

  노년의 활동은 금전적인 활동과 비금전적인 활동으로 나뉠 수 있다. 비금전적 활

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은 자선적 활동과 시민참여의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시민활동으로 

“노인 참여 환경활동 연합(Environmental Alliance for Senior Involvement: EASI)”

을 들 수 있는데, 이 활동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돌보고 보호하는 시민 

참여를 확장하기 위해 노인의 환경적 윤리, 활동과 기여를 키우고 촉진하여 활용하

고자 설립된 것이다.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노인환경자원봉사단(Senior 

Environment Corp: SEC)의 연합체로서 미국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자

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시니어 참여 환경 연합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개선과 실천방안을 노인이 먼저 교육받고 실천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

는 것들이다. 이들의 활동 중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해 예방, 학교 방문 환경 교육, 

에너지 절약, 보건 환경 교육, 대기 및 수질 환경 모니터링, 노인 대상 Green G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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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활동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세계 물의 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발전소, 폐광 등의 환경 위험물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살아가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환경의

식을 높이는 교육과 연구 활동 등 그 폭이 다양하다.

  시니어 참여 환경 연합은 각 프로그램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

할과 프로그램의 매뉴얼 및 관련 성과를 사회적으로 알려 노인의 환경과 관련한 자

원봉사 기여도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지역사회 노인의 환경보호 자

원봉사활동이 단순한 휴지 줍기와 쓰레기 분리수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

회 이슈에 걸 맞는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실천 개발과 지원제도 마련 등을 위해 벤

치마킹할 만한 자료이다.

☞ 참고자료

∙ Hooyman& Kiyark(2011), Social Gerontology, PEARSON, 530p

∙ http://www.ea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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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 및 사회활동

1) 제3기 인생을 위한 제3기 인생 대학 지원 조직(영국)

  “제3기 인생 트러스트(The Third Age Trust)”는 “제3기 인생대학 운동(U3A 

Movement)”을 전개하는 영국의 전국 조직이다. 고령화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확

산됨에 따라 나타난 3기 인생대학(University the third Age)의 시작은 영국이었다. 

1981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국의 역사학자 Peter Laslett의 주도하에 제3기 

인생대학(University the Third Age: U3A)의 가능성이 토론되었다. Peter Laslett의 

제3기 인생론(The Third age)은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길어진 수명, 은퇴 후 

역할상실의 인생론과 다르게 최후 질병 등으로 의존하는 시기 이전에 성찰과 자기 

발견의 제3기 인생(The third age)을 강조한다. 

  제3기 인생대학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시작으로 런던과 각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에도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슷한 모형이 실행중이다. 영국에서는 1983년 10월, 전국적 조직인 3기 인생 트러

스트가 인가되기에 이른다. 영국의 각 주와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3기 인생대

학의 대표기구인 제3기 인생 트러스트(The Third Age Trust)는 유한회사이면서 자

선단체이다. 이 트러스트의 미션은 제3기 인생대학 운동의 성장을 촉진하고, 제3기 

인생대학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관리를 지원하고, 제3기 인생대학 운동을 고양시

키고,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제3기 인생에서의 학습 이익을 고양시키기 위한 조직운

영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3기 인생 트러스트의 목적과 핵심 활동은 U3A를 교육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새로운 제3기 인생대학을 개발하는 것, 영국에서 제3기 인생대학 운동을 고양시

키고 대중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들의 핵심 사업은 제3기 인생대학에 대한 

교육적 행정적 지원을 위해 세미나와 컨퍼런스 개최 방향, 소수자 집단이 제3기 인

생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 지역 신탁과 지역 세미나 프로그램 조직

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활성화 방안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즉, 트러스트는 매년 

새로 가입시킬 3기 인생대학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 활동을 수행하고 새로운 제3

기 인생대학 개발을 위한 외부활동을 전개한다. 트러스트의 재정은 회원조직의 회비

와 자체사업수익으로 조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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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3A 트러스트 홈페이지

☞ 참고자료

∙ http://www.u3a.org.uk/the-third-age-trust.html

∙ http://www.u3a.org.uk/the-u3a-story.html

2) 고령자 특화 여행프로그램(스페인)

  유럽연합(EU)은 고령자의 참여를 통한 고령자 여행프로그램이 향후 사업에서 중

요한 부분임을 파악하고, 고령자 여행프로그램이 유럽연합의 직업 확대와 경제성장

을 위해 기능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유럽노인여행(Europe Senior Tourism)

은 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를 갖고 2009년 시작되었으며, 유럽 노인들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통한 활기찬 

노년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16개국 14만 유럽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55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식도락, 자연, 레저, 문화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행계획을 컨설팅 받

을 수 있는데, 출발지, 여행기간, 평소의 관심(문화, 스포츠, 자연, 건강, 축제, 쇼핑), 

받고 싶은 서비스, 알고 싶은 여행지 정보(박물관과 유물, 축제, 레스토랑, 날씨 등

등)를 입력하면 나의 여행계획이 이메일로 서비스된다.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AGE UK와 미국의 AARP에서도 여행자를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AGE UK

에서는 영국탐험이라는 주제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각 사이트에서는 모두 도착지의 다양한 여행정보와 

고령자가 여행할 때 유의할 팁, 여행 계획을 위한 네비게이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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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http://www.europeseniortourism.eu/en/index.html

∙ http://www.age-platform.eu/age-work/age-policy-work/senior-tourism

∙ http://www.ageuk.org.uk/travel-lifestyle/travel-abroad-international-holidays/

∙ http://travel.aarp.org/?mbox=tbr121213

3) 여행 및 합숙을 통한 고령자 교육(미국, 스웨덴)

  미국과 유럽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이나 교육․훈련이 여행 및 합숙프

로그램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그 예로 미국의 엘더호스텔

(Elder Hostel)과 스웨덴 PRO(연금생활자협회) 은퇴자학교(Folkhögskola Gysinge)

를 들 수 있다. 우선, 엘더호스텔은 1975년 뉴햄프셔주의 대학에서 설립된 비영리기

관으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 평생학습기관으로 평

가받고 있다(손유미․이성, 2011). 엘더호스텔은 교육과 모험이 혼합된 형태(learning 

adventures)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더욱 풍부한 인생경험의 

기회를 제공해보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의 여행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특별 교육과정은 대학교 기숙사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있다. 

