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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구 • 요 • 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배경

 언론을 통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나 정확한 통계와 정책 대안의 방향이 수

립되어있지 못함

 이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

초적 자료로 삼고자 함

 연구의 목적

 서울시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고독사 정의 및 고독사 통계분석을 실시함

 이 연구는 서울시의 고독사 실태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자치구별, 주거특성별, 다양

한 생애 특성별 내용 분석을 통해 고독사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자 함

 서울시 고독사 실태 및 대응방안은 죽음에 대한 사회정책과 죽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기하기 위해 다면적인 연구접근을 함

 죽음의 질 측정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는 영국의 임종기 정책과 일본의 고독사(고립사)

통계와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국내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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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방법

❶ 현황 분석 :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2014, 담당PD 김명숙)에서 분석한 2013

년 고독사 및 무연고사망자 형사 임장일지 전체 분석내용중 서울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재분석함

❷ 문헌분석 : 고독사 정의, 신문자료 분석, 임종기 정책, 일본 사례 등에 대한 문헌자료를 

검토함

❸ 의미망분석: 고독사에 대한 신문기사들의 빈출도와 의미망을 분석하기 위해 한글어 의

미망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함

❹ 전문가간담회 : 고독사 정의 및 예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정책 대

안에 대한 조언을 수렴함

고독사 정의

 정의도 통계도 없는 고독사의 개념적 정의 시도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
(독거인, 1인 가구)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통상 3일 이후)임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와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홀로 살아가는 사
람이 많아지는 도시적 생활에서 홀로 살다가 경험할 수 있는 독거인의 위험
이기 때문임

 유사개념과 고독사 개념의 관계를 검토하여 독거사, 고립사, 자살, 무연고사, 
비존엄사의 개념과 고독사의 관계를 확인함

 고독사는 1인가구에게 나타나며 독거사이면서 고립사인 경우이며 자살자 중
에 홀로 방치된 죽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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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독사 유사개념과의 관계

고독사 실태분석

 서울시 고독사 확실사례는 162건으로 이틀에 한 꼴로 발생하며, 의심사례는 연간 2,181

건으로 하루에 6건씩 발생함. 확실사례중 남성이 137건, 여성이 21건으로 나타남

 새로운 위험집단 40-50대 남성의 문제

 고독사 위험집단이 도출 되었다.
 40~64세 남성, 혼자 살며, 지병이 있고,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무직

 고독사의 원인이 분석되었다. 
 이혼 등의 가족특성과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집단

 고독사 발생의 거주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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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은평구, 금천구, 동대문구의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의 도시개발, 임대아파트 단지

 독거인의 고독사 인지요소 파악과 조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최초 발견자가 주로 집주인, 이웃, 직장동료, 가족 순

- 월세를 밀리거나, 우편물, 전단지 등이 쌓이거나, 인기척이 없거나 연락이 안되는 등의 

경미한 변화가 있을 때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우선 접근이 필요하다
-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이웃관계망, 직장관계망이 필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준비 요소를 도출하 다
-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안부 확인, 의료기관의 장기질환자에 대한 투약 중단 

관리, 이상신호에 대한 감지와 이웃간(직장)의 연락
 최초 발견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최초 발견자가 부패된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
 함께 살아왔던 이웃에 대한 공 장례 마련이 요구된다
- 지역주민들 간에 부패한 시신에 대한 경험을 갖는 것에 대한 정서적 치유 및 공

동체적 애도 조성

[표] 서울시 2013년 고독사 확실사례 성별 현황
성별 사례수 비율

남 137 84.57

여 21 12.96

미상 4 2.47

합계 16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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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치구별 고독사의 연령별 현황(확실+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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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계 비율

강남구 0 13 35 23 33 15 13 12 4 4 152 6.5 

강동구 1 3 7 6 15 9 18 7 1 3 70 3.0 

강북구 0 3 9 11 30 11 10 6 3 1 84 3.6 

강서구 0 7 9 17 22 20 23 16 3 　 117 5.0 

관악구 1 8 21 27 24 23 23 12 6 2 148 6.3 

광진구 0 5 5 13 23 7 10 6 0 2 71 3.0 

구로구 1 1 11 19 13 13 10 10 1 2 81 3.5 

금천구 0 1 10 17 34 22 10 9 1 1 105 4.5 

노원구 3 3 8 16 31 32 33 15 3 4 148 6.3 

도봉구 0 3 7 13 14 5 9 2 1 5 59 2.5 

동대문구 1 7 2 11 39 26 26 18 3 16 149 6.4 

동작구 1 3 5 8 11 10 9 3 2 4 56 2.4 

마포구 0 3 12 10 15 14 22 10 3 3 92 3.9 

서대문구 0 7 5 19 15 20 15 8 0 3 92 3.9 

서초구 0 2 9 10 10 7 5 3 5 8 59 2.5 

성동구 0 2 8 8 10 6 12 8 2 1 57 2.4 

성북구 0 5 9 18 25 11 15 9 3 2 97 4.1 

송파구 0 4 14 12 25 17 14 12 5 3 108 4.6 

수사부 0 3 5 6 11 6 5 2 1 4 43 1.8 

양천구 0 2 4 16 15 19 12 13 4 　 85 3.6 

영등포구 0 2 2 12 18 13 8 7 3 　 65 2.8 

용산구 1 2 2 11 10 9 8 4 0 1 48 2.0 

은평구 1 5 17 15 29 16 38 25 2 7 155 6.6 

종로구 0 2 2 9 12 7 11 2 0 2 47 2.0 

중구 0 1 1 3 15 7 4 0 0 2 33 1.4 

중랑구 1 5 7 10 25 23 22 15 6 8 122 5.2 

총합계 11 102 226 340 524 368 385 234 62 88 2343 100

비율 0.5 4.4 9.6 14.5 22.4 15.7 16.4 10.0 2.6 3.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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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치구별 고독사 확실사례(total=162)

[그림] 자치구별 고독사 의심사례(total=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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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독사 지원정책 검토

 해외의 임종기 정책

 해외의 임종기 지원정책 소개
- 죽음의 과정
- 임종기 돌봄 : 완화 돌봄과 호스피스
  국의 임종기 지원 정책(End of life strategy)
- 국의 임종기 돌봄 전략 ( 국의 보건부, 2008) 
- 전체 시스템과 돌봄 경로 지원
 사회적 고립을 막는 주거정책
- 주거공동체 코하우징(co-housing)
- 일본의 컬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

 일본의 고독사 예방정책

 일본의 고독사 문제와 대응방안
 일본의 고독사(고립사)에 관한 정의
 고립사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
 일본의 고립사 방지 대책 대응 사례의 개요

 고독사 관련 국내 사회적 대응

 시장동향 : 특수청소업체, 고독사 보험
 공공동향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보호사업 개요(2014)
- 고독사예방 조례 제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한 50대 고독사 가구 발굴과 지원(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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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2015. 9. 11)서윤기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시민사회동향

고독사 정책제안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령 필요

 1인 가구에 대한 가족으로의 인정과 이들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명기하
는 새로운 법적 틀이 요구됨

 고독사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법령의 제정을 통해 기본통계와 현황을 파
악할 수 있도록 경찰 변사자료에 고독사 의심을 체크 하도록 해야 함

 최근 복지정책이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서비스에 초점화하면서 발생하는 사각
지대가 1인 가구 문제일 수 있음. 특정 생애과정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틀어 현
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서비
스 대상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함

 법률안에서는 1인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관리인, 기업, 정부와 지자체, 시민
사회의 지원을 의무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울시 자치구의 위험
권역을 중심으로 경찰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계를 도출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

 사전관리 및 예방

 고독사 사전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Community 중심(주거지 중심, local중심, 
직장 중심)의 접근방안 검토가 필요.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 1인 가구(고독사 위험자) 지원 센터 운
 ① 목 표 : 서울시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탄생에서 죽음까지 지역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마을중심 복지공동체 문화를 위한 사업과 연구  
 ② 주요기능 : 고독사 위험자 접수 및 지역네트워크 연계(찾아가는 동, 재가지

원센터 등) 및 고독사 관련 처리와 상담사업 전개, 법적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관련 통계 관리 및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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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인 위험상황 핫라인 상담전화 마련: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02-723-9988) 
또는 120 다산 콜센터에 독거 위험 상황 핫라인 상담 추가 방안

- 노인 대상이 아닌 독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운
- 일상적 위험 예방 상담 및 위기관리 상담과 소방서 연계
- 엔딩노트 쓰기 :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과 다름, 유품처리 및 주요 연락처 

기록하여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두기
- 1인 가구주의 신청에 따라 유품 정리인 지정(망자의 유품정리에 대한 의사결정

을 지정하도록 지원: 이웃, 친구,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활동가, 자원봉사자 등)

 고독사 예방(위험 발굴) 네트워크 운  
 ① 네트워크 주체(컨트롤타워) : 지역복지관 또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② 네트워크 참여 기관 : 경찰서, 소방서, 정신보건센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급식, 지역 업주(수퍼 및 편의점, 신문, 우유, 부동산, 원룸 및 고시원 업주), 
병․의원, 호스피스 자원봉사단, 주거협동조합, 장사협동조합, 마을공동체, 풀
뿌리단체 등

  가. 고독사 발생 특성 활용 
   - 원룸형 독거자 밀집지역, 다세대 독거자 밀집지역, 아파트형 독거자 밀집지

역, 자살위험(여성) 독거자 밀집지역 등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

   - 다세대 독거자 또는 원룸형 독거자 밀집지역의 경우는 동네 공원에서 식사
제공서비스 및 가가호호 방문 및 인사하기 등을 활용한 이웃 알기 사업 필
요(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필요)

    - 아파트형 독거자 밀집지역의 경우는 아파트의 집합장소를 활용한 공동부
엌운  및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이웃 알기 사업 필요

    - 자살위험 독거자 밀집지역은 정신보건센터 및 관련 민간기관 또는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필요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x Seoul Welfare Foundation

 ③ 활동 내용 
 - 지역별 게이트키퍼제도 운 (지역특성에 맞는 게이트 키퍼 선정)
 - 게이트 키퍼의 역할 : 고독사 위험 대상 발굴 및 관리리스트 사례관리(관리

비 미납, 인기척 없음, 기준과 매뉴얼 마련) 
 - 집주인 및 통반장 게이트 키퍼 중심 교육과 관리 운
 - 게이트키퍼 및 사례관리자 고독사 목격 후 트라우마 관리
 - 1인 가구 부동산 계약시 비상연락(중요 연락처)확보 의무화 홍보

(3)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및 지원책 마련 : 노인 외 장년층 지원 내용 다양화
(이웃관계망 마련, 양식 지원,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지역별 특성 반  
등)를 위한 사업지원 등

(4) 임종기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 호스피스 전달체계 관리(자원봉사자)활동 활성화 및 종교기관 호스피스 네

트워크 및 교육 사업 강화
  - 취약계층 호스피스 연결 사업 운  지원 제도 마련과 시행
  - 고독사 이후 가족지원 및 임종 후 주 돌봄자 및 가족지원

  사후 관리방안

 장례 : 마을장례(공 장례) 활성화(동주민센터 활용, 고독사 지역장례, 동장 상주)
 추모 : 온라인 부고제도 활성화(시립승화원 내), 기억의 공간(온라인 오프라인) 
 유품관리 지정 방안 마련 :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 공동체가 지원해 

주는 방식의 기구가 필요함. 고독사한 사람의 임대 보증금등에 대한 처리 등도 
공공의 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필요(보증금 수령 가족이 없을 경
우),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통한 법률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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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죽음문화 교육, 임종기 대응 교육 실시
-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 죽음문화와 준비 교육, 공동체의 대응방안 교육,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 개발과 배포 등
 공동체 인식개선사업 “(가칭)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웃 공동체” 
-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과 

문화 조성

연구의 함의와 한계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였고 실태분석을 통한 현황 분석을 실시함

 고독사 위험집단이 일할 나이의 성인이라는 점, 사회적 사각지대가 발생

하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필요

 고독사 문제는 관계망 연계, 죽음에 대한 처리 등의 간단한 접근만이 

아니라 나아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

한 지표가 되는 현상

 고독사 통계 부족은 연구의 한계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상 죽음에 

대한 형사기록을 정교히 하는 작업이 요구됨. 고독사에 대한 학술적 정

의와 논의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이나 정책적 정의는 조속히 이루어져 

관련된 정책이 마련됨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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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통계가 없는 죽음, 정확한 정의가 부족한 죽음이 있다. 바로 고독사이다.
고독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며 관련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 

경찰청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 으나 어떤 자료도 얻을 수 없었다. 2014년 국회 
김춘진 의원실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탐사조사를 한 사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었으나 이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내용이며 무연고 사망자는 고독사와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고독사는 시신을 인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
이다. 그러던 중 공 방송인 KBS 파노라마에서 한국인의 고독사(김명숙 PD, 
2014)라는 기획물을 제작하여 방 하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인의 고독사’(김명숙, 2014. 5.22~29.)에서는 구체적인 고독사 통계를 위해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한 해 동안의 변사자에 대한 형사 자료를 전체를 
분석하여 고독사 통계를 도출하 다. 한국 최초의 고독사 통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이 현황은 우리나라에서 고독사에 대한 사례를 보도하는 다양한 자료에서 인
용하는 데이터이다. 현황을 통한 문제접근과 대안마련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 기
관에서 마련한 어떤 통계도 없는 상황이므로 서울시의 고독사 실태와 문제를 찾기 
위해 KBS 다큐프로그램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가 분석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
기 위한 시도를 하 다. 

KBS 한국방송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 으며, 이를 통해 담당 프로듀서를 통해 
KBS에서 분석한 자료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서울시 해당 
자료 전체를 받게 되었으며 이때 담당 프로듀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관련 현황과 
중심 문제에 대한 키워드 등, 문제의식을 전달 받을 수 있었다.

고독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노인고독사 이외에도 청년
과 장년의 고독사에 대해 문제 사례, 발견당시 처참한 현장과 사회적 대응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진지한 대응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독사에 대한 합의된 정
의도 부족하며 유사 개념에 대한 연구도 안 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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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합의하며 관련 실태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을 실행하고자 했다.

고독사(孤獨死)는 ‘고독(孤獨)하다’ 라는 철학적이며 사색적인 인간의 속성과 죽
음(死)을 결합한 용어적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난다. 고독사는 개인의 
선택일까? 사회적 죽음일까? 대상과 접근 방법은 어떻게 가능할까? 등 그 질문은 
다양하다. 

죽음은 노년기에 빚어지는 일이라는 인식이 있다. 노년기 발달과업에 생애통합과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의 문제라는 인
식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대상 집단을 노인으로 설정하고 운 하게 했다. 
하지만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에 나타난 고독사의 실태에서 고독사가 가
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50대-60대-40대순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문
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난 문제인식과 대안모색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
구에서는 고독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을 실시할 때, 노인 정책을 넘어서서 
위기를 경험하는 사회적 집단으로 초점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장 중심의 한국사회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지원에 인색
하다. 좋은 죽음 준비교육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정도를 통해서 교육 사
업으로 운 되고 있다.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해 죽음조차도 개인의 과제로 개별화
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박경숙, 2015). 따라서 임종기 지원정책의 특성과 해외
사례를 통해 관련 제도도 제안하고자 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불명확한 고독사의 개념을 정리하고 실태를 분석하며 발생과 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의 개선과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을 목적
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 다.
첫째,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 다. 명료한 정책적 사회적 용어가 아닌 고독

사라는 용어는 이미 우리사회에서 사용하는 일상용어가 되었다. 이 말은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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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명료하지 않으며 어떤 죽음을 고독사라고 부르는지 정확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정의를 통해 향후 정책수립과 정책대상선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서울시 고독사의 실태 파악을 실시한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지 제시하 다. 그리고 고독사 발생을 지역으로 분석하여 어떤 지
역, 어떤 특성의 생활권역에서 발생하며, 지역사회에 함께 사는 사람 중에 누구에 
의해 발견되는지 분석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의 고독사 실태를 파악
하고자 한다.

셋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험집단을 도출하 다. 실태를 통해 위험연령, 위험지
역, 등 관련 특성을 분석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의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넷째, 고독사와 관련된 사회정책을 먼저 고민한 일본의 정책을 소개하고 일본정
책을 통해 서울시 고독사 대응 방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한다. 국의 
임종기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고독사 예방과 죽음인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에 활용한다.

다섯째, 서울시 고독사 정책의 기조와 고독사(고독사체)에 대한 사회적 태도 정
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선행연구는 고독사 개념정의를 위해, 고독사에 대한 국내 학술자료, 정책자료, 국
내외 자료를 통한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의 개념, 1인 가구 증가현상, 현대
적 가구구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 다.

2) 고독사 의미망분석

고독사 개념정의를 위해, 고독사가 사용된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고독사와 관련된 
단어를 통해 의미 맥락을 분석하 다. 한글 언어분석 프로그램인 Krkwic, K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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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ords를 활용하여 고독사와 관련된 신문기사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를 확인하는 빈출어 분석과 단어들로 구성된 기사의 단락에 함께 출현하는 단어 간
의 연결을 보여주는 공출현율 분석을 실시하 다.1) 이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고
독사라는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통해서 고독사라는 용어가 언론을 통해서 언급되
는 방식과 키워드를 확인하여 사회적 문제의식이 형성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현황 자료 분석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기반하여 서울시 고독
사 통계를 분석한다. 기초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자치구) 등을 분석한다. 추
가분석으로는 최초발견자(신고자), 주거특성, 사망시 흔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족
관계 및 질병, 직업, 등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여 고독사에 대한 실증적인 분
석을 실시한다.

4) 해외사례분석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독사 관련 대응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
본 후생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립사 제로 프로젝트의 자치단체별 운 현황과 특징
적 사례를 통해서 일본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과 사업내용을 파악한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 지수에서 두차례나 1위
를 차지하고 있는 국의 임종기 지원정책과 사업내용을 파악한다.

5) 정책제안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고독사 정의부터 대응방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주요사안에 대한 연구자의 제안에 
대한 토의와 의견수렵의 과정을 거쳐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전
문가는 사단법인 시니어행복공동체(구. 한국1인가구연합),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
1) 한글 언어분석 프로그램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 정보공유 사이트 참조

http://www.slideshare.net/hanpark/krkwicnovemb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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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지원센터, 유품관리사협회, 보건복지부 심리부검센터, 홈리스 행동의 전문가들과 
인문학자 등으로 구성했다.

성명 소속

김00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박00 홈리스 관련 시민단체

송00 (사)시니어희망공동체 (구. 한국1인가구연합)

김00 한국유품정리사협회

김00 인문학 교수

고00 심리부검관련 전문가

이00 노인복지관 관련 서비스 전문가

변00 사회트랜드 1인가구 연구자

서00 1인가구 지원조례 발의 시의원

당연직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표 1-1> 고독사 정책관련 전문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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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독사의 개념 정의

1. 고독사의 개념 정의

1) 고독사 개념

고독사의 개념을 어의로만 보면 외로울 고(孤), 홀로 독(独), 죽을 사(死)를 합
친 말로 문자 그대로하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일부
매스컴이 만들어낸 조어이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하나의 합
의된 용어 및 정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연수·이재모, 2015).

고독사의 개념을 홀로 겪는 임종기와 사망 후에도 일정기간 방치된 시신으로 정
리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권혁남(2011), 이미애(2012)는 고독사는 
“아무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고,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방
치되는 죽음”이라고 봤다. 그와 유사한 정의로는 “혼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사망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2)”(권중돈, 
2010)도 있다.

시신이 사망시점 이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 했다는 것은 임종한 후에도 사회적 관
계망의 단절로 찾는 가족 또는 관심을 갖는 이웃과 친구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고독
사의 개념으로 타당성을 갖는다.

일본에서는 고독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읽어 Kodokushi(고독시)라고 명시하며 언
론에서 사용하 다. 준코 오타니(Junko Otani, 2010)의 논문에 따르면, 고독사의 
의미는 고립된 죽음(isolated death)이며 1998년 207구의 고독사 시신이 나왔다는 
보도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후, 도시재건과 복
구 문제 속에 있었고, 특히 임시 피난 주택(TSH, Temporary shelter housing)과 
도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인 공공 재건축 주택(PRH, Public reconstruction 
housing)에서 다수 발견되면서 문제시 되었다. 이들은 고독시를 고립된 죽음
(isolated death) 또는 홀로 죽음(alone death)으로 표현했다. 이 논문에서는 고독
2) 서울시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정의를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의 고독사에 

대한 정의로 활용하고 있다. 이 내용은 4장 국내대응에서 상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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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자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정했다. 즉, 일본에서 정의한 고독사의 내용중
에는 외로운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은 경우를 일컬어 고독사로 정의하 으나 
자살자는 제외하 다.

참여형 인터넷 백과인 나무위키에서 고독사를 정의한 내용3)에 따르면 임종을 지
켜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사망하는 경우. 자살, 타살은 보통 제외한다. 나무위키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나홀로 죽음이 급증하면서 생긴 신조어로, 2011년부터 방
송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비슷한 개념으로 무연고 사망이 있긴 한데, 고독사는 명
확한 정의가 없는 신조어인 반면 무연고 사망은 법적으로 연고가 없는 사람을 일컫
는 용어이다라고 정의했다.

고독사를 정의한 용어들은 홀로 또는 외로이 살다가 혼자 사망하는 경우를 일컫
는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일본의 고독사 정의와 나무위키의 정의에서는 고독사
에 자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었다. 

자살자를 고독사의 정의에 포함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각 부처도 통일
되어있지 않다. 최근 일본의 내각부에서는 고독사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숨을 거두고 그 후 상당기간 방치되는 것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나, 우리나라의 LH공사 격인 UR 도시기구의 통
계에서는 독거자의 자살과 타살을 제외하고 1주일을 넘겨 발견된 경우를 고독사로 
정의하고 있는 점, 도교도 감찰의무원에서는 일상적이지 않은 죽음 가운데 자택에
서 숨진 독거사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자를 포함할 것인가와 어느 정도 기
간 방치된 시신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정의를 보여준다.  

