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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2년 반의 길고도 짧은 시간을 부끄러운 논문 한 편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
다. 동행하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이 오지 않았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지도해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
신 김소윤 교수님과 논문 방향과 작성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주시며 용기를 북
돋아 주신 이일학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꼼꼼하고 날카
로운 지적으로 조금 더 나은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석희태 교수님
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독사를 연구해보겠다는 말 한마디에 흔쾌히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셨던 10명
의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이 시작되던 때가 학기 
초여서 무척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성스런 의견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논
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온갖 형편을 가지고 나타날 때마다 친언니처럼 살뜰하게 챙겨주
었던 하나뿐인 동기 이길선 선생님과 보건의료법윤리전공 선생님들께도 감사드
립니다. 덕분에 즐겁고 따뜻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무한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부산에 계신 시부모님께도 감사드립
니다. 나의 또 한 명의 엄마, 이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릴 적 선물 
받은 이모의 논문에는 언젠가 이모가 한 일을 알 때가 올 것이라 적혀있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와 아내의 삶보다 최지연의 삶을 응원하
고 지지한다며 주말이면 공부하러 가라며 아이를 봐주고 논문을 쓰는 과정 내내 
고민을 함께해준 사랑하는 내 신랑 이슬기씨와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함께 공부



하면서 건강하게 태어나 씩씩하게 자라준 나의 디디, 나의 아기 이온유에게 고
맙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그리고 늘 응원해주시는 아빠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엄마, 두 분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엄
마의 도움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제 인생도, 이렇게 값진 결과도 없었을 겁니다. 
모두 엄마의 공입니다. 더불어 수업 들으러 갈 때마다 공부 중에 갓난쟁이 조카
를 챙겨주었던 내 동생 최지호에게도 고마움을 표해봅니다. 지호야, 올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결과가 나타나길 누나가 함께 기도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분, 나의 모든 길을 예
비하시고 두려워말고 그저 걸어가라고 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
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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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독사 예방 정책방안 연구

  고독사는 1인가구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사회에 새로 나타난 사회현상이
다. 이는 아직 법률적 정의도 없는 신조어이나 그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
한 정책 제안을 목표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고독사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
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나머지 무연고 사망 현황으로 추이를 유추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국내 고독사 정책이 기초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시행되어 지속성이 취약하다는 점과 정책의 수혜대상이 주로 농어촌 혹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전문가 집단에게 고독사의 구성요소
와 원인, 예방대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고독사 관련 
선행 연구를 진행한 국내 교수, 연구원 및 관련 실무자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설
문조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총 2회 수행하였다.

  고독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고독사란, 
가족, 이웃 간 교류가 없이 고립된 1인가구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통
상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후 1주일 이상 방치되다가 발견되는 것을 
뜻하며,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빈곤을 비관한 1인가구의 자살도 한정적으로 



ii

포함한다.” 라는 연구자의 정의를 도출했다.

  패널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또한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공동체 의식 붕괴’, 
‘1인가구의 증가 및 가족 관계 단절’, ‘경제력 상실로 인한 빈곤’을 고독사의 원
인으로 수렴하였고, 대책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생명존중, 죽음학, 
공동체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설’, ‘고독사 위험군 파악 및 대상 확대(노인 
및 중장년을 포함한 대책 수립)’를 제안했다.

  한편 비교제도론적 고찰을 통하여 일본의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지역포괄케
어시스템과 미국의 Meal on Wheel, NORC 그리고 프랑스의 모나리자, 코로카
시옹 등 대표적인 국외 고독사 방지정책을 살펴보며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가 협력한 성공적인 정책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고독사 정책의 문제점과 해외 정책모델,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거버넌스 체계 개설, 관리서비스 체제 구축, 사회의
식 변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을 고독사 예방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고독사 관리센터 구축, 자진신고제와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
체화된 1인가구 관리 프로그램, 대상별 웰다잉 교육 실시를 새로운 정책으로 제
안하였다.

핵심어 : 고독사, 1인가구, 노인정책, 델파이연구, 생명윤리



1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홀로 사망
한 후 부패 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었
다. 고독사는 이렇게 홀로 사망하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정확한 개념이나 
기준이 없이, 사용된 용어이다.

  고독사는 단순히 죽음의 문제를 넘어 노인 인구 및 1인가구의 삶에 직,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독사는 발견되기까지 사후 수일 이상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시신의 부패나 백골화 현상이 발생하여 악취와 해충과 같은 주
변 위생문제를 발생시킨다.1) 때문에 고독사가 증가할수록 주거임대업자가 1인 
가구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기 꺼려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한 1인 가구에게 
큰 타격이 된다. 또한 죽음을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젊은 층 보다 가까운 미래
에 닥칠 자신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노인의 경우 고독사를 자신에게 엄습한 현실
로 느껴 비관한 나머지 여러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2) 우울증이나 치매와 같
은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생겨 범죄를 자행하기도 
하는데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범죄자 비율이 2004년 3.3%에서 
2013년 7%로 10년 동안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시
민단체에 이르도록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
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의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은 원인의 하나로 

1) 서진혁. 우리나라 고독사의 실태와 추이. 대구: 경북대학교수사과학대학원; 2013.
2) 최승호, 충북 노인 고독사 대응 방안 : 자기 결정론적 관점에서, 청주:충북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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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의 개념의 미비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고독
사를 대신하여 무연고 사망으로 실태를 유추하는데, 이는 서로 상통하는 개념일 
뿐 동일의 것으로 볼 수 없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고독사 관련 정책은 고독사 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근
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고독사의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하여 고독사가 먼저 사
회문제화 되었던 일본의 정책에 관하여 주로 연구하여왔다. 특히 일본의 고독사 
원인을 초고령사회, 노인빈곤현상, ‘메이와쿠’의식 등으로 보고3)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와 노노(老老)케어, 공적서비스, 긴급 통보시스템 강화 등의 일본의 고독사 
예방대책을 국내 정책으로 제안하였다.4) 특히 이들 정책 중 일본의 지역커뮤니
티 활성화 대책은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고
독사 현상은 우리나라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국 
고독사 연령층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고독사의 원인을 장수사회나 히
키코모리 문제로 보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불화 및 단절이 주를 이루
는 점- 이 대책은 우리 실정에 맞추어 수정, 또는 변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고독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생빈도, 
주요 원인 등에 관한 범국가적인 자료수집과 통계구축이 시급하다. 그러나 고독
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독사 의심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를 신고하는 의무도 없다보니 고독사 실태를 집계할 수 없
어 고독사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이연수, 이재모. 일본 고독사의 변화과정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2015;65:421-435.
4) 이진아.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본 고독사 예방과 대책에 관한 탐색. 사회과학연구 

2013;37(3):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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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고독사를 식별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려면 고독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진행된다.

 첫째, 고독사의 구성요소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고독사
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둘째, 고독사의 원인과 대책을 파악한다.
 셋째, 우리나라 고독사 실정에 맞는 고독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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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취합한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것으로 
특히 참고용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행된 연구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 문제
에 대한 해결방법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 이 기법은 예
측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그들에게 의견을 물은 후 피드백 
받은 내용을 취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취합된 내용을 정리하여 설문을 
재구성, 재차 조사를 반복하여 전문가 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보완한다. 

  고독사의 경우, 국내외 연구의 역사가 짧고 그 수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국내
에서 실행된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점에 대하여 서술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의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기존 고독사 예방대책은 
효율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국내 도입된 해외 정책의 한계점도 꾸준
히 논의되고 있어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독사의 기준에 대
하여 기존 연구나 유관기관의 해석이 일부 차이를 보이므로 고독사를 연구하거
나 현장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독사의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서면문답으로 익명성을 보장하여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
을 진솔하게 개진할 수 있는5) 델파이 기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경우 설문대상자인 전문가 집단이 10명으로 다소 소수인 점을 감안
하면 델파이 기법의 단점인 질문 회수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여 보완이 

5) 이종승. (교육·심리·사회)연구방법론. 파주:교육과학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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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전자메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지리적, 시간적 한계
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 비교제도론적 고찰

  비교제도론은 보건의료법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특정 법체계에 대하여 다
른 두 시기 간 특징을 비교하거나 국가 별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방법론이다. 특
히 동시대에서 특정한 법체계와 정책에 대한 여러 국가 간 현황을 비교하는 방식
은 각국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6) 정책이 시행된 
역사가 짧고 전 세계에 동시대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의 경우 각국 정책의 비교제도론을 통하여 국내 정책의 장점과 취약점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동시대이기는 하나 한국보다 먼저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일본 정책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 고독
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6) 박지용.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대한의료법학회 2017;18(1):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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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정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써 국내외 고독사와 관련
된 선행 연구와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고독사는 사회현상에 따라 
만들어진 신조어로써 고립사, 무연사, Kodokushi, lonely death, solitary 
death, isolated death, dying alone 등과 비슷한 의미를 담은 단어가 연구에
서 사용되었다. 이를 키워드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총 34개의 국내 논문과 11
개의 영미권 논문을 추출하고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대상자에게 공개된 이메일과 유선연락을 통
해 연구 참여를 제안하였다.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신 받아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2회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국내외 고독사 예방정책을 찾아 비교하여 각국 정책의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예방대책에 상응되며 해외 정
책 사례에서 국내 정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여 취합한 결과를 바
탕으로 고독사 예방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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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국내외 고독사 관련 선행 연구 및 현황 파악

↓ ↓

전문가 집단 구성 국내외 고독사 

예방정책 비교↓

델파이 기법 활용 설문조사

- 각국 고독사 예방정책 내 

서비스 내용, 수혜대상 등 

파악

- 정책 별 장점 및 취약점 분석

1차
고독사의 구성요소, 원인, 대책에 

대한 의견조사(개방형 설문)

2차
고독사의 구성요소, 원인, 
대책에 대한 중요도 조사 

(폐쇄형 설문)

↓ ↓

전문가 의견에 상응하는 정책적용요소 파악

↓

고독사 예방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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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외 고독사 현황 및 실태, 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노인 고
독방지나 고령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던 국내 교수, 연구원 등
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
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독사를 현장에서 직접 발견하거나 고독사 위험군
을 발굴하여 직접 대면하는 독거가구 지원 기관 실무자도 전문가 집단에 포함하
고자 하였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한 결과, 국내의 총 29명의 전문가를 추
출하였고 소속기관에 공개된 이메일과 유선전화로 개별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목
적과 방법, 설문에 대한 안내와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를 제
안하여 참여 가능의사를 알려준 10명의 전문가가 설문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고독사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던 국내 교수 및 연구원 8명과 고독사 및 독거가
구 지원 실무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설문대상자 구성

구분 인원 비고

1 교수 6 사회복지학, 인문학, 신학 등

2 연구원 2 국내 공공기관 및 연구소

3 실무자 2

소  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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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도구

가. 1차 델파이 연구설문지

   제 1차 설문지는 총 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설문지이다. 
 첫 번째 질문은 고독사에 대한 구성요소를 묻는 질문으로 고독사를 식별하기 
위하여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문구나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는 고독사의 
요건에 대한 간극을 좁혀나가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자 함이었다. 특히 선행 연구 및 유관기관, 언론매체 등에서 제시한 고독사의 정
의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1인가구, 주변관계, 사망원인, 사망 장소의 지정, 시신방
치, 빈곤 중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거나 제한을 두어야 할 내용들을 수집했다. 

