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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착형은 사회적 고립 막는 정책 시행 

사회적 관계망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필요

서울노인 1인가구의 75%는 여성으로 ‘경제문제로 사회적 고립 위험 높아’

1인가구의 증가로 대표되는 가구형태 변화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서울이 당면한 큰 인

구사회학적 이슈다. 서울시내 세 가구 중 하나는 1인가구로, 특히 고령화 문제와 결합한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복지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수요 변화를 동반한다. 

현재 서울노인 1인가구의 약 75%는 여성으로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사실상 여성노인 

1인가구의 증가로 봐도 무방하다.

현 여성노인 1인가구 세대는 생애주기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본이 부족하여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고, 고립은 곧 생존권 위협으로 직결된다. 여성노인 1인가구에게 사회

적 관계망은 단순히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는 가족보다 넓고 친밀한 사적 관계망으로 삶 영위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자아중심 관계망 분석방법

을 활용해 사회적 관계망을 조사하였다.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가 중요한 문제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인은 평균 4.99명으로 밝혀졌다. 의미 있는 지인

이 오직 한두 명뿐인 노인이 있는가 하면 10명인 노인도 있다. 관계 유형별로는 혈연

(50.6%)과 친구․이웃 등 사적 관계(48.7%)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비스 제공자(0.76%)

가 뒤를 이었다. 가족을 의미 있는 지인으로 꼽은 노인은 절반에 불과했다. 의미 있는

지인을 믿고 의지하는 정도는 평균 4.04점(5점 만점)으로 분석돼 서울 여성노인 1인가

구는 가족에 의존하기보다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신뢰도 높은 사적 관계망으로 삶을 영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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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망 특성에 따라 확장형, 중도형, 소규모 밀착형으로 분류 가능

여성노인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된다. 확장형은 세 

집단 중 관계망 크기는 가장 크지만, 연락빈도와 믿고 의지하는 정도는 낮다. 소규모 

착형은 관계망의 크기는 작지만 도와 신뢰도, 연락빈도는 가장 높고 생활관리사․요양

보호사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관계망 내 의미 있는 지인으로 나타난다. 중도형은 관계망

이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갖고 관계망 유형이 다양한 다층형 집단이다. 

관계망 유형은 연령․독거기간과 상당히 접한 관련이 있다. 확장형은 독거기간이 짧고 

비교적 연령이 낮으며 주로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다. 주로 혈연관계의 지인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독거기간이 가장 길고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여성

노인 1인가구는 대부분 소규모 착형으로 유형화된다. 전반적으로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수준도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밀착형: 기존 정책 적극 이용해 각종 사회적 모임에 참여 유도 필요

관계망이 좁고 제한적인 여성노인 1인가구 유형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모임 참여를 이끌

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노인 1인가구의 핵심 문제는 건강이므로, 지역 사랑방 모임 

등에서 건강체조, 간호사․지역 의원 방문 상담 같은 사업을 실시해 모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고 일자리 사업 참여도가 높아 일자리 사업

과 연계하여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 공동

체성을 회복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원예․봉제․비즈 등 직업교육, 밥상나눔 

같은 프로그램에 소액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확장형·중도형: 직접적 지원보다 관계망 유지 위한 간접적인 정책수단 활용

비교적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확장형과 중도형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직접적 

지원보다는 간접적 형태의 정책 수단이 유용할 것이다. 정책을 시행해 직접적으로 관계

망을 형성하거나 대상자를 발굴하기보다 현존하는 관계망을 유지해 독거기간이 길어지

더라도 의미 있는 지인과 관계를 이어가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장려하는 것

이다. 간접적 지원은 취미 생활, 인문학 강좌 등 프로그램 지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지원 등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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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1) 고령인구와 1인가구의 증가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비율은 1980년 2.5%

에서 2018년 14.1%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14.3%)과 비교하면 

다소 낮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가구 구조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다. 1980년 서울의 1인 가구 수는 8만 

2,477가구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12만 가구에 달해 지난 35년간 13.5배 늘어났

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노인 인구 중에서도 독거노인 비중의 증가와 연결되어 노인 1인

가구가 전체 노인 가구 중 28.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73%가 여성가

구이며, 노원․마포․동작 등의 지역에서는 노인 1인 가구 4가구 중 3가구가 여성일 정도로 

노인 1인 가구에서 여성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여성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던진다. 이는 여성 1인가구와 관련된 