고독사 정의에 있어 자살의 포함 여부와 어느 정도의 기간 후 발견인지가 여전히 
명료하지 않다.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홀로 외로이 살다가 죽어간 사람의 시신이 고독사라는 점
에서는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권혁남, 이미애, 권중돈 등이 정의한 
고독사의 정의에서는 사망한 후 일정기간 후에 발견된 시체가 고독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가족 및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다. 국내 연구자들의 정
의에서는 자살자를 제외한다는 등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모두 고독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자살자도 포함시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3) 고독사 (나무위키) 최근 수정 시각 : 2016-10-06 13:34:5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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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할 수 있었다. 
여전히 남은 문제는 어느 기간 동안 방치된 시신을 고독사라고 정의하는가이다. 

시신의 부패과정을 정리한 자료(한국유품정리사협회 제공)에 따르면 시체 부패과정
을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사망 후 시신 부패 과정상 팽창기 이후에도 실온
에 방치되는 시신은 박테리아 증식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따라서 3일 이전에 시신
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으면 그 후부터는 
팽창기를 거치고 부패기를 거치며 얼굴 등 모습의 손상이 시작된다.

시신의 변화과정과 관련지어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 대한 정의를 한다면, 신선
기 이후인 3일 이후에 발견되는 시신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다.

앞서 일본 UR 도시기구에서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시신이라고 정의한 것에는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있지는 않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도 1주일 정도 
경과되고 발견되는 시신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도 있었으며 단 하루라
도 홀로 죽은 후 발견되는 시신은 모두 고독사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6일 이후에 대한 정의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살아오다가 죽은지 3일 
이후에 발견된 죽음으로 기준을 완화 시켜 적용해 보고자 한다. 3일은 3일장 장례
문화를 적용해 볼 때도 적합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완화된 고독사 정의를 세우
는 이유는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으로 고립된 삶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
워 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체의 부패과정: 한국유품정리사협회 제공] -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신선기(0일~2일) 시체의 외형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부패가 진행되는 단계

2. 팽창기(2일~12일) 시체 내부의 박테리아가 증식하면서 가스가 생성되어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단계

3. 부패기(12일~20일) 시체의 복부에 있는 가스가 새어 나오고 부패액이 흘러내려 

인간의 형태가 무너지는 단계

4. 건조기(20일~40일) 시체가 건조되는 단계

5. 골격기(40일~ ) 시체의 뼈만 존재하는 단계

<표 2-1> 시체의 부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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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정의를 위해서 한 가지 더 검토해야하는 것은 혼자서 임종기를 거친다는 
점이다. 서진혁(2013)은 우리나라 고독사의 실태와 추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실제로 대구 및 인근지역 고독사 실태를 부검자료로 분석하여 제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독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독사는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현상이다. 고독사는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며 주로 혼자사
는 사람이 사망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서 “임종을 지켜 볼 이가 없는 죽음을 
뜻한다”고 정리하 다. 임종기를 홀로 보낸다는 이와 같은 정의는 다른 정의에서 
확인하기 어려웠고, 죽음의 과정 중에 임종기를 두고 이 과정을 홀로 보내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진혁(2013)은 이에 무연사 또는 독거사를 모두 고독사
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혼자서 임종기를 거친다는 의미는 혼자서 살아왔으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
거나 임종을 지킬 친밀한 관계망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망의 단절은 
사별, 이혼, 실업 등의 과정 이후에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사
건 이후에 홀로 살아가면서 또는 홀로 삶을 선택한 가운데 점차 관계망이 단절되어
가면서 임종기와 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홀로 살아가고 죽
음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의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와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많아지는 도시적 생활에서 홀로 살다가 경험할 수 있는 독거인의 위험이기 때문
이다. 즉, 독거사로서의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다가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여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까지 고독사 정의에 포함시
켜야 한다. 따라서 1인 가구(독거인)가 홀로 겪은 죽음이며 즉시 발견되지 못한 죽
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보여진다.

이에 선행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기준 등을 포함하고 사회적 위험의 감소를 위한 
접근을 전제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고자 한다.

[고독사 정의]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독

거인, 1인 가구)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

(통상 3일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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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독사에 대한 위의 정의는 여전히 질문을 갖게 한다. 세 가지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독사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정(social acknowledgement)이 이루어
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고독사는 고독이라는 사색적 개인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사회적 용어에 연결시킴으로서 개념적 혼돈을 낳아왔다. 신조어는 사
회적 언어가 되는데 일정 기간이 걸리는데 고독사라는 용어는 최근엔 제도적 언어
로도 활용되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고독사예방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고독사
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사회적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술적으로도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인에 대한 규명도 일관
성있게 제시되고 있다. 고독사의 사회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상은 고령화 사회,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빈곤, 사회적 소외, 열악한 건강/복지 환경, 독거노인과 1
인 가구의 증가 등(권중돈, 2010; 정순둘, 임효연, 2010; 권미 , 권 은, 2012;김
윤신, 이철민, 남궁선주, 김혜경, 2014; 김혜성,2014; Ginneken, 2009; Strier, 
2013; 이근무, 강선경,2015재인용)이다. 고독사는 1인 가구의 증가, 청 장년 실업
문제, 장기불황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보편적 사회문제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박상희, 2008; 이진아, 2013; 최인택, 2013).

둘째, 여전히 고독이라는 용어에 사(死)(죽을 사)자가 붙음으로서 탄생한 고독사
라는 신조어로 인해 고독이라는 원래적 의미와 개인적 사색적 의미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한다. 고독한 삶은 개인의 선택인데 그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부여는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권혁남은 이를 인권 즉 생명권의 문제로 
조망했다. 서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개인의 선택으로서의 고독이 아닌 사회적 고
독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한 삶의 과정에서의 고독은 개인의 선택의 

역이지만 고독을 선택한 이들이 고독사를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그의 지적
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고독사는 생명권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고독사에 인
접할 만한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이에 대한 예방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고독은 개인의 선택이며, 오늘날과 같이 매우 개인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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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국가와 사회단체가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하며, 그것은 오히려 사생활의 침해가 될 수 있고,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의 문제를 해치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고독은 개인의 자유
로 철저히 남겨두고, 그 가치와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개입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할 것이다.”(권혁남, 2011, 10~11p)

“생명권에 대한 문제를 고독사에 연결시킬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할 것인가? 고
독사는 안락사의 형태도 아니며, 생명의 포기라고도 볼 수 없다. 고독 자체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고독을 선택한 이들이 고독사를 선택하 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
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고독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일 뿐이다. 이때 
국가 또는 사회가 고독사의 문제를 다룰 때는,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
서, 즉 1인 가구의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선택
해야 하는 것이다.”(권혁남, 2011, 13~14쪽)

셋째, 왜 서구에는 고독사의 개념이 정립되어있지 못하고 유독 일본의 고립사와 
한국에서 고독사라는 문제를 제기하는가? 

OECD에서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홀로 
죽음에 대한 정의나 예방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원인을 문화적 특
성에서 찾는 연구도 있는데 이근무, 강선경(2015)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사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와 저성장을 경험한 서구 국가들이 먼저 경험한 문
제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고독사에 대한 개념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고 소수의 
연구자들은 이를 인권과 사회적 배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원론적 논의만을 전개해 
왔다(Hodgkin, 2011; Androff & Tavassoli, 2012: 이근무, 강선경 재인용, 2015, 
510p). 이러한 관심의 지역적 편차는 개인과 집단을 보는 상이한 관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보다 개인을 우위에 두는 서구 문화권에서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
로 쉽게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근무, 강선경(2015)에서는 
고독사가 발생한 마을의 변화를 담은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 노인 고독사 이후 공
동체 전체가 경험하는 것과 이에 따라 변화를 경험하는 내용의  분석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고독사에 대한 대응 자체를 문화적 시각으로 이해해야한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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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한국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접근과 이해는 그 자체로서 고유한 접근
일 수 있다.

고독사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이 함께 사용
되고 있다. 따라서 유사개념과 고독사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언론에 나타난 고독사 의미 구성

일본의 경우는 고독사 문제가 가시화 된 것이 1998년 NHK의 보도이후 다. 한
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글 트렌드4)를 통해서 고독사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나타난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고독사의 빈도가 많았던 2006년과 2010년
은 운동선수의 고독사, 등의 이슈가 생겼을 시기 으며 2011년 이후로 꾸준히 고
독사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관심사를 살펴보면, 고독사는 
주로 서울에서 관심도가 높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 https://www.google.com/trends 구글 트렌드 사이트는 사회적 트렌드를 분석해 주는 도구로 사용한다.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빈도를 검색하여 사용된 빈도로 시대에 따른 사회적 관심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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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고독사 트렌드 분석 및 지역관심도

따라서 고독사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는 시기인 2014년부터 2016년 2
월 현재까지의 기사 20가지를 분석한 것이다. 신문은 주요 언론사(조선, 동아, 중
앙, 한겨레, 경향, 오마이 뉴스)를 검색하 다. 고독사를 다루고 있지만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룬 기사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각 기사별로 제시하는 
예방 지원프로그램도 달라 고독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담론과 대안들의 내용들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한 신문과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2015-12-19) [횡설수설/신연수 논설위원] 20대 고독사의 충격
동아일보(2014-11-03) 이형주 기자 [광주/전남]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장수노

트’ 미리 만든다
동아일보(2015-02-24) 이상훈 변호사, 홀몸노인이 남긴 단칸방 보증금 100만

원 누가받나
동아일보(2016-01-20) 매일유업,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우유 안부 캠페인’ 동참
한겨레(2015-09-07) 권오성 기자, ‘노인 고독사’방지 알리미 서비스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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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안켜지면 문자
한겨레(2015-12-14) 박수지 황금비기자, 무연고 사망 30%가 노숙인.. 장례 아

닌 ‘사체 처리’
조선일보(2016-04-04) 감 수 기자, 숨진 지 넉 달만에...부산서 일용직 40대 

원룸서 고독사
조선일보(2015-10-21) 주희연 기자, 20억대 청담동 아파트서 70대 남 고독사
조선일보(2015-10-27) 김정환 기자, 남아도는 빈소만 2700곳, 적자에 장례식

장들 곡소리
경향신문(2015-11-26) 배명재 기자, 목포시의회 최홍림의원 ‘홀로사는 어른 고

독사 예방 조례’ 마련
경향신문(2015-03-24) 최희진,김지원,김상범 기자, 30-40대도 고독사 늘고 있다
중앙일보(2015-08-28) 유명한 기자, 홀로 떠난 무연고 위해... 마지막 배웅해 

드립니다
중앙일보(2015-07-18) [보은-뉴시스] 보은군의회,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중앙일보(2015-03-24) 정종훈 기자, 무연고 사망자, 지난해 1000명 넘어서
오마이뉴스(2016-01-21), 이정환 기자, 무연고사망자 1008명, 종로 ‘쪽방촌’의 

특별한 장례식
오마이뉴스(2015-12-14), 박진옥 기자, 국가가 처리해주는 그들의 마지막
오마이뉴스(2015-01-16), 양원모 기자, 죽음의 흔적 지우는 ‘특수청소’를 아십

니까?
위 기사의 전문 중 문장부호와 조사 등을 제거하고 Krkwic, Krtitle, Krwords 프

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기사 내 빈출단어를 도출하고 빈출단어가 문장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통해 단어간 관계를 파악하는 공출현율을 그림으로 제시하
다. 공출현율을 통해 고독사 기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 간의 의미관계를 망
(network)으로 제시한 결과는 아래 내용과 같다.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20 Seoul Welfare Foundation

(1) 고독사 의미망 분석

고독사 관련 기사에서 나타난 빈출단어 분석은 장례,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홀
로, 죽음, 노인, 서비스, 지원, 숨진, 가족, 서울, 공 장례, 추모, 증가, 처리 순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관련 기사에서는 장례와 무연고, 사망자, 홀로, 죽음 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전체 내용을 구성하 다. 장례문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대처,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통해 고독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여
겨진다.

의미망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고독사라는 단어는 전체 빈출어와 관련성이 높
았다. 고독사 기사에 빈출 단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어 출현수 단어 출현수

장례 91 시신 10

무연고 86 안부 10

사망자 50 특수청소 10

고독사 44 이웃 9

홀로 43 쪽방 9

죽음 33 40대 8

노인 21 흔적 8

서비스 17 50대 7

지원 15 우유 6

숨진 13 일 6

가족 13 유가족에게 6

서울 12 기초수급 6

공영장례 12 중장년층 5

추모 12 부패 5

증가 12 사회 5

처리 12 일용직 4

외로움 11 이혼 4

노숙인 11 자살 4

<표 2-2> 고독사 기사 빈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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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는 노인, 40대와 50대, 중장년층, 이혼, 부패, 증가와 함께 사용되었다. 
‘무연고’라는 단어는 사망자, 노인, 노숙인, 기초수급, (공 )장례, 서울, 추모, 가

족과 함께 사용되었다.
‘홀로’ 라는 단어는 이혼, 가족, 40, 50대, 숨진, 시신, 일용직과 함께 사용되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시신, 특수청소, 50대, 중장년층, 외로움과 함께 사용되었다.
‘외로움’ 이라는 단어는 노인, 죽음, 공 장례, 쪽방, 사회와 함께 사용되었다. 
‘흔적’ 이라는 단어는 가족, 유가족에게, 특수청소, 추모와 함께 사용되었다.
‘처리’ 라는 단어는 노숙인, 기초수급, 이웃, 지원, 쪽방, 추모와 함께 사용되었다. 
‘안부’ 라는 단어는 우유, 고독사, 지원, 노인, 서울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단어가 함께 출연한다는 것을 통해서 고독사, 등의 단어들의 특성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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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고독사 기사 의미망 분석(공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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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기사화 한 고독사에 대한 내용에서는 단어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났고,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와 그 단어를 중심으로 관계망을 연결해 보았다.

그 결과 고독사는 관련을 맺는 단어의 특성으로 볼 때, 홀로, 죽음과 관계를 맺
는 단어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뿐만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이 함께 언
급되는 것을 확인하 다. 세 단어가 연관된 단어들 중, 이혼과 일용직이라는 특성
이 함께 나타나 고독사 하는 사람이 갖는 특성이 키워드로 도출된다고 볼 수 있었
다. 더불어 시신, 부패, 특수청소가 관련된 이슈 고, 증가라는 단어가 사회적 현상
과 증가추세라는 문제의식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줬다.

따라서 고독사는 홀로, 죽음이며 증가추세인데, 주로 40,50대의 중장년층 이혼하
고 일용직에 근로하는 사람들이었고, 시신이 부패된 상태 고 특수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무연고라는 단어는 고독사와 함께 언급되긴 하지만 관련짓는 
단어들에 차이가 보 다. 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이들의 특성은 
노인, 노숙인, 기초수급자 등 이었고 가족이 언급되어 가족과의 단절을 설명하며, 
장례와 추모 등의 공식적인 관리의 대상임을 확인해 줬다.

따라서 노인과 무연고 사망자는 정책적 대상으로 관리되는 범주라면 고독사는 정
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40,50대, 중장년층 이며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되는 문제 등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며 고독사 정의와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적 키워드로 활용 가능하다. 

3) 고독사 유사개념

(1) 독거(1인 가구)와 고독사 : 독거사(獨居死)

구글 트렌드(https://www.google.com/trends/?hl=ko)를 활용하여 시간흐름에 따른 
키워드의 관심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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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구글트렌드 비교검색결과(고독사, 독거노인, 1인가구)

<그림 2-4> 구글 트렌드 비교검색 결과(고독사,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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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관심사인 독거노인 키워드와 고독사 및 1인 가구 비교를 살펴본 첫 번
째 그림을 보면, 특별한 연관성보다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등락을 반
복하지만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함께 독거노인과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도 늘어나는 경향을 파악하 다.

고독사와 일인가구를 함께 비교한 값의 연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가지 단어는 2007년 이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 다. 1인가구에 대한 

관심도가 2008년 이후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와 함께 고
독사에 대한 관심도는 2011년 이후부터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2년 
고독사 문제는 문화예술인의 고독사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2013년 2014
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심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앞의 독거노인과 
관련된 관심도의 변화보다 1인가구와 고독사의 관심도는 관련성을 가지고 함께 상
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1인가구와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구구조, 가족구조의 변화와 고독사 문제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언론의 보도와 SNS를 통한 시민참여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독거사는 1인 가구에 대한 내용이다. 서울시 1인가구 현황이 전체 가구구성의 
26%를 넘어서 전체 가구구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1인가구일수록 소득수준이 낮고 사회적 관계망
의 단절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이다(변미리, 2015). 독거인
(1인 가구)중에서도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홀로 죽은 채 발견되는 사례도 속속 언
론에서 보도되고 있다(강남 고독사, 청년 고독사). 따라서 독거사는 혼자 살면서도 
자신이 삶을 잘 유지하던 사람의 홀로죽음으로 볼 수 도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반드
시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고독사와 독거사의 가장 큰 차이는 관계망의 단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의 문제이다. 즉, 독거사는 1인가구의 증대에 따라 흔히 벌어질 수 있지만 가능한 
이들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망과 서비스들이 갖춰져야 할 필
요성은 있다. 1인 가구 증대에 따른 일반적 죽음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가족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 문제의 심각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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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거사가 가장 넓은 개념이라면 그 안에 고독사는 사회적 관계망 단절에 좀 더 
촛점화 된 집단을 일컫는다.

(2)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 고립사(孤立死)

OECD는 국가별 사회적 고립을 지표화 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은 살면서 친구, 
동료 또는 사회적 집단의 어떤 사람들과도 전혀 또는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
람들을 말한다. 서베이 결과 1999에서 2002년 사이 56개국을 비교하 다. 가장 낮
은 사회적 고립을 보여준 곳은 스웨덴이었고, 가장 높은 사회적 고립을 보여준 국
가는 러시아, 중국, 칠레 다. 사회적 고립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
이 나타나지만 국가와 성별 특성을 함께 보 다. 성별비교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일본, 핀란드는 남성의 사회적 고립이 더 많았고, 멕시코,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
투갈, 이탈리아, 한국은 여성의 사회적 고립이 더 많았다(OECD, 2005). 이런 비율
은 사회적 고립의 성별차이를 제도적 문화적 차이로 분석할 수 도 있다. 한국의 경
우는 사회적 고립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고독사 문제는 남성에게 더 많이 나
타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은 남성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일수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림 2-5> OECD 사회적 고립 지수(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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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India) 국가연구기관 Age well Research & Advocacy Centre(2010)의 노
년의 고립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의 유형과 심리적,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나타내는지 보고하고 있다. 

고립이나 외로움은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고령자에게는 복합적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립은 신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조건
들과 관련지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의 이런 복합적인 분석은 고독사의 과정
인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로움의 형태는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고립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에 해당하는데 상호작용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를 일컫는다. 정서적 고립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를 받을 수 
있더라도 정서적으로 고립되었을 때를 일컫는다. 인도의 도시지역 노인의 36.84%
는 정서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있으며 농촌지역의 노인 21.7%는 사
회적으로 고립되어있고 정서적 고립은 19%에 이르렀다. 도시의 사회적, 정서적 고
립이 문제가 된다. 고립감은 가족 구조에서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는데 혼자사는 
노인의 고립이 가장 심각했다.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고립감과 외로움의 효과이다. 고
립감의 효과는 우울과 신경증, 건강장애, 낮은 자존감 등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는 신경증과 분노 21.3%, 패닉과 공격적 본성 17.69%, 재정적 불균형 16%, 건강
장애를 통해 오는 섭식장애 15% 다. 외로움의 효과는 혈압장애, 불행감과 낙담, 
자존감의 저하, 트라우마 수준의 증가, 스트레스, 흡연과잉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현대적 삶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도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로 나타나는 쓰레기집의 발생이나 부유한 고독사(청담
동, 강남 고독사) 사례 등이 관련된 사례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향후 1인가
구의 증가와 가족이 전혀 없는 가구의 증가, 심리사회적 문제 등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고립과 죽음의 
사례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와 관련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이 곧 죽음으로 연결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독사의 중요 위험군 특성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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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는 죽음 :　무연사（無緣死)

무연사는 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이거나 변사자 중에 신체를 인수하는 
자가 없는 시신으로 지방정부에서 무연사에 대한 장례절차에 따라 장례, 화장, 유
골보관(10년, 10년이후는 매장), 유품보관(3년)을 진행하고 있다. 무연사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무연사 중에는 노숙인이 속할 수 있는데 노숙인은 근거지와 사회적 관계망을 가
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거 취약계층이지만 모두 고독사라고 명명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무연사중에 일부가 고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통계는 보건복지부 무연고사망자 통계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서울과 수도권의 증가세가 주목할 만하다.

