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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또는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권리(right of man)’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할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다1).

모든 인간의 권리에 있어서 노인집단도 예외가 아니다. 노인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이다. 따라서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권에 대한 담론은 보편적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규정한 논의와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 취약자와 같이 특수집단의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왔다. 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세계인권선언> 25조에서 고령자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동시에 특수집단의 인권상황으로서 노인인권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 확립이 아직 미약한 상태이다2).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추세에 비하면 노인인권은, 여성인권 및 아동인권의 경우처럼(예: <여성차별금지협약>이나 <아동권리협약>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며,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운동처럼 노인인권지침 마련의 노력이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Issue ReportⅠ

김 주 현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 동향*

*  본고는 저자의 논문(김주현, 박경숙, 이상림, 최인희, 손정인(2011). “국제법상에 나타난 보편적 인권규정과 노인인권” 법과 사회 40(-), 

249-278)의 일부를 활용함

연령통합고령사회

Issue & Focus 발행일 2018. 07. 31 / 발행인 정순둘

제 3 호

ISSN 2586-5692(Online)

발행처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 5F 504-1호 TEL.02.3277.2235 



Quarterly Brief 2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노인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 원칙 또는 행동계획이 꾸준하게 발표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인 고령화의 추세와 맞물려 향후 노인인권에 관련된 국제법적 관심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권이 아직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지만,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적 선언과 원칙들은 

국제기구의 결정이나 조약의 규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소프트 로(soft law)의 특징이 있으며 차후의 조약 

체결이나 관습법규의 형태로 구속력을 갖는 하드 로(hard law)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법 분야의 중요한 

규범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실제로 UN을 중심으로 많은 국제기구가 제기하는 다양한 결정 및 

선언, 원칙들이 국제법의 형성과 발전 및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3).

1.  노인권리선언(Draft Resolution on a Declaration of Old Age Rights)

1948년 국제연합(United Nation)은 ‘노인권리선언’을 발표하였다. ‘노인권리선언’은 사회권을 중심으로 원조를 받을 

권리, 의식주, 노동에 대한 기본 권리,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케어에 관한 권리, 여가의 권리, 안전, 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 10가지 권리를 포함한다.(A/C.3/213/Rev.1, Argentina, 1948)

2.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비엔나 국제행동강령>은 고령화에 대한 첫 번째 국제문서로서, 고령화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마련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강령은 1982년 결의 37/51로서 UN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같은 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고령화에 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강령은 연구, 자료수집, 분석, 훈련, 교육을 위한 행동계획과 다음 분야별 영역에 대한 행동을 위한 62개항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소득안정과 고용’에 관한 내용을 보면, 37항의 “정부는 경제생활에서 노인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와 41항의 “정부는 노인 노동자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162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년 UN 총회는 결의 46/91로서 노인을 위한 UN 원칙을 채택하였다.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 5개 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노인들의 건강과 영양, 노인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 강화, 노인들의 잠재적 능력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다.

4.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고령화총회가 개최되고, 3개의 장 

1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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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 고령화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강령은, 특별히 

인구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적 행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노인의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고, 연령차별금지와 고령화를 세계개발의제로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령의 목적은 모든 곳의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나이가 들고,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자신의 공동체에 참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를 향하여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노인인구의 잠재력을 장래 발전의 기초로 삼고 

다음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순위 정책방향에서 가장 첫 번째가 노인과 개발 (Older persons 

and development)이다.구체적으로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의 제 12항에는 노인들의 기대와 사회의 

경제적 요구는 노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인들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원하고 만족하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한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노인들이 일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완전한 참여를 증진하는 것은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 담겨 있는 중심적인 여러 가지 주제 중 하나는, “노인들이 

소득활동과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의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능력을 

부여하기”이다. 2002년 마드리드 국제고령화 행동계획(MIPAA) 발표 이후, 유엔은 각 회원국이 연령차별, 노인유기, 

학대·폭력 방지 대책 및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각 국의 MIPAA 

실천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9년 7월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노인인권의 보장을 위해 별도의 노인인권협약 제정 필요성을 보고하고, 2010년 12월에 개최된 제65차 유엔총회에서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공개실무집단(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 구성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유엔에서는 노인인권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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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인권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017년 기준 9억6천2백만 명에서 2050년에 21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2100년에는 31억 명까지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수는 2017년 1억3천7백만 

명에서 2050년에 4억2천5백만 명까지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100년에는 9억9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라고, 실제로 수명연장의 꿈은 고령화사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사회의 이면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201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곳곳에서 노인들은 연령차별, 학대,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여건 및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이를 심각한 인권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UN, 2011).