  두 번째 질문은 빠른 속도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
는지에 대한 기술이다.

  세 번째 질문은 고독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안
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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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델파이 연구설문지

  제 2차 설문지는 1차 설문지에 내용을 취합하여 재구성한 폐쇄형 설문과 개
방형 설문이 혼합된 형태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1차 설문에서 종합된 고독사 구성요소 별 명시기준을 선
택하도록 하였다. 항목은 전문가 집단이 고독사 기준 안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언급한 1인가구, 주변관계, 사망원인, 사망 장소의 지정, 시신방치
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보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개 보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고독사의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 1차 설문에서 추출된 6가지의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판단하는 항목을 2개 선정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고독사의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1차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나
온 5가지의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고독사에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개방형 질문 1개를 삽입
하여, 1차 설문결과를 확인한 전문가 집단이 추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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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익명성 보장
과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위하여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메일 내 
한글 파일로 설문지를 첨부하여 전송하였으며 송부된 설문지에 응답내용을 기재
한 후 회신 받았다.

  1차 조사는 연세대학교 임상시험연구윤리위원회를 통과한 후(2018.03.14.) 
2018년 3월 16일 고독사의 구성요소, 원인, 대책에 대한 개방형 설문조사지를 
설문 참여에 동의한 전문가 집단 10명에게 개별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8년 3월 28일 수집이 완료되었다. 1차 조사의 응답율은 100%로 설문자 전
원의 답변이 회수되었다.

  회수된 1차 설문답변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한 폐쇄형 질문 3개와 기타 의견을 
기재하는 개방형 질문 1개를 혼합한 질문지를 구성한 후, 2018년 3월 29일 1차 
설문에 응답하였던 전문가 집단 10명 전원에게 배포하였다. 이후 2018년 4월 3
일 설문대상자 10명 중 10명 전원의 답변을 회수하는 것으로 조사의 응답률은 
100%로 2차 설문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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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독사 현황

1. 고독사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고독사의 개념

  앞서 말한 대로 고독사는 법적으로 특정된 정의가 없는 신조어이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무연고 사망의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
는 시신”을 무연고 사망자라 명시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통하여 그 
정의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연고자도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직계 비·존속을 
칭한다고 장사법 제2조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반면에 고독사는 이를 특정 
짓는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고독사 의심사례를 판별하는데 이견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독사의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선행연구와 관련 기
관, 언론매체 등 에서 고독사를 정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와 관련기관, 언론 매체를 통해 총 18개의 고독사의 정의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가 홀
로 죽음을 맞이한 후 발견된다는 공통된 개념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 어떠한 요소들로 고독사를 
구성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고 1인가구, 주변관계, 사망원인, 사망 장소의 지
정, 시신방치, 빈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상기의 6개의 내용을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고독사의 구성요소라 칭하고 각 정
의 별로 이를 어떻게 기술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인가구’는 대부분의 고독사 정의에서 언급된 구성요소로 11개의 정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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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자세대와 요개호고령자, 중년
의 독신남성세대 등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결과, (누구의 보살핌 없이) 사후 장기
간 방치된 경우”7)와 같이 ‘독거가구’, ‘독신세대’로 명확하게 가구구성형태를 1
인가구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혼자 살면서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 자택에서 사망
한 경우”8)나 “혼자 살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9),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쓸쓸히 맞이한 죽음”10), “사회적으로 고립
된 채 충분한 케어와 돌봄 없이 사망하는 것”11)처럼 ‘혼자’ 거주하거나 ‘보살핌’
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여 1인가구를 고독사의 구성요소
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변관계’의 경우 “문자 그대로 홀로 외롭게 지켜보는 이 없이 죽음을 맞이한
다는 의미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게 죽어가도 아무도 이
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죽음”12)과 같이 ‘가족·이웃 간의 단절’을 통하여 그 내
용을 표현한 정의가 존재하였다. 또한 “2주에 한번 이상 돌봐주는 사람 없이 독
거 혹은 고령자세대의 죽음(각종 서비스이용, 통원, 타인과의 일정한 접촉이 있
었던 경우, 그리고 자살 등의 경우는 제외)”13), “혈연이나 지연 등의 사회적 관
계망과의 단절된 상황 속에서 홀로 맞이하는 죽음”14)와 같이 ‘사회적 단절’을 
상세하게 표현하거나 “사회관계가 단절돼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보살펴 주는 사
람 없이 자택에서 사망한(자살은 제외) 경우”15)처럼 ‘사회적 고립’으로 명시하여 
‘주변관계’를 고독사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보는 정의들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7) 후생노동성(2007)*
8) 도쿄신문(2006)*
9) 오오사와(2006)*
10) 김윤신(2011) 
11) 후생노동문제연구회(2004)*
12) 정순둘(2010)
13) 신주쿠 고령자보건복지추진협의회(2006)*
14)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 
15) 타카오(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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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독사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사망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저소득층으로 만성질환을 잃고 있으며, 완전히 사회
적으로 고립된 인간이 열악한 주거 혹은 주변영역에서 병사 및 자살에 이르는 
것”16),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17) 처럼 ‘만성질
환’과 ‘병사’를 고독사의 구성요소로 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자살에 관하여서는 
의견이 다소 분분한 편이다. 대부분의 일본의 고독사 정의에서는 “혼자 사는 사
람이 보살펴 주는 사람 없이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자살 및 타살 제외)”18)처
럼 자살을 고독사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종을 지켜 볼 이가 없는 죽음으로 노인자살과 병사를 포함함”19)과 같
이 자살을 고독사로 포함하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고독사의 정의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자살 시도 중단 후 자연사가 된 경우 고독사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20) 

  ‘사망장소’의 경우 대부분 ‘자택’내에서 사망을 고독사로 보는 견해가 많아, 
“단지 내에서 발생한 병사 또는 변사의 한 양태로서 사망 시에 독거하고 있었던 
임대인이 아무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한 사고(자살 및 타
살 제외)”21)와 같이 기술한 정의가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누카다 
이사오의 연구처럼 자택뿐 아니라 ‘주거 혹은 주변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
여 고독사의 구성요소로써 사망장소를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고독사의 구성요소로써 ‘시신의 방치’에 대하여 기술한 정의들이 존재하
였는데, “오래 전 사회관계가 단절돼, 그 결과 아무도 죽음을 눈치 채지 못해 
사망 후 시간이 경과하여 제3자에 의해 발견된 경우”22), “혼자서 임종을 맞이하

16) 누카다 이사오(1999) *
17) 위키백과(2013) 
18) 사사키(2007) *
19) 서진혁(2013)
20) 정순둘, 임효연. 노인 고독사, 막을 수 없나 - 노인 고독사의 현황과 과제. 서울:이낙연의원

실, 2010.
21) 일본 UR도시재생기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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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신이 사망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의 사
례”23)와 같이 사후 ‘일정시간 경과’하여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보고 있었
다. 또 다른 정의에서는 ‘장기간 방치’ 후 발견되는 사망을 고독사로 판단하여 
“아무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그 후 상당기간 방치되는 비참
한 죽음”24), “혼자 거주하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신이 부패된 상태에서 발견”25) 와 같이 ‘시신의 부패가 발생할 
정도의 시간 경과’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누카다 이사오의 정의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한 저소득층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죽음을 고독사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관련 기관 및 언론매체에 등장한 고독사의 정의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총 6개의 구성요소를 각각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인가구의 경우 다수의 고독사 정의에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나, 경우에 따라 독거가구로 그 주거형태를 한정하지 않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
였다는 것으로 내용을 갈음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살이나 빈곤 문제가 고
독사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
서 고독사에 대하여 적합한 예방 대책을 제안하기 위하여서는 고독사의 정의에
서 추출한 6가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 한국 고유의 고독
사의 조건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2) 이타와 마사미*                                
23) 권중돈(2010) 
24) 고령사회백서(2010)*                            * 이연수, 이재모(2015)의 연구에서 발췌
25)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1년의 기록>(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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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의 별 구성요소 포함여부 

구성요소 구성요소를 언급한 정의26)

1인가구(1) A, B, C, D, E, G, H, K, L, M, N, O, P, Q, R

주변관계(2) B, D, F, H, I, J, M, N, Q

사망

원인

질병(3) C, F, R

자살(4)
포함 C, F

제외 G, J, K, L

사망장소(5) G, H, L

시신방치(6) E, I, N, P

빈곤(7) F

⑴ ‘독거가구’, ‘혼자 거주하며’ 등 가구구성형태를 1인가구와 같은 맥락으로 서술

⑵ ‘가족, 이웃과의 단절’, ‘사회적 단절’ 등 고립상태에 대하여 서술 

⑶ 고독사의 사망원인에 대해 ‘만성질환’, ‘병사’ 등으로 상세하게 서술한 경우

⑷ 1인가구의 자살을 고독사에 포함되는지를 서술

⑸ ‘자택’ 등으로 사망 장소를 특정

⑹ ‘시신이 방치됨’,‘부패될 정도로 방치됨’, ‘일정시간 경과’ 등으로 사후 방치여

부를 표현한 경우

⑺ ‘저소득층’,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 상태를 고독사 정의 안에 서술

<참고> 

표기 출처 표기 출처 표기 출처

A 권중돈 G 사사키 M 후생노동문제연구회

B 김윤신 H 오오사와 N 후생노동성

C 서진혁 I 이타와 마사미 O 고령사회백서

D 정순둘 J 타카오 P 도쿄신문

E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K

신주쿠 
고령자보건복지

추진협의회
Q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

F 누카다 이사오 L 일본UR도시재생기구 R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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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독사의 구성요소

  본 논문에서는 고독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델파이 기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중 고독사의 통계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그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느껴, 앞서 선행연구 내 고독사의 정의를 통하여 고독사의 개
념을 살펴보았다. 고독사 개념에서 추출한 6개의 구성요소 내 논점사항에 대해
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묻고 이중에서 고독사 요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외에도 식별 기준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음의 내용은 1,2차 설문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가. 1인가구

  선행연구에서 고독사의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가구구성에 대하여 대다수가 
상세한 언급을 하였던 것과 같이 본 설문에서도 고독사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가
구구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대부분 가구 형태를 1인가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소수의견으로 2인 가구 중 1인이 3일 이상 장기 부재가 빈번한 가구에서 발생
하는 사망도 고독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만약 예외적으로 2인 
가구를 고독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고독사 위험군에 새로운 범주의 집단군
이 추가되고 가족관계 단절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의미의 확장이 생길 수 있
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
차 설문조사를 통해 그 의견을 물었다. 

26) 구성요소를 언급한 선행연구 및 관련 기관 등의 정의를 출처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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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명 중 6명이 ‘1인 가구 내 사망만 포함’하여야 한
다고 응답하였으며, 3명은 ‘2인 가구 중 1인이 3일 이상의 부재가 빈번하게 발
생하는 가구 내에서의 사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1명은 
고독사 구성요소로 가구구성형태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해당질문에 
무응답 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이 1차 설문조사부터 가구구성형태에 대해 상세한 언급을 하여
왔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고독사를 구성하고 위험군을 선별하는 중요한 요
건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고독사의 개념에서도 1인가구를 고독사의 범주로 보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 가구’의 사망을 고독사의 구성
요소로 결론지었다.