연도
2012년

사례수

2013년 2014년

사례수
증감

(2013-2012)
시도비율 사례수

증감

(2014-2013)
시도비율

계 741 922 181 100 1,008 86 100

서울 247 285 38 30.91 299 14 29.66 

부산 52 57 5 6.18 70 13 6.94 

대구 9 16 7 1.74 23 7 2.28 

인천 40 56 16 6.07 85 29 8.43 

광주 3 14 11 1.52 5 -9 0.50 

대전 19 27 8 2.93 18 -9 1.79 

울산 17 17 0 1.84 14 -3 1.39 

세종 1 3 2 0.33 2 -1 0.20 

경기 122 153 31 16.59 197 44 19.54 

강원 28 33 5 3.58 34 1 3.37 

충북 23 22 -1 2.39 19 -3 1.88 

충남 33 66 33 7.16 35 -31 3.47 

전북 9 37 28 4.01 23 -14 2.28 

전남 23 25 2 2.71 49 24 4.86 

경북 29 42 13 4.56 42 0 4.17 

경남 47 38 -9 4.12 57 19 5.65 

제주 39 31 -8 3.36 36 5 3.57 

<표 2-3> 무연고 사망자 현황(보건복지부 정보공개자료, 2016.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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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존엄사의 반대 개념 : 비존엄사(非尊嚴死)

비존엄사는 사전적 의미로 정의되어있지 않지만 존엄한 죽음의 반대개념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존엄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존엄사란 한 인간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실존 앞에서 양심과 자유, 책임감

을 지닌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적 품위를 지니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Doorenbos al.,2006). 따라서 비존엄사란 죽음 앞에서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지 못
한 채 얻는 죽음을 말한다. 하위 내용으로는 모든 자살, 고독사, 생명연장기술의 증
대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생명유지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비존엄사의 
넓은 개념에 자살과 고독사와 생명연장을 포함시킨다면 비존엄사는 가장 광범위하
게 논쟁이 되는 이상(離想, abnormal) 죽음의 범주 일 것이다.

자살과 고독사의 관계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자살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자
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살에 
대한 WHO 정의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한 자의 의도적인 행위’
를 말하고 미국 보건국의 정의는  ‘목숨을 끊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치
명적인 행위를 가한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료
(2012)에 따르면 자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통상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
동으로 간주한다.

고독사에 포함시킨 고독한 삶의 결과인 자살의 경우는 독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이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시신의 경우를 말한다. 고독사의 하위 유형 
중에 한가지로 자살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자살이 모두 고독사에 포함되지 않고 고
독사가 모두 자살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독거인의 자살은 최종적 사인에 따라서 
정리될 수 있고 자살통계엔 포함될 수 있다.

(5) 유사개념을 통해서 살펴본 고독사 개념

고독사의 개념은 독거사 중에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던 사람을 일컬으며 사회적 
고립상태에 있던 사람 중에는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
해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접근을 시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독거사이면서 사회적 
고립사이면 고독사에 해당하고 사회적 고립사이지만 독거사는 아닐 수 있다. 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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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는 독거사이면서 고립사일 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고독사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중에서 사회적 고립과 독거를 모두 만족하는 사례와 무연고 사
망자 중에도 사회적 고립과 독거를 만족해야하며 비존엄사 개념은 존엄한 죽음의 
개념에 반대되는 모든 죽음을 말하므로 고독사와 자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독거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고독사에 이
르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중독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
이 요청된다. 특히 이들이 고독사 위험집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림 2-6> 고독사 유사개념과 고독사

현행 의료법에서 고독사를 어떻게 정의할까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의료법에서는 시체가 발견될 경우, 사인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을 

따른다. 병사는 구체적 원인을(외인성, 내인성, 구체적 질병) 기록하며 변사는 병사
가 아닌 사고, 범죄 등으로 인한 사망을 가리킨다. 변사사건은 형사가 타살인지 자
살인지 수사를 통해 입증한다. 고독사는 죽은 후 방치되어 시신이 부풀거나 부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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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시체이므로 변사로 구분하고 경찰이 수사한다. 자살의 경우도 변사로 처
리하여 형사사건이 되지만 고독사의 경우는 병사로 구분하고 있지는 못하다. 의료
법에 따른 고독사의 분류는 원인이 고독인 죽음을 말한다고 이해하기 쉽다. 

고독사라는 용어는 의료법상의 죽음의 원인을 일컫는 명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직접적인 사인은 다양한 질병일수 있으나 죽음의 과정에서 홀로 살아오고 홀로 임
종기를 거쳤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분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계와는 
별개로 사회학적 논의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죽음에 대한 인식과 고독사

(1) 서구사회 죽음에 대한 태도

서구사회에서 죽어가는 것(Dying)은 일차적으로 노년기와 관련짓는다. 산업사회 
이전에는 아동의 사망률이 높았지만 아동의 죽음은 사고에 의한 것이므로 죽어가는 
것(Dying)은 노화와 연결시켜 설명한다. 산업사회 이전에는 집에서 죽어가는 사람
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산업사회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인의 
80%는 살던 집에서 가족이 둘러보는 가운데 아프지 않게 죽어가기를 희망하고 있
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2003; Weitzen et al.,2003; Gruneir et 
al.,2007재인용).

하지만 미국인들은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편함은 죽
음을 “잠”, “없어져 버리는 것”, “쉼”이라고 표현하게 했다. 프로이드의 말을 빌면, “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죽음에 대
해서는 공포와 함께 거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죽음은 사회적으로 터부시
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죽음은 점차 법적, 과학적, 사회적 논쟁의 역
에서 부각되었다(Cicirelli,2006). 하지만, 죽음을 둘러싼 수용과 거부라는 역설 속
에 있다면, 스스로의 죽어감을 상상하고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서구인들은 이에 죽
음을 이야기하고 죽어감을 상상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중에 한 가지가 죽음의 질을 개념화 하고 이를 측정한 것이다.
서구에서는 죽음의 질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통해 삶의 일부로서 죽음의 과정을 

명료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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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먼저 죽음의 질을 측정한 이코노미
스트의 발표 결과와 그 측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코노미스트 연구진에 의해서 2010년에 이어 2015년에 발표한 죽음의 질 지표
에 따라 전세계 80개국의 실태 측정과 순위도출 및 발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죽음의 질 역에서 국이 2010년에 이어 가장 죽음의 질이 좋은 국
가 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타이완, 독일, 네덜란드, 미국, 프랑
스, 캐나다 순이었다. 한국은 2010년에 32위에서 18위로 상승하 다. 대륙별로 살
펴봤을 때,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6위에 이르렀다. 아시아 
태평양 역의 죽음의 질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타이완, 싱가포르, 일본, 한
국, 홍콩 순이었다. 80개국의 GDP와 죽음의 질을 비교한 상관관계는 선형 관계를 
보 으며 한국의 위치는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죽음의 
질을 보 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80개 국가별 GDP와 죽음의 질 관계(이코노미스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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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질에 대한 조사는 2010년보다 2015년에 조사대상 국가도 늘어났고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통한 5가지 역 조사를 실시하 다. 첫 번째 역은 완화치료
(palliative care)와 보건의료 환경 역(4개 지표, 20%), 두 번째는 인간 자원 
역(Human resource)(5개지표, 20%), 세 번째는 감당 가능한 가격의 돌봄
(Affordability of care)(3개지표, 20%), 네 번째는 돌봄의 질(Quality of care)(6
개 지표, 30%), 다섯번째는 지역사회 참여 수준(community engagement)(2개 지
표, 10%)이었다.

각 지표 역별로 설명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완화치료(palliative care)와 건강 돌봄 환경 역(4개 지표, 20%)
이 지표는 일반적인 완화 치료와 보건의료 건강돌봄환경을 포함하는 지표이다. 효

과적이고 광범위하게 향을 미치는 정부 전략이 잘 전달되는지를 보는 지표이다.
- WHO 기준, GDP 대비 건강 돌봄에 대한 지출
- 국가적 차원의 완화 치료 전략의 효과성
- 연구기반 정책평가의 활용가능성
- 완화치료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2. 인간 자원 역(Human resource)(5개 지표, 20%)
인간 자원 지표는 훈련된 전문가들, 의료적 전문가와 지원 직원들이 보증되고 활

용 가능한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높은 질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 전문화된 완화 치료 제공자의 활용가능성
- 완화치료에 대한 일반적 의료지식
- 완화 돌봄 치료에 대한 자격제도
- 사망자 1000명당 완화치료 의사수
- 사망자 1000명당 완화치료 간호사 수
3. 적정한 가격의 돌봄(Affordability of care)(3개지표, 20%)
적정가의 돌봄은 어디에서 돌봄이 가능한 것인가. 감당할만한 가격인가. 완화 치

료에 접근하기 위한 추가비용 뿐만 아니라 공적 재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가를 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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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 돌봄을 위한 공적 자원의 충당가능성
- 활용 가능한 완화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재정적 부담
- 완환 돌봄 서비스의 국가 연금 제도 적용
4. 돌봄의 질(Quality of care)(6개지표, 30%)
돌봄의 질이 가장 중요한 역이다. 이것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질을 측정한다. 

몰핀 등 기구를 활용하는 강한 진통제 등, 환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같
은 서비스의 활용가능성과 기관들에 대한 기준을 모니터링 한다.

-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 강력한 진통제 활용가능성
- 심리사회적 지원 가능성
- 의사결정 체계
- 환자만족도 등
5. 지역사회 참여 수준(community engagement)(2개지표, 10%)
지역사회의 역할은 완화치료에서 중요하다. 자원봉사 활동가들은 돌봄의 제공에

서 필수적이다. 우리는 활용 가능한 서비스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훈련제공에 접
근한 완화치료에 대한 공적 인식도 넓혀나간다.

- 완화치료에 대한 공적인식
- 완화 돌봄에 대한 자원봉사자 활용가능성

(2) 한국인의 죽음의 문화와 인식
한국인의 죽음표상과 인식특성 연구를 수행한 김명숙(2011)은 성공적인 생존은 

죽음까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의 종착지로서의 죽음을 어떻게 잘 마
무리하느냐는 행복한 삶의 불가결한 필수요소다. 행복한 죽음에 대한 세대별 응답 
내용은 서로 달랐다.

노인이 응답한 행복한 죽음은 자다가 고통 없이 죽는 죽음(38%),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죽음(18%)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자다가 고통 없이 죽는 죽음
(25%) 질병 없이 오래 아프지 않다가 맞는 죽음(2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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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일수록 고통에 대한 걱정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죽음에 더 관심을 갖
는 것을 확인하 다. 죽음에 대해서 수용하기 보다는 죽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죽음을 생의 과정으로 보고 당당하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을 숨듯 보이지 않게 진행하려는 태도마저 보여 죽음에 대한 문화와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자살률의 증가에 따라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상목, 김성연(2012) 연구에 따르면, 1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
사결과, 인생의 목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및 죽음에 대한 관심은 50-6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아진다는 국의 연구결
과( U자형)는 한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국은 50대 이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서구의 여러 나라도 비슷한 통계값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50-60대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통계값을 보여줬
다. 필자들은 그 원인을 경제적인 여건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급격한 사회변화와 
전통적 가족해체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분석하 다. 현재적 삶의 어려움은 고령이 
된 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는 삶에 대한 만족도 전체를 
낮게 한다. 본 연구자도 선행연구의 사회적 원인분석에 동의한다. 더불어, 삶과 죽
음의 수용이라는 생애의 연속선상에서 삶을 수용하는 태도는 죽음에 대해서도 긍정
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50-60대는 죽음을 생각하거나 가
깝게 느끼기는 하지만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50-60대의 삶에 
대한 불만은 죽음에 대한 생각마저도 충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구미래(2015)의 죽음의 문화사에 따르면 옛 선조들은 죽음에 대해서 드러내고 
함께하며 안방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 꺼리지 않았다. 죽음은 삶의 일부
분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문제의식은 박경숙(2015)의 연구에서도 드러
난다. 그는 100세 시대, 죽음의 과정이 의료진에 의해서 타자화 되면서 현재를 살
아가는 우리들의 의식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점차 죽음에 가까워지는 과정 속에서 신체
적 변화와 개인의 주관적 안녕과 사회적 조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
료, 심리, 사회, 철학, 종교학의 관점을 연결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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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현장에서는 의학적으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진단된 시점이라고도 하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점으로 설명한다. 
의료수준이 발전될수록 임종기 시점을 판단하는 것을 분명하지 않다(구인회, 
2004). 임종은 또한 다양한 돌봄 환경과 이해와 관계 속에서 독특하게 경험되고 
있다.

박경숙(2015)은 임종기 노인의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 연구
에서는 임종기를 정리할 때, 완화치료를 담당하는 호스피스 활동 등을 통해서 검토
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및 완화 치료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심각한 고통 상황이 되고 있다.

박경숙(2015)의 논문에서는 개인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를 
조직하고 선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 같다고 본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임종
의료 결정, 호스피스, 안락사, 자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삶의 환경이 급속하게 개별화되면서 임종과 죽음을 맞는 과정도 개별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논의했다.

의료적인 관점은 노화과정과 임종과 죽음의 방식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다(박
경숙 외 2015).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의료적 관점이 중요해지고 노화과정이 신체, 
생리적으로 해석되면서 노화는 자연스런 과정이 아니라 관리의 관점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임종과 죽음에 대한 인식도 신체화되고 의료화 되고 있다. 고통을 제어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의료적 개입이 늘어나고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듯이 임종
에 대한 의료적 관점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임종기에 임박한 대상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원이 반드시 요구됨을 강조한 박경숙
(2015)은 죽음기에 대한 돌봄이 절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백세시대를 살아가고 있
지만 그로 인해 암, 치매, 각종 만성질환을 겪으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감당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임종은 삶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담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고통이 치유되고 인간이 가장 성스럽게 전화되는 현장이기도 하다. 죽음
을 곧 고통이다 라고만 본다면 노인들이 안락사나 자살을 선택할 수 도 있다. 하지
만 이런 과정은 고통에 대한 도피처일 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의 삶과 고통을 모두 수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한 상태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따라서 임종기의 돌봄이 안정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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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만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박경숙, 2015). 
우리 사회는 아직 임종돌봄체계가 제도화 되어있지 못한 상태이다. 완화 의료 시범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된 탐색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고독사 정의와 서구와 한국의 죽음과 임종기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고
독사에 대한 정의와 유사개념 정의는 고독사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근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서구와 한국의 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한국사
회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줬다. 특히 죽음에 대한 
결정과 모든 행위가 개별화 되어있고 의료화 되어있다는 것은 좋은 죽음에서 다루
는 지표와는 거리가 있다. 한국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피해 주지 않는 죽음을 좋
은 죽음으로 보는 것에서 현재 사회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부담을 엿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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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 고독사 실태 분석

1. 서울시 고독사 실태

1) 분석자료 소개

서울시 고독사 실태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에서는 2013년 연간 경찰의 변사자에 대한 임

장일지 전체31,891건과 전국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보고서 966건 총 
32,857건을 분석하여 고독사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정리하 다.

변사자에 대한 정리된 자료에 따르면, 시신이 부패할 정도로 방치된 사례를 고독
사로 정리하여 총 1,717건이 분류되었다. 이 결과는 하루에 4.7명, 5시간마다 1명
씩 고독사하는 것으로 분석가능하다. 

경찰의 임장일지에는 혼자 살다가 사망은 기록되어있지만 사체의 특성, 부패정도
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 고독사 특성에 대한 기록이 부
족할 수 있다. 고독사 징후에서 홀로살다가 홀로죽고 일정기간이 지나 시신이 부패
한 경우는 확실로 분류하 으나 시신이 발견될 당시 주변의 민원의 구체적 내용과 
부패정도 등에 대한 기술이 없으되 홀로살다가 홀로죽음 이후에 방치되었다가 발견
된 것은 고독사 의심으로 정리되었다. 고독사 의심 사례는 11,002건이었다.

KBS 파노라마 분석 결과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고독사의 
25.45%, 경기 20.26%로 분석하고 있으며 40대~60대의 고독사 비율 73%, 남성 
72%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고독사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분석을 실시하 다.
서울시 고독사 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분석 자료는 2013년 1월~12월(1년)동안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발견

된 변사사건 6433건이며,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시체처리 총 283건(보건복지부 
285건)에 대한 공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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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관할경찰서 고독사 고독사 의심

강남구
강남서

9 147
수서서

강동구 강동서 4 66

강북구 강북서 3 86

강서구 강서서 13 95

관악구 관악서 19 128

광진구 광진서 4 61

구로구 구로서 17 54

금천구 금천서 4 100

노원구 노원서 18 131

도봉구 도봉서 3 56

동대문구 동대문서 5 142

동작구 동작서 3 53

마포구 마포서 5 87

서대문구 서대문서 5 86

서초구
방배서

4 57
서초서

성동구 성동서 4 50

성북구
성북서

5 92
종암서

송파구 송파서 3 100

양천구 양천서 7 80

영등포구 영등포서 4 69

용산구 용산서 3 43

은평구
서부서

4 150
은평서

종로구
종로서

6 45
혜화서

중구
남대문서

1 35
중부서

중랑구 중랑서 4 129

수사부 수사부 5 39

합계 162 2181

<표 3-1> 자치구별 고독사 현황 (건)

   자료 :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PD 김명숙)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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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서 제공된 자료에서 정리된 고독사란 분류는 사망한 후 부패가 발생할 정
도로 홀로 방치된 시신을 말한다. 일정기간 시신이 방치 되었다는 것은 연락하고 
지내거나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된 생활자라고 볼 수 있다. 즉 고독한 죽음만이 아
니라 고독한 삶을 알 수 있는 죽음의 사례이다. 고독사 의심이란 경찰변사자료 중 
부패, 구더기 등의 언급은 없지만 고독사로 의심할 수 있는 사망사건을 말한다(김
명숙, 2015).

위의 자료에 대한 추가 세부분석은 고독사에서 나타나는 인구 사회적 특성에 관
한 내용이다. 세부분석 내용은 (1)자치구별 현황(확실사례와 의심사례), (2)자치구
별 연령, (3)성별, (4)자살여부, (5)최초 발견자, (6)주거특성, (7)주검 주변에 남
아있는 메시지 등이다.

2) 자치구별 고독사 실태

서울시 고독사는 연간 162건이 발생하 고 고독사 의심사례는 2,181건이었다. 
고독사 확실사례는 이틀에 한건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고독사와 고독사 의심건
수를 합산할 경우 2,343건으로 2013년 서울시 1인 가구 전체 932,368가구의 
0.2%, 하루에 6.4건 꼴로 발생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독사 확실사례 162건에 대한 자치구별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관악구가 
19건, 11.73%로 가장 많이 발생하 고 노원구가 18건, 11.11%, 구로구가 17건, 
10.49%, 강서구가 13건, 8.02%로 나타났다. 10건 미만이지만 많은 숫자를 나타난 
자치구는 강남구가 9건, 5.56% 다. 그 외의 지역은 4,5,6건 정도를 나타냈다. 가
장 적은 수로 나타난 자치구는 용산구로 1건으로 드러났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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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명 고독사 확실 사례(건) 비율(%)

강남구 9 5.56 

강동구 4 2.47 

강북구 3 1.85 

강서구 13 8.02 

관악구 19 11.73 

광진구 4 2.47 

구로구 17 10.49 

금천구 4 2.47 

노원구 18 11.11 

도봉구 3 1.85 

동대문구 5 3.09 

동작구 3 1.85 

마포구 5 3.09 

서대문구 5 3.09 

서초구 4 2.47 

성동구 4 2.47 

성북구 5 3.09 

송파구 3 1.85 

양천구 7 4.32 

영등포구 4 2.47 

용산구 3 1.85 

은평구 4 2.47 

종로구 6 3.70 

중구 1 0.62 

중랑구 4 2.47 

지역미표기 5 3.09 

총합계 162 100.00 

<표 3-2> 자치구별 고독사 확실 사례(건.비율)

고독사 의심 사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2,181건 중 가장 많은 사례수를 보인 자치구는 은평구로 151건, 6.9%를 차

지했다. 다음으로는 144건, 6.6% 동대문구, 강남구 143건, 6.6%, 노원구 130건, 
6%, 관악구 129건, 5.9%, 중랑구 118건, 5.4%, 송파구, 105건, 강서구 104건, 각
4.8% 순이었다. 100건 미만 이었지만 많은 수가 나타난 자치구는 성북구 92건, 마
포구와 서대문구 87건, 강북구 81건, 양천구 78건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의심 사례
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고독사 확실사례에 이어 중구 으며 절대적으로 거주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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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자치구인 것을 감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아래 표 참조).