안전, 사회적 관계망 문제와 노인의 경제적 활동, 돌봄 등의 문제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

난다. 다양한 정책적 문제 중 이 연구는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에 주목하고

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노인 1인가구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얼마

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현 여성노인 1인가구의 청년기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이들

은 현재 여성보다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자립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고 직장생활과 활발

한 대외활동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동년 남성이나 

젊은 세대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관계망은 전 연령에

게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노인 1인가구에게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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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망 현황을 조사하고, 관계망의 질(Quality)을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관계망

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현존하는 서울시 및 중앙정

부의 정책이 이러한 유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유형별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대안은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거나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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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여성노인 1인가구 대상 정책을 살펴보고 

그 성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성노인 1인가구를 특정한 정책은 매우 소수이므로 노인 

1인가구 정책, 여성 1인가구 대상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유형을 나누어 

보며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 간단히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노인 1인가구 500명의 사회적 관계망을 조사하

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관계망은 여성노인 1인가구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질 높은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노인 1인가구 개인의 사회

적 관계망, 정부 정책 인지와 활용 정도, 인구학적 특성과 생활패턴을 조사하였고, 사회적 

관계망의 질적 특성에 따라 관계망의 유형을 분류하고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지금까지 노인 1인가구와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이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유형의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정책이 더 보완되어

야 할 것인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먼저 정부 문서, 연구 보고서, 학술논문 등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여성노인 1인가구와 

관련된 정책 전반을 검토한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수집하여 분석할 것이다.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조사를 위해 서울 5개 권역의 노인 인구를 고려하여 500명을 

권역별․구별로 할당한 뒤 실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혹한기를 피해 2019년 2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개인적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 생활패턴, 여성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인지 및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은 자아중심적 네트워크(Egocentric network)를 기

본으로 조사하였다. 자아중심적 네트워크는 전체 네트워크 구성이 아니라 노인 1인가구 

개개인 중심의 관계망을 보여 준다. 즉, 500명이 대상이면 500개의 네트워크 각각의 사

례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아중심적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해 개개인의 네트워크 크기

와 질, 그리고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인구학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유형별 정책 방안

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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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현황과 쟁점

1_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1인가구 표준 정의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

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이다. 2017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3,948,850가구)의 29.9%(1,180,540가구)를 차지했다. 1인가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1인가구는 209,240가구로 1인가구의 17.7%에 해당한다. 노인 1인가구의 72.8%

인 152,303가구가 여성노인 1인가구로 남성노인 1인가구의 약 3배이다(통계청, 2017).

남성노인 1인가구의 65.1%가 75세 미만의 전기노인에 속하는 반면, 여성노인 1인가구

의 50.8%는 전기노인, 49.2%는 후기노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 1인가구

는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이 25.3%에 해당하여 남성노인 1인가구보다 연령이 높고 

건강 등의 면에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65~69세 61,577 29.4 39,507 25.9 22,070 38.8

70~74세 52,768 25.2 37,795 24.8 14,973 26.3

75~79세 47,620 22.8 36,435 23.9 11,185 19.6

80~84세 29,344 14.0 23,791 15.6 5,553 9.8

85세 이상 17,931 8.6 14,775 9.7 3,156 5.5

전체 209,240 100.0 152,303 100.0 56,937 100.0

자료: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표 2-1] 서울시 연령별 노인 1인가구 현황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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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인 1인가구의 71.9%는 사별, 15.2%가 이혼이며, 유배우자는 7.6%, 미혼은 

5.3%로 조사되었다. 남성노인 1인가구의 45.8%가 사별, 31.2%가 이혼인 것에 반해, 

여성노인 1인가구는 80.8%가 사별을 경험하고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여성

노인 1인가구 다수의 독거생활은 비자발적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구분 전체 비율 여성 비율 남성 비율

미혼 11,063 5.3 6,619 4.2 4,444 8.3

유배우자 16,043 7.6 8,206 5.2 7,837 14.7

사별 150,891 71.9 126,470 80.8 24,421 45.8

이혼 31,879 15.2 15,262 9.7 16,617 31.2

계 209,876 100.0 156,557 100.0 53,319 100.0

자료: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표 2-2] 서울시 노인 1인가구의 혼인상태
(단위: 명,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2017년 기준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는 약 30만 명으로 서울시 노인인구의 22.3%를 차지한다.1) 여성노인 1인가구