  엘더호스텔은 “로드 스칼라(Road Scholar)”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관련 

웹사이트에서를 보면 현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세계 각국의 

‘교육 여행’ 상품 5천500여 개를 선보이고 있고,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부터 크루즈

까지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크게는 

바다와 강을 탐험하는 ‘선상 모험(Adventures Afloat)’, 손자와 함께 여행하는 ‘세대 

간 여행(Intergenerational)’,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 학습(Service Learning)’ 등으로 

분류된다. 한편, 스웨덴 은퇴자학교는 스웨덴 연금생활자협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여

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장기 또는 단기간 교육과정들이 주를 이루는데, 길게

는 몇 개월 동안 수강생들이 함께 합숙하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 참고자료

∙ 손유미․이성, 2011, 베이비붐세대 제2인생설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http://www.roadscholar.org/default.asp

∙ http://www.pro.se/PROs-Fh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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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관 고령친화 프로그램(미국 브룩클린타운)

  미국 메사추세츠주 브룩클린(Brookline)에서는 도서관의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저시력(low-vision)의 노인들을 위한 공공시설 조사,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노인들의 접근성 강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 온라

인을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의 크리에이티브 노년을 위한 툴킷

(Creative Aging Toolkit for Public Libraries)”은 노년과 도서관, 창의적인 노년에 

관한 연구와 현장의 우수 사례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

영을 위한 계획 및 실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

그램은 노인들의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로 인해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

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다.

  서울시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도서관 노인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및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노원구는 구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은빛책날개’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을 위한 

추천 도서를 선정하여 큰활자본으로 별도 제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리고 성

북구의 청수도서관은 고령친화적 프로그램으로서 큰 활자본 도서 제공 이외에도 노

인 이용자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노년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툴킷 제공 웹사이트

☞ 참고자료

∙ http://www.brooklinecan.org

∙ http://creativeagingtoolki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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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니어세대 교류를 위한 지역살롱(일본 히노시)

  일본 도쿄도 히노시에서는 2008년부터 아파트 단지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시니

어를 위한 ‘교류 살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등의 시니어들에게 사회

참가의 계기 만들기와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시니어들이 편하게 있을 장소가 있으면 지역의 다양한 사람

들이 모일 것이고, 새로운 지역주민과 지역 활동가 등과의 교류가 이루어져 새로운 

활동의 영역이 넓어져가는 선 순환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활동 정보 

발신의 거점 역할도 하게 하게 것이며 자연발생적으로 리더도 생겨나올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살롱 사업은 시니어들이 일상적으로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조

성하여 편하게 동료들과 모여 지역의 활동 등에 참가하게 하는 지역활동의 거점 만

들기인 것이다. 시니어 지역살롱의 입실료는 100엔으로 이곳에서는 커피, 녹차가 무

제한으로 리필이 된다. 그리고 도시락 등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 최근

에는 주변으로부터 꽃이랑 떡도 가져다주는 등 지역사회에 정착되고 있으며, 시니어

를 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1일 무료 이용권 등을 배포하면서 홍보활동도 이루어지

고 있다.

히노시 모구사 단지 교류살롱 외관 1일 무료이용권

☞ 참고자료

∙ http://www.hi-know.tokyo/

  http://www.senior.metro.tokyo.jp/tokyo_solve/pdf/kyougi_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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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노년(영국 웨일즈)

  시나몬 트러스트(The Cinnamon Trust)는 노인들이나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행

복하고 사랑받으며 마지막 생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영국 웨일즈

(Wales)에서 활동하는 자선단체이다. 시나몬 트러스트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관

련 자원봉사 활동을 살펴보면, 참여하고 있는 1만 5천명의 자원봉사자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애정 어린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주인들과 함께 노력한다.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업무는 동물을 산책시켜주고 단기간 위탁해 주는 활동이다. 예

를 들어, 우리는 바깥 출입을 못하는 주인을 위해 매일 개를 산책시켜 주고 강아지

의 병원진료를 대리하고, 고양이 먹이를 주거나 새장을 청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시나몬 트러스트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을 사랑하게 되면서 주인에게 사랑, 돌봄과 

안전을 위한 평화의 마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한해 32,142명에

게 41,342마리의 동물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나몬 트러스트는 반려동물

과 함께 노인을 돌보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혼자 사는 노인인구가 점차 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친구를 제공해 주는 활동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행복한 노년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시나몬 트러스트 홈페이지

☞ 참고자료

∙ http://www.cinnamon.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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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년의 예술활동 활성화 프로젝트(유럽연합)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의 혁신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

여 유럽연합의 유럽극장공연협정(European Theatre Convention: ETC)은 “노년의 

예술(The Art of Ageing”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적으로 진

행되었다. 첫째, 예술과, 과학자, 정치경제 이해관계자와 노인, 젊은이 할 것 없는 전

체 인구집단 들 사이에서 “노년의 예술”이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고령사회

의 정치, 사회, 생물학, 경제적 도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셋째, 모든 세대를 사회

의 활동적인 일부분으로 촉진한다. 