자치구명 고독사 의심 사례(건) 비율(%)

강남구 143 6.6 

강동구 66 3.0 

강북구 81 3.7 

강서구 104 4.8 

관악구 129 5.9 

광진구 67 3.1 

구로구 64 2.9 

금천구 101 4.6 

노원구 130 6.0 

도봉구 56 2.6 

동대문구 144 6.6 

동작구 53 2.4 

마포구 87 4.0 

서대문구 87 4.0 

서초구 55 2.5 

성동구 53 2.4 

성북구 92 4.2 

송파구 105 4.8 

양천구 78 3.6 

영등포구 61 2.8 

용산구 45 2.1 

은평구 151 6.9 

종로구 41 1.9 

중구 32 1.5 

중랑구 118 5.4 

지역미표기 38 1.7 

총합계 2181 100.0 

<표 3-3> 자치구별 고독사 의심 사례수(건,비율)

서울시 자치구별 고독사 확실 사례와 의심사례를 그림으로 나타낸 값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그림은 사례수를 등간으로 5단계로 나눠서 많은 수일수록 진하게 표
현한 내용이다. 고독사 확실사례와 의심사례가 모두 진하게 표시된 자치구는 노원
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로 나타났고. 확실사례에선 적은 수지만 의심사례에서 
반전이 나타난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송파구도 눈여겨볼 자치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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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자치구별 고독사 확실 사례수 비교

<그림 3-2> 자치구별 고독사 의심 사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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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독사 확실사례 인구특성

(1) 성별특성분석 (확실사례)

서울시 고독사 확실사례 162건 중 남성은 137건, 84.57% 고 여성은 21건, 
12.96%, 미상은 4건, 2.47% 다. 남성이 월등히 많았다. 여성 1건당 남성 6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사례수(건) 비율(%)

남 137 84.57

여 21 12.96

미상 4 2.47

합계 162 100.00

<표 3-4> 서울시 고독사 확실사례 성별 현황(건, %)

고독사 확실사례의 자치구별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자치구별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많은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강남구
의 경우는 달랐다. 강남구는 확실사례 전체 9건 중에 남성이 5건이었고 여성이 4건
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사례수가 많은 관악구에 경우는 총 19건 중에 남성이 17건, 여성이 
2건으로 여성의 비율은 여성 한건 당 남성 8.5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전체 평균보다 남성의 고독사 발생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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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여성
여성1건당 남성 건수

(여성 0 제외)
미상 합계

강남구 5 4 01.25 9

강동구 4 0 4

강북구 2 0 1 3

강서구 11 2 5.5 13

관악구 17 2 8.5 19

광진구 4 0 4

구로구 14 2 7 1 17

금천구 3 1 3 4

노원구 15 3 5 18

도봉구 1 2 0.5 3

동대문구 4 1 4 5

동작구 3 0 3

마포구 4 1 4 5

서대문구 3 2 1.5 5

서초구 4 0 4

성동구 4 0 4

성북구 5 0 5

송파구 2 0 1 3

양천구 6 0 1 7

영등포구 3 1 3 4

용산구 3 0 3

은평구 4 0 4

종로구 6 0 6

중구 1 0 1

중랑구 4 0 4

기록없음 5 0 5

총합계 137 21 6.5 4 162

<표 3-5> 서울시 고독사 확실사례 자치구별 성별 현황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55세~59세가 32건으로 19.75%를 보여 가장 많은 연
령대 고 50~54세가 26건, 16.05%, 45~49세는 23세 14.2%, 60~65세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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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사례수(건) 비율(%)

20대 5 3.09 

30~34 8 4.94 

35~39 8 4.94 

40~44 11 6.79 

45~49 23 14.20 

50~54 26 16.05 

55~59 32 19.75 

60~64 20 12.35 

65~69 12 7.41 

70~74 8 4.94 

75~79 4 2.47 

80대 2 1.23 

90대 1 0.62 

불상 2 1.23 

합계　 162 100

<표 3-6> 서울시 고독사 확실사례의 연령 현황(건,%)

12.35%순이었다. 언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히 45세~64세는 62.35%로 나타나 
위험도가 높은 연령대로 판단된다.

(2) 연령별 분석(확실사례)

상기 현황을 자치구별 연령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고독사 확실사례가 많은 관악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체 분포상에서 관악구와 노원구는 30~70대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다. 관악
구는 노원구에 비해 50대 이하의 사례수가 더 많았고 노원구는 65세 이상 인구의 
고독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구로구와 강서구의 경우
는  40대와 50대의 사례수가 높아 40-50대 고독사 위험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치
구별 연령 특성을 통해서 각 자치구의 위험연령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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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건) 비율(%)

강남구

소계 9 5.56 

20대 1 0.62 

35~39 1 0.62 

45~49 1 0.62 

55~59 4 2.47 

64 2 1.23 

강동구

소계 4 2.47 

55~59 1 0.62 

60~64 1 0.62 

65~69 1 0.62 

70~74 1 0.62 

강북구

소계 3 1.85 

55~59 2 1.23 

66 1 0.62 

강서구

소계 13 8.02 

30~34 1 0.62 

35~39 1 0.62 

40~44 1 0.62 

45~49 2 1.23 

50~54 2 1.23 

55~59 4 2.47 

60~70 1 1.23

관악구

소계 19 11.73 

20 1 0.62 

30~34 2 1.23 

35~39 2 1.23 

40~44 2 1.23 

45~49 2 1.23 

50~54 2 1.23 

55~59 2 1.23 

60~69 3 1.85

70~79 2 1.24

90대 1 0.62 

광진구

소계 4 2.47 

45~49 2 1.24

50~54 2 1.24 

구로구
소계 17 10.49 

40~44 1 0.62 

<표 3-7> 서울시 고독사 확실사례 자치구별 연령분포(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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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건) 비율(%)

45~49 6 3.70 

50~54 3 1.85 

55~58 2 1.24 

60~64 2 1.24

70대 1 0.62 

불상 2 1.24

금천구

소계 4 2.47 

40~44 1 0.62 

45~49 1 0.62 

55~59 1 0.62 

60~64 1 0.62 

노원구

소계 18 11.11 

30~34 1 0.62 

40~44 1 0.62 

45~49 2 1.23 

50~54 1 0.62 

55~59 3 1.85 

60~64 5 3.09 

65~69 2 1.23 

70~74 1 0.62 

80대 2 1.23 

도봉구

소계 3 1.85 

20대 1 0.62 

50~59 2 1.23 

동대문구

소계 5 3.09 

20대 1 0.62 

50~54 2 1.23 

60~64 1 0.62 

70~74 1 0.62 

동작구

소계 3 1.85 

55~59 2 1.23 

65~69 1 0.62 

마포구

소계 5 3.09 

30~34 1 0.62 

55~59 2 1.23 

60~64 1 0.62 

70~74 1 0.62 

서대문구

소계 5 3.09 

30~34 1 0.62 

35~39 1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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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건) 비율(%)

55~59 2 0.62 

70~79 2 1.24

서초구

소계 4 2.47 

30~34 1 0.62 

45~49 1 0.62 

55~59 1 0.62 

65~69 1 0.62 

성동구

소계 4 2.47 

20대 1 0.62 

35~39 1 0.62 

50~54 1 0.62 

55~59 1 0.62 

성북구

소계 5 3.09 

35~39 1 0.62 

40~44 1 0.62 

45~49 2 1.23 

60~64 1 0.62 

송파구

소계 3 1.85 

45~49 1 0.62 

50~54 1 0.62 

55~59 1 0.62 

양천구

소계 7 4.32 

40~44 2 1.23 

50~54 1 0.62 

55~59 1 0.62 

60~64 1 0.62 

65~69 1 0.62 

75~59 1 0.62 

영등포구

소계 4 2.47 

45~49 1 0.62 

50~54 2 1.23 

60~64 1 0.62 

용산구

소계 3 1.85 

45~49 1 0.62 

55~59 1 0.62 

65~69 1 0.62 

은평구

소계 4 2.47 

50~54 3 1.85 

60~64 1 0.62 

종로구 소계 6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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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건) 비율(%)

40~44 1 0.62 

50~54 3 1.85 

55~59 1 0.62 

65~69 1 0.62 

중구
소계 1 0.62 

65~69 1 0.62 

중랑구

소계 4 2.47 

30~34 1 0.62 

45~49 1 0.62 

70~74 2 1.23 

총합계 162 100.00 

(3) 고독사 현황(확실+의심사례)과 자살자 비교

자살자와의 비교는 고독사 현황 중 확실사례와 의심사례를 합산한 통계를 활용하
다. 그 이유는 고독사 의심사례 중에 자살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의심까지 고독사

로 간주하고 접근하여 고독사 사례와 자살자의 발생건수를 통해 위험 정도를 확인
하 다.

<표 3-8>의 서울시 고독사 수 전체(확실+의심) 중에 자살자 수만 분류한 분석
에 따르면, 전체 중 24.5%가 자살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의 2배정도
로 많았다. 하지만 이런 현황이 역전되는 경우가 강남구에서 나타났다. 강남구는 
고독사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자치구별 고독사수 중 자살자의 비율이 가장 높
은 자치구는 도봉구 고,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금천구 순이었다. 즉 고독사 비율
이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자살형 고독사가 높은 지역이 분류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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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고독사 수

(확실+의심)

고독사 중 자살 현황(성별) 고독사 중

자살비율(%)남성 여성 기록없음 합계

강남구 152 22 29 2 53 34.9 

강동구 70 10 7 3 20 28.6 

강북구 84 15 8 　 23 27.4 

강서구 117 13 6 　 19 16.2 

관악구 148 22 10 　 32 21.6 

광진구 71 11 7 　 18 25.4 

구로구 81 14 4 　 18 22.2 

금천구 105 25 9 　 34 32.4 

노원구 148 18 12 　 30 20.3 

도봉구 59 17 6 1 24 40.7 

동대문구 149 11 3 4 18 12.1 

동작구 56 11 8 　 19 33.9 

마포구 92 15 11 　 26 28.3 

서대문구 92 16 6 　 22 23.9 

서초구 59 10 12 　 22 37.3 

성동구 57 8 7 　 15 26.3 

성북구 97 17 7 　 24 24.7 

송파구 108 19 7 2 28 25.9 

수사부 43 7 2 　 9 20.9 

양천구 85 9 4 1 14 16.5 

영등포구 65 10 3 　 13 20.0 

용산구 48 11 3 　 14 29.2 

은평구 155 30 6 2 38 24.5 

종로구 47 7 2 　 9 19.1 

중구 33 2 3 　 5 15.2 

중랑구 122 17 9 　 26 21.3 

총합계 2343 367 191 15 573 24.5 

<표 3-8> 서울시 고독사 중 자살 및 자살자 성별 현황(확실+의심)

서울시 고독사 확실과 의심사례에 대한 자치구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연령분포
는 50대, 60대, 40대 순이었다. 구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사례수로 비교할 
때는 은평구, 강남구, 노원구, 동대문구, 관악구 순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 연령분포를 파악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평균이상 값을 강조한 
역으로 나타냈다. 구별 주요 연령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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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20~30대의 젊은 고독사, 관악구의 
30-40대 고독사, 노원구의 60-70대 고독사, 동대문구의 50대 고독사가, 은평구의 
50대 70대 고독사가 중요한 연령적 특성으로 보인다. 이에 각 자치구는 연령별 특
성과 고독사 접근에 대한 접근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자치구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

90대

이상
불상 계

비율

(%)

강남구 0 13 35 23 33 15 13 12 4 4 152 6.5 

강동구 1 3 7 6 15 9 18 7 1 3 70 3.0 

강북구 0 3 9 11 30 11 10 6 3 1 84 3.6 

강서구 0 7 9 17 22 20 23 16 3 　 117 5.0 

관악구 1 8 21 27 24 23 23 12 6 2 148 6.3 

광진구 0 5 5 13 23 7 10 6 0 2 71 3.0 

구로구 1 1 11 19 13 13 10 10 1 2 81 3.5 

금천구 0 1 10 17 34 22 10 9 1 1 105 4.5 

노원구 3 3 8 16 31 32 33 15 3 4 148 6.3 

도봉구 0 3 7 13 14 5 9 2 1 5 59 2.5 

동대문구 1 7 2 11 39 26 26 18 3 16 149 6.4 

동작구 1 3 5 8 11 10 9 3 2 4 56 2.4 

마포구 0 3 12 10 15 14 22 10 3 3 92 3.9 

서대문구 0 7 5 19 15 20 15 8 0 3 92 3.9 

서초구 0 2 9 10 10 7 5 3 5 8 59 2.5 

성동구 0 2 8 8 10 6 12 8 2 1 57 2.4 

성북구 0 5 9 18 25 11 15 9 3 2 97 4.1 

송파구 0 4 14 12 25 17 14 12 5 3 108 4.6 

수사부 0 3 5 6 11 6 5 2 1 4 43 1.8 

양천구 0 2 4 16 15 19 12 13 4 　 85 3.6 

영등포구 0 2 2 12 18 13 8 7 3 　 65 2.8 

용산구 1 2 2 11 10 9 8 4 0 1 48 2.0 

은평구 1 5 17 15 29 16 38 25 2 7 155 6.6 

종로구 0 2 2 9 12 7 11 2 0 2 47 2.0 

중구 0 1 1 3 15 7 4 0 0 2 33 1.4 

중랑구 1 5 7 10 25 23 22 15 6 8 122 5.2 

총합계 11 102 226 340 524 368 385 234 62 88 2343 100

비율 0.5 4.4 9.6 14.5 22.4 15.7 16.4 10.0 2.6 3.8 100.0 　

<표 3-9> 서울시 고독사(확실+의심) 지역별 연령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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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 특성

(1) 고독사 확실 사례의 거주지 특성

고독사 사망자가 살던 곳과 사망한 곳은 아파트부터 연립과 원룸, 여관까지 다양
하다. 주거특성이 다양하다는 것은 곧 내가 사는 옆집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거취약 지역으로 불리는 고시원, 원룸, 옥탑방, 쪽방, 비주거 시설
(창고)에서의 고독사 발견이 많았고 일반주거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일
반주거는 다세대, 아파트, 다세대, 연립, 빌라, 일반주택, 다가구 등을 일컫는다.

살던 곳/ 사망한 곳 사례수 비율 비고

고시원 13 8.02 

기타 2 1.23 

다가구주택 3 1.85 

다세대주택(지하포함) 56 34.57 (지하:4)

여관,하숙집,모텔 2 1.23 

빌라 9 5.56 

슈퍼마켓 골방 1 0.62 

아파트 29 17.90 임대, 도시개발아파트다수

연립주택(지하) 9 5.56 (지하:1)

영업겸용가옥 3 1.85 

오피스텔 7 4.32 

옥탑방 5 3.09 

원룸, 고시원 9 5.56 

일반주택 9 5.56 

지하창고 1 0.62 

쪽방 3 1.85 

한약방 1 0.62 

총합계 162 100.00 

<표 3-10> 서울시 고독사 사망자가 살았고 사망한 곳(확실사례)

다음으로는 의심사례까지 포함하여 자치구별 주거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심
사례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통계상에서 연령과 성별, 지역별 특성이 달라지므로 주
거특성도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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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독사 확실+의심 사례의 자치구별 주거특성

고독사 발생 주거의 구별현황(확실+의심)을 살펴본 결과 특정 주거 밀집권역에 
대해 관심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관악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광진구는 다세대 주택+연립에서 노원
구, 강남구, 강서구 등은 아파트에서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는 원룸과 오피스텔에
서 은평구와 마포구, 서대문구는 빌라에서 발견되는 건수가 두드러졌다. 각 자치구
별 특성이 보이며 특정 주거 지구에 따라, 도시개발 아파트 밀집지역에 따라 고독
사 발견 특성이 나타나므로 특성에 따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현황 참고)

서울시는 고독사 발견 특성을 반 하여 주거 특성에 따른 위험지역 선정하고 관
리할 수 있겠다.

첫째, 다가구, 원룸과 고시원, 소규모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위
험집단 관리가 요구된다. 주로 관악, 강남, 강서, 은평, 마포,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해당 주거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았다. 

둘째, 임대아파트와 도시개발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집단 관리
가 요구된다. 주로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당 주거에서 발견되는 사
례가 많았다. 

따라서 고독사 발견 빈도가 높은 주거지역에서 살고 있는 위험집단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지원하는 사업 및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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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다세대

주택

일반주

택

연립주

택
빌라 아파트

오피

스텔

등

원룸

고시

원

모텔,

호텔

여관.

하숙집
불상

공장,

회사,

영업장 

등

기타
기록

없음
총합계

강남구 12 5 38 51 12 18 3 9 4 152

강동구 26 19 14 2 3 1 5 70

강북구 18 15 1 10 8 0 3 1 7 21 84

강서구 24 5 2 23 46 5 4 1 1 2 4 117

관악구 45 15 4 19 16 3 22 2 3 19 148

광진구 38 8 1 4 6 1 2 1 2 1 1 4 2 71

구로구 40 5 1 5 14 3 1 1 2 1 4 4 81

금천구 56 9 1 5 19 5 6 1 1 2 105

노원구 12 17 1 9 94 0 1 2 6 6 148

도봉구 18 2 1 10 15 1 1 4 7 59

동대문구 51 40 2 4 30 2 1 1 5 1 5 7 149

동작구 12 20 3 5 0 3 1 13 57

마포구 17 16 14 18 7 5 2 2 8 3 92

서대문구 24 12 3 22 12 4 7 1 2 2 3 92

서초구 7 4 14 18 4 2 1 4 5 59

성동구 19 4 1 2 15 2 2 1 2 1 1 6 56

성북구 28 22 2 9 23 2 3 1 1 1 1 4 97

송파구 29 27 5 19 4 2 1 1 1 1 18 108

수사부 14 4 3 14 3 3 1 1 43

양천구 28 2 3 7 29 3 1 1 2 9 85

영등포구 26 12 1 1 10 1 1 1 7 5 65

용산구 9 21 1 2 5 0 1 2 7 48

은평구 46 18 9 34 24 1 2 1 2 4 14 155

종로구 15 5 1 5 4 2 1 1 1 8 4 47

중구 6 9 6 0 1 7 4 33

중랑구 59 19 4 7 21 0 3 2 2 5 122

총합계 679 335 39 255 536 67 95 25 32 3 8 93 176 2343

비율 29.0 14.3 1.7 10.9 22.9 2.9 4.1 1.1 1.4 0.1 0.3 4.0 7.5 100.0 

<표 3-11> 자치구별 고독사(확실+의심) 발견 주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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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독사 인지 요인

고독사 발생을 인지한 요인은 대체로 악취와 구더기 다. 어떤 특성으로 고독사
를 인지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예방과 인지 기준 및 향후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중
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이 악취와 구더기 다. 무려 80%에 달했다. 두 번째는 연락두절, 인
기척 없음 이었다. 보이지 않거나 인기척이 없어서이며, 연락이 안되서,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방문한 사람이 있을 경우 발견된다. 셋째, 월세를 오래 
연체하는 경우 확인하게 되었다. 

사망인지내용 세부내용 사례수 비율

악취 및 주변변화

악취 71 58.68 

악취, 파리떼 3 2.48 

악취+구더기 5 4.13 

악취+문앞 구더기 1 0.83 

보이지 않음+악취 11 9.09 

아래층으로 구더기, 악취 1 0.83 

인기척 없음+악취 2 1.65 

부패액 문밖으로 흐름 1 0.83 

하수관 악취 1 0.83 

집주변 구더기 1 0.83 

소계 97 80.17 

기척없음 보이지않음+인기척없음 7 5.79 

결근 등

일하러 나오지 않음(일용직) 1 0.83 

1주일회사결근, 연락두절 1 0.83 

소계 9 7.44 

연락불통

전화연락안됨 11 9.09 

방에서 안나옴 1 0.83 

안부확인 1 0.83 

설날연락에 연락안됨 1 0.83 

소계 14 11.57 

집세안냄 집세를 안냄 1 0.83 

총합계 121 100.00 

<표 3-12> 고독사 인지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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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홀로 사는 사람이 연락 없이 결근하거나 월세를 연체하거나 인기척이 
없다거나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관계망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예
방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악취와 구더기가 발생하기 전 빨래가 걷히지 않는다거나 불이 항상 켜져(꺼져) 
있다거나 TV가 꺼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집의 경우는 거주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이
웃과 주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6) 최초발견자 분석

최초 발견자와 신고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방정책을 마련하는데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 발견자 및 신고자는 건물관리인 및 집주인, 가족과 친족, 이웃, 지인과 친
구, 사회복지사 순이었다. (아래 표 참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1인가구가 이미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26%로 나타났다.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생활자의 일
인생활비율이 늘어날 것을 감안할 때, 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안부확인
(가족연락처 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1인가구의 주택 계약시 응급연
락처를 기록하는 것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독사 사례
가 발생했더라도 문을 열기 위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처리과정에서 유품 
정리 등에서 책임과 처리권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비상연락망은 문제 해
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최초 발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독사 예방의 게이트 키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최초 발견자는 고독사 현장에 노출되고 특
히 처참한 현장을 발견함에 따라 생기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담 지원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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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초발견인 사례수 비율

건물관리 및 

주인 등

건물관리인, 건물관리인신고로경찰

건물주, 건물주(도시가스 점검차)

경비원, 경비원신고로 119

고시원 총무(관리자, 원장), 고시원 청소중 관리자

원룸관리인, 관리사무소 신고로 119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소 직원(하자보수협의차 방문)

관리소장, 관리소장 신고로 경찰

관리인, 집주인(비상열쇠)

집주인 신고로 119, 112

집주인 아들, 집주인(보일러수리차), 집주인(수도수리차)

집주인(월세독촉차), 집주인이 가족에게 연락(열쇠받아옴)

여인숙주인, 쪽방관리자신고로 119, 난방공사자 신고로 경찰

70 46.98

가족 친척

가족, 군대에서 휴가받은아들,남동생(설명절이라 연락)

누나, 누나와 매형, 동생, 딸, 매형,며느리,부인, 세째아들

시누이,아들,아버지,양어머니,어머니,처,친형,큰아들,형,여동생

,형의 신고로 경찰, 고모 요청 119 현관개방, 외손자, 이혼한 전처

39 26.17

이웃 아랫집, 윗집, 이웃 등 30 20.13 

지인과 친구 지인, 지인(열쇠를 가지고 있었음),교회 지인, 친구, 직장동료,회사후배 7 4.70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공무원 지인에게 연락 3 2.01

총합계 149 100.00 

<표 3-13> 고독사 최초발견자 또는 신고자 분석

7) 사망자의 주요 특성과 흔적, 사례기술

서울시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어떤 흔적을 남겼고 그 내용
을 통해 그들의 홀로 삶의 과정을 추정해 볼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
록이 남아있는 경우를 정리해 본 결과 지병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지병은 간경화, 
알콜중독, 당뇨, 뇌경색, 장애, 등 다양했다. 즉 홀로살고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있는데다가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고독사의 중심 위험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게 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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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록으로 남아있는 주요 특성과 흔적 사례수 비율

지병

간경화, 간경화(약복용), 무직, 간경화(중증말기판정)

간질증세, 국가유공자,

뇌경색환자, 보훈병원(고엽제,당뇨,고혈압)정기적 투약

시각장애1급, 신부전증, 신장2급장애(투석), 정신지체2급(수급자)

알콜성질환, 알콜성치매, 기초수급

당뇨, 알콜중독,고혈압

당뇨병과 고혈압(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약), 치매 남편 보살피던 

여성(치매인 남편이 인지를 못한채사망후에도 함께 생활)

19 38.76

동거인
노부부가 살던 가구였으나 부인 없고 남편 죽음

동거인 아버지(아들이 죽은 채 부패한 것을 모름)
2 4.08

발견시특성

만 19세 1 2.04 

TV 켜 놓은채 2 4.08

앉은채로 사망 4 8.16 

소계 7 14.28 

자살 자살(번개탄 등) 1 2.04 

메시지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가족에게 카톡문자후 연락안됨) 2 4.08

아파트 문 열려있었음, 창문 열려 있었음 1 2.04

독거노인 도시락이 쌓여 있었음 1 2.04

소계 4 8.16  

직업

일용노동자 3 6.12 

무직자 2 4.08 

회사원 1 2.04 

소계 6 12.24 

총합계 39 100

<표 3-14> 고독사 사망자의 주요특성과 흔적

특히 이들은 정기적으로 투약을 받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약을 받으러 오던 사
람이 받으러 오지 않는것에 대해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위험상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환자관리시 독거자에 대해서는 사
례관리 및 정기투약인 경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나 직장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1인가구가 증대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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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일용직 근로자 및 근로자가 1인가구일 경우 무단결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협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하러 나오지 않았을 경우 
연락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직장 내부 시스템이 있다면 응급관리나 심각
한 상태에 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집주인과 이웃의 경우 창문이나 현관이 계속 열려있다던
가 인기척이 없어 광고지나 우편물이 쌓이는 가구의 경우 지체 없이 방문하여 문제 
확인 하고 대처하도록 간단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최초 발견자를 중심으로 게이트 키퍼를 구성하여 주거취약지역 1인가구(위
험집단) 정기방문 및 안부 서비스를 위한 야쿠르트 배달 또는 양식 제공, 이웃이 
되어주는 사업 수행(5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이 필요하다.