나. 주변관계

  선행연구 내 고독사의 개념을 살펴봤을 때, 가족, 이웃 간의 교류 단절이 고
독사의 정의로 빈번하게 표현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본 설문조사에서도 가족, 이
웃 간 교류가 없는 상태가 고독사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명
으로 주를 이루었다.

  특히 고독사의 개념에서 언급했듯이 ‘고립 상태’라는 분명한 표현을 통하여 
고독사의 요건을 특정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차 설문조사에서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였다. 2차 설문조사 결과 가족, 이웃 간 교류가 없는 ‘고립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을 고독사로 본다는 의견이 8명이었으며, 고립과 관계없
이 발견이 늦은 사망인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1명이 있었으며, 
이 질문에 대한 1명의 무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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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구성요소는 타 요소에 비하여 전문가 간 의견 일치가 가장 높았다. 또한 
가족, 이웃 간 교류가 없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하여 생사의 위급한 순간에 도움
을 요청할 수 없는 점과 사망 후에도 발견이 지연되는 점이 고독사의 문제점으
로 보는 연구자의 판단과 상통하여 ‘고립’상태에서의 사망을 고독사의 구성요소
로 결론지었다.

다. 사망원인

  고독사의 개념에서도 언급되었듯 고독사의 구성요소로써 사망원인은 중요한 
쟁점사항이었다. 먼저 질병에 의한 사망을 고독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고독사의 구성요소로 큰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급작스러
운 사고사와 구분 짓기 위하여서는 만성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사망만 고독사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영양실조와 같은 급성 병적상태에
서도 고독사가 발생하는 실태를 고려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고독사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망원인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고독사의 개념에서부터 가장 
다양한 의견이 조사되었던 자살의 포함여부이다.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분분하게 
의견이 갈린 부분으로써, 1인가구의 자살에 대하여 의견이 다양하게 개제 되었
다. 1차 설문조사결과 자살이 고독사로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고독사에
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명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자살을 포함하는 것
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은 고
독사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4명으로 조사되었다. 

  2차 설문조사 결과 고립 상태나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인 자살은 고독사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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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는 의견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1인가구의 자살은 고독사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1명이 있었다. 반대로 고독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도 
3명이었다. 

  고독사와 자살은 상이한 개념이나 두 사건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적 문제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자살을 고독사와 별개로 보는 일본과는 다
르게 한정적으로 고립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고독사로 포함시킴으로써 
한국만의 차별화된 고독사의 정의를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단, 자살의 
경우 고독사의 다른 구성요소들이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고독사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립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 고
독사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면 고독사 위험군의 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방대
책도 마련될 수 있어 고독사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여 
‘한정적으로 고립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고독사의 구성요소로 포함하
였다. 

 
라. 사망 장소

  고독사의 구성요소 중 사망 장소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이는 고독사의 구
성요소로서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사망 장소가 구성요소로써 의
미가 있다고 보고 주요 거주지에서 사망하는 경우를 고독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10명 중 4명으로 적지 않았다. 특히 주요 거주지는 개인의 집
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수의견으로 주거지 
뿐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옥상, 지하실 등에서 발생되는 죽음도 포함
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때문에 사망 장소에 대해서는 2차 설문조사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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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설문조사 결과 고독사를 구성하는 요건 중 사망 장소에 관련된 질문에서
는 주거지(집)에서 발생한 사망만이 포함된다는 응답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
소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명으로 조사되었다. 모텔, 여관 등의 공동숙박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경우도 고독사에 포함된다는 응답이 2명이었으며, 지하실, 
옥상 등 발견이 어려운 공공장소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1명의 의견도 있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고독사의 구성요소에 있어 사망 장소를 반드시 제한할 필요
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고독사 현황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발생
이 빈번한 장소인 주거지로 구체화 한다면 고독사를 무연고 사망이나 행려사망
과 구분하기 용이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마. 시신방치

  1차 설문결과 시신방치가 고독사의 구성요소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은 7명으
로 시신이 방치되거나 부패되는 것이 고독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신이 방치되는 기간을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견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1주일이나, 시신의 부패로 인해 발견이 가능한 48
시간 이상 혹은 1주일에서 1달 이내 등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본 연구를 통해 새
롭게 정립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견이라 판단하여 2차 설문으로 구체적인 의
견이라 판단하여 2차 설문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았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시신 방치기간에 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그 결
과 1주일 이상 방치된 경우를 고독사로 판단한다는 의견이 6명이었으며, 사망 
후 48시간 이상 방치된 경우 고독사로 본다는 의견도 4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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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의 방치기간은 가족이나 이웃 간에 왕래가 없어 위급상황이나 사망상태를 
발견하는 이가 없는 상태를 반증한다. 또한 ‘1주일 이상의 방치’라는 기준은 시
신의 부패로 발생하는 악취가 고독사를 발견하게 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고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고독사의 구성요소에 포함하였다.

바. 빈곤

  그동안 고독사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거나 부유한 상황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하는 점점 늘고 
있어 경제문제가 고독사의 요건으로 설정될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
었다. 경제적 문제가 가족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나 
고독사의 구성요소보다 원인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빈곤에 의한 자살을 
고독사의 한정적으로 포함하는 타 구성요소에서 결론사항이 있어 빈곤은 구성요
소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선행연구의 정의에서 나타난 고독사의 개념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취합한 고
독사의 구성요소를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고독사의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고독사란, 가족, 이웃 간 교류가 없이 고립된 1인가구가 혼자 죽음
을 맞이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후 1주
일 이상 방치되다가 발견되는 것을 뜻하며,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빈곤을 비관한 1인가구의 자살도 한정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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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독사의 원인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에는 고독사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고독사의 
원인도 파악 할 수 없다. 앞에서는 고독사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 의견을 통하여 고독사의 정의를 내림으로 통계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고독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방대책을 구성하기 위하
여 전문가 집단에게 고독사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고독사의 원
인에 대한 1차 개방형 설문에서는 총 28개의 의견이 취합하여 총 6개의 항목으
로 정리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공동체 의식 붕괴

  설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주위에 대
한 관심이 사라진 것을 문제 삼았다. 최초의 사회공동체인 가정이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외동 또는 두 자녀 가정이 점점 많아지면서 부모 자녀 간, 형제 간 관
계성이 상실되고 양보나 배려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보편화된 것을 원
인으로 보았다. 이에 사회적인 관심이 저하되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문제의식
이 없어지는 등 왜곡된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번져 이타적 사고방식을 붕괴시켰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가정 뿐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성적과 성과중심과 과도한 경쟁을 중요시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는 답변이 있었다.

[예시의견1]

학교 교육에서 인성이 아닌 성적․성과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게 되면서 경쟁심

을 먼저 배우고 이기주의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습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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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가구의 증가 및 가족 관계 단절

  전통적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구성이 변화하게 되고, 사별, 
이혼, 비혼 등으로 가구형태가 핵가족에서 1인가구로 다시 변화하게 된 것도 고
독사의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이혼, 별거 및 가족 간의 갈등이 가족관계를 단
절시켜 비자발적 1인가구를 발생시켰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발견하고 도와
줄 사람이 없어 고독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시의견2]

고독사의 원인이 사회적 무관심이라 칭하기 앞서 1인 주거라는 환경이 근간이 

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혼자 거주하는 환경에 죽으면 

혼자 맞이하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임.

3)  경제력 상실로 인한 빈곤

  경제력 상실로 인한 빈곤은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의 와해로까지 이
어지는 고독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IM 경제위기 이후 가장의 실직
은 이혼, 별거 등의 가정불화를 발생하게 하고 한국 고독사 위험군의 특징인 중
장년 남성의 사회적인 고립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4) 생명경시현상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범죄와 사건들이 우리사회에 만
연하게 되면서 생명의 존엄성보다 물질이 우선시되는 사회로 변질되었다. 이러
한 기본적인 도덕관념이 무너지게 되면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조금씩 
스며들게 되었다. 이는 생명이 개인이 아닌 공동에게 맡겨진 책임 의식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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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졌고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관계망이 와해가 되어 고독사가 발생하게 되
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예시의견3]

사회적 환경 및 조건에 따라 생명의 무게를 가늠하는 시도가 현대사회 곳곳에 

배태되어 있음. 생명은 어느 누구에게만 맡겨진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공동의 책임임.

5) 사회복지시스템의 부재 및 복지사각지대 발생

  사회복지에 대한 법률지원의 미비나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등의 제도적 문제
가 고독사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제도를 통하여 경제적인 공급을 받고 있으나,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의 제한
에 갇힌 사각지대의 고위험군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연계가 소홀하
게 된 나머지 고독사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행정제도와 
편의주의적 지원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의견이 있었다.

6) 인구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저출산과 고령화
로 인한 고령사회가 고독사의 원인으로도 지적하는 의견이 소수 있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 중요정도에 따라 총 3가지의 원인으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공동체 의식붕괴’와 ‘1인가구의 증가 및 가족 관계 단
절’, ‘경제력 상실로 인한 빈곤’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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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문제 현상으로 고독사의 문제로도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독사의 원인에 따라 이를 예방하는 대책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방전략 3가지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이다. 고독사가 사회적 고립에 깊은 연
관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독사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두 번째는 ‘고독사 위험군 파악 및 대상 확대’이다. 우리나라 고독사 예방정책
은 대부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 고독사의 위험군은 중장년층
으로 고독사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다. 때문에 고독사의 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1인가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년층의 고독사에 적합한 예방대책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세 번째는 ‘생명존중, 죽음학, 공동체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설’이다. 설
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 중 하나는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의
식개선 노력이었다. 특히 결과와 성적중심인 학교교육 전반의 개편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존중과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죽음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다수에게 제공하여 죽음이 주는 기존의 부정적
인 인식 대신 개인적인 고찰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덧붙
여, 공동체 의식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법률적 확장, 그룹홈(Group home)의 개
설, ICT기술을 이용한 예방서비스프로그램 개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다양한 의
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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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였을 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국가적, 사회적인 일괄적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서 첫째, 거버넌스 체계 
개설, 둘째 관리 서비스 체제 구축, 셋째, 사회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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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독사 관련 통계 현황

  고독사는 사회문제로 발생한 신조어로써 명확한 기준과 법률적인 정의가 없어 
이를 판단하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계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국 무연고
시신 통계를 통하여 고독사 실태를 추측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의 위험이 가장 
높은 1인가구의 추세를 통하여 향후 고독사의 추이를 예상해보고 있다.

1) 무연고 사망 통계

  무연고 사망은 직계 비·존속으로 지칭되는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사망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무연고 사망자는 2011년 682명에서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꾸준히 증
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5년의 경우 1년 만에 증가율이 23.5%로 급등하
였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절반이상인 661명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발
생하여 농어촌지역보다 수도권 도심지역의 1인가구가 고독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무연고 사망자 중 남성이 931명, 여성이 220명으로 남성이 여
성보다 약 4배가량 많았으며, 50대, 60대, 70대 이상, 40대 빈도 순으로 발생하
였다27).