  이들이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유럽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4명의 주요국의 공

연작가들의 토론회에서부터 시작된다. 노년의 예술 프로젝트에서는 네 명의 공연작

가를 인터뷰한 결과를 연구하는데, 이들은 유럽의 고령화 주요 현상을 ‘더 좋은 돌봄 

프로그램의 필요’, ‘젊은 세대의 위축’, ‘노동력으로 공급되던 이민자의 퇴조’를 설정

하였다. 새로운 프로덕션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기반 하여 ‘제1회 유럽 공연과 과학 

페스티벌“에서 쇼케이스를 열었으며, 에델 아드난의 사랑의 합일을 다루는 극, “밤 

늦은 어느 때에(Irgendwann in der Nacht)”를 초연하였다. “노년의 예술” 프로젝트

가 벨기에의 리에주 극장에서 2014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던 때에 프랑

스, 독일에서는 극이 공연되었다. 극작가들의 프로젝트는 첫 번째 결과를 나누기 위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노년의 예술 프로젝트는 이슈를 제기하고 관련된 공연과 토의를 계속 이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고령사회의 문제를 전체 사회구성원과 논의하여 공연 감

상만이 아닌 사회적 공감과 합의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 어르신정책

모니터링단 사업운영보고서(2014)에서는 여러 가지 노인 문화 프로그램들을 모니터

링 결과로 소개하고 있다. 주로 TV 건강 프로그램과 드라마, 영화, 연극 등에서 노

인과 죽음을 소재로 한 내용인데,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을 소비의 주체로만 삼는 

프로그램의 단편적인 증대만을 볼 수 있었다. 고령사회 사회적 연대와 합의를 이끄

는 도구로 예술을 활용하는 유럽인들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만한 이유이다.

☞ 참고자료

∙ http://www.artofageing.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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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사회활동 방안(노르웨이 오슬로시)

  2013년 UN이 정한 10월 1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고령친화도시 회원도시 중 하

나인 노르웨이 오슬로(Oslo)에서는 “Walker Rally” 행사를 처음 개최하였는데, 이 행

사는 오슬로의 노인 돌봄 전략에 있어 새 지평을 마련하는 뜻 깊은 프로그램이었다. 

2013년 70명이 참가한 데 이어서 2014년에는 140명이 참가하였고, 많은 언론의 주

목을 받기도 하였다. 행사는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등의 보행기구를 이용하는 노인

이 참가하여 보행기구를 이용해 주어진 거리를 완주하거나, 자신의 보행기구를 얼마

나 멋지게 꾸몄는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행사를 위해서는 충분히 

훈련받은 청년 조력자가 배치되며, 시니어 패트롤로 활동하는 은퇴 경찰관들이 시상

과 안전한 행사 진행에 도움을 준다.

  도심 한가운데서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음악과 음식이 함께 제공되는 이러한 

이벤트는 노인의 신체적 활동을 증진시켜 노년을 보다 활기차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오슬로시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며, 노인의 도시 환경 접근성과 안전성을 향상

시켜서 노인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고자 한다. 행사가 거

듭될수록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행사를 통해 노인들이 활동할만한 장소나 기회가 충분치 않다

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관련 문제 개선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진출처 : http://agefriendlyworld.org/en/walker-rally-in-oslo/

☞ 참고자료

∙ http://agefriendlyworld.org/en/age-friendly-cities-in-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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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인의 현명한 경제생활 지원(미국 뉴욕시)

  뉴욕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의 건강 및 사회서비스(Health and Social Services) 

분야에는 위험상황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몇 가지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

에는 경제적 사기범죄에 대해 뉴욕시 노인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Savvy Seniors” 캠

페인을 확대해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캠페인은 뉴욕 소비자보호국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을 위해 “Be a 

Savvy Senior!”라는 간단한 안내서를 제작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2011년 이후 노인

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서는 뉴욕 

전역에 22개의 금융지원센터(Financial Empowerment Center)를 운영하며, 금융 및 

경제생활에 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Be a Savvy Senior!”는 1장짜리 안내서인데, 여기에는 모기지론과 주택 개조 지

원 서비스, 인터넷쇼핑, 방문판매, 복권 및 경품, 기부금 모금 등을 빌미로 한 다양

한 사기의 유형과 그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간단하게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는 뉴욕시 노인국(Department for the Aging)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게임 서

비스 “It's My Money”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게임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사

기와 범죄에 대해서 게임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여 그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 사기피해 예방 게임 화면 Be a Savvy Senior 안내서

☞ 참고자료

∙ http://www.nyc.gov/html/dca/downloads/pdf/senior_savvy.pdf 

∙ http://www.nyc.gov/html/dfta/html/senior/financial.shtml.

∙ http://www.nyc.gov/html/nycmg/nyctvod/html/home/tsny_df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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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1) 낙상예방 프로그램(미국 뉴욕시, 영국)

  노인의 낙상은 사망의 주원인이 되기도 할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서 뉴욕시는 시 차원에서의 낙상방지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즉, 보건의료, 사

회서비스, 옹호단체들이 참여한 낙상예방연합(NYC Falls Prevention Coalition)을 구

성하여, 낙상예방 웹페이지와 안내서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낙상의 위험에 대

한 대중과 전문가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영국의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후원하고 Health Promotion England에 의해 운영되는 “Avoiding

Slips, trips and broken hips”라는 낙상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에서는 정기적인 안과검진 등 간단하고 쉬운 예방법과 친척, 친구, 이웃과 노인을 돌

보는 가족들에게 경고 증상에 대해 리플렛, 카세트, 비디오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보통 이러한 낙상예방프로그램에서 집중하여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통적인데, 

신체기능에 대한 관리와 집안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즉, 시력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안과검진, 복용하는 약물의 확인, 운동을 통한 신체기능 유지가 필요

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집안에서 미끄럼방지 제품을 사용하거나 무엇엔가 걸려넘

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뉴욕시 노인을 위한 낙상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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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http://www.nyc.gov/html/dfta/html/health/falls-prevention.shtml

∙ NYC, 2010, How to Prevent Falls : A guide for older adults.

∙ http://agefriendly.ie/louthagefriendly/113-2/

∙ Gaze H, 2000, Campaign. Avoiding slips, trips, broken hips, Nurs Times 22-28;96(25):12-3.

2)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미국 시애틀시)

  시애틀시(Seattle)의 휴먼서비스국(Human Services Department)에서 노인 및 장

애인서비스(Aging & Disability Service: ADS)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Healthy

Aging Initiatives” 프로그램은 건강을 위한 운동과 영양섭취를 향상시켜 건강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노후의 만성질환을 통제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서, 프로그램 구성

은 다음과 같다. 