형사 임장일지에 관련 현장 및 사망자에 대한 정보 기술이 충분하여 사례로 기술
할 수 있었던 경우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외로운 삶과 외로운 죽음 (강서구 사건) 3월 발견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A씨(57세, 남성)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하자보수와 관

련하여 협의를 하려고 집에 찾아왔다가 발견되었다. A씨는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방에 누워 죽어있었고 시체는 상당히 부패된 상태 다. A씨는 아파트 현관문을 잠
그지 않고 열어 놓은 채로 살고 있었고 죽은 후 약 1주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문을 잠그지 않은 A씨의 행동은 홀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고독한 죽음
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누군가 들려다 봐주길 바라는 의도가 아니었을까하고 생각
해 보게 된다. 하지만 아무도 열려 있는 A씨의 집안을 열어본 사람은 없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사례2. 질병을 앓다가 홀로 죽음 (구로구사건) 8월 발견 
2년 전부터 다세대 주택으로 혼자 이사와 살고 있던 B씨(62세, 남성)는 평소 당

뇨병을 앓고 있었다. 며칠째 B씨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 C씨
(71세, 여성)가 찾아가 문을 열고 확인해 보니 이미 죽은 상태 으며 부패가 상당
히 진행된 상태 다.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64 Seoul Welfare Foundation

사례3. 일용직 노동자의 홀로 죽음 (성북구 사건) 3월 발견
옥탑방에서 혼자 살던 D씨(62세, 남성)는 일용직으로 일해 온 사람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E씨(남성)는 D씨가 1주일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
하고 집에 찾아갔다. 그리고 D씨는 침대위에 사망하고 상당히 부패된 상태로 E씨
에게 발견되었다. E씨는 D씨의 당부로 집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열쇠가 
그의 죽음을 발견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다.

사례4. 자립적인 생활하던 노인의 홀로 죽음 (서대문구 사건) 2월 발견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던 F씨(72세, 남성)은 당뇨병 환자로 평소 꾸준히 약물치

료 하던 사람이었다. 혼자서 생활하던 F씨는 홀로 침대위에 누운 채로 죽음을 맞이
했고 그 후로 2주일 이상이 지난 상태 다. F씨는 외손자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평소 스스로도 잘 생활하는 터라 안심하고 있었다가 연락이 안되어 찾아갔다가 확
인하고 신고한 것이다.

사례 5. 32세 직장인 남성의 홀로 죽음 (관악구 사건) 11월 발견
관악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던 K씨(32세, 남성)은 직장에 1주일동안 무단

결근하고 연락이 두절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직장후배가 주소지로 찾아와 문을 열
었더니 이불에 머리를 묻은 상태로 누워있는 시신이 발견되었고 시신은 부패가 진
행된 상태 다.

사례 6. 36세 여성의 홀로 죽음 (강남구 수서서 사건) 10월 발견 
강남구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36세 여성 M씨는 2년전 집에서 나와 거주지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가족들과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생활하 다. 추석때 카톡으로 
연락하고 나서 30일이 지나도 카톡 연락을 받지 않자 여동생이 이상하게 여기고 
집으로 찾아왔다. 여동생이 벨을 눌러도 확인이 안되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었는
데 안방 화장실에서 목메어 스스로 죽고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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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독사 현황과 1인가구, 주거특성 비교

고독사 정의에서 살펴봤듯, 고독사는 홀로살고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사람들에
서 나타난다. 1인가구비율과 고독사 현황을 비교하고 1인가구 1000가구당 고독사 
출현율을 구해, 1인가구의 비율을 고려한 고독사 출현을 검토하 다. 

1인가구 비율에 따른 고독사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통계와 다른 점들이 드러난다.
서울시 1인가구 1000가구당 고독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독사 확실사례는 

1000가구당 평균 0.2건, 의심사례는 1인가구 1000가구당 2.3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 현황은 관악구가 타 자치구의 2배 이상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강남구 다. 그 후로는 송파구, 강서구, 마포구 순이었으나 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이 분포되어있다. 인구비율로 볼 수 있는 행정동당 1인가구 평균은 관
악구가 역시 타구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았고 강남구와 동대문구, 동작구가 높았다.

1인가구 1000가구당 고독사 사례의 자치구별 특성 분석 결과 부각된 자치구는 
고독사 확실사례의 경우 구로구와 노원구, 고독사 의심사례의 은평구와 금천구, 노
원구를 들 수 있었다.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절대빈도가 높아지
지만 전체 1인가구 분포와 다르게 고독사 비율이 높아지는 자치구들은 그 외의 요
인들, 즉 사회적 요인(빈곤, 실업, 지병)등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자치구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엔 1인가구대비 고독사 사례를 분석한 표와 현황별 그림을 제시하 다. 표와 
그림을 통해 자치구별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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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고독사
확실

고독사
의심

고독사
확실+
의심

1인1000가구당 고독사 출현수
1인가구
2010

  

행정
동수

행정동
1인가구
수평균확실 의심 확실+의심

강남구 9 143 152 0.2  2.4  2.6  59,528 22 2705.8

강동구 4 66 70 0.1 2.1 2.2 31,719 18 1762.2

강북구 3 81 84 0.1 3.1 3.2 26,054 13 2004.2

강서구 13 104 117 0.3 2.5 2.8 41,804 20 2090.2

관악구 19 129 148 0.2 1.5 1.8 84,423 21 4020.1

광진구 4 67 71 0.1 1.8 1.9 36,411 15 2427.4

구로구 17 64 81 0.6 2.1 2.7 30,156 15 2010.4

금천구 4 101 105 0.2 4.3 4.5 23,274 10 2327.4

노원구 18 130 148 0.5 3.8 4.3 34,290 19 1804.7

도봉구 3 56 59 0.1 2.6 2.8 21,233 14 1516.6

동대문구 5 144 149 0.1 3.9 4.0 36,897 14 2635.5

동작구 3 53 56 0.1 1.3 1.4 40,256 15 2683.7

마포구 5 87 92 0.1 2.1 2.2 41,109 16 2569.3

서대문구 5 87 92 0.2 2.9 3.1 29,943 14 2138.8

서초구 4 55 59 0.1 1.9 2.0 29,188 18 1621.6

성동구 4 53 57 0.1 2.0 2.1 27,041 17 1590.6

성북구 5 92 97 0.1 2.4 2.5 38,652 20 1932.6

송파구 3 105 108 0.1 2.5 2.6 42,222 27 1563.8

양천구 7 78 85 0.3 3.1 3.4 25,218 18 1401

영등포구 4 61 65 0.1 1.8 1.9 34,158 18 1897.7

용산구 3 45 48 0.1 1.7 1.9 25,846 16 1615.4

은평구 4 151 155 0.1 5.1 5.2 29,795 16 1862.2

종로구 6 41 47 0.3 2.3 2.6 18,156 17 1068

중구 1 32 33 0.1 2.3 2.4 13,909 15 927.3

중랑구 4 118 122 0.1 3.5 3.7 33,324 16 2082.8

미표기 5 38 43 　 　 　 　     

총합계 162 2181 2343 0.2 2.3 2.4 957,390 424 2258

<표 3-15> 고독사 현황과 1인가구 현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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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1인 1000가구당 고독사발생 (자치구,확실)

<그림 3-4> 1인 1000가구당 고독사발생(자치구,확실+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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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현황을 1인가구 현황과 비교하 다. 1인가구수와 비교한 결과 고독사 확
실 현황에서 높은 사례수를 보인 관악구의 경우 1인가구수가 타 구에 비해 2배 이
상이 되는 까닭에 1인가구 대비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
라서 1인가구수 대비 고독사 비율로 본다면 관악구의 고독사 사례수는 설명 가능
해 진다. 더불어 1인가구의 수에 따라 고독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더 주목해야하는 자치구는 구로구와 노원구이다. 1인가구수도 많지 않은 상태에
서 고독사 수는 많아 1인가구 대비 고독사 비율에서 단연코 최상을 나타냈다. 구로
구와 노원구의 경우는 고독사 출현비가 관악구보다는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위험이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와 구로구 순이며 단순빈도로는 관악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현황을 반 하여 자치구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마련하
기 위한 능동적인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 

고독사 확실사례와 의심사례를 합산한 결과는 은평구와 강남구가 사례수에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수가 많은 강남구의 경우도 1인가구 대비 고독사 
발생으로 표시하면 고독사 발생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점에서 관악
구와 유사하다.

다만 확실과 의심사례를 합산하여 1인가구와 대비한 결과는 두드러지는 자치구
가 달라진다. 은평구, 금천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순으로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확실사례에서 눈에 띄지 않았던 은평구는 확실과 의심을 합산했을 때 고독사 
발생수가 가장 많아지며, 1인가구수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비율로 봤을때도 눈에 
띄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특성은 금천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1인가
구가 많지 않은데도 고독사 비율이 높아지는 자치구는 노원구 뿐 만 아니라 은평구
와 금천구도 주목해야하는 자치구로 보인다.

9) 주거특성과 고독사

고독사 위험집단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구별로 특성을 가졌던 밀집주거지를 중심으로 월세가 싸거나 보증금
이 없는 주거지는 위험 지역으로 간주하며 다양하게 고독사를 예방하는 방안과 프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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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서울시 주택현황으로 고독사 발생 주거 비율이 높은 주거 밀집지역
과 비율을 통해 관련 대처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종로구와 중구의 비거
주용 건물 내 주택, 관악구, 금천구, 광진구의 다가구 주택, 노원구의 아파트와 은
평구의 다세대주택의 밀집이 두드러지며 이런 주택에서 고독사 발생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한다.

자치구

주택현황　

주택

보급

률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전체

비율
계

단독주택

(영업겸

용)

다가구 주택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계 3,603,751 100.00 1,265,784 160,675 1,105,109 30.67 1,613,849 142,704 3.96 556,979 15.46 24,435 0.68 97.9

종로구 55,275 1.53 27,355 9,701 17,654 31.94 12,113 5,592 10.12 9,486 17.16 729 1.32 91.1

중구 45,745 1.27 16,507 4,494 12,013 26.26 21,718 1,870 4.09 4,876 10.66 774 1.69 102.0

용산구 92,110 2.56 39,828 7,634 32,194 34.95 34,128 4,529 4.92 12,933 14.04 692 0.75 95.8

성동구 108,205 3.00 42,885 4,593 38,292 35.39 54,845 2,418 2.23 7,269 6.72 788 0.73 104.4

광진구 137,286 3.81 79,760 4,733 75,027 54.65 29,462 5,283 3.85 21,562 15.71 1,219 0.89 97.9

동대문구 134,704 3.74 61,390 10,483 50,907 37.79 58,269 4,739 3.52 9,216 6.84 1,090 0.81 107.4

중랑구 152,468 4.23 78,898 6,526 72,372 47.47 50,222 6,230 4.09 15,874 10.41 1,244 0.82100.9

성북구 166,234 4.61 68,697 16,182 52,515 31.59 69,253 5,842 3.51 21,215 12.76 1,227 0.74 93.6

강북구 120,571 3.35 51,529 9,277 42,252 35.04 32,910 5,158 4.28 30,053 24.93 921 0.76 99.8

도봉구 121,302 3.37 30,058 4,173 25,885 21.34 64,514 5,155 4.25 21,008 17.32 567 0.47 100.2

노원구 200,120 5.55 22,816 4,935 17,881 8.94 160,811 4,554 2.28 11,350 5.67 589 0.29 99.0

은평구 174,249 4.84 51,264 10,190 41,074 23.57 50,063 7,589 4.36 64,163 36.82 1,170 0.67 106.7

서대문구 111,435 3.09 40,768 7,979 32,789 29.42 40,048 6,539 5.87 23,237 20.85 843 0.76 102.6

마포구 142,246 3.95 50,243 7,602 42,641 29.98 57,232 6,698 4.71 26,901 18.91 1,172 0.82 96.8

양천구 158,604 4.40 37,136 3,898 33,238 20.96 83,653 6,149 3.88 30,899 19.48 767 0.48 99.5

강서구 202,039 5.61 42,961 4,125 38,836 19.22 102,966 6,579 3.26 48,434 23.97 1,099 0.54 97.3

구로구 150,429 4.17 47,527 4,434 43,093 28.65 72,611 9,764 6.49 19,805 13.17 722 0.48 99.3

금천구 89,380 2.48 44,032 2,730 41,302 46.21 27,329 5,385 6.02 12,175 13.62 459 0.51 101.9

영등포구 134,927 3.74 59,438 6,178 53,260 39.47 64,340 2,651 1.96 7,537 5.59 961 0.71 95.5

동작구 151,845 4.21 64,615 6,814 57,801 38.07 56,145 6,352 4.18 23,910 15.75 823 0.54 98.9

관악구 205,278 5.70 113,774 8,448 105,326 51.31 53,168 10,177 4.96 26,969 13.14 1,190 0.58 89.1

서초구 147,797 4.10 32,575 3,761 28,814 19.50 91,232 6,418 4.34 16,240 10.99 1,332 0.90 100.1

강남구 208,718 5.79 53,156 4,196 48,960 23.46 129,209 6,401 3.07 18,511 8.87 1,441 0.69 97.4

송파구 231,514 6.42 51,467 4,046 47,421 20.48 118,553 6,196 2.68 53,730 23.21 1,568 0.68 92.3

강동구 161,270 4.48 57,105 3,543 53,562 33.21 79,055 4,436 2.75 19,626 12.17 1,048 0.65 92.1

<표 3-16> 2014년 서울시 주택현황(고독사 발생주거 빈도 높은 지역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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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점유형태별주택현황(2010), 인구주택총조사　

합계 자가 비율 전세 비율
보증부

월세
비율

무보증

월세
비율 사글세 비율 무상 비율

합계 3,504,297 1,439,338 41.07 1,152,714 32.89 782,696 22.34 60,903 1.74 19,271 0.55 49,375 1.41 

종로구 57,807 23,564 40.76 17,131 29.63 12,898 22.31 2,241 3.88 472 0.82 1,501 2.60 

중구 45,656 16,102 35.27 15,698 34.38 10,428 22.84 1,900 4.16 481 1.05 1,047 2.29 

용산구 86,470 29,034 33.58 32,974 38.13 19,116 22.11 2,834 3.28 547 0.63 1,965 2.27 

성동구 107,114 39,931 37.28 39,349 36.74 23,920 22.33 1,643 1.53 778 0.73 1,493 1.39 

광진구 133,468 45,455 34.06 45,850 34.35 38,272 28.68 1,542 1.16 680 0.51 1,669 1.25 

동대문구 128,042 51,456 40.19 39,887 31.15 31,464 24.57 2,498 1.95 1,047 0.82 1,690 1.32 

중랑구 144,951 57,709 39.81 46,183 31.86 36,477 25.17 1,809 1.25 904 0.62 1,869 1.29 

성북구 162,896 73,602 45.18 51,888 31.85 31,383 19.27 2,568 1.58 820 0.50 2,635 1.62 

강북구 117,072 49,940 42.66 37,079 31.67 25,896 22.12 1,491 1.27 906 0.77 1,760 1.50 

도봉구 118,947 65,835 55.35 32,890 27.65 17,190 14.45 1,136 0.96 617 0.52 1,279 1.08 

노원구 197,168 101,580 51.52 55,197 27.99 35,970 18.24 1,264 0.64 807 0.41 2,350 1.19 

은평구 154,923 71,698 46.28 54,108 34.93 25,107 16.21 1,247 0.80 722 0.47 2,041 1.32 

서대문구 112,701 48,184 42.75 36,620 32.49 22,988 20.40 2,329 2.07 826 0.73 1,754 1.56 

마포구 141,402 51,414 36.36 49,393 34.93 35,113 24.83 2,774 1.96 719 0.51 1,989 1.41 

양천구 154,239 73,108 47.40 51,635 33.48 25,908 16.80 1,135 0.74 617 0.40 1,836 1.19 

강서구 193,629 83,240 42.99 56,848 29.36 47,804 24.69 2,211 1.14 947 0.49 2,579 1.33 

구로구 142,678 69,711 48.86 43,278 30.33 25,409 17.81 1,779 1.25 736 0.52 1,765 1.24 

금천구 86,533 32,643 37.72 25,654 29.65 24,739 28.59 1,467 1.70 661 0.76 1,369 1.58 

영등포구 138,637 58,162 41.95 45,409 32.75 27,772 20.03 3,491 2.52 937 0.68 2,866 2.07 

동작구 145,744 56,724 38.92 48,515 33.29 31,450 21.58 6,006 4.12 749 0.51 2,300 1.58 

관악구 217,359 66,695 30.68 66,009 30.37 73,367 33.75 7,112 3.27 1,326 0.61 2,850 1.31 

서초구 136,840 58,808 42.98 47,792 34.93 25,454 18.60 2,319 1.69 490 0.36 1,977 1.44 

강남구 200,965 68,259 33.97 67,642 33.66 56,878 28.30 5,231 2.60 706 0.35 2,249 1.12 

송파구 219,426 85,742 39.08 84,920 38.70 43,357 19.76 1,424 0.65 943 0.43 3,040 1.39 

강동구 159,630 60,742 38.05 60,765 38.07 34,336 21.51 1,452 0.91 833 0.52 1,502 0.94 

<표 3-17> 2010년 서울시 점유 형태별 주택현황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파악된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구별 특성
이 드러났다. 특히 열악한 거주 형태는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을 들 수 있는데, 
종로구와 용산구, 중구에서 무보증 월세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
보증월세의 경우는 관악구와 동작구에서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런 주거형태에
서 거주하는 경우 주거안정성이 떨어지고 도시형 1인가구로 계속 부유하는 삶속에
서 다양하나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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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분석종합

1) 고독사 위험집단이 도출 되었다

서울시 40~64세의 남성으로 홀로 살다가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사람으로 지
병이 있는 사람들, 원룸이나 고시원, 다가구 주택 및 주거 취약지(옥탑방, 지하 등)
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2) 고독사의 원인이 분석되었다

1인가구의 증가, 개인주의적 문화, 잦은 이주와 익명성이 강한 도시생활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죽음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화와 정
보의 부족,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와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공동체
적 문화의 부재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3) 고독사 발생의 거주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1) 원룸형(고시원 등) 독거지역 : 관악구 등지
(2) 아파트형 독거지역 : 노원구 등지
(3) 다가구형 독거지역 : 구로, 강서, 은평구 등지
각 주거지 특성에 따라 지역중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마련

과 협력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4) 독거인의 고독사 인지요소 파악과 조치할 수 있는 체계가 필

요하다

고독사 위험지역의 주민과 집주인 등은 홀로살고 관계망이 적으며 지병을 가지고 
있는 위험집단에 대하여 인기척 없거나 물건이 쌓이거나 항상 불이 켜져(꺼져)있거
나, 문이 닫히지 않는 등의 관련 특성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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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119에 신고할 수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나 
고용주를 통해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과정을 매뉴얼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5)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우선 접근이 필요하다

위험지역에 대한 파악을 통해, 위험군을 찾아 확인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고독사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와 자원개발이 필요하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을 도출하였다

(1) 임대인 : 1인가구와 임대차 계약시 보호자 및 비상연락망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하다.

(2) 사업체 : 독거 사원(임시직, 정규직)에 대한 출근 관리 체계(연락이 안될 시 
확인할 연락망 확보)가 요구된다.

(3) 지역사회 : 독거가구 밀집지역의 생활 문화를 개선하여 안부 묻고 인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4) 상인, 배달업체, 병의원 : 수퍼(편의점), 부동산 등에서는 혼자사는 사람 중 
술을 많이 먹거나 임대료가 연체되는 대상에 대한 확인과 신고에 참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우유, 신문배달 업체, 집배원을 통해 배달하는 과정에서 목격되는 물건이 
쌓이는 집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병의원과 보건소
에서는 만성질환을 앓는 투약환자가 정기적으로 와야 하는데도 방문하지 않을 경우
에 대한 확인과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5) 공적 전달체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주무관, 통반장)체계를 통한 방문서비
스와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지속적인 사례관리체계를 가동시킨다.