의 18.6%, 남성노인 1인가구의 22.0%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노인 1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여성 남성

합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노인 전체 599,378 - 760,523 - 1,359,901 -

노인 1인가구 208,147 100.0 95,677 100.0 303,824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38,692 18.6 21,080 22.0 59,772 19.7

저소득 노인(차상위계층) 13,904 6.7 4,760 5.0 18,664 6.1

일반 155,551 74.7 69,837 73.0 225,388 74.2

자료: 노인 전체: 통계청․행정안전부, 2017.12, 2017년 주민등록인구현황.
노인 1인가구: 서울통계, 2017.12, 독거노인현황(성별/동별).

[표 2-3] 서울시 노인 1인가구 현황
(단위: 명, %)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특히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의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 정책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독거노인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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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는 노원구로 여성노인 1인가구의 6.6%

가 거주하고 있으며(13,767명), 은평구(5.9%), 강서구(5.4%), 관악구(5.3%) 순으로 많

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와 중구는 각각 2.2%, 1.7%로 여성노인 1인가구 

거주자가 적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 35.2%, 서남권 29.5%, 동남권 15.2%, 서북권 

13.4%, 도심권 6.8%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노인의 거주 지역 분포와 

유사하다.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심권 21,783 7.2 7,718 8.1 14,065 6.8

동남권 46,194 15.2 14,559 15.2 31,635 15.2

서남권 90,133 29.7 28,797 30.1 61,336 29.5

동북권 106,312 35.0 33,028 34.5 73,284 35.2

서북권 39,402 13.0 11,575 12.1 27,827 13.4

전체 303,824 100.0 95,677 100.0 208,147 100.0

자료: 서울통계, 2017.12, 독거노인 현황(성별/동별).

[표 2-4] 서울시 노인 1인가구 거주지역별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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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사회적 관계망의 정의와 기능

1) 사회적 관계망의 정의와 의의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노년층이 과거와 같이 복지정책의 수급자로 수동적 입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노년층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노년층 스스로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
제적으로도 생산이 더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망은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이 사랑받거나, 관

심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또한 자신이 존중받거나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하는 관계, 

상호호혜적 소통망에 속해있다고 믿게 하는 관계를 말한다(Cobb, 1976). 사회적 관계

망은 크게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나뉜다(Cohen and Syme, 1985). 구조적 

특성은 관계를 주고받는 지인 유형(가족, 친척, 이웃 등), 크기, 접촉 빈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고 기능적 특성은 관계망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특정한 기능으로 정

보의 유통, 물질적 도움, 소속감, 정서적 안정 등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적 특성은 다시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나뉘는데, 정서적 지지는 소속감, 애정, 정서적 안정 등이

고 도구적 지지는 물질적 도움이나 유용한 정보의 유통 등을 의미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건강하고 활

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긍정적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는 노년기 

삶을 더 적극적이고 건강하게 바꾸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

에게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잘 제공해주는 관계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이 필요할 때 재정적 도움이나 물질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아울러 조언

과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하는 역할, 그리고 애정 공감, 소속감 등의 동반자적 지지

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부정적 기능도 있다. 지나친 간섭, 비난, 무시, 불화, 과도한 요구 등이 

사회적 관계망의 부정적 기능이며, 이러한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기능을 극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장영은․김신열, 2015)

이 연구는 앞서 설명한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2가지로 분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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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1차적 기능은 소극적 기능으로,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도구로

서의 역할이다. 2차적 기능은 적극적 기능으로, 고립 예방을 넘어 더 활발하게 사회생활

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로 설정하고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사회

적 관계망이 좋은 관계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은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와 접한 관계가 있다. 제대로 기능하는, 

즉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대부분 크기가 크고 도와 접촉 빈도가 높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특성뿐 아니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데, 혈연자의 비중이 높고, 지인의 연령대와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할수록 

긍정적인 기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기

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를 핵심 변수로 설정하여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형화하고, 관계망을 이루는 지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의 위

험이 큰 집단을 도출하여 이에 맞춰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은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대상 정책을 검토하고, 이 역시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기능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조적 
특성

관계망의 유형, 크기, 접촉빈도

2차적 기능
: 적극적 기능

정서적 지지 소속감, 애정, 정서적 안정

기능적 
특성

도구적 지지 물질적 도움, 유용한 정보의 유통 →
1차적 기능

: 소극적 기능

[그림 2-1] 사회적 관계망의 정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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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여성노인 1인가구 정책 현황