  그러나 실제로는 연고자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
로 시신인도를 포기한 경우도 무연고 사망에 포함하고 있다. 반대로 가족과 지
인 등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고립 상태에서 사망하
여  가족이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경우 무연고 사망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독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 통계를 통하여 고독사의 실태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7) 보건복지부



29

  특히 고독사 집계를 목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 현황 
차이가 더 자세하게 드러난다.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1년의 기록>팀
에서 방송을 위하여 2013년 1년치의 변사현장 임사일지와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보고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1,717명이 고독사
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3년 무연고사망자 
수인 878명과 비교할 때 큰 편차를 보여 무연고 사망통계가 고독사의 실태를 
추론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고독사 확실사례
가 162건이며 남성이 84.57%, 여성이 12.96%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6.5배 높
은 비중으로 고독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59세가 35.75%로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고독사 의심사례가 2,181건이나 되어 더 많은 고독사가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28) 

2) 1인가구 증가추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고독사의 정의에도 중점을 두었듯이, 고독사는 독거가구
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1인가구 증가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독
사가 가장 먼저 대두되었던 고령자 1인가구의 경우,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고령자 173만 가구 중 1인가구는 54만 가구로 31.3%
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고령자 311만 가구 중 1인가구 106만가구
(34.3%), 2016년 고령자 386가구 중 1인가구 129만가구(33.5%)로 매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전체 고령자 가구 중 30%이상
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자 가구수와 1인 고령자 가구수 모두 16년간 
2배가 넘는 숫자로 증가하여, 1인가구는 2017년 133만가구에서 2035년 300만 
가구, 2045년 371만 가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5~69세 고령
자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70대 고령자비중은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되며, 80

28) KBS 파노라마<한국인의 고독사 1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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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의 고령자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점차 고령자 1인가구의 연령
층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1인가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도 문제이지만, ‘비자발적 1인가구’의 
증가도 최근 기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독사의 전조현상으로 꼽힌다.29) ‘비자발
적 1인가구’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로 발생한 1인가구이다. 이
들은 주로 40~50대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고독사만의 특징이 
되는 고독사 위험군이다. 지난 5년간 대구와 인근 경북지역의 고독사 실태와 추
이를 조사하였던 선행연구는 고독사가 50대 남성에게 가장 빈번하게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30) 고독사와 관련된 통계분석 연구에서도 연령, 
성별에 따른 고독사의 유발 요인이 이혼, 지병, 생활고, 가족관계 단절 순으로 
집계되었다.31) 이처럼 비자발적 1인가구, 특히 중장년의 1인가구는 고독사의 새
로운 변수로 부상하였다. 

3) 고독사 통계의 필요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 추이와 무연고사망의 증가로 고독사
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예방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고독
사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무연고 시신을 통하여 
고독사의 실태를 추론하는 실정이라 정확한 원인과 현실 파악에 근거한 고독사 
대책이 아닌 주먹구구식 대응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구동태통계 사인에 ‘입회자 없는 사망’이라는 항목을 통해 통

29) 연합뉴스, 2017.07.06.
30) 서진혁. 우리나라 고독사의 실태와 추이. 대구: 경북대학교수사과학대학원; 2013.
31) 강기철. 고독사 통계에 대한 한일 비판적 검토.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6;  39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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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여 나가고 있으며, 경찰청의 사인통계상 변사로 분류하고 만약 보살
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구명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집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원인을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망분류코드에 따라 분류
하여 질병, 질병이환, 사망의 외인(사고사)로 분류하며,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
인에는 연령별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타살, 중독사
고 등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사망시점에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지, 사후 방치
가 되었는지 등의 고독사와 관련된 정보는 얻을 수가 없다.32) 

  고독사 예방 정책이 효율적으로 펼쳐지기 위하여서는 고독사 현황에 대한 정
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의심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독사로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독사의 조건을 명시하여 고독사의 발생 현황과 함께 원인을 
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번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
로 연구자만의 고독사 정의와 고독사의 원인 분석과 정책방향에 대한 결과를 도
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상기 정책방향에 따라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국내에서 시행하
는 고독사 예방정책을 살펴보고 전문가집단 의견에 상응하는 해외 정책 사례를 
찾아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32) 정순둘, 임효연. 노인 고독사, 막을 수 없나 - 노인 고독사의 현황과 과제. 서울:이낙연의원
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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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외 고독사 예방정책 비교

1. 한국

 한국의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있으
며 민간사업으로는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홀몸노인 돌봄사업
이 있다. 

1)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나누어  시
행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
사업법 제 33조의 7(보호의 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책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소득, 주거, 건강 상태를 파악하
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로 안전 확인, 가사‧생활지원 등
의 맞춤형 복지이다. 또한 방문이나 유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생사 및 안전
을 확인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민간기관 자원봉사자가 규칙적으로 안부전화, 방문, 후원금품등을 제공
받는 ‘독거노인 사랑 잇기 서비스’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이 
사망 시,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다면 장례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1~3급의 장애나 중증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차상위계
층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서비스로 식사 및 세면도움, 구강관
리, 외출동행, 청소, 취사, 세탁 등과 같은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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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돕는다. 또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
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도 이용이 가
능하다.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무료에서 최대 48,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노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33)

2) 응급안전알림서비스(u-Care 서비스)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의 자택에 센서 장비를 장착하여 안전사고 등을 예방
하도록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가스누출이나 화재 
같은 위험상황을 센서가 감지하여 응급상황이 발생 시 재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비주기적으로 안전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의 활동량 데이터나 장비작동 등 모니터링 이력이 지역센터로 전송되어 
독거노인의 활동량이 현저히 줄고 일상생활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 노인돌보미
가 방문이나 유선을 통하여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응급 시 소
방서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홀몸노인 돌봄사업

  야쿠르트판매원에게 독거노인의 건강을 지키고 말벗이 되어 교류를 쌓아가는 
역할을 부여하는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의 사업이다. 야쿠르트 판매원이 독
거노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노인의 신변을 살
피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 주민센터나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33) 보건복지부, 2017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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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1994년 서울 광진구 독거노인 1,104명에게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
은 한편 사회공헌의 대표적인 예로 꼽혀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간의 협력을 통하
여 전국적으로 확대된 성공적인 고독사 예방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34)

4)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독거노인이 많은 마을의 경로당이나 옛 보건지소, 빈 주택을 5~10명의 노인
이 함께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공간으로 제공하는 충청남도의 특수시책 
사업이다. 충남은 인구의 16.69%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어 고독사 뿐 아니라 안전사고에 취약한 독거노인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
고 있다.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공동생활 공간의 시설보
수, 생필품 구입,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마을대표자 등이 이를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또한 생활체육, 웃음치료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독거노인이 꾸준히 공동생활제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독거노인의 안
전사고 예방, 생활비 부담 및 고독감 완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35)

34) 아시아뉴스통신. 2016.02.17. 한국야쿠르트 홀몸노인 돌봄사업 지자체 러브콜 잇따라
35) 대전일보, 2017.3.16. 충남형 노인복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해법 ; 연합뉴스, 2016.1.13. 

‘쓸쓸한 죽음은 그만’ 고독사 예방에 팔 걷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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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고독사 예방정책

사업명 실행주체 수혜대상 서비스내용 기대효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독거노인

•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생사 및 안전 확인

• 정기적인 안부전화, 방문, 후원금품 지원

• 무연고 독거노인의 장례지원서비스

• 독거노인의 건강 및 안전 확보

• 경제적 도움 제공 및 심리적 · 안정감 제공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보건복지부

 차상위 
계층 이하 
65세 이상 
노인36)

• 식사, 세면, 구강관리, 청소, 취사 등 방문서비스

• 단기 가사 지원서비스

• 치매가족 휴가지원서비스

•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 영위를 통한 생활안전망 

형성

• 치매가족의 경제적 · 심리적 지원을 통한 가정 

불화 완화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 가스누출이나 화재 등 위험상황을 감지하여 구조지원

•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량 감소 시 방문 및 유선 상태확인
• 응급사고 및 고독사 예방

홀몸노인

돌봄사업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독거노인

• 야쿠르트 무상지원

• 독거노인 신변 및 안전 확보

• 비상상황 시 119 및 주민센터 신고

• 독거노인 건강관리 및 고독감 해소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충청남도

도내 12개 

시·군 

독거노인

• 빈 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 공간마련

• 생필품, 난방비, 시설보수 등 지원

• 생활 체육 등 여가프로그램지원

•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생활비 부담, 고독감 

완화

36) 단, 1~3등급 장애 및 중증질환을 보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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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가장 먼저 대두된 일본의 경우 다양한 고독사 정책이 존
재하는데, 후생노동성이 지역자치단체와 지역단체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고독
사(ZERO) 제로 프로젝트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고독
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 업종과의 협력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지키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엔딩노트를 보급하거나 3세대 동거 지원 정책 방식으로 근
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고독사 제로(ZERO) 프로젝트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는 후생노동성에서 각 지자체와 지역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국가차원의 고독사 대응책이다. 일본은 각 자
치회별로 고독사 제로 모델사업을 진행하는데, 먼저 고독사의 실태파악을 위하
여 고독사 사례를 파악하고 독거노인세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민간 아파트관
리사에서 운영 중인 고독사 방지 대책이나 민생위원, 노인회, 사회복지협의회의 
돌봄의 현황을 조사하여 파악한다. 고독사 방지를 위한 각종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신문보급소나 우체국, 부동산업협회를 통하여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하
며 고독사 110번이라는 긴급연락처와 긴급연락카드, 안심등록카드를 배포하는 
등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식사모임이나 살롱과 같은 독거노인들끼리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고독사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
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복지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독거세대를 위한 각
종 강좌를 열어 독거노인세대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각 지자체와 지역단체에서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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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맞춤형 서비스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에
선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37)

2) 지역포괄케어시스템

  2025년에 후기고령기인 75세를 맞이하는 단카이세대(団塊世代)38)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에 구축을 시작하여 2015년 실시된 제도로서 일본의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이다. 전반적으로 후생노동성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각 시정촌(市町村)39)에서 지역의 특색에 따라 지역사회 내 
민간기업,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관공서와 협조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
이 특징이며 자신이 살던 주거지에서 노후생활을 보장받는 Aging in Place를 
추구하고 있다.40)

  수혜대상은 개호보험을 적용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요개호상태가 될 가
능성이 높은 고령자이다.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개호보험서비스 뿐 아니라 왕진, 
방문 간호 등의 지역의료와 외출 보조, 식사 배달 등의 생활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의사회와 함께 ‘재택의료간병지원센터’를 만들어 24시간 상주 의료진과 간
병인이 주기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고 응급상황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복
약관리와 욕창예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시된 지 얼마 안 된 최신의 제도로 아직 그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다소 어려
움이 있지만 이를 통해 개호예방효과와 노인요양시설로의 입소를 줄이는 효과를 

37) 이미애. 일본의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대한 과제. 일본어문학 2013;63:349-370.
38) 2차세계대전 이후 태어나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끈 세대이다. 주로 1947~1949년 사이에 태어

난 베이비 붐 세대로 전체 일본 인구수의 5.4%를 차지한다.[두산백과]
39) 일본의 행정단위로 우리나라 시도에 준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뜻한다.
40) 서보경, 서은해. 한국형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휘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과실천 2016;2(1):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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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지바 현의 가시와 시, 후쿠시마 시, 사이타마
현, 요코하마 시에서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41)

3) 고령자 지원 드림팀 및 지킴이 시스템

  일본의 초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체국, IT업체, 경비회사, 보험
사, 광고회사 등 대표적인 8개 기업이 결성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들은 
독거노인이나 고령부부가구의 안부확인, 구매대행, 긴급위기대응 등을 지원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배달원이 한 달의 한번 독거노인이나 고령부부가구를 찾아
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하여 
배달하여준다. IT업체는 고령의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태블릿을 개발하여 필
요한 물건을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우며, 보험회사의 경우 건강 
및 간병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건강정보에 맞는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경비회사의 경우 위급상황이 발생 시 고령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에게 
알리고 구급차를 부르는 역할을 하며, 광고회사는 이러한 사업을 외부에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42)

  특히 경비업체들은 가입자의 안전관리 이외에도 고령가구가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유료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지킴이 시스템이라고 한다. 세콤의 경우 
‘세콤 마이 홈 콘세르주’라 하여 전구교체, 청소, 짐 운반, 식사배달, 전화 진료
를 도쿄 내 일부지역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ALSOK
의 경우 팬던트형 긴급버튼, 혈압측정과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아경비보장의 경우 건강상태나 방범상태를 확인하는 자택방문을 서비스로 제공

41) 윤혜영. 에이징 인 플레이스 실현을 위한 일본의 고령자 지원체계 연구-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4;25(2):99-107.