(6) 기타 : 소방서와 경찰서는 위험이 주로 발견되는 지역에 대한 제보를 하고 
관련 문제 상황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여 예방을 위해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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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초 발견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초발견자는 집주인과 관리인이 대다수 이고 아니면 이웃이나 가족이 된다. 사
회복지사나 방문 공무원이 되기도 한다. 부패가 진행된 시신의 경우는 발견하면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충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
터 등을 활용하는 등의 지원체계를 활용하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8) 함께 살아왔던 이웃에 대한 공영장례 마련이 요구된다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위험이 더 늘어나고 있다. 자주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공
동체에서 함께 살던 이웃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도록 마을 장례를 치르는 문화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동장은 상주가 되고 동사무소에 애도공간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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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고립사 예방 정책

1) 일본의 고독사 문제와 대응방안

일본의 고독사 발생 건수는1999년 207건에서 2008년 613건으로 10년간 약 3배 
증가했고, 전체 건수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건수는1999년 94건에
서 2008년 426건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도쿄도
감찰의무원(東京部監察医務院)이 집계한 고독사 수치 집계를 보면 2002~2009년에 
도쿄도 23구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혼자 살다 자택에서 사망한 수는 2002년 
1364명, 2003년 1461명, 2004년 1669명, 2005년 1860명, 2006년 1892명, 2007
년 2361명, 2008년 2211명, 2009년 2194명으로 조금씩 증가하여 7년 사이 1.6%
의 증가세를 보 다(이연수, 이재모, 2015, 6p) 일본의 고독사 집계가 도교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독사를 경험하고 국가적 사회적 해법을 찾
아온 일본의 예방 정책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일본은 고독시(Kodokushi)라는 용어
와 고립사를 모두 사용하지만 정책용어에서는 고립사를 사용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전문관으로 근무하 고 현재는 니혼대학교 인
문학부 교수로 있는 나오토 카츠오 교수의 토론회 발표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일본의 고립사 논의의 시작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후, 가설 주택(임시 피난 주택)의 고립사가 사회 문
제가 되어 주목을 받았다. 재해 후의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다.

2005년 수도권 단지에서의 고립사가 텔레비전에서 방 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
졌다. 결과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고독사는 일상 속에 숨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다음과 같이 고립사를 정의하고 있다. 고립사는 혼자 살지 않아도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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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노인 부부 가구 등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이에 고립사는 굳이 혼자살지 
않더라도 "사회적 고립이 죽음으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파악하 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는 2008년 3월 "고령자 등이 혼자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
는 커뮤니티 만들기 추진 회의“를 개최하 다. 이 회의에서는 "고립사" 제로를 목표
로 하 다. 그 후, 2012년 9월에는 고령 사회 대책 요강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
다. 지역의 고령자나 가족의 고립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 다.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적 노력의 일환이다.

(2) 고립사 사례

일본 총무성에서는 고령자 사회적 고립을 막는 대책에 대한 평가와 감찰결과 다
음과 같은 사례들을 공개했다.

사회적 지원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로 2012년 4월에 발견되었다. 카
나가와현 후지사와시의 민가에서는 백골이 된 독거 72세의 남성 시체가 발견하
다. 사후 약 3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며 인기척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민생 위원이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방문하고 시신을 발견하

다. 월 1회 방문을 했었지만 11월에 방문 등의 지원을 거절하여 12월을 마지막
으로 방문하지 않았었다. 방문이 중단 된 후 어느 날 홀로 사망했다.

일본의 고립사는 독신이 아니라도 발생한다. 2012년 7월 도쿄도 토시마구의 아
파트에서 두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망한 것은 77세의 어머니와 42세
의 딸이었다. 사후 1주일 정도 경과된 상태 으며 딸이 먼저 병사한 뒤 어머니도 
병사한 것으로 보 다. 고립사의 사례를 통해서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발생
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노인과 노인이 살아가거나 질환을 앓는 사람과 간호인이 
함께 살아가다가 벌어지는 일들로 발견되었다.

2) 일본의 고립사에 관한 정의

우리나라에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고 통계도 부족하다. 일본도 정
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각부 2014년 고령사회백서에서는 고립사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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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두고 그 후 상당 기간 방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당 기간"의 구체
적 기준은 없다.

일본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죽음에 대한 검안과 해부 담당기관인 감찰의무원 (監
察医務院)이 있다. 감찰의무원은 도교 같은 대도시에만 있는데 이곳에서는 일상적
이지 않은 죽음에 대한 통계를 낸다. 가운데, 자택에서 숨진 경우를 독거사라고 일
컫는다. 이들이 제출하는 일상적이지 않은 죽음통계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죽음이란 
자살, 사고사, 사인 불명 등을 말한다. 병사라도 사망 진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다. 독거사가 여기에 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공사와 같은 UR도시 기구(공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독거
자의 자살, 타살을 제외하고 1주일을 넘겨 발견한 경우를 고립사로 정의했다. 

내각부와 감찰의무원, UR도시 기구에서 내린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서로 조금씩 
상이하며 일정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고독사에 대한 뚜렷한 정의는 없다.

구체적인 통계를 검토해 보면, 일본은 고립사의 통계에 있어 전국의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도쿄도의 감찰원이 통계정보를 보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는 이상(異常) 죽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립사는 검안·해부를 한다.　대도
시에서있는 기구에서만 발표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도쿄도구부는　 인구 920만
명 노인 인구 205만명(고령화율 22.4%)이며　노인 가구 134만가구　그 중의 독거 
가구 58.2만가구(28.5%)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고독사 숫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쿄도 감찰 의무원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단독 세대 사망자의 통계(2015

년)를 활용하여 보고하고 있다. 2015년 집에서 숨진 단독세대 사망자는 성별과 연
령별로 보면 남성이 월등히 많았는데, 남성은 60대전체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85
세 이상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별 인구 만명 당 비율로 볼 때 남성은 70대가 인구
비율에선 가장 많았고  여성은 80대가 가장 많았다. 아래의 표와 같다. 발견까지의 
경과일수를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1~3일이 가장 많았다. 약 
2300여건에 달했다. 4일~14일은 약 1460여건정도 다. 한달 이루에 발견된 경우
도 약 400여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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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도쿄 특별구의 연령별 고립 사망자 수 (연령별 인구 10000명당)

<그림 4-2> 도쿄 특별구의 연령별 고립 사망자 수(독거, 집에서 이상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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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립사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

다음의 내용은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는 고립사 제로 프로젝트의 세부내용 
과 나이토 카츠오 교수의 서울시 고독사 대응과제 토론회 발표 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다.

일본의 대응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시정촌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차원 접
근은 정보 수집과 기술적 지원이 중심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곤궁자(상대적 빈곤, 사회적 배제 대상)에 대한 지원

생활 곤궁자 지원 법에 근거한 국가 사업(실시는 시정촌)은 고령자가 주요대상이다. 
은둔형외톨이 지역 지원 센터와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 양성사업이 진행된다.

개호보험법 "지역지원사업" 에서의 관찰보호(見守)대상자, 고령자가 모이는 장소 
등에서 주민참여 보조 사업이 운 된다.

요(要)지원자를 위한 주민참가형 관찰보호 사업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한 주민참여
 활동지원 사업이 있다.

<그림 4-3> 일본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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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은둔형 외톨이 지역 지원센터 운 사업 추진체계도이다. 상담창구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고립의 대표적 사례로 일본에서
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1인가구가 늘어나면
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안심생활창조사업 
안심생활창조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시정촌이 실행주체가 되

는 모델사업이다. 비참한 고립사, 학대 등이 단 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지역 만
들기를 지향한다. 누구나 정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Supporting 
aging in place)하고 있다.

3가지 원칙으로 운 한다.
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 욕구를 파악한다. 고령자나 장애자 뿐만 아

니라 지역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기적인 지원(보호와 쇼핑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가구를 모두 파악하고 행정과 지역의 관계 기관이 정보를 공유한다.

②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체제를 만든다. ①에서 파악한 
가구나 사람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한다.

③ 안정적인 지역의 독립재원 확보에 힘쓴다. 공적비용에만 의존하지 않는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고 기부와 찬조 회비 등에 의한 지역의 독립 재원 충실화를 꾀한다.

(3) 관찰보호(見守)의 실시방법

고독사에 대한 접근 과제로 중요한 실천은 관찰보호이다. 관찰보호에는 세가지 
방식이 있다. 협력자 활용형, 사업자 협정 체결형, 네트워크 구축형으로 구분한다.

협력자 활용형은 지역 주민을 관찰보호(見守)의 협력자로 임명하고 활동을 지원
한다.

사업자 협정체결형은 사업자 즉 신문· 가스· 전기․ 택배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정
기적 방문을 실시하는 사업자로부터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는다. 

네트워크 구축형은 일반 주민도 포함해 상부상조하고 정보 제공의 네트워크를 확
대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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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보호(見守)의 실시 기법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수첩과 지도의 정비, 독거 고령자 등의 명부 작성과 지도 만들기를 통

해 정보를 공유한다.
② 긴급 통보 장치와 정보통신기기(ICT)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한다.
③ 도시락배달을 통해 관찰을 겸하는 부차적 효과를 함께 노리며 진행하는 사업

이므로 다른 목적의 사업과 세트로 하여 방문한다.
④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전화 상담, 주민 및 사업자의 신고를 받는 센터를 설치

하고 운 한다.

(4) 사회적 고립 방지의 과제

지역 조직을 활용한 강력한 관찰보호와 방문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거부자가 
발생하기 쉽다. 거부자는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주민 간의 트러블이나 배제된 경험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생활상의 문제를 주
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웃 사이는 별로 깊은 관계
를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거부자에 대한 접근을 다각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관찰보호 대상자나 관계망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지역의 넓은(약한)연
계 하에 보호관찰 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첫째, 다양한 사업자와 사람의 참가(신문, 우유 등)가 필요하다.  
둘째, 이상을 발견했을 때 신고지를 정하고 방문한다.  
셋째, 자석 방식을 활용한다. 관찰보호대상은 집안에 있던 자석을 매일 아침에 

문앞에 붙인다. 이웃들은 자석이 붙어있으면 그것을 떼어서 문 안으로 집어넣는다. 
만약 붙어 있지 않으면 방문하여 생사와 건강 문제를 확인한다.

넷째, 원격을 활용하여 간접적 정보를 수집(전기 포트의 가동 상황 등)한다. 일
본은 차를 마시는 문화권이므로 하루라도 물을 끓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기포트
가 가동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면 문제 상황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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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고립사 방지 대책 대응 사례의 개요 

일본의 고독사 방지 대책 대응 사례 분석을 위해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지역
복지과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요약하 다. 이 자료는 후생노동성에서 시정촌의 
사업내용을 수집한 것으로 2013년 3월 21일자 ‘고립사 방지 대책 등의 대응 사례 
조회에 대해서(의뢰)’에 의해 선진적・선구적이라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 조회했는
데, 2013년 4월 17일까지 보고받은 사례이다. 자치단체에서 보고된 279사례에 대
해 케어 활동을 실시할 때의 방법・수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각 타
입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 소개한 내용이다.

(1) 케어실시 주체별 유형

①  협력자 활용형
이웃 복지원을 배치하여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돌보며 협력하는 지역 만

들기를 목표로 한다(이와테현 오슈시).
지역 주민을 ‘케어 간병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강사’를 지역포괄지원센터 직원 

등 복지 경험자 가운데에서 모집하여 배치한다(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② 사업자 협정체결형
사업자(신문, 가스, 전기, 수도, 생협 등) 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통해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등의 연락, 지원 체제를 확보한다.
③  네트워크 구축형
주변 주민과 협력하면서 지역에서 협력의 테두리를 확대해가는활동. 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의 과제나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 (아키타현 후지사토정)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현민(県民)을 지역 전체적으로 돌보는 네트워크를 구

축. 자치단체(현(県)・시정촌(市町村)), 아동복지사협의회, 경찰, 민간 사업자, 현민에 
의한 케어 체제의 구축. 현내 모든 시정촌에 담당 창구를 설치하고 있다(도치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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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어유형별 지원

① 요원호자 대장 작성 및 맵 작성 등을 활용하는 형태
독거노인, 고령자만 사는 세대 등 요원호자 세대를 파악하고, 요원호자 맵을 작

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돌보는 타입이다.

② 기기 등을 활용하는 형태
긴급신고 장치, 복지전화, PC, 인체감지 센서, 태블릿 단말기, TV, 전화 등의 기

기를 활용하는 케어인데, 긴급 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부차적 효과형
배식 서비스에서의 도시락 배포, 야쿠르트 배달원에 의한 야쿠르트 배포, 유제품 

배포 시 등에 생활 상황을 파악하고 안부 확인을 하여 매개체를 통한 안부확인으로 
부차 효과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지역 살롱(地域サロン, 지역을 거점으로 취미활동, 지역 봉사활동 등 주민의 교
류를 장려하는 장소) 등 주민 조직과 제휴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구급의료 정보 캡슐, 가구의 전도 방지 장치 설치 등을 계기로 집을 방문하여 집
안이나 모습을 확인하고 사회적 고립 대상자인지 판단한다.

④ 종합 상담창구 설치형
안부 확인 핫라인 연락창구를 신설하여 포착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행정 내부의 대응체제 정비를 내실화 한
다(오사카부 도요나카시).

배달 사업자나 라이프 라인 사업자,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이상 신고에 365일 대
응하는 센터를 설치(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하고 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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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임대료 체납이나 신문・우편물이 쌓이는 등의 SOS정보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생

활 약자를 발견하고, 즉시 ‘생명을 지키는 행정 서비스’로 연결하여 생활 재건을 추
진한다(시가현 야스시).

상기 케어의 실시 주체별 유형1~3, 케어의 방법별 유형 1~5를 적당히 여러 개 
조합하여 실시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다.

5) 일본사례의 함의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고독사 통계를 
가지고 있거나,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홀로 
살다가 홀로 죽은 경우만을 해당하여 일정기간이 지났는지 기간에 대한 특별한 기
준이 없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며 사회적 고립을 예
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전국 통계도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남성이 많고 60세 이상의 인
구가 많다는 점이다. 여성은 85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일본은 
고독사의 문제가 노인의 문제로 자리 잡아 한국과 다른 양상이다. 일본의 고독사는 
은퇴직후 남성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남성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은 고독사 문제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에서 종합대책을 가지고 있다. 빈곤 
계층과 상대적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접근과 관계망이 부족한 사회적 고립을 겪
는 계층에 대한 정책이 따로 마련되어있다.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
면 시정촌에서 실천을 하는 방식인데,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관장하는 통합재가센
터에서 고독사 문제도 다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다르게 40-50대의 장년층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므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도 
기존 노인서비스 전달체계가 아닌 새로운 전달체계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본의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유형으로 대상에게 접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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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람, 업체,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
크를 구축한다는 점은 차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회적
으로 고립된 사람이지만 자신의 생활상과 삶의 방식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관찰보호이다. 이들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들의 생존과 건강을 
확인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청장년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지원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마그네틱 카드 방식이나 전기포트방식 등을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적용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사
용여부와 도시가스 검침내용을 통해 사용량이 없으면 위기상황을 인지하는 간접적
인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측정과 평가 및 대안 수립을 실시해야한다. 

다음으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죽음 준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을 해외사례와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해외의 임종기 지원 정책

1) 해외의 임종기 지원정책 소개

한 사회의 품격은 망자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죽음과 
죽음의 질에 대한 정의에서는 Dying 즉 죽어감, 죽어가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 하고 죽어가는 시기, 임종기의 지원정책을 통해 죽음의 과정
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고 고독사를 정책지원의 측면에서 접
근할 때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과 임종기 지원정책의 필요성도 확인하고자 한다.

(1) 죽음의 과정

죽음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느끼는 신체적 
특성 뿐 만 아니라 감정적 인지적 상황을 분석하는 연구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일반화시키고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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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뿐 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다.

죽음의 과정(The process of death)을 연구한 Kübler & Ross(1969,1981)는 5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 1단계는 충격과 
거부, 2단계는 분노(왜 나란 말인가? Why me?), 3단계는 타협하기, 신과 타협을 
시도하기, 4단계는 우울감과 다른 사람들과 단절, 5단계 적응과 수용이다. 

Kübler & Ross의 작업 외 다른 모델로 제안된 죽음 수용 과정은 1단계 회피하
기(Avoidance): 충격, 거부, 등, 2단계 맞서기(Confrontation): 혼돈, 힐난, 비탄, 슬
픔, 3단계 순응하기(Accommodation): 수용, 안녕이라고 말하기 등 이다(Parkes, 
1972; Stroebe et al., 2001; Weiss, 2001; Worden, 2002). 

죽음학에서는 죽어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하
고 있는데 다음의 네 가지이다(Hooyman & kiyark,2011).

첫째, 개인으로서의 개성과 적응 유연성, 인생의 철학이다.
둘째, 구체적인 질병, 즉 어떤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맥락,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사회적 고립 정

도이다.
넷째, 문화적 맥락, 개인의 가치, 신념, 삶의 의미 등이다. 죽음의 과정에 대한 이

해는 임종기 돌봄에서 기반 할 만 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2) 임종기 돌봄 : 완화 돌봄과 호스피스

죽음의 과정 연구는 임종기에 대한 준비를 돕는데 활용될 수 있다. 많은 노인들
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죽음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맞
이한다.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임종기의 삶의 질, 혹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다. 의료기관에서 다루는 좋은 죽음은 (1) 신체
적이고 정서적인 죽음의 징후들을 이해하는 것, (2)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3) 고통과 다른 증상의 적절한 조정, (4) 필요로 하는 정보와 활동에 접속, (5) 
어떤 곳에서든 호스피스 또는 완화 치료에 접근, (6) 안녕이라는 적절한 시간을 갖
기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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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40년 전에 만들어진 “죽어가는 사람의 권리장전”(Dying Person's bill 
of Rights)에 따르면 개인은 그들의 임종에 참여하고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
서 죽음의 과정동안 존중하고 고려하며 함께하는 돌봄을 제공해야한다. 고통 없이 
죽을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적 고통에서 
자유로울 권리 두 가지는 모두 인류의 돌봄에서 기본이 된다(Hooyman & 
Kiyark,2011). 

미국 노년학회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호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
는 방식에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한다. 완화 치료는 죽
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철학의 반 이고 프로그램 모델이기도 하다. 이것은 생
명유지 장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신적
인 욕구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1차적으로 완화치료는 병
원 셋팅에서 중요하다. 미국의 완화 치료의 질을 위한 국가조사 프로젝트(2009)에 
따르면, 통증관리, 호스피스, 공식적인 완화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의료적으
로는 몰핀 투여와 죽음단계 지원이 중요한 내용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법
적 제한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안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Hooyman & Kiyark,2011).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내용이 호스피스 서비스이
다. 호스피스 서비스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삶의 질에 초점화 되어있다. ②하루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며 일주일 7일 서비스도 가능하다. ③가족을 위한 쉼 서비
스가 제공된다. ④심리적 증상과 고통의 관리. ⑤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상담(환
자와 가족대상), ⑥가사도우미 기술과 지원업무와 협력, ⑦ 다학제적인 팀으로 구
성하며 서비스는 내과의사 지침에 따름, ⑧팀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관리, ⑨ 죽
음 후에 가족과 친구 관리 등이다.

임종기 지원정책은 주로 완화의료제도, 돌봄 서비스, 보험 등의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장기요양과 보건서비스가 분리되어있다. 이를 위
해 죽음의 질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의 임종기 지원정책, 호스피스 정책과 
아시아권에서 죽음의 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와 가까운 문화권의 대만의 호
스피스 정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Hospice and Palliative care)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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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바가 있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명을 위협하는 관련된 문제에 직면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통증 및 다른 신체
적, 정신적 적 문제들에 대한 조기 발견과 꼼꼼한 평가, 그리고 치료를 통한 고
통의 예방과 경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정의(장윤정, 2012, 김요원,2016,10p 재인
용)한다. 

2) 영국의 임종기 지원 정책(End of life strategy)5)

(1) 영국의 임종기 돌봄 전략 (영국의 보건부, 2008) 10가지

국의 임종기 돌봄 전략은 임종기에 다다른 모든 성인들을 위한 질 높은 돌봄 
지원책이다.

‘사람들은 살아온 기억 속에서 어떻게 남겨지고 죽는가?’ 국 사람들이 죽는 장
소는 58%가 병원에서, 18%가 자기 집에서, 17%가 요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 등
에서가 3%로 나타났다. 국 사람들은 좋은 죽음(Good death)을 존엄과 존경 속
에서 개인으로서 대우받으면서, 고통과 증상 없는 상태로, 친근한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서,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의 관심 속에서 라고 응답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죽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병
원, 호스피스, 요양원과 자신의 집에서 최고의 돌봄을 경험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사
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고통과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경험했
다. 죽음의 과정에서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존경과 존엄이 있는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죽어가는 것에 대한 돌봄을 하는 방법은 아프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돌봄을 어
떻게 제공해야하는 지와 관련된 지표이다.

과거에는 NHS와 사회서비스에서 마지막 생애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비교적 저조
했다. 이를 반성하면서, 돌봄의 질이 다양화 되었다. 이들 전략의 함의는 임종에 다
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질 높은 돌봄에 연결될 수 있도록 단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령, 성별, 인종, 종교적 신념, 장애,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질 높은 돌봄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5) Department of Health(2015), The end of life care Strategy, UK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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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집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 기타 등등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2)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경험적 근거 연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구성되고 도출된 전
략들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이고 둘째는 NHS 임종기 지원프로그
램이며, 셋째는 메리큐리 암센터의 실천사례이다.

자원봉사 호스피스는 임종기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도출되었다. 1967
년부터 운 되어온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에서 Dame Cicely Saunder에 의
해서 진행된 운동에 기초한 것이다. 

NHS의 임종기 프로그램(2004-2007)은 골드 스텐다드 프레임웍으로 리버풀 임
종환자를 위한 돌봄과정 지원기관과 ‘돌봄을 위해 우선해야하는 것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요한 점들이 도출되어 추진되었다.