이렇듯 노인인권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인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권 침해와 차별에 노출되는 노인의 수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의 인권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복합적인 차별과 폭력·학대, 방임, 소외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년의 시기에 겪는 

인권 문제는 모든 사람의 일생주기에서 한 번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차별

노인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쇠약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사회 속에서 노인으로 하여금 종속적 지위에 머물게끔 

하고 차별적 대우에 직면하게끔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차별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요인들에 근거한 복합적인 차별로 발생하며, 이러한 요인들에는 연령에 따른 노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여타의 차별 

요인으로 성(gender), 장애, 인종, 언어, 거주지, 빈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성노인은 연령과 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 

모두에서 기인하는 차별에 매우 취약하다.

국제인권조약상 차별에 관한 규정

차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은 인종, 여성, 장애에 관한 협약을 살펴볼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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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인종 차별’을 규정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한 제한을 의미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an)에서 채택한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연합 차별금지 지침(Council 

Directive)에서는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그리고 괴롭힘으로 구분하여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접 차별

직접 차별은 연령, 성, 인종과 민족, 종교, 신념,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사유에 근거하여 어떤 개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 혹은 거부되거나 다른 사람보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발생한다.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은 

연령 기준에 근거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 배제되거나 거부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른바 

연령차별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차별은 다른 차별적 요인에 근거하여 더욱 심화되곤 한다. 예를 들어, 성, 

장애, 건강, 사회경제적 조건 등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을 다중 차별하는 요인이 된다.

2. 간접 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따른 차별

간접 차별은 외관상으로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연령, 성, 인종과 민족, 종교, 신념,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사유를 가진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직접 차별과는 달리, 간접 

차별은 형식상 혹은 표면적으로는 차별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결과적 불이익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따른 차별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나 설비, 도구, 

서비스 등의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이다.

3. 괴롭힘

괴롭힘(harassment)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차별의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제15조)와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제16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괴롭힘도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는 차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2년 ‘노인학대의 세계적 예방에 관한 토론토 선언’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인식한 바 있다(WHO, 2002). 노인학대는 신체적 및 정신적, 성적, 그리고 정서적 학대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는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귀결될 수가 있으며 경미한 부상이더라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신체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노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사망하게끔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U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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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세계인권선언」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인권규범에서 

규정하는 인간 존엄성과 건강권 및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에 있어 노인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경제적인 여건은 다를지라도 노인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동일하다.

인간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연령으로 인하여 결코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세계의 수많은 노인은 빈곤과 자살, 학대, 차별 그리고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 부담으로까지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을 복지와 정책의 

대상으로 보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적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한 구속력 있는 국제법적 문서인 「노인권리협약(가칭)」의 성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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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이 선택한 방식과 내용대로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다보면 숱한 실패를 거듭할 수 있지만, 그 실패는 모두 그 개인의 

인성(personality)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물론 선택과정에서 주변의 도움과 자문, 상담을 받겠지만 최종 

선택은 언제나 자신의 몫이어야 하고, 그래야 성공과 실패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아동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부터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그것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장애로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이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0조로부터 자기결정권도 제10조의 기본권에 

포함된다고 한다(헌법재판소 1990.9.10., 89헌마82 결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헌법재판소 1991.6.3., 

89헌마204 결정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헌법재판소 1996.12.26., 96헌가18 결정에서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각기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파생되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민법 역시 모든 인간은 출생의 시점부터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하고(민법 제3조), 19세가 되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 고령자의 특수성

어떤 사회든지 전통적으로 고령자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로 인해 사회적 존경을 받아 왔다.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동양의 경우 60세를 이순(耳順)이라 하여 인생에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들으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고, 70세를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 : 不踰矩)라 하여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오랫동안 공유해 왔다. 노인이 사회의 원로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토대는 

고령자가 오랜 경험을 통해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동시에 조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Policy & Law

제 철 웅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 사회의 고령자가 처한 특수성과
인간의 존엄성