① Health Enhancement Program(HEP): 동기부여를 통해 건강행위변화를 유도하는 

6-12개월 프로그램

② Lifetime Fitness Program(LFP): 근력, 균형, 유연성, 심폐기능강화를 위한 집단 

건강운동 프로그램으로 주3회 실시

③ PEARLS(Program to Encourage Active, Rewarding Lives for Seniors): 경증의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해결방식의 상담개입 프로그램

☞ 참고자료

∙ http://www.seattle.gov/humanservices/seniorsdisabled/aginginitiatives.htm

3) mHealth를 활용한 거택개호서비스(일본)

  “Teac System Create”는 24시간으로 운영되는 거택개호업체의 부족한 인력과 자

원의 적절한 관리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한 모바일 솔루션 ‘Comet Care'를 구축하여 

거택개호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iPad 등 PDA 또는 터치패널컴퓨

터를 이용하여 개호 환자 정보를 실시간‧무선으로 송수신하고 중앙 서버를 통해 분

석 및 관리하며, 개호 인력 간 정보의 공유를 통한 일정조정, 환자 변경 시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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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단축, 주의사항 알림기능, 기록 문서화 시간 절감 등 서비스 효율화를 가능하

게 한다. 개호환자의 정보 송수신을 위한 기술로는 Fujitsu에서 2012년 환자의 건강

상태(체중, 혈압 등)를 측정하여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가족에게 자동 전송할 수 있

는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폰과 거택개호서비스의 융

합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24시간 개호서비스콜센터, 건강측정장치와 

스마트폰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고령자 모니터링 서비스 등이 있다.

☞ 참고자료

∙ KOTRA 해외시장보고서, 2012, 일본의 新고령세대, 새로운 시장은 연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국외 U-Health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4)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식사(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아그드, 영국 런던시)

  노년의 식생활은 매우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 신체기능이 약화되고 가족 및 사

회와 단절되어갈수록 양질의 식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노인의 식생활은 좀처럼 개

선되기 어려운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라운드테이블(Autour d’une table)”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2004년부터 진행되어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노인에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주민

과의 교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주 1회 자원봉사자와 노인

들이 소규모의 그룹별로 동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식당까지 노인을 픽업하는 서비스도 책임지게 된

다. 이 프로그램은 양질의 영양 공급은 물론, 소통의 즐거움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프랑스 아그드(Agde)의 “Les Foyers Restaurants”이라는 프

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내 몇 개 식당을 거점으로 은퇴자

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의 도움 하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모임 등의 활

동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런던시(London)에서는 보다 큰 규

모의 것으로서, 노인뿐 아니라 이웃 간 융화와 교류를 목적으로 한 “거리파티(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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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를 개최하고 이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빅런치(Big Lunch)”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빅런치는 매년 커뮤니티 주민들이 거리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이

다. 함께 하는 식사는 누구에게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니만큼, 이러한 행사 및 프

로그램들이 노인 세대에 대한 접근 방안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유도

해낼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진출처 : http://agefriendlyworld.org/en/autour-dune-table-2/

☞ 참고자료

∙ http://www.ville-geneve.ch/actualites/detail/article/1385717239-autour-table-moment-chaleureux-aine

∙ http://www.ccas-agde.fr/age-d-or/les-foyers-restaurants

∙ 서울연구원, 2011, 이웃 간 융화와 교류를 위해 ‘거리파티’ 개최(런던), 세계도시동향, 260호.

5) 노인동료 만들기 프로그램(미국)

  “Senior Companion Program”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도움이 필요한 동년

배들과 동료관계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목적의 노인 자조모임이다. 이 모임을 통해 운동이나 혈압, 당뇨조절을 위한 

투약여부 등 건강관리를 노인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관심을 갖고 지지

할 수 있는 소집단을 구성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 참고자료

∙ http://www.seniorservices1.org/seniorcompanionpag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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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매노인 독서토론 모임(영국 데번주)

  영국 데번주(Devon)의 두 도서관은 치매노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데번주의회는 치매환자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 그들의 기억력과 상상력을 

자극시키고자 자선기관인 ‘The Reader Organization’과 협력하였다. 2011년 2월 16

일부터 총 12회의 독서토론 모임이 개최되었으며, 첫 모임은 엑서터(Exeter) 중앙도

서관에서 실시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그룹은 유명한 단편소설이나 시 등

을 듣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운영된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접촉함으로써 그들 삶의 중요한 장면들을 기억해내

고, 디킨스(Dickens)나 로리리(Laurie Lee)의 소설이나 존베처먼(John Betjeman),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ast)의 시를 읽는다. 한 회기가 끝나면 그들은 책읽기를 

통해 얻은 기억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다. 모든 세션은 무료로 운영되며, 돌봄

가족도 환영한다. 주의원인 Stuart Barker는 이 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편안하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

게 되고 그룹을 통해 책읽기의 기쁨과 삶의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기억력을 되살려

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참고자료

∙ 서울연구원, 2011, 지역도서관 및 시민단체와 치매치료 독서토론 모임 운영, 세계도시동향.

∙ http://news.bbc.co.uk/local/devon/hi/people_and_places/newsid_9398000/9398168.stm

7) 노인 돌봄제공자(caregiver) 지원 프로그램(미국)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n 

Aging(AoA)에서 실시하는 돌봄제공자 지원 프로그램(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NFCSP)은 미국 노인법(The Older Americans Act of 1965, 371

장: OAA Title IIIE)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NFCSP는 2000년에 시작되었다. 이

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들

이 가능한 집에서 그들의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족들은 노인 대상 장기요양서비스의 주된 제공자들이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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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심각한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돌봄제공자들이 

이러한 책임감으로 인해 갈등한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22%의 돌봄제공자들이 동

시에 두 명을 돌보고 있고, 그 중 8%는 3명 혹은 그 이상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돌봄제공자의 과반수이상이 자신의 건강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50대 

이상으로, 3분의 1이 실제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NFCSP에서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참여 돌봄제공자 지원, 개인상담, 상호지원그룹 조직, 돌봄제공자 훈련, 돌봄제공자

의 휴식을 위한 일시위탁보호, 제한된 범위 내의 추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다른 주의 지역기반 서비스들과 연계되어있다. 

