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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실태(통계청의 ‘2010 고령자 통계’) 통계에 의하면,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사는 ‘노인 

단독가구(독거노인)’ 수는 1,021천 가구로, 총 가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1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런 독거노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건강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소외감 등 여러 가

지 복지서비스적인 문제점이 나타날 보여 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점점 고령화사회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

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실버케어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안한다.

키워드: 독거노인(elder who lives alone), 실버케어시스템(silver care system), 복지서비스(welfare services)

I. 서론

우리 사회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빠른 속도

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독거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1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1].
표 1은 2010년 인구통계자료집에서 고령화 속도를 주요 

OECD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증가소요년수는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다음단계로 진행

되는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고령화

14%

고령

20%

초고령

7%→

14%

14%→

20%

일본 1970 1994 2005 24 1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영국 1929 1975 2028 46 53

미국 1942 2014 2032 72 18

한국 2000 2018 2026 18 8

표 4. 고령화 속도 국제비교

Table 1.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aging rate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독거

노인 문제를 주용하게 인식하여 이제부터 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사회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

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독거노인 문제가 야기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한 후, 독거노인을 위한 일반적

이고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케어시스템을 설계하

여 제안하고자 한다. 

II. 현황과 추이 분석

1. 독거노인 가구 추이

그림 1. 독거노인 가구 추이

Fig. 1. Changes in elderly household

그림 1에서와 같이 201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사는 

‘노인 단독가구(독거노인)’ 수는 총 가구의 6.0%를 차지하고, 독

거노인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후인 2030년에는 1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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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가구(11.8%)가 홀로 사는 고령자 가구일 것으로 전망된다.

2. 독거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그림 2. 독거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Fig. 2.The most difficult problem facing elderly people

그림 2와 같이 여러 가지 조사 연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43.6%)’과 ‘건강문제(37.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

답하고 있다.

3. 건강 평가 분석

그림 3. 건강평가

Fig. 3. Health Assessment

그림 3과 같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10명 중 6명(전체노인 

48.7%)은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낀다고 답하고 있다.

4.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수요

그림 4.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Fig. 4. Want to receive welfare services

그림 4는 독거노인의 83.1%(전체노인 81.7%)가 정부 등으로

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기 원하고, 특히 ‘간병서비스(28.2%)’와 ‘건
강검진(26.1%)’, ‘가사서비스(20.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III. 실버케어시스템 제안

현재 국내외의 u-Care System은 초기단계이거나 시범사업단계

이며 국내에서는 당료폰 및 낙상감지폰 등 휴대폰이나 휴대용기기

를 이용한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독거노인 u-Care 
Service 사업 등이 있으며, 국외 사례로는 IBM, Phillips, 
Coco-secom, HoneyWell 등에서 u-Care Service가 제공되고 있

다[3].
그러나 다양한 u-Care System이 개발되고 있지만,  독거노인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인 간병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의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독거노인이 가

장 원하는 복지서비스인 간병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를 실시간

으로 확인 및 제공해 줄 수 있는 실버케어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자원

봉사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특정한 

요일과 시간대에만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남는 시간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를 찾아 자원봉사를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구현하고자 한다.

그림 5. 독거노인 자원봉사 현황

Fig. 5. Journal of the elderly volunteers

그림 5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독고노인 및 관련기관에  서비스 

신청을 해 놓은 사례 화면이다. 이 복지서비스 시스템은 실시간으

로 제공되는 자원봉사 신청화면에서 자원봉사자가 신청하고자 하

는 서비스에 신청을 하면, 봉사유무 난에 체크가 되어 해당 서비스

가 진행 중임을 알려 준다.
즉, 이 논문에서 설계한 시스템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실시간으로 

독거노인들이 필요한 시간대와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여, 해당 지

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특별한 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도, 간단히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

고 지정된 시간대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방문을 하여 자

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IV. 결론 및 향후과제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아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여러 가

지 이유로 인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거노인이 진정으

로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해 주

는 실시간 실버케어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한 후 해당 서비스를 자원봉사자가 클릭하여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독거노인과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하지만, 독거노인이 직접 해당 서비스에 서비스신청을 하지 못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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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문제점과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쉬운 서비스신청 방법과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심화와 고령화 사회

로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 지금부터라도 정책적인 고려

를 하여 대비해야만 앞으로 닥칠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다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고령화 사회의 복지문제와 독거노인에 

대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실버케어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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