앞서 구분한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에 따라 정책 영역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차적 

기능은 소극적 기능으로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돌봄 분야의 

정책이 해당될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의 2차적 기능인 적극적 기능이 원활하도록 지원하

는 정책은 일자리 영역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책 중심으로 검토하

였다. 단, 기존 정책 검토와 선행연구에서도 주지하다시피 여성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정책은 찾기 어려워(문은영 외, 2013; 김영정․김연재, 2016) 전체 노인을 대

상으로 한 정책을 중앙정부, 서울시 그리고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1) 중앙정부의 노인 1인가구 대상 정책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은 ‘안

전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한다. 제1차 종합지원대책의 한

계점을 보완하여 돌봄서비스를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정부의 돌봄 분야에 해당하는 노인 1인가구 정책 대다수는 경제적 여유가 없고 건강

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이다. 노인 1인가구의 안부확인, 일상생활지원, 가

사지원을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대표적이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에 민간 자원봉사자가 노인 1인가구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이 있다. 돌봄정책 내용상 사회적 관계망의 1

차적 기능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꾸준히 늘어나는 은둔형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원 대책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은둔형 노인 1인가구는 외부 지원을 

거부해 고독사 발생률도 높다.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은둔형 노

인 1인가구 발굴에 주력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등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영역에서 노인 1인가구의 취약한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다. 사회적 관계가 취약

한 노인 1인가구는 병원 입원 등 위급한 상황이나 치매 등의 질환으로 스스로 의사결정

이 어려운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중앙정부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제공기관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

공단 등을 연계한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2) 또한 치매 노인 1인가구 

2) 보건복지부, 2018.4,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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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해 치매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자기결정권 보호에 힘쓰

고 있다. 그 밖의 돌봄 관련 정책으로는 위기에 취약한 노인 1인가구 외출 동행과 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이동지원서비스’, 화재나 가스감지센서 설치로 사고 발생 시 

대처 체계를 구축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민간기업과 협력하

여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위기 상황 지원과 외로움 해소를 지원하는 ‘사물인터

넷(IoT) 기반 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2차적 기능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 사업이다.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노인 1

인가구에게 최소한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이 사업은 한국 노인의 높은 자살률과 

기존의 안부확인 서비스, 재가서비스의 한계를 개선하려고 시작되었다.3) 2014년 시행

한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국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가족·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 1인가구 

중 우울증․고독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이다. 노인 1인가구를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우울형 자살위험군’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기준, 

프로그램 내용, 집단구성을 달리한다([표 2-5] 참조). 은둔형 고독사위험군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외 다른 서비스를 거부하는 노인이며,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과 우울형 자

살위험군은 기존의 공식 서비스4)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으로 서비스 중복수혜를 방지하

고 있다. 사업내용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된 내용은 사회관계 복원을 위한 건

강·여가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이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의 핵심은 대상자 

발굴이다. 사업 매뉴얼에는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모집 원칙을 ‘독거노인 현황조사 거부

자, 서비스 거부자 등 드러나 있는 은둔형을 찾기 보다는 진짜 은둔형, 즉 독거노인 현황

조사에서도 찾아지지 않는 진정으로 숨겨진 은둔형 노인을 먼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5)’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상자 발굴은 독거노인현황조사로6) 파악하지만 통

반장, 부녀회 같은 이웃이나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의뢰를 

받기도 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같은 기관, 생활관리사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받기도 한다.7) 이 사업은 사후관리차원에서 해당 사업 대상자를 자원봉

3) 보건복지부, 2018.11, 2019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 pp.1~2.
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재가서비스.
5)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9.1.10, 2019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매뉴얼.
6) 보건복지부는 취약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나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를 발굴․선정하기 위해 매년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함. 각 자치구는 취약노인지원시스템으로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추출하고, 노인돌봄기본, 
종합서비스 등 서비스 중복여부를 점검하여 전수조사 대상자를 확인하고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함.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 사업의 표적집단은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 ‘이웃 및 가족과의 왕래 빈도 
없음’으로 응답한 인원수를 의미함(보건복지부, 2018.11, 2019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 p.3.).