☞ 참고자료

∙ http://www.aoa.acl.gov/AoA_Programs/HCLTC/Careg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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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친화적 환경(교통․주거․시설․안전)

1)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내서(호주)

  호주에서는 고령자의 노상 안전과 관련하여 별도의 웹사이트(Information for Oler 

Road User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운전자, 보행자, 스쿠터, 모터바이크,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노인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

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핸드북(Older Driver Handbooks)”을 보급하고 있

다. 고령친화도시 회원도시인 호주의 캔버라에서는 75세가 된 시민들에게 이 핸드북

을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조치 마련을 돕기 위한 안내서도 

제작하여 노인이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핸드북 표지 운전 은퇴를 위한 안내서 목차

☞ 참고자료

∙ http://www.seniorsmovingsafely.org.au/index.html

∙ Department of Urban Services Council on the Ageing(ACT), 2003, ACT Older Drivers' Handbook.

∙ Monash University Accident Research Centre, 2004, Retiring from Driving : guide for older drivers 
in the ACT, and their friends an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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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을 위한 혁신적 이동수단(프랑스 리옹)

  도시에서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은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제약

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 리옹(Lyon)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인력거(Cyclopousse)” 서비스를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력거의 외형을 보면 

간단한 보호용 차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삼륜 자전거 형태로, 운전자를 제

외하면 최대 2명이 탑승할 수 있다. 노인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서

비스는 공공․민간 연합체인 Association Residences et Foyers(AREFO)라는 단체가 

리옹지역과 파트너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인데, 500미터에서 1.5킬로미터 정도의 근

거리 목적지까지 훈련받은 운전자들이 운행을 한다. 재가요양(home health) 대상자

는 무료이지만, 일반 이용자는 가입자 1.9유로, 비가입자 3.8유로의 비용을 받는다. 

  인력거의 특성상 매우 밀착된 관계 형성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의미가 있다. 즉, 보다 친밀한 분위기에서 편안하

고 안전하게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가 가지는 중

요한 의미 중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는 노동시장

의 고용 효과(인력거 운전자 고용)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 

인력거 내 광고물 부착 등을 통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효과 등,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의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 http://www.arefo.com/les-raisons-du-projet/

☞ 참고자료

∙ http://www.lyon.fr/actualite/solidarite/cyclopousse.html

∙ http://www.arefo.com/arefo-services/le-cyclopou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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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을 위한 택시바우처와 버스운행(미국 뉴욕시․브룩클린타운)

  뉴욕시에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 노인들의 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 대상 택시바우처를 시범운영

하였다. 대상은 AAR(Access-A-Ride)2) 대상자 일부로 하고, 승객이 2.25달러를 

지불하면, 뉴욕시와 MTA(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가 그 나머지 금액을 보

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10년 12월부터 90일 간 운영 예정이던 시범사업 운

영 결과, 325명의 승객이 한 달 간 880회 이용하고, 1회 운행 비용은 기존 AAR 운

영 비용보다 70%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1년 6월까지 연장 운영되었다.

  현재 뉴욕시 노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2012년 11월부터 “Taxi

Smart Card Program”을 대중교통 이용이 특히 어려운 뉴욕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서, 100달러가 선입금된 카드로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12.5달러는 이용자가 자부담하고, 87.5달러를 보조

해준다. 이후 12.5달러의 개인 비용 부담 시 총 4번까지 추가 충전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최초 고령친화도시 회원인 미국 메사

추세츠주 브룩클린(Brooklein) 타운의 택시서비스가 있다. 이곳의 “BETS(Brookline

Elder Taxi System)” 프로그램은 고령사회위원회, 지역개발보조금, 브룩클린택시회

사 후원으로 운영되는데, 10달러짜리 택시 쿠폰을 5달러의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60세 이상 주민으로 소득이 46,300달러(부부일 경우 52,950달러)를 넘지 않

을 경우 쿠폰 구입 자격이 부여되는데, 첫 구매 시에는 브룩클린 노인센터에 소득증

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편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브룩클린에서는 

“Brookline Elderbus”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버스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

지 부룩클린 노인센터, 요양시설, 쇼핑지역, 롱우드지역의 병원 등을 거치는 노선을 

매 시간 운행하며, 이용 요금은 50센트이다.

☞ 참고자료

∙ NYC, 2013, Age Friendly NYC : 59 INITIATIVES.

∙ http://web.mta.info/nyct/paratran/guide.htm

∙ http://www.brooklinecan.org

2) AAR(Access-A-Ride)는 뉴욕시 MTA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보조 서비스로,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문전성 높은 교통수단을 예약제로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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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주거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독일 레겐스부르크시)

  우리의 노인을 위한 주거 관련 정책은 시설 입소나 임대주택 공급에 치우친 경향

이 있다. 하지만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에서는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이 거주

하던 지역사회 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노인의 주거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정책은 이 프로젝트의 지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하여 살

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에

서도 다양한 민간 주체를 통해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통합적

이고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레

겐스부르크시(Regensburg)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레겐스부르크시의 노인 및 기초사무소(Senioren und Stiftungsamt)에서는 주요 사

업으로 “Regensburgs Nette Nachbarn: ReNeNa”를 진행하고 있다. 좋은 이웃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조직하여 지역의 노인들을 보살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상담은 물론 다양한 돌봄서비스, 사회교육에서 세대

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사업은 노인의 자립적 생활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

에서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주거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주거 개선과 관

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도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는 지역 주민들을 통해 해결되고 있

다. 하지만 간단한 수리를 넘어선 큰 규모의 공사는 전문적 설계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및 재정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건축 관련 전문가가 시에 근무하고 있어서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출처 : http://www.regensburg.de/leben/gesellschaft-u-soziales/senioren/hilfe-im-alter/wohnen-leben

☞ 참고자료

∙ http://www.regensburg.de/leben/gesellschaft-u-soziales/senioren/senioren-und-stiftungsamt/ren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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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규모 노인 여가활동 시설(독일, 프랑스 파리시)

  우리의 노인복지서비스는 비교적 큰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한 개의 노인복지관이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범위가 넓다보니 노인들의 접근

성이나 욕구 민감성 등에 있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

에서는 큰 규모의 시설보다는 작은 공간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독려하는 방식

이 일반적인 형태로,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부 받더라도 기관 운영의 

많은 부분들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구성 또한 해당 지역 노인들

의 욕구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소규모 노인 여가활동시설의 예를 들고자 한다.