메리 큐리 암 돌봄센터에 의해서 최근에 수행되는 프로그램은 ‘임종기 돌봄의 전
달에서 모든 접근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강조하고 있다. 비용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수없이 많은 혁신적인 실천들이 제공되었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전략이 수립
되었다.

(3) 전체 시스템과 돌봄 경로 지원

이 전략은 300명의 이해관계자와 여섯 그룹의 종사자들이 조언한 내용을 일년간 
수집하여 구성하 다. 돌봄의 경로 접근은 수탁된 서비스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돌봄의 전달에 대한 접근이다. 돌봄 경로는 다음의 단계로 소개할 수 있다.

하나, 임종기에 근접해진 사람들을 명료하게 한다. 임종기 돌봄의 개시는 임종기 
돌봄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환자의 필요와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충분한 지식
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훈련하는 프로그램들
과 갈등에 대한 조절능력 등이 필요하다. 전문가 기구들과 교육기구는 이런 전문가
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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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임종기에 이른 사람들의 욕구와 선호들을 사정한
다. 이들의 욕구를 반 한 케어 플랜을 세우고 동의를 얻으며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어떤 경우, 사람들은 처치를 줄여달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더 많은 요구를 하기
도 하며, 죽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돌봄 계획은 다학제적 팀에 의해서 탐색되어
져야 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돌봄제공자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이유에서도 모든 접
촉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셋, 수립된 돌봄 계획의 조정을 수행한다. 전 단계 계획에 대한 평가에 따라 돌
봄 수행 주요 기구간의 협력과 조정을 수행하여 계획을 조정한다. 메리큐리 암센터
에서는 돌봄서비스 선택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것은 주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효
과적으로 운 되도록 모든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암센터는 임종기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서비스 기관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넷,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에 착수한다. 임종기에 처한 사람의 조건이 빠르게 변
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하루 또는 몇 시간내에 문제
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려하는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다.

다섯, 질 높은 서비스를 지역안에서 제공한다. 이들 서비스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 돌봄의 집, 수용시설, 요양기관,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과 응급서비스 센터와 
같은 서로 다른 셋팅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관리하고 죽음 후를 돌본다. 마지막의 임종
순간을 돌보는 단계이다. 만성적인 질환을 앓다가 죽는 사람이나 갑자기 죽는 사람
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모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죽음으로 끝
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대한 돌봄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 특히 
주요 돌봄 제공자를 지원한다. 돌보는 사람이 아픈 동안과 죽은 후에 전체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죽음 후가 더 중요하다.

일곱, 돌봄제공자를 참여시키고 지원한다. 아이들, 가까운 친구들과 비공식적 돌
봄제공자,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임종기 환자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
은 의사 결정 과정에 더 가깝게 결합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고
유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 그들은 임종기 가족과 친구
의 상태 및 조건과 정보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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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어한다. 실천적 정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돌봄 제공자는 자신이 해야 할 
돌봄 계획과 여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할 권리가 있다.

여덟,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보건서비스와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죽음에 대한 돌봄과 관련하여 모든 수준에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임종기 돌봄은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발전과 감정과 평가 속에
서 설득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임종기 돌봄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돌봄제
공자이며 지역의 자원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
방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아홉, 관련 서비스를 통한 변화를 측정하고 연구한다. 관련된 측정과 연구를 통
해서 환자와 돌봄제공자, 처치자, 서비스 제공자, 연구자, 정책 결정자들에게 모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NHS에서 실시하는 정보제공은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임종기 처치에 대한 측정은 변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와 과정, 구조를 평가해야한다.

열, 적합한 비용이 들어야 한다. 이용자는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호스피스 서비
스, 완화치료 전문서비스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 요양시설 등을 여러 가지 요소의 
지출을 하게 되어있다.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비용 문제는 항상 문제로 남는다. 얼마나 감당할 수있는가? 또 어디까지 감
당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에 필요한 공적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메리큐리 암센터 프로그램에서는 병원처치를 줄이고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를 지원하고 촉진하여 전체 비용을 감소시켰다.

3) 대만의 호스피스 완화 치료6)

대만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다. 죽음의 질 측정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만의 의료제도와 완화의료서비스 제
도를 살펴보았다. 대만은 1990년 대만 호스피스 재단이 창립되었고 맥케이 기념병
원에 최초의 호스피스 병동이 설립되었다. 1996년 타이완 호스피스 기관이 설립되
어 보건부(DOH)에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발을 위한 테스크 포스가 구성되었다.

6) 김요원(2016) 54쪽~ 58쪽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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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보건부가 완화 의료 시행을 공표하여 말기질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의 적
절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 하 다. 또, NHI에서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개시하 다.

1999년 대만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설립되었다. 2000년 호스피스 환자 돌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도시기준으로 시작되었다. ‘The Nature Death Act“ 가 통과
되었다. 2002년 환자가 사전에 결정한 경우에만 생명유지장치의 제거가 가능하다
는 내용이 규정으로 마련되었다. 

2002년 6월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가 제정되고 공표되었다. 이 
법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치료에 대한 정의, 케어 신청과 절차, 요건, 심폐소생술 시
행 거부, 의사의 호스피스의료 사전고지 등으로 의무 기록 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말기 질환자가 될 경우 호스피스 케어 수용에 대한 신청서를 사전에 서명하여야 
하고 현장에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함을 규정했다.

2010년부터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시작하 고 2014년에는 Hospice 
Community Care에 대한 시범사업이 도입되어 말기 질환자의 급성기 의료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대만에서는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병
원 기반 서비스는 50개 병원에서 가정 호스피스 지원 팀은 71개소, 병원의 상담과 
원조 돌봄 팀 운 은 104개소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대만은 암 사망자들의 완화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다만 문제로는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홈케어 프로그램
이 촉진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4) 임종기 지원 해외사례의 함의

우리나라는 이코노미스트의 죽음의 질 평가에서 최근 같은 GDP를 가진 국가들보
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7>참조).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에 따라 요양서비스가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요양서비스는 현재 의료서비스와 구분되어 분절적이고 협력적이지 못하며 임
종기 지원을 따로 운 하고 있지 못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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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좋은 죽음, 임종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최근에서야 연명

치료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면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시작되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논
의이다.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연명치료에 대해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서비스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국내에
도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지만 특정한 암과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자연사대상에 까지 범위를 넓히지 못
하고 있고,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기관과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가
정 호스피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 하고 있지만 수가 및 서비스 체계의 보완이 요
구되며 서비스 기관도 부족하며 홍보도 부족하여 관련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용
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다. 전문가도 부족하고 관련
된 접근을 위한 기구간의 협업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이다. 따라서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 
다양한 임종기 지원 서비스 체계의 확대, 등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역이다.

3. 사회적 고립을 막는 주거 제도

1) 주거공동체 코하우징(co-housing)

197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하 다. 덴마크 건축가 앤 굳맨 화이어가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적인 가사를 이웃과 함께 협력하여 생활 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덴마크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1988년 맥커멘트와 듀렛에 의해 미국에 
소개되어 코하우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코하우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이웃들이 참여하도록 단지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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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동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주민에 의한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비계
급적 구조를 만든다. 공동경제활동은 금지한다. 이를 통해서 공동생활과 프라이버
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이에 따라 코하우징은 마을공동체를 조직하고 이웃간 
관계 형성과 협력을 창조하는 보다 큰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하 다.

2) 일본의 컬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

일본에서 시작하여 제 3의 주거라고 불리는 컬렉티브 하우스는 독립적인 삶과 
공동체의 삶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한 도시형 임대주택에 하나이다. 2003
년 첫 준공당시는 혼자사는 50-60대가 많았으나 점차 다양한 세대가 입주하여 30
대와 60대가 많아졌고 점차 30대 싱글이 많아지고 있다.

컬렉티브 하우스의 몇가지 유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쿄에 있는 칸칸모리, 스가모, 세이세키, 오이즈미가쿠엔 등이 있다.
먼저 칸칸모리는 커먼룸(공용식당, 주방), 공용테라스, 공용우드데크, 세탁실, 어

린이공간, 테라스 밭, 공작실, 휠체어 사용가능 공용화장실, 사무실, 창고, 게스트룸
이 있고 가구당 25.5m2 ~ 63.2m2 면적으로 원룸과 세어룸이 함께 마련되어있다. 

스가모는 공용공간으로 주방, 거실과 식당, 세탁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공용테라
스가 있고 가구당 10.8m2 ~ 54m2 면적이며 원룸방식과 세어룸 방식으로 운 된다.

세이세키는 공용공간으로 주방, 거실 및 식당, 우드데크, 세탁, 화장실, 물품보관
실, 다락방, 테라스, 정원, 주차공간을 두고 있다. 가구당 면적은 25.5~50m2 이다. 
원룸, 세어룸이 있는 방으로 구성되어있고 조합방식으로 운 한다. 당번활동은 유
사하다.

오이즈미가쿠엔은 공용공간으로 주방, 거실과 식당, 세탁실 욕실, 화장실, 테라스, 
창고, 주차공간이며 가구당 면적이 13.0~30m2이다.

공통된 사항은 관리비와 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을 매달 지출하고 거주자 조합 방
식으로 운 되고 관리되고 있다. 입주자는 당번을 정하여 실사, 장보기, 조리, 정리
정돈, 청소, 모임운  등을 해야하고 공동 운 한다. 

일본의 대도시에 있는 컬렉티브하우징은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젊은 층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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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확대되고 있고 조합방식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건
설과 운 을 모두 NPO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위한 입주자를 위한 주거환
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접근을 구상할 때도 코 
하우징이나 콜렉티브 하우스처럼 공통의 역과 개별의 역을 구분한 협동 주택이
나 세어 하우스 등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주거가 마련되는 것이 좋다. 마을공동체를 추구하
는 주민간의 이런 주택협동조합 운동이나 공동주택마련은 서울시에서도 사례를 찾
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조성된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이용한 소우셜 키친(Social-Kitchen), 소우셜 
다이닝(Social Dining)등 다양한 실험이 요구된다.

4. 고독사 관련 국내 사회적 대응

1) 시장동향

(1) 특수청소업체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생겨난 한국의 특수청소 업체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의 현장에서의 필요로 생겨났다. 현재 전문업체로는 현재 6개 업체 정
도가 활동 중이다. 고독사 현장에 대한 청소는 시체의 부패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혈흔제거, 악취제거, 시취제거, 구더기제거, 자외선 오존 살균, 특수약품 살포 등의 
특수과정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유품정리과정을 수행한다. 
유품정리과정은 재활용, 폐기, 매립, 소각, 기부, 기증, 매입 등의 과정이다. 작업자
들이 작업하는 환경도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명을 가진 업체
가 활동 중이다.

특수청소업체는 고독사 현장 뿐 만 아니라 단순자살, 사회적 단절문제를 겪는 쓰
레기집 문제, 강력범죄 현장에 대한 처리를 의뢰받아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청소업체는 사업의 수행과 운 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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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상의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며 유품처리에 있어서 도덕적 사회적 문
제(소중한 삶의 흔적, 제 3자에 의한 유품 갈취 등)에 봉착하기도 한다(특수청소업
체 스위퍼스, 하드웍스 대표 인터뷰 내용, 2016. 1. 20).

(2) 고독사 보험 

일본에서 시행중이며, 한국에도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소개되고 있다(중앙일
보, 2016. 3.15, 한애란 기자) 네 집중 한집이 혼자사는 한국의 1인가구 현황을 근
거로 필요성 제기, 보험연구원의 ‘1인 가구 대상 보험 상품 제공방안’보고서의 내용
을 인용하고 있다. 고독사 보험은 일본에서 먼저 시행되었는데, 시신처리와 집안청
소, 유품정리를 해주고 입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주택 개보수 비용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다. 젊은 1인가구를 위한 보험도 개발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공공 동향

(1)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보호사업 개요(2014)

독거노인보호사업의 내용음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목적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

전확인, 보건 ․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
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대상은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선정한다.

셋째, 제공서비스은 돌봄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노인돌봄기본서비스(’07년 ~)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 

건강· 양관리 등의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발굴·연계를 실시한다.
②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13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전환)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가스감지기 및 활동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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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대응하는 내용이다. 
③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ʼ11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예비대상자로서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전화안부 또는 규

칙적인 방문을 통한 정기적 안전확인 및 정서지원을 실시한다.
④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ʼ12년 ~)
무연고 독거노인이 사망하셨을때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상주가 되어 최소한의 

장례의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사업 추진 체계
고독사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는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정사업으

로의 홍보를 실시하면 시도에서 예산지원과 수행기관 선정과 관리를 실시하며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을 담당한다. 

서비스 전달을 위한 수행기관으로는 중앙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사업을 
총괄토록 했으며 시도에 거점 수행기관을 두고 지자체의 수행기관 인력교육과 서비
스 총괄을 담당하도록 했다. 주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수행한다. 가장 일선에선 군
과 구 단위의 돌봄사업수행기관에서 현황조사와 인력파견과 서비스 관리를 실시한
다. 주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수행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서비스 운 을 전산 관리를 위해 독거노인지원
시스템을 운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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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사업 평가 및 지도 ․ 감독

시 ․ 도 ∙예산지원

∙시도 거점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및 평가 관리감독

시 ․ 군 ․구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 

∙서비스 대상자 중복서비스 조사 및 승인, 사업수행기관 지도 감독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중앙)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총괄

∙수행기관 및 인력 종합관리, 제공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총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노인전문 전화상담 운영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사업 종합관리

“시도ˮ
거점 수행기관

∙관할 지자체 수행기관 제공인력 교육

∙시도를 보좌하여 관할 지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 기업 및 자원봉사자 발굴과 연계, 시도별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와 배분, 자원봉사자 교육 등

∙정기현황조사 결과 등록 지원, 시도별 자료취합 및 제출

“시 ․ 군 ․ 구ˮ
서비스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복무관리, 파견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

∙사업홍보를 통한 적극적 복지서비스 발굴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지원 및 무연고 독거노인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독거노인지원시스템 관리

<표 4-1> 국내 고독사 지원 전달체계

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기본, 응급)
독거노인지원사업 추진체계에서 시 ․ 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의지 및 독거노인 

인구비율 등을 감안하여 시 ․ 군 ․ 구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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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의 사업수행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근무태
도, 업무실적 등을 투명 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배정된 인원수만큼 독
거노인생활관리사 당 대상 인원을 조정한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자격 및 근무조건은 활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 여야 
하며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가능하다. 주로 
요양보호사, 복지 관련 교육 이수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월 평균 60만원 정도의 활동수당을 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 주1회 안부전화 월 1~2회 방문 상담을 수행한다.

(2) 고독사예방 조례 제정 

조례는 법적 근거 하에서 제정되므로 노인복지법의 대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별 고독사 예방관련 조례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자치구별로 특성이 거의 비슷하다. 주로 구별 조례이므로 

자치구에서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는 동일하다. 하지만 조례명은 홀몸 노인 대상 지원사업이지만 대상에 홀몸노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홀몸은 아니지만 환
자를 간호하면서 홀몸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거나 정서적으로 고립된 노인들도 포
함할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다.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내용은 독거노인 전수조사, 고독사 예방과 노인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정의와 규정과 각종 서비스내용을 정하고 있다. 서비스는 안부, 
식사, 정신건강서비스, 장례서비스까지 이른다. 협력자와 안전도우미의 역할도 마련
해 놓고 있다. 양천구는 고독사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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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제정일 조례명(대상) 주요내용

종로구
2014.4.25

제1051호

종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

사 예방 조례

종로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정의(고독사,고독사 위험자 등 정의)

구청장 책무

고독사 예방계획(체계구축, 맞춤형서비스, 건강관리강화, 

예방교육, 정기방문, 장례)

예방체계(장례식장, 의료, 보건, 소방서, 경찰서), 고독사 

위험자 지원방안

중구
2014.9.24

제1231호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을 위한 조례

중구 관내의 65세 이상 주민

정의(홀몸노인,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안전도우미 책무)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종로구와 동일)

협력체계 구축(종로구와 동일) 및 서비스 지원

영등포

구

2015.5.12

제1097호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

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영등포구 홀로사는 노인

정의(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책무, 타 법과 관계

추진계획(전수조사, 관리체계구축, 맞춤형서비스, 정신건

강, 건강, 예방, 등)

협력체계와 지원서비스

양천구
2015.3.26

제1168호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

사 예방 및 지원조례

양천구 65세 이상 노인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 건강상태, 예방교육, 고독사위험

자 서비스(상담, 활동감지 등), 장례제공)

예방체계구축(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와 경찰서, 

고독사 가족에 대한 사후서비스)

지원대상자 세부정의(동, 사회복지사 발굴사례)

강북구
2015.9.25 

제1076호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

방 및 지원조례

강북구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위험자 정의, 

홀몸노인 안전도우미 정의, 

고독사예방을 위한 전수조사, 

관련 서비스: 맞춤형서비스,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지원,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등 응급호출버튼 설치, 장례서비스

서초구
2016.2.05

제1028호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

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서초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정의 등

발굴과 예방에 대한 구의 책무

추진계획수립(전수조사, 관리체계, 예방사업, 장례지원)

협력체계 구축(응급기관, 소방, 경찰, 등)

관련서비스(상동)

노원구
2016.6.30

제1217호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

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지

원 조례

노원구 65세 이상 혼자 거주

하는 노인

목적: 독거노인 지원과 고독사 예방

정의 및 대상

계획의 수립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 협력체계 : 

공공+민관협력

민간지원 :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표 4-2> 고독사 예방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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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한 50대 고독사 가구 발굴과 지원(양천구)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전체 동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살피
미 등의 주민조직의 구성과 맞물려 다양한 민관협약으로 이어지며 지역의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난 1일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체 18개동 확대로 인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6
월에는 만50세 이상 독거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고령화, 핵가족화
에 따른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조사결과를 분석, 위험 가구
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할 방침이다. [매일일보, 2015. 7.6. 양천구청장 인터
뷰 기사]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위기사례에 대한 발굴과 지원기능을 
수행하므로 고독사 위험계층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로서 기
능할 수 있다.

(4)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2015. 9. 11)서윤기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시의원인 서윤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1인가구 지원조례의 취지는 다
음과 같다. 1인 가구 복지정책 추진은 서울시(장)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1인가
구 기본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며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지원사업을 규
정함에 있다.

조례에서는 용어 정의를 위해 1인가구, 1인가구 복지정책,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도시, 공동생활가정, 소셜다이닝(Social-Dining)를 설명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주거복지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공동생활가정지원, 소셜다이닝운 ,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와 기관 지원 등이었다.

하지만 1인가구 지원조례는 제정되었지만 1인가구 지원에 대한 해당 부서가 정
확치않고 관련 가족의 역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건설교통본부 주택과 에서 산발적으로 정책마련을 수행하고 있어 책임 부서가 확실
치 않으며 그에 따라 사업이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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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연고 사망자 지원정책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연
고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 소정의 장례 처리를 규정에의해 지
원하는 것이다. 지원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법 제 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며 
지원방법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대행 사업자를 통해서 지원한다. 업체는 매년 위탁
계약을 채결한다. 지원하는 내용은 염,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봉안 등 일련의 절
차이다. 지원금액은 대인 1구당 화장의 경우 557,000원, 매장은 564,000원, 소인1
구는 화장 556,000원, 매장 560,000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업체에게 금액을 지
원하고 업체에서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하며 경찰에서 지인을 찾아 시신을 인계

하지 못할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은 연고자에 통보하여 시신을 수습하도
록 하나 시신 인도를 포기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것이 판명될 경우 대행업체에 처리
를 지시한다. 대행업체는 운구 및 염습을 실시하며 화장과 봉안 및 가매장은 시립
승화원에서 실시한다. 서울시립 승화원 추모공원 옆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을 
봉안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 처리가 끝나면 용역업체에게 용역비를 지급한다.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처리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내용을 
보면, 시체가 발생한 후 병사와 변사로 구분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병사 무연고자
와 변사 무연고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차적으로는 의과대학에서 시체 해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그 후 시체처리과정으로 변환한다. 화장 또는 매장한 
시신은 10년간 안치하며 그때까지 연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합동매장 등의 방
법으로 처리한다. 유품은 3년간 보관했다가 폐기한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과정에 따르면 매년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현황은 꾸
준히 늘어왔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과정에 장례는 없다. 따라서 이
들의 장례를 위해 후원으로 운 되는 시민단체인 나눔과 나눔 등에서 무연고 사망
자 장례지원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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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0월말기준)

계 270 247 285 299 247

화 장 267 247 285 299 244

매 장 3 - - - 3

<표 4-3>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실적

<그림 4-4>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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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사회 동향

(1) 사단법인 시니어희망공동체(2013년 ‘한국1인가구연합’으로 창립, 2015년 개칭)

(사)시니어희망공동체는 독거노인 등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고독사 방지 및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500만 1인가구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법률지원을 
목표로 설립,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단위로 지역본부를 운 하는 시민봉사단체이다.

시니어희망공동체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웰다잉(Well-dying) 운동이다.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아름답고 존

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교육, 엔딩노트･유언장･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법률지원 및 교육･상담활동을 하며, 사후에 무연고 사망자 장의봉사를 한다.

둘째, 소셜팸(Social Family, 사회적 가족) 운동이다. 만 18세에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혼자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과 정서적 공감
과 교류를 통해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사회적 가족(조부모･부모･형제자매세대)
을 이루어 그들의 자립 성장의 지지기반이 되어주는 운동이다.

셋째, 공공후견지원운동이다. 무연고･저소득 치매독거노인 및 발달장애인의 고독
사를 막고 인간다운 삶의 위를 위해 법인 소속 25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년
(한정･특정･임의)후견지원 법률상담, 심판청구절차구조, 공공후견교육을 수행한다.