42) 김웅철.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서울:페이퍼로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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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안전센타에서는 전화회선에 긴급연락장치를 설치하여 건강상담이나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토데타의 경우 냉장고 문이나 화장실 발매트와 같은 
가정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공간에 센서를 부착하여 움직임을 감지하는 프
로그램을 상품으로 구성하였으며, 타에야마시스템연구소는 인체감지센서로 사용
자의 행동에 이상이 생긴 경우 메일을 통해 알림을 준다.43)

  또한 일본 최대 택배회사 야마토운수는 지역 가게와 연계하여 고령자가 가게
로 주문한 물품을 택배사원이 직접 배달을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으며, 
주문 물품을 인계하면서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일상생활 내 불편사항들을 체크하
여 구청, 소방서 등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더불어 지자체 내에서 고령자가 이용
할 수 있는 정보나 혜택이 수록된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

4) 미야자키현 엔딩노트

  2014년부터 미야자키현에서 보급한 엔딩노트는 생전유언의 하나로 일본 노년
층에서 많은 호응을 얻은 정책이다. 이 엔딩노트는 기존의 엔딩노트와는 다르게 
연명의료에 관련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인공호흡, 인공영
양공급, 수분공급 등의 희망여부를 자세히 적을 수 있으며, 가족에게 남길 유언
이나 가족의 연락처, 장례절차 등에 대하여 기록하여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44)

43) 이연수, 이재모. 일본 고독사의 변화과정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2015;65:421-435.

44) 시사위크, 2014.11.6. 일본 엔딩노트 보급 화제… 아름답게 죽을 권리 “국내 도입이 시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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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독사 보험과 유품정리 프렌차이즈

  고독사가 빈번해지면서, 어느 날 세입자가 고독사하여 주거지 청소와 유품정
리 등에 난관을 겪는 상황이 빈번해지자자 1인 노령가구에게 집을 빌려주기를 
꺼려하는 임대업자들이 늘어났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민간보험사에서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하여 고독사 발생 시 집안 수리비용, 유품정리비용, 장례비용뿐 아
니라 고독사로 감소된 임대수익까지 보장하여주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는 고독사, 자살 등으로 오염된 집안을 청소하
고 망자의 유품을 수습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유품정리업체가 크게 성행하였
다. 일본의 대표적인 유품정리업체인 ‘키퍼스’의 경우 연간 1,500건의 고독사를 
수습하고 있으며, 업체 대표가 쓴 에세이를 살펴보면 같은 건물에 아들과 손자
가 살고 있는데도 사망 후 방치되었던 경우나 유품도 방문도 모두 거절하고 수
습만을 의뢰하는 경우 등 고독사와 관련된 사례들이 다수 소개되어 있다.45)

  이후 유품정리업은 국내에도 도입되어 2017년 기준으로 30개의 업체가 활동
하고 있으며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으로 오염된 주거지를 청소하고, 망자의 유품
을 정리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5) 요시다 타이치(김석중 역). 유품정리인은 보았다. 개정판. 서울:황금부엉이.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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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세대 동거 지원정책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3세대가 함께 살도록 집
을 수리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국토교통성의 특별조치이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아주는 것을 통하여 젊은 부부는 육아의 부담을 덜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여성의 재취업을 독려하며, 노인세대는 자녀와의 동거를 통하여 사회
적 고립과 건강 문제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도심 일부지
역이나 지방에서는 조부모가 손주의 육아를 전담할 경우 육아 지원비 10만엔을 
지급하거나, 조부모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한 요양시설 이용권을 제공
하는 형태로 고령화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46)

46) 문화일보, 2018.4.3. 日, ‘3세대 가정’ 稅혜택 · 전국에 치매카페… 노인문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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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의 고독사 예방정책 
 

사업명 실행주체 수혜대상 서비스내용 기대효과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후생노동성

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자체 및 지역단체의 고독사 방지 대책 공유 및 

심포지엄 개최

-고령 독거가구 실태파악

-고독사 방지 관련 홍보 및 계몽

-연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안부확인

-긴급연락시스템구축

• 고독사 사업 재정 지원

• 지자체 간 정책 교류를 통한 효율적 

고독사 방지

• 지역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후생노동성,

시정촌

65세 이상 

개호보험

가능 노인

• 개호보험서비스

• 의료서비스(왕진, 방문간호 등)

• 생활지원(외출 보조, 식사 배달 등)

• 개호예방효과

• 노인요양시설입소의 최소화

고령자 지원 

드림팀

지킴이시스템

8개 

민간기업

독거노인·

고령부부

가구

• 건강상태 등 안부확인

• 생필품구매대행

• 응급상황 시 관공소 및 담당자에게 통보

• 노인가구의 건강 및 안전관리

미야자키현

엔딩노트
미야자키현 현 내 고령자

• 연명의료(인공호흡, 인공영양공급, 수분공급 등) 

관련의사표현가능

• 유언 및 비상 시 연락처, 장례 절차 등을 기록

• 갑작스런 위급상황 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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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이어서)

사업명 실행주체 수혜대상 서비스내용 기대효과

고독사 보험 민간보험사 임대인
• 임대시설 내 고독사 발생 시 금전적 보상

(집안수리비용, 유품정리비용, 장례비용, 임대손실비용 등)

• 1인 가구 주거임차의 어려움 

완화

유품정리 

프랜차이즈

민간유품

정리업체

유품정리

의뢰인

• 고독사 및 자살로 인하여 오염된 주거지 청소

• 망자의 유품수습 및 가족인계

• 1인 가구 주거임차의 어려움 

완화

3세대 동거

지원정책
국토교통성

3세대 

동거가구

• 3세대 공존을 위한 주거 수리 비용 지원

• 육아지원금 지급

• 간병이 필요 시 요양시설 이용권 제공

• 출산율 증가 및 여성의 재취업 

독려

• 노인 세대의 고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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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Administration on Aging(AOA)은 미국 보건복지부 내 한 기관으로 미국 노
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
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 
지원 및 건강관리, 노인 학대 예방 등 전반적인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
고 있다. 

1) Meals on Wheels

 노인영양 국가지원센터(The national Resource Center on Nutrition & 
Aging)는 AOA의 지원을 통해 미국 내 거주하는 노인 84만 여명에게 식사를 제
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노인이 거주하는 집을 방문하여 식사를 직접 배달해
주는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발생하기 쉬운 만
성질환에 적절한 대응을 하게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들이 소홀해지기 쉬운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어 요양기관 입소를 늦추거나 방지 하는 효과를 가진다.47) 
또한 식사 배달 시 안전점검을 하여 노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의료진이
나 가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48)

47) Thomas, K.S., Mor, V.. THE CARE SPAN Providing More Home-Delivered Meals Is 
One Way To Keep Older Adults With Low Care Needs Out Of Nursing Homes. 
Health Affairs 2013;32(10):1796-1802.

48) The National Resource Center on Nutrition & Aging, https://nutritionandag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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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RC

  NORC(Nation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는 65세 이상 노인이 
50%이상의 비율로 거주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자연발생적 은퇴공동체’이다. 이
는 요양시설로의 이전 없이 본인의 주거지에서 건강, 의료, 문화, 교육, 생활 등
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성별, 인종,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의 연회비와 정부와 기업의 기부금, 자원봉사자의 지원으
로 운영된다.

 대표적 NORC인 세인트루이스 NORC의 경우 현장 간호사가 방문하여 정기적 
건강 상담 및 검사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가 청소 및 간단한 집수리, 정원 작업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 비상대응 및 안전 시스템과 헬스클럽, 요가 등 스포
츠 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전시회, 음악회, 봉사활동 등 문화생활 및 이웃과의 
사회적 접촉 및 참여의 기회도 제공한다.

 NORC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일상생
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대부분이 요양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자신이 생활하던 지역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보존하여 나가며 사회적인 교류가 
환기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49) 

49) 세인트루이스NORC, www.jewishinstlouis.org/no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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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의 고독사 예방정책

사업명 실행주체 수혜대상 서비스내용 기대효과

Meals 

on Wheels 
AOA 노인세대

• 자원봉사자를 통한 식사배달

• 주거지 안전점검 및 노인세대의 건강상태체크

• 필수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부터의 보호

NORC NORC 65세 이상 노인

• 정기적 건강상담 및 검사

• 주거지 청소 및 집수리

• 비상대응 및 안전시스템 구비

• 스포츠클럽 이용

• 문화생활 및 이웃 간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

• 거동 불가능한 노인이 요양시설로의 

이전 없이 주거지에서 생활가능

• 사회적 교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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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

  프랑스는 전체인구의 15%정도가 1인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인 1인가구는 
특히 많아 4명의 노인 중 1명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 150만명이 교류가 없는 고독 속에 살고 있어 사회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놓인 노인 1인가구에
게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노인 고독사의 원인을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가, 
배우자와의 이별, 친구들과의 관계단절, 빈곤 등으로 파악하였다.50)

1) 모나리자(MONALISA)

  국가적으로 노인관련 시민단체와 협회, 지역사회, 연금 기금 등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활동단체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국가활동
(MObilisation NAtionale contre l’Isolement Social des Ages)‘이다. 독거노
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촉진 및 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 지역사회망 구축,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88개 협력기관과 40개의 활성협동조합과 218개의 시민 봉사팀이 노인 클럽 내
에서 놀이, 전문기술교육, 사회관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독방지 권장 3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봉사팀의 결성과 교육을 
장려하고 “시민활동팀의 연결망 구축”제안과 모나리자 활동 헌장에 근거한 프로
그램 활성화 등 지역적, 지방정부적, 국가적 차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51)

50) https://www.fondationdefrance.org
51)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 Today vol.42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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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카시옹(Colocation)

  2003년 폭염 당시 노약자 1만 5천여명이 사망한 일을 계기로 만들어진 코로
카시옹(Colocation)은 독거노인과 18~30세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제도이다.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저녁과 밤시간을 이용하여 집을 사용하
도록 하는 조건으로 노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노인은 학생에게 무상으
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현재 파리에서만 약 
300명의 노인과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서울시의 ‘한지붕 세대공감’의 모티브가 되어 거주공간을 학생들에
게 제공하고 저렴한 월세를 받도록 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52)

52)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1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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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정책

사업명 실행주체 수혜대상 서비스내용 기대효과

모나리자 정부기관 노인세대
• 노인클럽 내 놀이, 기술 교육, 사회관계 프로그램 제공

• 고독방지권장 3단계 프로그램 교육
•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계단절 예방

코로카시옹 정부기관
독거노인 · 

18~30세 학생
• 독거노인의 주거지 일부를 학생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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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국내외 고독사 예방정책을 앞 장에서 언급한 고독사 예방 정책방향에 대입하
였을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표 7. 정책방향에 따른 고독사 예방정책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거버넌스

체계개선

•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체제 구축

•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

• 고령자 지원 

드림팀

• 지킴이 

시스템

• 3세대 동거 

지원정책

• Meal on 

Wheels

• NORC

• 모나리자

• 코로카시옹

• 노인돌봄서비스

•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홀몸노인 

돌봄사업

• 독거노인 

돌봄사업

사회의식

변화교육

• 미야자키현 

엔딩노트
• 모나리자53)

기타

• 고독사 보험

• 유품정리 

프랜차이즈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53) 모나리자 사업 내 고독방지권장 3단계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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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는 사회현상으로 출몰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외 정책들의 
시행 역사가 그리 깊지 않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정책은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기보다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편승한 위기대응책이
기 때문에 고독사 감소에 대한 정책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모
호하다.