  독일 “시니어사무소(Seniorenbüro)”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의 후원에 의해서 연방시니어

사무소협회(Bundesarbeitsgemeinschaft Seniorenbüros e.V.; BaS)가 총괄 운영하고 

있는데, 도입 초기에는 44개소에 불과하였지만,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344개소가 

영 중이다. 시니어사무소는 노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응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운영은 노인들의 자원봉사에 기반한다. 

각 사무소의 프로그램은 운영자, 지역 여건, 활동 영역에 따라 각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대상은 공통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고자 하

는 5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시니어사무소의 프로그램은 기관별로 상이하여, 독서

멘토, 수학코치, 방과후숙제도우미, 조부모역할, 교육멘토, 자원봉사관리자, 컴퓨터강

사, 문화 및 환경프로젝트 활동, 치매도우미 등과 같은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서 단순

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등에 이르는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총 56개의 시니어클럽(Clubs seniors)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클럽은 조기 은퇴자를 포함하여, 55세 이상 또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주로 이

용하는 곳이며, 여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공예, 뜨개질, 신체활동(댄스, 체조 

등)과 각종 문화활동(음악, 극장나들이 등) 등이다. 파리시 시니어클럽의 회원이 되

기 위해서는 파리시 사회관리센터(Centre d'Action Sociale de la Ville de Paris: 

CASVP)에서 무료로 발급해주는 클럽카드가 필요하다. 이 클럽은 대개 지역 내 곳

곳의 작은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니어클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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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와 같은 노인주거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

회 내 다른 클럽, 학교, 대학 등과 연계하여 다른 세대와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진행

하기도 한다.

독일 시니어사무소 컴퓨터수업 장면 및 안내게시판 프랑스 시니어클럽 안내서

☞ 참고자료

∙ http://www.scc-berlin-mitte.de/kontakt.html

∙ http://www.seniorenbueros.org/

∙ http://www.lesmaisonsderetraite.fr

6)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 커뮤니티 조성 사업(미국)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 커뮤니티 조성(Building Healthy Communities for 

Active Aging)” 프로젝트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고령화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

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성장(smart growth)과 활기찬 노년(active aging) 개념을 

접목시켜 성공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둔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프로그램으

로, 애틀랜타시와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브라조스카운티(Brazos), 텍사스주와 같

은 비도심지역의 커뮤니티도 장애없는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노인들을 위한 휴양 

공간 및 교통수단 제공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모범 커뮤니티로 선정된 바 있다.

☞ 참고자료

∙ http://www.epa.gov/research/aging/bhc/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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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인을 위한 재난 대비 안내서(미국 플로리다주)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등 지역의 기후 특성상 재난의 위험성

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편으로, 매년 5월경 노인들을 대상으로 

“Disaster Preparedness Guide for Elders”라는 재난 대비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 

안내서의 배포는 플로리다주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Elder Update”라는 격월 간

행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간행물은 주에 거주하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무

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플로리다주의 노인담당국(Department of Elder 

Affairs)의 다양한 노인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Elder Update”의 2014년 5/6월호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산불, 단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각각에 대한 대비 및 대처 방

법은 물론, 재난 복구를 위한 내용까지도 수록되어 있다. 이 가이드에서는 특수한 상

황에 대한 안내도 눈에 뜨이는데, 예를 들어 청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나 반려동물을 

위한 가이드도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 도구로서, 지인

들의 연락처 기입양식, 상황별(집, 사무실, 차량 등) 비상물품 구비 목록과 함께 체

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특별히 노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이 안내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노인을 위한 재난 대비 가이드

☞ 참고자료

∙ http://elderaffairs.state.fl.us/index.php

∙ Elder Affairs, 2014, Disaster Preparedness Guide for Elders, Elder Update,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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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존중 및 세대통합

1) 베이비부머 지역데뷔 가이드북(일본 효고현․가고시마현)

  일본의 효고현 및 가고시마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직장생활에서 퇴직한 베이비

부머를 위한 “지역데뷔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정년을 맞아 퇴직한 

이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공간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이며, 새로운 생

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관련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베이비부머

들이 활기차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 내의 다양

한 서비스 정보를 종합적 제공하고자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제2의 인생’을 무엇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곤혹스러운 베이비부머에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를 위한 고용, 개호보험, 

연금 관련 기초지식 제공을 비롯하여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교육, 마을만들기 활동 

등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자세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 효고현 일본 가고시마현

☞ 참고자료

∙ 일본 효고현 https://web.pref.hyogo.lg.jp/ac14/ac14_000000035.html

∙ 일본 가나가와현 https://web.pref.hyogo.lg.jp/ac14/ac14_0000000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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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친화 비즈니스 안내서(아일랜드, 미국 뉴욕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들 중에는 지역 내 일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 비즈니스 안내서를 발간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

램이 고령친화적 프로그램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노인 인구 증가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즉,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하여 경제적 능력과 활발한 구매 욕

구를 갖춘 노인 인구가 사회적으로 주요한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

제 비즈니스 안내서를 보면, 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많은 비용이 들

지 않으면서도 노인 소비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

렇듯 고령친화 비즈니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고령친화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데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안내서 발간에 많은 도시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서는 아일랜드, 미국 뉴욕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columbia) 

등의 사례를 들고자 하는데, 아일랜드에서는 고령친화 비즈니스 자가진단지와 가이

드는 물론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시의 가이드에서는 

사업장이 고령친화적이 되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노인 고객 증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장이 고객 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과 이를 통해 매출 증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고령친화적인 비즈

니스로 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

다. 이 안내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고령친화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내

용들로서, 홍보 등 마케팅, 환경, 디자인, 직원의 태도 등을 주요한 영역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의 루스(Louth)지역은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사업

장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즈니스 가이드 이외에도 

레스토랑 가이드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역의 사업장들 중에서 좋은 실천 사례

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Access Louth Awards”라는 시상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시상은 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업소를 각 영역별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2012년에는 운수회사, 병원, 호텔, 운동장, 우체국, 공공기관, 

주점, 레스토랑, 학교, 쇼핑센터, 슈퍼마켓 등의 영역에서 각각 한 개씩의 업소를 선

정하여 시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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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고령친화 비즈니스 리소스 가이드 아일랜드 고령친화도 자가진단지

☞ 참고자료

∙ British Columbia, 2011, Creating an Age-friendly Business in B.C.