7) 강남구 노인복지과, 2018, 2018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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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센터에 연계해 이웃관계 형성을 돕는 ‘돌봄이웃 만들기’ 사업도 진행한다. 

한편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이 ‘제1차 종합지원대책’을 보완한 영역 

중 하나가 예방적 측면이다. ‘잠재·초기 독거노인 예방적 서비스(독거초기적응 프로그

램)’는 잠재적 노인 1인가구가 고립으로 위기상황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려고 계획되었

다. 지역별 주민센터(구청)에서 사망신고(또는 황혼이혼)가 접수되거나 부부가구에서 단

독가구로 기초연금 수급이 변경될 경우 독거여부를 확인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독거초기

적응지원 리플렛을 배포한다. 리플렛에는 자기돌봄 관련 정보와 지역사회 자원 정보가 

담겨있다. 정보제공뿐 아니라 초기 노인 1인가구 대상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후에도 관

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등을 지원한다.

구분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우울형 자살위험군

유형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
고, 공식적 서비스 또한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

사회적 관계는 유지하지만, 만성
질환 또는 일상생활동작능력 제
한으로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독거노인

자살기도 후 생존자, 우울증 진
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
은 독거노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외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 하지 않는 
노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재가서비스 등 5개 공식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대상집단 
구성

최소 5명 이상
최소 10명 이상∼
최대 15명 이내 

최소 40명 이상∼
최대 45명 이내 

프로그램

개별접근 개별접근 집단접근

개인별 25회기 이상 개인별 25회기 이상 세부 집단별 25회기 이상

1. 개별 사례관리서비스
2. 현금지원과 음주․흡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긴급생활지원 
또는 질병치료 등 모든 
긴급사례관리서비스 허용 

   *최대 1인 50만 원 이내
3. 은둔 노인을 끌어내기 위한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 초기 
집중 편성

4. 사회관계 형성과 촉진을 위한 
세부 외부활동 프로그램 최소 
4회기 이상 필수 편성

5. 자조모임 등 집단프로그램은 
가능한 경우에만 실시

6.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1. 개별 사례관리서비스
2. 현금지원과 음주․흡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긴급생활지원 
또는 질병치료 등 모든 
긴급사례관리서비스 허용 

   *최대 1인 50만 원 이내
3. 우울증 진단(참여 후 3개월 

이내)과 투약 비용 지원 필수
4. 자조모임 8회기, 문화체험

(나들이) 1~2회기는 
필수이며, 자조모임과 
문화체험은 병행 불허

5. 자조모임과 문화체험은 
송영서비스를 실시하여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실시

6.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1. 병·의원의 우울증 진단 
필수(진단비용 지원, 참여 후 
3개월 이내)

2. 항우울제 등 투약치료 비용 
지원 필수

3. 정신건강과 전문의 주관 
집단치료(5회기 이상)

  *정신건강과 협력이 어려운 
지역은 집단활동 5회기로 
대체 가능) 

4. 기관 개발 집단활동 프로그램 
8회기 이상 

5. 자조모임 8회기 이상
6. 추후 자조모임 3회기
7. 문화체험(나들이) 1~2회기 

필수
8.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제한없음 5~6명 이내 7~8명 이내

자료: 보건복지부, 2018.11, 2019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 p.2~5.

[표 2-5]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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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인 1인가구의 고독사·자살을 예방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주거공간

을 활용한 정책도 있다. 주거공간과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사업,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노인 1인가구의 독립적 주거공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른 

세대와의 교류로 노인 1인가구 삶의 활력을 높이려는 목적의 ‘공동주택사업’ 사업이 그 

사례이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서비스’는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이 취약한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일반주택이나 공공주택 등을 임차하여 공동생활공간을 제공한

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사업을 진행 중인데, 금천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보린두레주택’이 하나의 사례이다. 서울시와 금천구, SH공사가 

협업하여 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하는 노인 1인가

구에게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료와 이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개인 주거공간은 물론 공동

세탁실, 주방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이웃을 사귈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손

잡이 등 설비가 구축되어 있고 지역자활센터 실무자가 주5일 상근하며 입주 노인의 생활 

상담, 민원 상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독거노인 맞춤형 전용주택이

다.8) 

사회적 관계망의 2차적 기능을 지원하는 또 다른 영역은 일자리다. 노인에게 일자리는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일로 형성되는 관계망에 따른 고립감 완화와 건강증진을 통한 의