  특히 국내 정책의 경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 모두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듯 한국의 고독사는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위험군도 동년 층의 남성으로 파악되는데 현 정
책들의 대부분은 이들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독사 현상이 감소되지 않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주관하는 특화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정책방향이 변동되었을 경우 
이를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여 
복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더불어 최근 사회 흐름을 적용하여 호평을 받는 
일본 시마자키현의 엔딩노트의 경우처럼 사회적 경향과 대중성을 확보한 죽음준
비교육을 통한 사회의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제시한 전문가 의견과 본 장의 국내외 정책비교를 
통하여 고독사 예방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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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독사 방지 정책 방안

1. 거버넌스 체계 개설 : 고독사 관리 센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국·내외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
워크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활용해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독거노
인 공동생활제’도 독거노인끼리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독거노인가구의 고립을 단
절하고 건강 및 안전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는 지역자치단
체 내 마을 단위 사업으로 일부 마을 내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마
을마다 수혜내용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 예산을 바
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속성을 가지기 어
렵다. 따라서 고독사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선 지방자치단체 중심
이 아닌 중앙정부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지자체와 지역단체와 정보
를 공유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미국 NORC의 경우, 
주 별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역 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상점 등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건강관리, 의료,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종류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모나리자, 코로카시옹과 같은 정책도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나 
지역 단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만든 정책으로 수혜대상이 독거노인에게 한
정되어 있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해외 사례에서도 국가차원의 정책 시행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독사의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천하
는데 있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고독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하여 중앙정부차원의 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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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에서는 국가 단위의 종합 고독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산을 배
분하여 각 지자체 내 지역별 거점 고독사 관리 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
는 고독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고독사 관리 센터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새롭게 관리 종합센터를 신설하기보
다는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1인가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센터를 통해 기대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고독사 관리센터 기대효과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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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독사 관리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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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양성 교육실시

 이후 제안될 내용으로 전 세대에 걸친 웰다잉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교육을 대상자에게 제
공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구축해야 한다. 국내의 복지재단이나 교육원에서 진행
되는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 교육은 죽음관, 각 종교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이해, 반려동물의 죽음, 호스피스, 자살, 장례문화 등에 대해 교육하며, 지
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독사 관리센터에서 양성해야 할 전문가는 센터 업무 및 웰다잉 교육
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기 
민간단체의 교육내용뿐 아니라 1인가구나 독거노인가구에게 적용되는 정부지원
과 복지제도, 고독사 위험군의 심리상담 기술 등 전문적인 역량 교육이 필요하
다. 교육이수 자격요건도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와 같이 기초 지식
을 보유한 인력으로 제한하고, 자격시험을 통하여 양질의 전문가를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전문가는 각 지역의 고독사 관리 센터에 배치하여 센터에서 관할
하는 각종 교육과 위험군 발굴 및 관리 업무를 맡는다.

  또한, 연 1회 보수교육을 통하여 변동되는 정책과 고독사 현황에 따른 사회동
태 등에 기민하게 습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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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가구 전수조사 및 관리

  주민등록상 1인가구는 전산작업 등으로 조사가 가능하나 서류상 동거인이 존
재하지만 가정 문제 등으로 집계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1인가구는 통계적 방법
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센터 내의 인력이 1인가구의 수를 조사하
여,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는 전수조사 작업을 필요하다.

 1인가구의 전수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행정지원과 함께 다량의 인력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지
역 내 고독사 관리센터에서 이를 맡아 전수조사를 진행하면 1인 가구 관리의 
효용성이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1인 가구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가족, 지인 등 비상 연락처, 보유 질환 정보 등 응급 상황 시 필요
한 정보를 확보하여 위급 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거점 관리센터간의 연동을 통해 1인 가구가 이사 등의 신변 변화 
시 이주 지역의 센터로의 관할 이전 및 관리 특징 고지 등을 의무화한다면 지속
적이고 상시적인 고독사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3) 고독사 발생 보고체계 및 응급연락망 구축

 고독사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현장을 처음 신고 받고 이를 발견하는 기관이 
경찰서가 될 확률이 높다.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도 주장하였듯이 고독사 현황파
악과 원인발생에 대한 통계적 자료 수집을 위하여서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고독사 발생하여 주변에서 신고가 된 경우 경찰서에서 변사 확인 및 
고독사 여부를 판단하여 센터로 고독사 발생을 보고하는 체계가 만들어 져야 한
다. 고독사 관리센터는 보고받은 정보를 고독사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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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이 안전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119를 통하여 도
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내 관할 소방서와 업무 협조도 이루어 
져야 한다. 고독사 위험군이 의식 불명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 신체 및 질병정
보를 소방관 및 의료기관에 전달하여 고독사 위험군이 신속하게 의료조치를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4. 고독사 발견 시 진행상황 별 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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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독사 위험군 방문 및 관리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한 후에는 이들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센터 내 예방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주기적인 방
문을 통하여 관리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고독사 관리센터 내 인력은 자신이 담
당한 고독사 위험군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유선연락을 정기적으로 취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신변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만약 건강상태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
우 연계된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위험군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경
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 혹은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관리센터 내 담당자는 고독사 위험군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 
위험군이 사회적 교류를 이어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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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서비스 체제 구축 : 1인가구 관리 서비스

  우리나라의 고독사 방지대책은 대부분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
한 1인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고독사 사건현장에서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각지대가 발생하
는 원인 중 하나는 한국 고독사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는 독거노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고독사가 한국사회에서는 유독 50~60대
에게 취약하기 때문이다.54) 한 유품정리업체에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고독사 
현장을 수습하며 집계한 결과를 보더라도 50대 39.3%, 40대 16.6%, 60대 
14.1%로 중장년층에서 높은 비율로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5) 중
장년층은 퇴직이나 실직, 가족관계의 단절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알코
올 중독, 지병, 우울증, 빈곤 등으로 발전되어 고독사로 이르는 경우가 많다. 한
국 중장년, 특히 남성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어려워하는 동시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다보니, 혼자 문제를 안고 
있다가 가장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고독사를 예방하
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나 고령자 지원 드림팀 등은 모두 독거노인을 정
기적으로 방문하여 의료, 복지, 안전 및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에로
사항에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경우도 Meal on Wheels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음식을 전달함으로써 
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 갔다. 이들 정책은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
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고독사 위
험군의 영역에 들어가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중장
년층의 고독사 위험군의 경우, 세상과 쌓아올린 마음의 장벽이 있는 사례가 종

54) 서진혁. 우리나라 고독사의 실태와 추이. 대구: 경북대학교수사과학대학원; 2013.
55) 연령별 고독사 수습현황(2012.10~2015.9) – 스위퍼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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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있어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안전과 건강
을 살핀다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먼저 사회로 도
움을 요청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가구 관리서비스를 제안한다.

1) 1인가구 자진신고제

   1인가구 자진신고제도는 행정상 1인 가구에 속하지 않지만 사회적 교류가 
없는 실질적인 1인가구를 포함한 모든 1인가구가 고독사 관리센터에 1인가구여
부를 직접 신고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 상태에 대하여 고독사 관
리센터의 도움을 요청하고 고독사 예방과 안전대책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에 동
의하는 것이다. 자진 신고 대상자는 기존의 고독사 방지 정책인 U-care시스템
을 신청하여 활동센서 모니터링을 요청하거나, 관할 담당자 주기적 방문을 요청
하여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질환 등 특이사항과 비상상황 시 연락을 취할 가족, 
친지 등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센터에 등록하여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다.   

  이 정책은 가족문제로 인한 별거 등으로 행정서류상 1인가구가 아니나 혼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군이나 가정, 이웃 간의 관계 단절로 인해 고립의 위험에 
빠지고도 현행 고독사 방지대책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
다. 이렇게 고립의 탈피가 어려운 고독사 위험군에게 도움의 연결고리를 제공함
으로써 신체적 경제적 문제 등으로 건강이상과 빈곤이 나타나는 중장년층을 비
롯한 고독사 위험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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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가구 모바일 건강관리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공하는 독거노인 u-Care 서비스는 ‘응급안전 중심 서비
스’로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헬스케어 중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
어왔다.56) ‘응급안전 중심의 u-Care 서비스’는 활동량을 측정하고 위험요소를 
탐색하는 방식으로서 대부분 독거가구의 전기사용량, 활동센서 등을 모니터링하
여 이상 징후 시 유선연락이나 방문이 이루어지는 수동적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누군가가 나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고독사 위험군의 가장 큰 특징인 사회적 고립은 생활 방식으로 인한 
자의적 행태인 경우도 있어, 수동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위험군을 고립에서 벗어
나게 하는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반면 ‘헬스케어 중심 서
비스’는 활동량을 측정하고 위험감지를 하는 기존 u-Care 서비스의 기능과 함
께 건강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로 이를 1차적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고립에서 벗
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고독사는 그 대상자가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행태, 운동량 부족 등의 문제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만성질환을 지병으로 보유한 경우가 많이 
있어 생활습관이 이들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게 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중장년의 1인가구인 경우, 가족 간 불화, 경제력 상실, 사회적 
도태와 같은 이유로 외로움과 우울감, 무력감에 빠져 음주나 흡연으로 스트레스
를 해소하다 건강관리에 소홀해져 고독사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립된 1
인가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고립을 탈피
하고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는 고독사 관리 센터 내에서 활동하는 영양사, 헬스트