∙ Ireland, 2012, Age Friendly Business Recognition Scheme.

∙ Ireland, 2012, Pre-training Self-assessement : Is your business Age Friendly?

∙ NYC, 2014, AGE-FRIENDLY BUSINESS RESOURCE GUIDE

∙ http://agefriendly.ie/louthagefriendly/age-friendly-business/

3) 시니어 정보 사이트(일본 도쿄도)

  일본 도쿄도에서는 정년퇴임 후 지역으로 돌아온 베이비부머와 건강한 고령자가 

활기차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니어

들이 지역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활동 내용 등을 소개하는 정보

발신기능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였다. 이에 도쿄도에서는 「Tokyo 시니어정보 사이

트」를 개설하여 활기찬 ‘제2의 인생’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도쿄도의 정책 및 사업 소개와 함께 베이비부머와 고령자를 

위한 지역활동 계기 만들기 관련 세미나 및 이벤트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과 기업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헌활동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에 대해 

다양한 영상자료 등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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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시니어 정보사이트 안내 전단 도쿄도 시니어 정보사이트 홈페이지

☞ 참고자료

∙ 도쿄도 시니어 정보 사이트 HP, http://www.senior.metro.tokyo.jp/

4) 노인과 가족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미국)

  “Healthfinder.gov”는 미국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이

트로, 1,600여개 이상의 정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Healthfinder의 컨텐츠 지침에 적합한 정보들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Shape-Up! Seattle”은 지역사회에 제공되고 있는 노인 건

강운동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팸플릿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니어링크(seniornet)”도 이와 비슷하지만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것

으로서, 간병이나 간호에 필요한 건강상식, 전문적인 건강정보(투약 불이행, 의사소

통의 장애, 고립, 재정적 문제들에 대한 관리 정보 등), 기관의뢰, 궁금한 것에 대한 

조회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온라인 대화방을 운영하여 실제적이고 유용

한 상담과 조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lderWeb-Online Eldercare Sourcebook”은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

는데, 지역정보, 모임이나 이벤트, 기관, 뉴스레터, 재정과 법률, 주거 및 케어, 신체

와 정신건강 정보 등이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신체와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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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Soul) 섹션에서는 노인관련 질환, 약물투약, 생애의 마감, 회상과 같은 정신

적인 영역에서의 건강도 다루고 있다. 한편, “SeniorNet”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노인

들의 국제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비영리기관으로, 노인들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

여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남을 위해 나눌 수 있도

록 돕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인건강 등의 다양한 주제별 노인복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 참고자료

∙ Millican KP, 2014, U.S. Government Health Literacy Tools,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Vol. 18 Issue 4, p385-395

∙ https://depts.washington.edu/hprc/docs/se_guide.pdf

∙ http://www.seniornet.org

∙ http://www.eldercare.com/

∙ http://www.seniorlink.com/about/

5)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세대통합(네덜란드 로테르담, 영국, 독일 뉘른베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에서는 세대게임(Generation game)을 개최한다. 스

포츠를 통해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하는 세대 간 이벤트이다. 이들 

이벤트를 통해서 세대간 활동이 보다 친밀하게 이루어진다. 즐거운 풀뿌리 이벤트는 

여러 세대로 구성된 팀(아이, 부모, 조부모 등)이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다. 

적어도 2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축구, (휠체어) 테니스, 농구, 채스, 유도, 조정, 맨손

체조 등등을 체육관에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대 간을 연결시키고, 모

든 세대가 함께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자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에서는 좋은 체육 활동(Good Gym Program)을 권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방법은 아래 참조의 가디언지 동영상을 참고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이 활동은 

건강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하는 조깅을 활용하여 조깅을 하는 중간 기점으로 움직임

이 어려운 혼자 사는 사람들을 방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

회의 인적자원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조깅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영국 사람들

에게 적합한 지역중심의 돌봄과 운동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예로 독일 뉘른베르크시(Nürnberg)에서 추진하는 “모든 세대를 위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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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원(Bewegungsparks für alle Generationen)”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

은 뉘른베르크시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출발 단계에서는 노인놀이터 조성

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세대 간 교류 및 

통합의 중요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운동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네덜란드의 세대게임과 영국의 좋은 체육활동, 독일의 운동공원은 모두 지역마다 

있는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조깅을 하는 문화를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 문화를 만들고 세대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노인을 위한 체육활동이 대단히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활

용하여 노인과 아이가 만나게 하거나 운동을 통해서 여러 세대가 어울리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좋은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제네레이션게임 영국 굿짐 홍보물 독일 뉘른베르크

베베궁스파크 안내도

☞ 참고자료

∙ http://www.age-platform.eu/best-practices-en-gb-6-1/2034-generation-games-the-sporting-
event-connecting-people-of-all-ages

∙ http://www.age-platform.eu/best-practices-en-gb-6-1/2239-uk-goodgym-scheme-helps-you-get
-t-while-helping-your-local-community

∙ http://www.theguardian.com/lifeandstyle/the-running-blog/video/2014/jun/26/ideal-fit-goodgym-
combining-exercise-good-deeds-video

∙ http://www.sportsservice.nurnberg.de

∙ http://www.nuernberg.de/internet/sportservice/bewegungspar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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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부모지원센터(미국 뉴욕시․덴버시)

  가족의 해체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 뉴욕시에서는 약 100,000명의 노인이 어린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뉴욕시 노인국

에서는 1994년부터 손자녀 양육의 책임을 져야하는 조부모들을 위한 “조부모지원센

터(Grandparent Resource Center: GRC)”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손자녀 및 어

린 친척을 양육하는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정보와 지원책을 제공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지지그룹 연계, 가족을 위한 재정 및 건강 급여 

상담, 입양 및 친족위탁 등의 정보 제공, 시의 노인 및 어린이 복지 시스템과의 협

상, 법률적인 지원, 교육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전문가, 동료상담가 등을 통해 지원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부모지원센터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시 등,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뉴욕시의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정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통전화(311)도 운영하고 있다.