Quarterly Brief 8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고령자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봉건적 가치관과 제국주의적 가치관이 공존하던 

시절에 태어난 현재의 고령자들은 독재정권 하의 전체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급격한 자본주의화의 

경험을 거쳤다. 그러나 전체주의적 가치관 하에서 민중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 사회의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인권의식이 싹터 왔다.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된 모순상황이 한국사회의 특성인 셈이다. 이미 

현역에서 은퇴한 현재의 고령자들은 급격히 변동한 사회의 가치관과 신념체계, 특히 자유주의나 인권의식에는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세대들인 셈이다. 고령자는 이런 새로운 가치관에 낯설어 하고, 그들의 낡은 가치관은 젊은 

세대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는 더 이상 존경받기 어렵고,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어려워졌다. 더구나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에 고령자가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의 도움과 조력을 

받아야 할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낯선 기술환경과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질서 하에서 고령자는 타인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기 책임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의사결정의 주체라기보다는 

지원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더 빈번해진 셈이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장년일 때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면, 자녀들이 고령자를 잘 봉양하던 전통적 

가치관 하에서 생활해 왔지만, 지금의 자녀들은 고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도 않는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미 

1980년대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었을 뿐 아니라,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의 20%에 달하는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3. 고령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과제

대법원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제도로 고령자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대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다. 

첫째, 성년후견인은 고령자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며, 둘째, 후견인은 고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희망, 욕구, 선호도를 존중하여 그것이 고령자의 의사라고 대변해 

주는 옹호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대신 ‘고령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제3자적 관점에서, 고령자가 희망하고 

원하는 의사결정인지와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대신한다. 셋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자격, 권한, 

권리가 박탈되도록 한 법률 규정이 300개가 넘는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성년후견제도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적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은 필요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단기간 활용하여야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령자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선택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는가? 또 이를 실현할 방법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표정, 감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되는 고령자의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그의 희망에 맞추어 고령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미래를 대비하여 

고령자 스스로 미래계획을 세워 거기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미리 고령자가 

대리인을 지정해 두고 그 대리인이 고령자의 희망과 욕구를 존중하여 고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대리권제도, 미리 의료·요양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와 희망을 표시하는 사전의료·요양지시서 

제도, 자신의 일상생활, 요양, 치료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게 보장하는 고령자신탁서비스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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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은 불가결할 것이다. 이런 미래설계제도의 

정비야말로 가족, 사회, 국가를 위해 고령자들이 했던 숱한 희생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지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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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IR News

미국 Stetson University, College of Law의
Center for Excellence in Elder Law와 MOU 체결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는 2018년 5월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Stetson University, College of Law의 Center for 

Excellence in Elder Law와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노인법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고 수준의 연구 및 

교육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동 연구센터는 연령통합적 사회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법제도 정비의 선진적, 국제적 

경험을 통하여 한국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공동연구원 

장철준 교수는 2018년 2월 동 연구센터에 방문하여 노인법 학자들과 학술교류를 나누었으며, Rebecca Morgan 

교수(Stetson University, College of Law)의 노인법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 노인법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8년 10월 중순 Roberta Flowers 교수(Stetson University, College of Law)가 방한하여,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의 연령통합포럼에서 미국의 성년후견제도와 법적 지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 세미나 개최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는 2018년 4월 24일 오후 1시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51호에서 국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스위스 Peter J. Schulz 교수(University of Lugano, Faculty of Communication Sciences)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Decision-making processes among elderly: From involvement in treatment negotiations to influenza 

vaccination decision”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9차, 제10차 연령통합포럼 개최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제9차 연령통합포럼이 2018년 4월 20일 오후 4시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51호에서 개최되었다. 동 포럼에서는 “고령인지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성년후견”을 주제로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였으며, 단국대학교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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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연령통합포럼은 2018년 5월 11일 오후 4시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51호에서 열렸다. 동 포럼의 

주제는 “한국 사회 속의 고령 운전자”였으며, 최문정 교수(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가 디지털 시프트의 미래와 

사용자체험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은 이성호 박사(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참여하였다.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 서베이 실시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는 본 연구소 브랜드 서베이인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 서베이”를 실시한다. 현재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세대 간 갈등과 차별 현황을 영역별로 알아보고 인식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동 서베이는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연령통합적 세대공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는 성별과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표집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며,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