료비 절감, 자존감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영역의 

일자리 지원은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2004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으로 시작하였고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크게 봉사 성격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근로 성격의 노

인 일자리 지원사업 유형,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된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

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같은 공익활동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권익증진, 

노인안전 예방, 학습지도, 문화예술 활동 등 재능나눔활동을 포함한다. 노인 일자리 지

원사업은 근로 성격을 띄는 시장형(취․창업) 활동으로 구성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장형 

사업단, 인력 파견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기업연계형 일자리가 있

다.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지원시설이나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8)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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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

급자9)를 대상으로 하며 아동 시설지원, 청소년 시설지원, 장애인 시설지원, 취약가정 시

설지원, 노인 시설지원, 기타 시설지원 등이 활동에 포함된다.

2) 서울시의 노인 1인가구 대상 정책 

(1) 서울시 1인가구 대상 지원 계획과 법제 검토

서울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계획과 조례 등을 꾸준히 수립해왔다. 2011년 

11월~2012년 2월 독거어르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독거어르신의 주거․건강․소득 등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결과를 반영해 2012년 11월 ‘서울 어르신종합계

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독거

노인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살 예방 대책, 독거 어르신 지원 주택 공급, 세대통합 

측면의 주거 공유지원 등 노인 1인가구 대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10)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 10월 어르신돌봄 통합전산시스템 운영을 시작했고, 2017년 3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합구축하고 시범운영하였다.11) 독거노인통합돌봄지원센

터 설치와 통합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노인 1인가구의 실태와 돌봄서비스 체계의 기반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서울시의 특화된 지원정책이다(문은영 외, 2013).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2012년 싱글여성의 실태와 욕구조

사를 토대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 워킹맘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책에서 혼자 살아가는 여성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주

거, 안전, 건강, 일자리, 커뮤니티, 불편해소 등 6대 분야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 서비스

를 계획하였다. 또한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은 서울시 1인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안)’12)을 발

표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1인가구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또는 돌봄, 고독사 예방, 안전, 

건강 등의 영역에 한정적으로 진행되었던 점에 한계를 체감하고, 성․연령․생애주기별 특

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계망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노인 1인가구는 복지 측

면, 여성 1인가구는 안전 측면에 한정된 것을 한계점으로 보았다. 이러한 지원계획을 기

9) 시니어 컨설턴트, 치매 공공후견인 등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특정 유형은 만 60세 이상 가능함.
10) 서울시 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 2012.11,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도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
11)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자료.
12)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담당관), 2018.4,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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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성별·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추진

하였다.13) 

한편,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6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는 조례로 

1인가구를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긍정적 관점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례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제안해 1인가구가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하고 나눔 활동으로 사회의 전반적

인 복지수준을 올리는 공유사회를 지향하는 등 1인가구 지원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응해 2018년 

1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

웃이 외로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적 관계 형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 3개 

동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 방문이 공무원 방문

보다 관계 맺기가 쉽고 주민 간 일상적 만남으로 맺어지는 관계망이 고독사 예방에 효과

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취약지역의 1인가구 실태조사와 함께 1인가

구 수가 많은 지역과 고시원․다가구주택이 많은 동을 우선 선정하여 2018년 기준 26개 

지역을 목표로 2022년 200개동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계획하였다.14)

(2) 서울시 노인 1인가구 대상 정책 

사회적 관계망의 1차적 기능을 지원하는 서울시 돌봄 정책의 많은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매칭으로 이루어지거나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으로 이루어진

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

양등급외 A, B등급자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

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자 또는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 대상의 정서지원과 말벗, 이동서비스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돌봄통합지원센터’ 운영,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장애인(1~3

급)에 가사와 개인 활동을 지원하고 우애․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울재가관리사’ 등

이 있다.