56) 강승애. 1인 가구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u-Care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2017;17(3):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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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너, 심리상담사, 금연‧금주상담사 그리고 센터와 연계된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에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밴드를 통하여 자신이 가진 만성질환과 운동량 
등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식단, 운동법, 맞춤형 금연‧금주계획 
등을 제공받는 방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했던 복합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사업에서는 혈
당, 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의료진과 측정기기를 통하여 측정한 혈
당, 혈압 등의 생체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주치의에게 전송하
고, 주치의는 전송된 자료를 모니터링 하여 환자에게 관리지침 등의 메시지를 
주 1회 이상 전송하고, 필요시 전화 상담 진행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대면진료
를 위해 내원 시 기존에 입력한 측정정보 결과지를 출력하여 대상자에게 제공하
고 관리 목표와 측정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대상자가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를 하였다. 사업이 종료 된 후 원
격모니터링 서비스의 유효성과 사용자 만족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는데 해당사업
에 참여하였던 대상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3개월간 HbA1c, 공복혈당, 혈압
이 대조군에 비해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혈당측정 횟수 값
이 1인당 1일 평균 0.75회로 매일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여 전송함으로서 건강
관리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여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며, 의사의 도움을 받기 용이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가정경제
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가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
이고 치료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57)

  이에 본 논문에서는 1인 가구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원격모니터링 
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만성질환을 가진 1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원격모니터링 사업 서

5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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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모델과 비슷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질환에 따라 개인용 혈당기, 혈압
기를 제공받은 1인가구는 측정한 혈당, 혈압 데이터를 고독사 관리센터에서 연
계한 의사에게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계획한 주기에 따라 전송하도록 한다. 
의사는 전송받은 측정 수치를 보고 1인가구에게 피드백 메시지를 보내 데이터 
내용에 따라 관리지침을 알린다. 
 또한 1인가구는 식단, 운동법도 관리 받을 수 있는데 스마트 밴드를 통하여 누
적 저장된 운동량 정보를 고독사 관리센터 내 헬스 트레이너와 영양사에게 제공
한다. 트레이너와 영양사는 1인가구가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들에게 필요
한 운동지침과 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을 제공하며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습관을 
독려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금연‧금주 프로그램
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고독사 관리센터 내 심리상담사와의 화상대화를 통해 고독
사 위험군의 심리상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만약 주기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하던 1인가구가 일정기간동안 데이터 전송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 간호사, 트레이너, 영양사, 상담사는 어플 내 알림 메시지 
기능을 통하여 1인가구에게 안부 메시지 보내고,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2차 메시
지를 발송하거나 전화 상담을 시도한다. 복수 발송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전화 상담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고독사 관리센터 내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
린다. 이들로부터 1인가구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상태정보를 받은 고독사 관리센
터 담당자는 직접 대상자에게 유선연락을 취하거나 주거지 방문을 시도하고 소
방서, 경찰서 등에 의뢰하여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모바일 건강관리 
어플 내 긴급상황기능을 넣어 1인가구가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설정, 음성 인식 
등으로 고독사 관리센터나 소방서,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결 되도록 한다.

  이러한 1인가구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는 가족, 이웃 간의 단절로 인하여 사
회적 고립에 빠진 1인가구에게 건강관리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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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홀하기 쉬웠던 건강상태에 관심을 갖게 하고 능동적인 교류 활동을 통하여 
삶에 애착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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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별 웰다잉 교육 실시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에서도 말했듯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가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고독사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1인가구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먼저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
는 교육을 사회 전반에 보급하여야 한다. 특히 보라매 병원 사건58)과 김할머니 
사건59) 등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관한 고민을 시작한 한국사회에서 죽음에 대
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세밀한 접근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생
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 일부 단체에서 제공하는 죽음준비교육은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자발
적으로 지원한 성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투병활동이
나 가족의 죽음 같이 죽음의 간접적 경험을 가진 소수의 노년층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참여한다. 그러나 죽음은 노년에게만 닥친 현실이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어둡고 폐쇄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서는 전세대적인 웰다잉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 교육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니라, 대상자 별로 그 내용을 달리하여 죽음 준비와 함께 생명의 존엄
성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회 내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 뿐 아니라, 가족 간, 세대 간, 이웃 간 불신을 줄이고 보다 나은 
사회를 구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58) 1997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치료중인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살인방조죄
에 대한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59)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로, 가족의 연명치료중
단을 의료진이 거부하여 제기된 소송이다. 이 사건을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
되었으며 국내에서 존엄사와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사건이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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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찾아가는 죽음준비교육 : 노년대상

  그동안의 죽음준비교육은 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진행되었기 때
문에 정보접근이 수동적인 노년층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교육장까지 이동이 불편한 신체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도 있어 
대중적인 교육이 불가했다. 이러한 노년층의 특성에 따라 전문지도자가 직접 경
로당, 마을회관, 노인쉼터를 찾아가 교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거동이 불
편해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정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참여 기회를 넓
히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죽음준비교육의 내용은 죽음의 의미와 더불어 인생 회고, 유언장이나 엔딩노
트 작성, 버킷리스트 작성 및 실천, 가족‧지인과의 이별방법 등의 다양한 내용을 
주차별로 계획하여 매주 일정 시간 교육받도록 한다. 또한 심리상담사와의 개별 
상담시간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
록 노력한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연명의료 발
생 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견을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 소정의 상품(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우수하게 이
수하는 사람을 선별하여 상품권이나 바우처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 참여를 독려
하고 주변의 미참여 노인들에게 참가 동기를 부여한다.

  교육이 진행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개별상담을 꾸준히 진행하여 상담사와의 유
대관계를 쌓으며, 상담을 통해 파악된 독거노인 중에서 최근 마을회관이나 노인
정에 출석하지 않는 가구를 조사하여 방문하여 건강과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형
태의 고독사 예방대책으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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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건강검진 : 중장년 대상

  한국 중장년, 특히 남성의 경우 성장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보
다는 참고 인내하는 것에 익숙하다. 때문에 주변에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
고 고독감이나 우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장년층을 위하
여서 마음건강검진의 실시를 제안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또는 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이 기존 일반건강
검진에 마음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여부를 측정하고 결과
에 따라 관리대상을 선별한다. 방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 마음건강 문진표를 동봉하여 검진 전 고독감이나 우울감에 등에 대
한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여 검진 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체크리스트 
결과를 분석하여 고독감이나 우울감이 심각한 경우 전문적인 의료 상담이나 심
리 상담을 제안하여 고립이나 자살 등의 예측 가능한 문제를 예방한다. 또한 상
시적인 죽음준비교육의 참여를 독려하고 여가 및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활동을 
제안하여 사회적 고립이 심층 되지 않도록 돕는다.

  이중 1인 가구는 건강검진 시 전문심리상담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가족 간 유
대관계와 사회적 고립 유무를 파악하고 고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험군으로 분
류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히 만 40세와 66세에 진행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1일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엔딩노트, 희망하는 장례절차 작성 등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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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N선 친구 만들기 : 청년 대상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1인 가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장년 및 노인과 
청년을 1대1로 연결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청년들은 위험군에게 
스마트폰 사용법과 메시지 전송법, SNS 개설법 등을 알려주고 메신저나 문자, 
SNS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학생과 위험군이 일상생활을 교류하면서 친분을 쌓아
간다.

  일상을 부담 없이 소통하게 되면서, 고독사 위험군의 생활 상태에 대하여 접
근하기가 쉬워지게 되어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혹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고독사 관리센터에 학생들이 대신 연락하여 도움
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나 취업 시 필요한 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위험군이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기성세대가 성장환경 속에서 체득했던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4) 생명사랑 공동체 교육 : 청소년 대상

  죽음에 대한 현대 한국인의 태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장년기 성인의 
경우 질병과 같은 신체적인 변화에 의하여 죽음을 구체적으로 연상하는 것에 비
하여 청년들은 우울,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문제로 인하여 현실을 탈피하고 싶
은 욕구가 있거나 타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죽은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죽음을 
연상한다고 답했다.60) 이와 비슷한 연령대인 청소년도 죽음을 먼 미래의 일로 

60) 김명숙.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철학적 고찰. 忠南大學校儒學硏究所論文
集 儒學硏究 2010;22: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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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예측하지 못한 죽음을 
만나면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또한 폭력적인 영상, 오락 매체 등을 통해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저하된 청소년들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소중함을 인지하
지 못하여, 왕따, 학교폭력, 자살, 청소년 임신과 낙태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교육과 연장선상에 있는 생명존중에 관련된 교육뿐 아
니라 공동체의식과 관련된 의무적 교육이 없다. 다만 몇 개의 시도교육청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생명존중에 관련된 상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중요시 여
기는 교사가 재량껏 진행하는 실정이다. 이에 생명의 존엄성을 인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수 교육과정으로 생명사랑과 공동체 교육을 제안한다.
  
  먼저 센터 내 전문교육을 통하여 배출된 지도사를 1개 학교당 1명씩 배정하
여 학교의 시무하도록 한다. 지도사는 1주일에 약 4~5시간으로 배정된 창의적 
체험활동61) 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당 월 1회 1시간 이상 씩 생명사랑과 공동
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생명의 존엄성과 공동체의식함양에 대한 
시청각교육, 토론, 실습 등으로 청소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적극 활
용하여 진행한다. 특히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 쉬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유언장 쓰기, 죽음체험과 같은 실습과 주변에서 겪은 
죽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을 통하여 생명과 죽음에 대한 보다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61)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가수준의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자
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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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및 결론

  본 논문은 날로 증가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고
독사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정
책 수혜의 지속성과 형평성이 취약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따라,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고독사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과 자료를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의
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 한편 비교제도론적 고찰을 이용하여 국내외 고독사 예방정책을 비
교하였다. 

 먼저 고독사를 연구하거나 고독사 및 독거가구를 지원하는 단체의 실무자를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고독사의 구성요소, 원인,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독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묻는 질문을 통해 “고독사란, 가
족, 이웃 간 교류가 없이 고립된 1인가구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통상
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후 1주일 이상 방치되다가 발견되는 것을 뜻
하며,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빈곤을 비관한 1인가구의 자살도 한정적으로 포
함한다.” 라는 연구자의 정의를 도출했다.