☞ 참고자료

∙ NYC, 2013, Age Friendly NYC : 59 INITIATIVES.

∙ http://www.nyc.gov/html/dfta/html/caregiver/grandparents.shtml

∙ NYC, 2011, Grandparent Resource Center : A Helping Hand

∙ http://grc4usa.org/index.php

7) 세대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독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어가면서, 세대통합

(intergeneration)을 위한 프로그램은 유럽지역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활기를 띄고 있다. 공공영역에서의 노력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노력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에 있는 크라이사우이니

셔티브협회(Kriesau-Initiative e.V.)는 비영리 단체로서 현재는 보험회사의 후원 하

에 운영되고 있는데,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울리게 하는 데에 중

점을 두고 2008년부터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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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체에서는 구세대의 지혜와 신세대의 미래지향적 관점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상호 이해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녀들을 위한 가족 만남 프로그

램(Dwarfs meeting Ginats), 특정 주제(노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모든 연령대의 

국제적 만남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Encounter, Songs of Generations),  훈련 

과정 및 컨퍼런스 개최,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역사교육, 다국적 장애인 만남, 

모의 국제 형사 재판소 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

한 이해를 목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은 이렇듯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들이 만남을 기회를 가지고 상호 이해의 기회

를 넓혀가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 참고자료

∙ http://www.kreisau.de 

∙ http://www.intergenerationes.eu

∙ 세대간 노래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QeazSkEPJQ&list=UULeylJOAxSYRfi8DpP85-Cg

∙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_VTyAMtJ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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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2기 실행계획 추진 방안 제언

  서울시는 WHO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의 회원도시

로서, 제1기(3개년: 2013~15년) 실행계획을 제출하고 2014년 현재 그 계획을 추진

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이다. 2014년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1기 실행

계획 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제2기(5개년: 2016~20년) 실행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1기 실

행계획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여 미흡한 점을 밝혀내고, 어떠

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보완의 방향성은 분야별로 

다양한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선, 서울시의 제1기 실행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파악해야, 제2기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 수집의 초점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WHO의 가이드라인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하였던 2011~12년의 연구 결과들을 제1기 실행계획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았다. 그 결과, WHO가 제시한 8대 분야 중 유사한 분야를 일부 

병합하여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기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고령친

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간과되고 누락되었다는 문제가 있

음이 드러났다. 특히,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 주거 등에 관한 분야들을 ‘살기 편한 

환경’이라는 1개 분야로 대폭 축소하면서 당초 WHO가 제시한 각 분야의 의미와 내

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또한 1개 분야로 통합하였는데, 이에 따라 의사소통과 정보에 관한 내용이 세

부과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WHO의 가이드라인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연

구결과물 등 기존의 내용들을 제1기 실행계획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1기 실행계획에서 분야별로 어떠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차후에는 어떠한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미흡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해외사례 수집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분야별로 발

견되었던 미흡 사항을 요약하고, 다른 도시들에서는 우리가 미흡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일자리 및 사회공헌 분야에 대한 검토 결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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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직접적인 이슈에 치우친 나머지, 고령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나 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이 무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로서 ‘고령 근로자 정책 우수 기업․기

관 시상’, ‘중소기업 고령 근로자 정책 기금’, ‘50+ 고령 인력 플랫폼’, ‘고령인력 활

용 안내서’ 등의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여가 및 사회활동 분야에서는 소외된 노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보다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거

론되었던 데에 반하여, 실제 실행계획 세부과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시니어 지역살롱’, ‘워커랠리’, ‘반려동물 돌

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에 제약이 있더라도 사회활동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의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주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제공 방식이 

시간 및 공간적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다 활발한 노년의 여가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벗어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3기 인생 운동’, ‘고령자 여행’, ‘엘더호스텔’, ‘PRO 은퇴자학

교’, ‘노년 예술활동’ 등의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셋째,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분야와 관련된 우리의 실행계획은 대상자에 대한 직

접적이고 금전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당초 이슈 

도출 과정에서는 도시 전반의 응급체계 및 안전관리 체계,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해외사례에서도 도시 차원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활발하여, 이러한 내용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세계 노인들의 공통적 요구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시민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정책보다는 전체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높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낙상예방 프로

그램’ 등은 개별적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교육과 안내자료 배포를 통해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외에 ‘함께 하는 식사’ 등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전환시

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은 WHO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교통, 주거, 외부환경 

및 시설 등의 3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의 실행계획 각 분야 중 그 

내용이 가장 미흡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교통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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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내용은 임대주택 관련 정책으로,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는 ‘인력거’, ‘고령

운전자 안내서’, ‘택시바우처’, ‘노인전용버스’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진 중

인데 반하여, 서울시의 경우에는 노인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아쉬

움이 크다. 한편, 주거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계속 거

주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거개선서비스’를 진

행하는 해외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존중 및 세대통합 또한 환경 조성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실행계획 중 그 

내용이 취약한 분야이다. 특히, 가족 간 상호작용 지원과 노년층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역사회의 노인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다양한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특히 눈에 뜨이는 경향은 ‘고령친화 비즈니스 가이드’를 

발간하여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이 구매력을 갖춘 주요한 소비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

로, 앞으로 우리도 고려해보아야할 내용이라고 본다. 그 외에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증가 현상과 맞물려 있는 ‘조부모지원센터’

운영 사례 또한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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