서울시 역시 중앙정부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의 기조에 맞게 독거노인 맞춤형 복지서비

13)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담당관), 2018.10,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 추진계획.
14)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2018.4,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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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어 상시 안

전확인이 필요한 어르신과 돌보미 간 영상통화를 지원하거나 동작감지센서 등으로 실시

간 안전 확인과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의 안심폰 지원사업’, 거동이 불편한 저소

득 독거어르신에게 가스 타이머, 점등·소등 리모컨, 싱크대 높낮이 개조, 미끄럼방지 매

트 등을 제공하는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2차적 기능을 지원하는 서울시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

련된 사업은 주거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업과 주민 참여․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 주거공간이 여유있는 노인 1인가구와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매칭하는 ‘한지

붕 세대공감’ 사업은 홀몸어르신15)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

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16개 자치구가 참여하며 2017년 

7월 31일 기준 526가구 593호에 공급하였다.16) ‘어르신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사업

은 공동생활이 가능한 저소득 독거어르신에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료와 부대비용을 지원

하여 2~5명의 어르신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한편,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구 단위의 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 

있다.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 만들기’ 사업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독거어르신과 이웃주민이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2017년 

기준 13개의 자치구에서 영양죽, 음료 배달, 빨래방 운영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거

나, 요리교육, 버킷리스트, 수영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 냉난방용품 지원, 콩나물을 재

배하여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었다.17)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자치구 수행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

는 사업도 있다. 2019년 추진 중인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지원

사업’은 사회적 관계가 약한 독거어르신을 매일 근린공원으로 나오게 하여 건강체조 프

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교육․체험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존엄사 교육 등을 시행해 고독

사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반려식물 보

급’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사회문제에 도시농업적 해법을 도입한 사례이다. 홀몸어르신

에 반려식물을 보급할 뿐 아니라 원예치료사가 생활관리사와 동행하여 정기적으로 방문

하고 유선으로 식물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관리한다. 

15) 이 연구는 ‘여성노인 1인가구’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사업소개 내용은 서울시 문서에 나온 용어 그대로 
서술함.

16) 서울시 공개자료, 2018.10.19,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개요.
17) 서울시 공개자료, 2017,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만들기(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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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가구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2018년 서울시는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관

계망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의 안전․돌봄 차원에서 더 나아가 관계망 형성 

중심의 사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 사업은 건강지원센터의 전달체계를 활용해 시·구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별·연령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8년 시범

사업으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단체 등 1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주로 

1인가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대상 사업이었지만, 청년 대상 활동공간 지

원, 공방, 요리 등을 주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3) 민간의 노인 1인가구 대상 정책

민간 영역의 노인 1인가구 대상 돌봄사업은 공공영역의 돌봄과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 

‘365 우유안부캠페인’은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 추진하는 사업으

로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과 안부확인을 위해 우유를 배달하고 우유가 쌓이면 즉시 주민

센터로 연락하여 담당자가 노인을 찾아가도록 한다.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의 ‘독거노인생

활지원사업’은 매월 서울시 25개 구청을 순회하며 노인 1인가구에 선물, 공연관람 기회

를 제공하고 병원, 기업, 기관 등의 후원으로 어르신 나눔 한마당을 진행한다. ‘천사무료

급식소’는 독거노인 중 중증 노인환자를 방문하여 도시락을 배달하고 합동생일파티를 열

거나 효도관광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IoT 기술을 활용한 위기지

원이나 말벗 제공 등으로 외로움 해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창립한 사단법인 시니어희망공동체(구 한국1인 가구연합)는 노인 1인가구를 비

롯한 소외된 1인가구에 법적 지원,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시

니어희망공동체가 시행하고 있는 소셜팸(Social Family) 운동은 사회적 가족의 개념을 

도입하여 관계망 형성을 시도한 최초의 운동이다.18) ‘소셜팸 운동’은 만 18세가 되어 

의무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 1인가구 청소년이 혼자 의식주를 해

결하고 자립해야 하는 현실에서, 건강한 사회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족을 

만드는 운동이다. 1인가구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가족 동질감 부여, 심리적․정서

적 지지, 정신적 독립의 방향 제시, 지속가능한 무형적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가족은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형제자매세대 등 4인 이상 3세대 가족 형태로 구

성된다.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데, 오프라인은 분기별로 함께 식사하는 정기모임과 

18) 소셜팸 운동에 대한 소개는 시니어희망공동체 대표 송영신의 연구(송영신, 2015,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7(2): 60~63)와 시니어희망공동체 홈페이지(http://suunion.or.kr/)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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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고민과 해결방안을 나누는 수시모임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으로는 ‘소셜팸카

톡방’을 활용해 사회적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증진한다. 시니어희망공동체는 각 소셜팸 

정기모임에 필요한 경비와 교육, 가족 간 유대강화 등을 지원해 소셜팸을 격려하고 유지

에 힘쓰는 한편, 각 소셜팸 모임 결과를 취합․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소셜팸 운동의 예상 밖 기대효과는 조부모 세대 중에서도 여성노