  또한 고독사의 원인을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 개인주의 팽배
와 공동체 의식 붕괴, 경제력 상실로 인한 빈곤으로 크게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생명존중, 죽음학, 공동체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설, 고독사 위험군 파악 및 대상 확대(노인 및 중장년
을 포함한 대책 수립)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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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델파이 설문을 활용한 설문조사 결과와 국내 고독사 정책의 문제점 및 해
외 정책 사례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3가지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체계 개설 : 고독사 위험군을 파악하여 방문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배출하고 1인가구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고독사 관리센터를 
개설하여 위험군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다.
 둘째, 관리서비스 체제 구축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독사 위험군이 사
회적 고립을 탈피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애착과 가질 수 있도록 1인가
구 자진신고제와 모바일 건강관리와 같은 1인가구 관리 서비스를 제안한다. 
 셋째, 찾아가는 죽음준비교육,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마음건강검진, LAN선 친
구 만들기, 생명사랑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개인주의를 타
파하고 공동체의식과 생명존중사상이 고취 될 수 있도록 전국민 대상별 웰다잉
교육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한계점 및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독사 방지 정책방안 중 웰다잉 교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의 
필요성과 대상별 교육의 타당성에 대하여 주로 기술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
계점이 있어, 정책으로 적용이 되려면 교육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으로 제안한 1인가구 모바일 건강관리에서는 일부 내용이 현재 의료
법상 적용이 불가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 및 문제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고독사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대두된 신조어로써 역사가 짧고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초기단계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숫자가 적은 한계
가 있었다. 이후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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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활동하게 되어 다양한 의견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본 논문은 고독사에 대한 설문조사와 국내외 정책 연구를 통해 1인가구의 자
살도 한정적으로 고독사의 범주로 포함함으로써 고독사 문제의 진원지로 대표되
는 일본과 차별화된 한국만의 정의가 생성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다. 또한 기존의 고독사 정책에서 고독사 위험군의 특징을 반영한 보다 발전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고독사를 예방하고 감소하는데 일조하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덧붙이자면, 전문가 집단의 기타의견으로 언급되었듯이 고독사는 매우 부정적
으로 불쾌한 것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주긴 어렵다. 그러나 1인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혼술, 혼밥, 혼행과 같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 이를 자
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고독사도 시대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받
아들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시신의 부패를 최
소화 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고독사 대신 ‘1인사’, ‘홀
로사’ 와 같은 용어로 대체한다면, 고독사에 대한 쓸쓸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되어 1인가구의 임종을 지키고 시신을 
부패 없이 수습을 가능하게 된다면, ‘고독’한 죽음은 지금보다 더 감소할 수 있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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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17.3.16. 충남형 노인복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해법 
연합뉴스, 2016.1.13. ‘쓸쓸한 죽음은 그만’ 고독사 예방에 팔 걷은 지자체
시사위크, 2014.11.6. 일본 엔딩노트 보급 화제… 아름답게 죽을 권리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문화일보, 2018.4.3. 日, ‘3세대 가정’ 稅혜택 · 전국에 치매카페… 노인문제 극복
머니투데이, 2018.1.18.,  "현대인의 슬픈 단면"… 영국, '외로움' 장관 첫 임명
시선뉴스, 2018.2.14. 영국에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다? [지식용어]
서울신문, 2012.12.1. [커버스토리] 1인가구 400만명 시대… 2030마저 ‘고독사 예비군’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1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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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차 설문조사지

‘고독사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문헌고찰과 예방대책 연구’ 1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석사과정 5학기에 재학중인 최지연입니다. 

 저는 고독사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문헌고찰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고독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고령인구와 1인가구가 날로 늘어나는 한국사회에 외로운 죽음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하여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 개인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적어주시어 회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ciaco19@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현재 고독사는 우리사회에서 대두되는 사회문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정의
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독사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위하여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내용(가구형태, 사망장소, 시신방치기간, 질병 및 자살 포함여부, 경제문제, 이웃 간 교
류현황 등)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고독사는 지역자치단체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현재 지자체와 지역커뮤니티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독사 예방과 감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
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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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차 설문조사 의견정리 및 2차 설문조사지

‘고독사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문헌고찰과 예방대책 연구’ 1차설문결과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학위과정 최지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고독사에 대하여 1차 설문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개재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차설문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보내드리오니 2차 설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고독사는 우리사회에서 대두되는 사회문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독사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위하여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할 내용(가구형태, 사망장소, 시신방치기간, 질병 및 자살 포함여부, 경제문제, 
이웃 간 교류현황 등)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구형태
고독사를 정의하는데 있어 가구의 형태는 1인가구로 언급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경
우에 따라 1인가구를 비롯하여 ‘2인 가구 중 1인이 3일 이상 장기 부재가 빈번한 가구
에서 발생하는 사망’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고독사 가구형태에 포
함할 것인가에 대한 2차 설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사망장소
응답자 중 40%는 고독사에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할 내용을 ‘주거지내에서의 사망’으로 
꼽았다. 이중에는 주거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옥상, 지하실과 같은 발
견이 어려운 공공장소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
체적으로 고독사의 정의에 사망장소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선택하지 않았
다.
③ 시신방치기간
시신방치기간을 고독사의 정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70%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견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나 시신의 부패 등을 근거
로 발견시점을 설정하는 의견 또한 다수 존재하였다. 
④ 질병 및 자살 포함여부
설문에서 가장 분분하게 의견이 갈린 부분으로써, 1인가구의 자살도 고독사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에 다양한 관점이 나타났다. 자살은 고독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고독사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은 60%로 조사되었으며, 자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외부와의 단절과 빈곤으로 인한 1인가구의 자살은 고독
사로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40%였다. 



79

⑤ 경제문제
고독사는 비교적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많이 발생하기는 하나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취
약한 계층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독사가 발생되는 현상이 늘고 있어 고독사의 정
의에 경제부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⑥ 이웃 간 교류현황
이웃 간 교류가 없는 고립상태가 고독사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
었다.

2) 고독사는 지역자치단체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독사의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타인에 대
한 관심의 부재, 생명경시와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사회인식의 변화, 1인가구의 증가, 가
족관계단절 등 가족구성의 변화, 사회적 지지기반 부재, 빈곤의 6가지의 의견으로 정리
될 수 있었다.

3) 현재 지자체와 지역커뮤니티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독사 예방과 감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고독사의 예방대책으로는 생명존중교육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한 근본적인 노력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노인고독사 뿐아니라 중장년층 등 
고독사 위험군 대상을 파악하고 1인가구의 전반적 문제로 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
견,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
하다는 의견, 지역사회 연계망의 활성화와 1인가구 그룹홈 개설, 일자리 창출 등의 의
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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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문헌고찰과 예방대책 연구’ 2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학위과정 최지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고독사에 대하여 1차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독사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문헌고찰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고독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고령인구와 1인가구가 날로 늘어나는 한국사회에 외로운 죽음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하여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 개인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적어주시어 회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jeons19@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고독사를 정의하는데 있어, 부분별로 명시할 기준에 적합한 부분에 체크(V)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형태

1인가구만 포함
2인가구 중 1인이 3일이상의 부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

(2) 사망장소
주거지(집)에서 사망만 포함
모텔, 여관 등 공동숙박시설까지 포함
지하실, 옥상 등 발견이 어려운 공공장소까지 포함
장소에 국한하지 않음

(3) 시신방치기간
48시간 이상이면 고독사로 인정
1주일 이상이면 고독사로 인정
1개월 이상인 경우만 고독사로 인정

(4) 가족, 이웃 간 교류 현황
고립상태인 경우
고립과 관계없이 발견이 늦은 상태만 포함

(5) 자살여부
고독사에 포함 될 수 없음
고립상태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까지 포함
모든 1인가구의 자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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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독사의 원인에 대하여 설문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항목으로 구
분지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하시는 2가지 
항목을 골라 체크(V)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 팽배와 공동체의식붕괴
사회적 관계망의 와해로 인한 
생명 경시 현상

1인가구의 증가 및 가족관계단절
사회복지시스템의 부재 및 
복지사각지대 발생

경제력 상실로 인한 빈곤 인구 고령화

3. 고독사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문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항목으로 
구분지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생각하시는 
2가지 항목을 골라 체크(V)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 죽음학, 공동체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설

고독사 위험군파악 및 대상 확대
(노인 및 중장년을 포함한 대책수립)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제도적 보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법률 등)

그룹홈(Group home) 활성화

4. 기타 고독사에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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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델파이 2차 설문조사 결과 : 고독사의 구성요소

구분 항목 응답자수 총계

가구형태
1인가구만 포함 6

962)
2인가구중 1인이 3일 이상의 부재가 빈번
하게 발생하는 가구도 포함 3

사망
장소

주거지(집)에서의 사망만 포함 4

10
장소에 국한하지 않음 3

모텔, 여관 등 공동숙박시설 내 사망도 포함 2

지하실, 옥상 등 발견이 어려운 공공장소까
지 포함 1

시신
◎방치기

간

사망 후 1주일 이상 방치된 경우 6

10사망 후 48시간 이상 방치된 경우 4

사망 후 1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만 -

가족, 
이웃 간 
교류현황

고립상태인 경우 8
963)

고립과 관계없이 발견이 늦은 상태인 경우
를 모두 포함 1

자살여부

고립상태나 경제적 빈곤이 원인이 된 자살
까지 포함 5

10고독사에 포함될 수 없음 3

모든 1인가구의 자살 포함 1

62) 1명 무응답
63) 1명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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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델파이 2차 설문조사결과 : 고독사의 원인

항목 응답수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공동체 의식붕괴 6

1인가구의 증가 및 가족관계단절 6

경제력 상실로 인한 빈곤 4

사회적 관계망의 와해로 인한 생명경시현상 3

사회복지시스템의 부재 및 복지사각지대 발생 1

인구 고령화 -

총계 20

부록 5. 델파이 2차 설문조사결과 : 고독사의 예방대책

항목 응답수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8

고독사 위험군 파악 및 대상 확대
(노인 및 중장년을 포함한 대책 수립) 5

생명존중, 죽음학, 공동체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설 4

제도적 보완(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법 등) 2

그룹홈(Group home) 활성화 1

총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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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Solitary Death Prevention Policies

Ji-Yeon Choi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 Yoon, Kim, M.D.,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to prevent dying alone. For the 
research method,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survey on solitary death, consideration 
through comparative methodology, and Delphi surve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existing researches, this study analyzed the 
definition and current state of solitary death. In the proces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progress of solitary death is assumed by other deaths people without family or 
friends. This is caused by the lack of legal definition for solitary death and lack of 
duty to report solitary death. Also, the current domestic policies for solitary death 
didn’t last long as it was led by the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ies for the solitary death were limited to farming and fishing village, solitary 
senior aged over 65, or disabled people with mobility difficulties.  

To solve above issues, this study conducted survey on a panel composed of 10 
Korean professors, researchers, and related workers who carried out preceding studies 
on solitary death and asked them questions about component, cause, and prevention 
measure for solitary death. Total of two surveys were conducted using Delphi 
technique. 

In the survey on essential component of solitary death, the researchers gave the 
following definition. A solitary death is a case where a single household without any 
interaction with family or neighbors dies alone. Generally, it refers to a case whe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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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single household is discovered after being left at home for more than a week. A 
solitary death may limitedly include the suicide of a single household due to social 
isolation or poverty.  

Regarding the reason for the solitary death, the panel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ts commonly pointed ‘Collapse of community spirit due to pervasive individualism’, 
‘Increase of single households and break of family relation’, and ‘Poverty due to loss of 
economic power’ as the reason for the solitary death. For the measures, the experts 
suggested ‘Activation of local community’, ‘Arrangement of education and program about 
life respect, death, and community’, and ‘Identifying the single households at high risk 
of solitary death and expanding the target (Establish measures including elderly and 
middle-aged people)’.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presentative overseas measures for preventing the 
solitary death such as Japanese comprehensive local care system called Solitary Death 
Project, American Meal on Wheel and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NORC), and French MONALISA and Colocation. Through the examination, this study 
suggested successful policy models that involved cooperation of the nation, local 
government, local community and private organizations. 
   This study combined the problems of domestic solitary death policies, overseas 
policy models, and survey results from expert panels and set governance system 
establishment, management service system establishment, and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system for social perception as the direction for the solitary death 
prevention policies. Also, based on the such policies, this study also proposed 
foundation of solitary death management center, single household management program 
with self-report system and mobile health management service, and well-dying 
education for the new solitary death prevention policies. 

Key Word : Solitary Death, Single Household, Senior Policy, Delphi Research, Bioeth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