(2) 한국유품정리사협회(2015.1. 창립총회)

한국유품정리사협회는 자살, 고독사, 기타 범죄현장의 특수청소를 수행하는 사람
들과 장례지도사들이 만든 단체이다. 주요사업은 사회공헌사언, 유품정리관련사업, 
교육과 학술사업이 있다. 

사회공헌사업은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 및 자살, 범죄현장 유품정리 자원봉사, 
유품정리 상담실 운 을 운 하는 것이다.

고유사업으로는 엔딩노트 보급사업, 유품 리사이클 센터 사업, 정부기관 및 협회, 
단체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운 하는 것이다.

교육학술사업으로는 유품정리 아카데미, 유품정리업체 인허가 사업, 유품정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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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 나눔 

서울시 및 자치구를 통해 무연고사망자 지정업체가 염습과 화장을 진행하면 이들
에 대한 장례를 치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눔과 나눔은 인간을 존중하는 장례문
화 조성, 공 장례 또는 마을 장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
식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국내 사회적 대응 소결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과 그를 둘러싼 산업의 등장은 이 문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사회문제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과 시민사회는 노인의 문제를 넘어 전체 1인가구의 문제로서 인식하면서 사
업의 대상을 넓게 접근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아직 이에 발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고노인지원사업에는 활발하나 일본과 
다르게 40-5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독사 문제의 국내 특성을 반 하고 있지 못
하다.

따라서 고독사 문제에 대한 정책대상을 위험군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과 입법을 통한 수행기
관 설립 및 운 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때이다.

더불어, 한국의 문화적 정서 속에서 어떻게 고독사 문제를 지역사회내에서 해결
할지 이에 대한 방안이 민과 관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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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현대사회의 고독한 생과 사 그리고 대응

이 연구에서는 고독사 정의를 시도하 다. 언론을 통해서 언급되는 고독사 정의
와 문헌, 조례 등을 검토하여 학술적 목적 뿐 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하 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독

거인, 1인 가구)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통
상 3일 이후)이다.” 

고독사와 관련된 현황분석을 통해 고독사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0-50대, 남성에서 더 큰 위험이 나타났고, 자치구별로 특성이 다르
게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의 경우가 고독사가 가장 많은 자치
구 고 다음으로 노원구가 뒤를 이었다.

고독사 통계는 확실사례와 의심사례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했다. 이는 확실사례
와 의심사례가 합산되었을 때 고독사 사례수와 구별 특성에서 차이가 보이기 때문
이다. 확실사례에서 관악구와 노원구가 가장 사례수가 많았지만 확실과 의심을 합
산할 경우는 은평구, 강남구, 동대문구, 노원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1인가구 비율과 고독사 발생은 높은 관련성을 가졌으며 주거특성과 고
독사발생은 보편적인 모든 주거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지역별 
주요 주거특성은 조금 차이가 난 것을 알 수 있었다.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
와 강남구에서 고독사 현황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1인가구대비와 상관없이 고독
사가 높게 나타나는 자치구로 은평구, 금천구, 동대문구, 구로구가 드러났다. 이점
은 1인가구가 관련성을 갖지만 또다른 요인이 고독사와 관련 되어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치구별 고독사가 발생한 주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임대아파트와 도시개발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수서서)에서는 아파트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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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독사가 많았고, 다가구주택과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이 있는 
관악구, 은평구, 강남구 권역에서는 해당 주거에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 다.

연령특성으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고독사가 많은 지역은 강남구 고, 30대와 
40대의 고독사가 많은 지역은 관악구 다. 노원구와 강서구, 은평구의 경우는 50대
부터 70대까지의 고독사가 많아 자치구별로 고독사 발생 연령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독사는 주로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발
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족, 직장동료, 이웃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발견자는 고독사예방의 중요한 사람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고
려대상이 된다.

고독사한 대상자가 죽음에 이르면서 남긴 다양한 메시지는 주로 지병이 있는 사
람이라는 것이었다. 당뇨, 간경화, 암, 폐질환 기타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
로 투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홀로사는 장기 투약 대상에 대한 병의원, 
보건소의 관리가 된다면 예방의 가능성도 있다. 이혼한 가구가 많았고 일용직 등에 
근로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그 밖에 고독한 삶 속에서 죽어가는 공포를 표현하
기 위해 아프다는 글귀나 문자 메시지 등을 남기기도 했다.

따라서 1인가구가 많거나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아픈 이웃들에 대해, 주거취약지
역이나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 지역중심의 예방과 관련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는 구상이 가능하다.

2. 고독사 예방 정책 및 사업 제안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조례는 주택
법, 임대주택법 여성발전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청년고용촉진법, 자살예
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에 의거한 지원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따
라서 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책임부서가 모호하며 구체적인 접근에서 통
일성을 기하기 어렵다.

“1인 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법령”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이제 4인가구시대에서 1인가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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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1인가구는 연간 가계 동향에서 제외되어 다양한 사회지표와 
생활여건 등의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청이 2인가구를 기본 가구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쫒지 못하는 정책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독사 위험 계층에 대
한 접근이 어렵게 된다.

한국의 가족정책의 근간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가정의 범위에 1인가구를 포함
하고 있지 못하다. 가정에 대한 기본 정의를 혈연과 공동체 가정 등 2명이상의 동
거자의 생활공동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인정과 이들의 문제에 대
한 사회적 지원을 명기하는 새로운 법적 틀이 요구된다. 1인가구들은 대체로 미혼
의 청장년, 이혼, 사별 등의 생애 과정 속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 취약한 1인가구들이 정책부족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홀로 결정하고 
신청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1인 가구이자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사람의 경우는 공식적인 서비스를 이용하
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
아진다. 

고독사 통계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법령의 제정을 통해 기본통계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 변사 자료에 고독사 의심을 체크 하도록 해야 한다. 통계가 
마련되는 것을 기반으로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된 성과를 파악하는데 기초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복지정책이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서비스에 초점화하면서 발생하는 사각
지대가 1인 가구 문제일 수 있다. 이에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대상에 대한 지
원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

향후 법률안에서는 1인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관리인, 기업,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의 지원을 의무화해야한다.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울시의 자
치구의 위험권을 중심으로 경찰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계를 도출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 고독사 관련 지원정책은 사전, 사후, 사회적 인식 개선의 세 가지 역으
로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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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관리 및 예방

고독사 사전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Community 중심(주거지 중심, local중심, 직
장 중심)의 해결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1인 가구(고독사 위험자) 지원 센터 운영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는 서울시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탄생에서 죽음
까지 지역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중심 복지공동체 문화를 위한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현재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없으므로 신규 
기관으로 설립하거나 자치구별 복지재단이나 서울시 복지재단 등 에서 관련 센터를 
운 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고독사 위험자 접수, 지역네트워크 연계(찾아가는 동, 
재가지원센터 등), 고독사 관련 처리와 상담사업 전개, 법적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관련 통계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이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거위험 상황 핫라인 및 상담전화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02-723-9988) 또는 120 다산 콜센터에 독거 위험 상황 
핫라인 상담 기능과 연계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 상담센터에서는 노인 대상이 
아닌 독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을 운 해야하며 위기시 소방서 및 의료기관
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세부 사업으로 독거인들의 엔딩노트 쓰기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더 확산되는 과정이 요구된다. 
엔딩노트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과 다르다. 유품처리 및 주요 연락처 기록하여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사후의 조치에 참고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1인 가
구주의 신청에 따라 유품 정리인 지정제를 운 하여 망자의 유품정리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정하도록 지원한다. 지정되는 사람으로는 이웃, 친구, 사회복지사, 시민단
체 활동가, 자원봉사자 등이 있을 수 있다.

1인가구 지원센터는 고독사예방네트워크 사업 등을 총괄하고 관련 통계 및 동향 
파악, 정책방향 수립 등 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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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독사 예방(위험 발굴) 네트워크 및 사업 운영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는 위험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이면
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는 지역복지기관 또는 찾아가는 동 주
민센터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요 네트워크네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이 연구의 결과를 반 하여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발견자, 즉 게이트 키퍼를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네트워크 핵심주체(컨트롤타워) :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② 네트워크 참여 기관 : 경찰서, 소방서, 정신보건센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급식, 지역 업주(수퍼 및 편의점, 신문, 우유, 부동산, 원룸 및 고시원 업주), 병․의
원, 호스피스 자원봉사단, 주거협동조합, 장사협동조합, 마을공동체, 풀뿌리단체 등

③ 지역특성 반
가. 원룸형 독거자 밀집지역, 다세대 독거자 밀집지역, 아파트형 독거자 밀집지

역, 자살위험(여성) 독거자 밀집지역 등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기관을 선정하
고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나. 다세대 독거자 또는 원룸형 독거자 밀집지역의 경우는 동네 공원에서 식사제
공서비스 및 가가호호 방문 및 인사하기 등을 활용한 이웃 알기 사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 참여형 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 아파트형 독거자 밀집지역의 경우는 아파트의 집합장소를 활용한 공동부엌운
 및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이웃 알기 등 사업이 필요하다.
라. 자살위험 독거자 밀집지역은 정신보건센터 및 관련 민간기관 또는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요구된다.
④ 활동 내용 
가. 지역별 게이트키퍼제도를 운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게이트 키퍼 선정를 선

정한다.
나.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정의하고 교육한다. 고독사 위험 대상 발굴 및 관리리

스트에 대해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위험대상은 연구 결과에 따르며 주로 관리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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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인기척 없음 등으로 추후 기준과 매뉴얼 마련을 마련한다.
다. 집주인 및 통반장 게이트 키퍼를 중심으로 교육과 관리 한다.
라. 게이트키퍼 및 사례관리자는 고독사 목격 후 트라우마 관리서비스를 이용하

도록 연계된다.
마. 1인 가구가 부동산 계약시 비상연락(중요 연락처)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홍보

한다.

(3)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및 지원책 마련

노인 외 장년층 지원 내용 다양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웃관계망 
마련, 양식 지원,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지역별 특성 반  등이다.

(4) 임종기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① 호스피스 전달체계 관리 및 운  기관 확대 
전달체계 관리 및 운 기관 확대를 위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전달자인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관련 지원을 마련한다. 종교기관 호스피
스(가톨릭 사회복지회 및 원불교 등)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교육 사업을 강화한다.

② 취약계층 호스피스 연결 사업 운  지원 제도 마련과 시행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한 취약

계층 지원 사업, 서비스 이용료 바우처 등 시행이 요구된다.
③ 고독사 이후 가족지원 및 임종 후 주 돌봄자 및 가족지원
임종기 정책이 발달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고독사 지원 이후에 가족지원에 대

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망자의 가족 및 주 돌봄 제공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사후 관리방안

위에서는 고독사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다음으
로는 고독사가 발생한 후에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인가구가 늘고 사회적 



제5장 결론

Seoul Welfare Foundation 117

위험이 다원화 되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고독사의 발생은 지속될 수 있
다. 따라서 발생 후 빨리 발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가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가족을 찾아 연계하는 경우는 고독사 예방
과 지원방안에서 다뤘다. 

이 역에서는 사후 무연고자의 경우 관리방안을 검토하 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망자에 대한 추모와 공동체적 대응이다. 한국적 공동체 문화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독사가 발생한 것에 대한 도덕적 공동체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문헌연구의 지역이 도시는 아니었지만, 도시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인식이 공통의 공감 역이 존재한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1) 장례제도 마련

장례제도를 마련하고 운 한다. 수급자나 무연고자 뿐만 아니라 고독사한 이웃이 
발생할 경우 공 장례제도를 운 하는 경우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공 자례나 마
을 장례를 통해 망자를 기억하는 과정을 공동체 속에서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 장례를 실시하는 주체선정과 운 에 필요한 비용 등 관련 체계가 필
요하다. 마을장례는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고독사 마을 장
례 위원회 등을 두거나 동장, 관장 등이 상주가 되어 운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프
로그램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운 하는 프로그램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공 장례나 마을 장례를 지원하고 고독사 등 지역에 죽음 사건이 발생
했을 때도 공동체가 함께 입은 상처를 함께 위로하는 예식 등을 운 하는 것이 필
요하다.

(2) 사이버 추모공간 운영

추모의 공간을 운 한다. 서울시립승화원(경기도 고양시 벽제 소재)에는 사이버 
추모의 집이 운 되고 있다. 고인을 추모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따라서 구청에 공고하는 방식은 존재하나 무연고자에 대한 사망후 
애도하는 추모의 공간은 부족하다. 이에 온라인 추모시스템 운 을 제안한다.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추모의 공간에 따로 무연고 사망자를 안치하는 공간을 두
고 있으며 이곳에 고인의 성명 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추모하는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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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이름을 찾아서 간접적으로라도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주민 및 지인들의 사후 정서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유품관리 방안 마련 

고독사 발견자나 지역기관은 고독사한 망자가 평소 자신이 잊혀지길 바라는지 기
억되길 바라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죽은 후에 유품관리와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을 밝혀두는 엔딩 노트를 통해서 유품관리를 담당할 누군가를 지정하여 이들이 망
자의 유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적합한 조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엔딩노트
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평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망한 경우는 표준적 기
준에 따라 마을 장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고독사한 사람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있어 보증금을 수령할 가족이 
없을 경우는 가장 가까운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차 없으
면 국가에 귀속된다(동아일보, 2015, 이상훈 변호사). 무연고자나 기초수급자 등을 
포함한 고독사한 사람들에 대한 유품 처리는 가족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
로 제 3자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지정된 특별 연고자가 없는 한 매우 복잡한 행
정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절차를 공공 역에서 진행하거나 지원해야하는 경우도 
자주 벌어지고 있으므로 처리에 대한 책임 기관이 필요하다. 

3) 개인과 공동체의 죽음 인식 개선 사업

고독사 관련한 대응은 정책적인 접근과 함께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죽음이 타
자화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이미 언급한 바 있고, 개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
는 것을 돕기 위한 공동체적 분위기와 문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죽음을 삶의 과정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도록 관점을 변화시키고 죽음 문화를 교육하는 사업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대학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1) 죽음문화 교육, 임종기 대응 교육 개발과 실시

노인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평소 생애과정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삶을 가
꾸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가정과 이웃 간에도 임종기를 맞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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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 다양
한 수위의 교육프로그램과 가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동체적 인식 개선 사업, “(가칭)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웃 공동체”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과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통해 고독사 

사건, 자살 등 죽음사건에 대해 처리하고 지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도하
며 위험대상에 대한 인식과 관심 갖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 시도가 
요구된다. 

한명의 아이를 마을이 키우듯이 외로운 죽음도 마을에서 함께 돌보는 문화가 정
착되기 위해서는 돌봄을 위한 다앙한 준비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접근로는 마을안
에 아이와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 육성과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도 필요하
다. 소극적인 접근으로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아이는 울음소리와 
발소리로 노인은 기침소리나 TV소리로 인식할 수 있다. 대면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

지자체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현대사회를 사는 개인에게 고독사 문제가 남
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관련한 준비와 지원
체계를 이해하며 이웃과의 관계형성에서도 이점에 유의하는 접근을 하는 등 공동체
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한다.

3.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

이 연구는 서울시의 고독사 실태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 다. 
통계 자체가 없는 죽음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한 연구이며 이에 관련 현황과 분석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성하는데 치중하 다.

이를 통해 고독사의 정의, 정의를 위해 검토해야하는 역들, 죽음 문화에 대한 
고찰, 그리고 관련 현황 분석을 시도하 고 이 과정에서 일정의 성과를 얻었다. 고
독사를 사회 문화적 전반에서의 인식과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고독사라는 문제가 차지하는 실로 방대한 역의 일단만을 건드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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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독사라는 현상은 문화인류학, 생사학, 장사학, 사회학, 도시
학, 가족학, 노년학, 노인의학, 등 다학제적 역에 걸쳐져 있는 사안이다.

이 연구는 현상을 분석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했다. 고독사에 대한 사전적 접근과 사후적 접근을 하고, 사회문화, 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당연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접근도 제시했다. 특히 현황분석을 통해 
지자체마다 달랐던 연령특성과 특성주거, 최초발견자 특성 등을 통한 정책제안 방
향을 제시하 다. 이 점은 구체적인 실천적 역에서 검토할만한 사항이다.

나아가 고독사 문제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삶의 방식, 생활문화의 변화, 관
계의 단절, 고립적 삶을 구축하게 하는 노동여건 등등이 모두 반 된 총체적 결정체
이다. 따라서 관련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문화
의 개선이 필요하다. 40-50대 남성을 노동가능한 계층으로 간주함으로서 사회적 
서비스에서 제외하는 배제 정책보다는 욕구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용적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보
편적으로 할 때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복지정책을 대상과 연령별로 분절적으로 운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다. 욕구중심의 복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반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고독사라는 현상에 대해 사회적 논제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고자 
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관련 분야에 문제를 제기하 고 연구 과정 내내 다양한 
언론과의 인터뷰 및 칼럼으로 본 연구의 논제를 세분화 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이어받을 실천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어서 죽음의 과정도 미리 준비하
고 구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것은 전 연령대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년기만의 과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고, 대학, 인생대학, 평생교육, 50+
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회적 논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고독사라는 조작적 정의와 통계 도출 과정속에서 몇가지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첫째, 경찰 자료를 분석하 다고는 하지만 형사 임장일지가 모두 평준화된 기록
방식을 띄고 있지도 않아 자료상 한계가 노정되어있다. 따라서 고독사라는 주제가 
1인가구와 연동되어있는 만큼 이상죽음 사례에 대한 경찰청 통계를 만들어 관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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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독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문제시 되
는 만큼 서울시 경찰청부터 라도 이런 작업에 착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확한 
통계 속에서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
다. 둘째, 고독사의 정의는 논의 과정 속에 있다. 고독사보다는 고립사, 독거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 정의는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생
각된다. 

다만 정책적 정의는 현재의 논의수준에서 결정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듯 고독사는 감춰진 우리 삶의 고통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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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시행 2016.3.24.] [서울특별시조례 제6159호, 2016.3.24., 제정]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51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

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

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

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복지정책" 이란 1인 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

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

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

한다.

  5. "공동생활가정"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

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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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

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

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

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 및 그 밖의 관

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

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

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

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

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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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

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

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제4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

  2.「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복지격차 해

소 지원사업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4.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5.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7.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159호, 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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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7.14.] [서울특별시조례 제6276호, 2016.7.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

항과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3>

  1. "시립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묘

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말한다. 

  2. "조성분묘"란 개선된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

여 설치하는 분묘를 말한다. 

  3. 삭제 <2008.11.13>

  4. 삭제 <2008.11.13>

  5. "사용자"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

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2장 장사문화개선 및 보존묘지등의 지정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

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②시장은 자치구의 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관리 등

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③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장사시

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1.13>

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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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13>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

도록 한다. <개정 2009.3.18>

  ③ 위원은 해당 회의 끝남과 함께 위촉해제된다. <개정 2009.3.18, 2015.5.14>

제5조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 ①시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

(이하 "묘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

여 서울특별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시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보존묘

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시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지급한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③ 삭제 <2008.11.13.>

[제목개정 2008.11.13.]

제5조의2(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시장이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

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8.11.13, 2015.5.14>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큰 공로가 있거나 범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 보존묘지등 이외에 이에 준하는 

봉안된 유골을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에 관한 절차·방법 등은 

시 보존묘지등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8.11.13.>

[제목개정 2008.11.13.]

제3장 시립장사시설의 설치·관리 등 <개정 2008.11.13>

제6조 (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개정 2008.11.13＞) ①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

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②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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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

급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

을 구분하여 사용료·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③ 시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고양시, 파주시 주

민 포함)인 경우 서울특별시민 사용요금으로 한다.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금(신용카드 등 포함) 수입증지 또는 수입

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

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해야 한다. <신설 

2016.7.14>

  ⑦ 제6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신설 2016.7.14>

［전문개정 2013.3.28］

제8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시립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9조 (사용기간 제한) ①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개

정 2008.11.13>

  ②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

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한 번에 5년씩 세 번만 연장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③ 신청기간 내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의 처

리는 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1.13>

  ④ 시립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한다. <신설 2008.11.13>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①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다만, 시립자연장지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3>

  ②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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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1.1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매·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11.13>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변경 

  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변경 

[제목개정 2008.11.13.]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시립묘지 ·시립봉안시설·시립자연장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6조·제8조·제13조·제14조·제14조의2 및 제16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②시장은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

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4.>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12조 (수거 및 개장명령) ① 사용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여야 한다. 다만, 시립자

연장지의 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3>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

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제13조 (묘지의 사용면적) 시립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1. 조성묘지 : 5제곱미터 이내 

  2. 비조성분묘 : 10제곱미터 이내

  3. 삭제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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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분묘의 구조 등)  ①시립분묘의 구조는 평장(봉분과 비석이  지상에 돌출되

지 아니하는 분묘를 말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분묘형태를 변경하거나 분묘에 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려는 사

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14.>

  ③제1항의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석을 설치하고 

사망자 및 연고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14조의2(자연장의 방법 등) ① 시립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화장한 골분은 흙과 섞어 묻는다.

  ② 시립자연장지 내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

정 2010.4.22.>

[본조신설 2008.11.13.]

제14조의3(자연장지의 훼손방지 등) 시장은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

장지의 훼손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본조신설 2008.11.13.]

제15조 (분묘의 관리책임) ① 시립묘지 안의 분묘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1. 조성분묘 : 시장 

  2. 비조성분묘 : 사용자

  ② 시립조성묘지 등에 관한 시장의 관리책임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13>

제16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시립장사시설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비용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제4장 시립장사시설의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 등 <개정 2008.11.13>

제17조 (운영위탁)  ①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

다)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②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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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영지원)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

다. <개정 2008.11.13>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20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 및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08.11.13.>

제21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의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

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2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76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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