인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이다(송영신, 2015). 여성노인 1인가구는 지혜와 경험의 상

속, 정서적 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는다. 또 이 단체에서는 노인 1인가구나 시니

어희망공동체 회원가족 대상의 ‘웰다잉운동’을 진행해 고립된 1인가구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을 보조하는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노인 

1인가구를 위한 공공후견제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치매 관련 유관단체와 대상

자를 찾고 공공후견인 양성, 무료절차구조 지원 등 공익법률지원단과 공익의료지원단을 

활용해 회원가족이 성년후견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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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중앙정부

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형

사회관계망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잠재‧초기 독거노인 예방적 서비스 – 독거 초기 적응 프로그램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일반 독거노인 임파워먼트

돌봄이웃 만들기

돌봄

독거노인 보호 사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보호 사업 –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보호 사업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독거노인 심리 및 법률상담체계 구축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무연고 독거노인 생활지원‧고독사 예방

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 서비스

공동주택사업

독거노인 이동지원 서비스

서울시

사회관계망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

독거어르신과 함께 하는 지역 만들기(주민참여사업)

돌봄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센터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 노인의 집

서울시 독거노인 맞춤서비스 – 사랑의 안심폰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울시 재가관리사

민간

사회관계망
민간단체, 기업 등의 말벗서비스, 식품 배달 서비스 등

소셜팸 운동

돌봄

독거노인 생활지원 사업

전국 천사무료급식소

365 우유 안부 캠페인

웰다잉 운동(고독사 방지 운동)

공공후견 지원 사업

[표 2-6] 추진주체․정책 영역별 독거노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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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해외사례

이 장에서는 노인 1인가구의 해외 정책사례를 고찰해보도록 한다. 해외 사례 고찰은 고

령화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성노인 1인가구로 특정하지 않더

라도 노인 1인가구와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생활 

관련 여러 지원정책 중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증진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

로 정리하였다.

1) 노인 1인가구 주거 관련 정책

(1) 프랑스 바바야가 하우스(Baba Yaga House)

이 주택은 프랑스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금을 제공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으로, 파리 몽

트리유(Montreuil) 지역에 2012년 10월 건립한 것이다. 규모는 6층짜리 아파트 건물

로, 독립 주거 공간 25채가 있다. 

이 공동주택의 제공주체는 민간 건축회사이며, 정부가 운영지원금으로 약 400만 유로

(53억 1,900만 원 가량)를 지급한다. 2015년 말 기준 66~89세 여성 2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자의 방을 사용하거나 룸메이트와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거주자도 있다.

공동생활 공간과 식사 공간은 모든 거주자가 공유하며, 각자 1주일에 10시간을 집안일

에 할애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아울러 이 공동주택에서는 매달 건강관리 전문가가 

방문하여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공동으로 지불하도록 하는데, 거주자들은 한 달

에 평균 420유로를 지불하고 있다. 특히 이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1층의 오픈 공간이다. 

여기는 세대 간 센터(International centre)라 불리며 콘서트 감상, 글쓰기, 집단 토론 

그리고 교양강좌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해당 주택 거주자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이 공동

주거의 핵심은 노인 1인가구가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지지할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

택의 위치가 교통과 지역사회 서비스에 용이한 지역에 있어 거주자가 독립적․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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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상조주거운동(Wohnen fur Hilife)

이 프로그램은 최초에 크라이케마이어(Kreickemeier)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시행

된 것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각종 지역단체나 적십자사 등이 방 여유가 있는 노인 1인가

구에게 권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의 노인 1인가구와 농촌에서 도시로 온 청년 1인가구가 함께 공동생

활 가정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1인가구는 저렴한 집세를 지불하거

나 혹은 무료로 거주하는 대신, 1주일에 1회 노인 1인가구의 일상생활, 즉 청소, 빨래, 

장보기, 산책, 말벗 등을 함께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호 계약에 따라 방 1㎡당 1시

간 씩 집주인을 위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노인 1인가구는 일상생활 지원을 받으면

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청년 1인가구는 주택부족 현상과 집값, 월세 지

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함께 교류하며 세대 간 

연대를 이룰 수 있는 것 역시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운동은 독일 전역 35개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각 도시의 특

성을 살려 진행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참여자가 상호 간․세대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는 가치를 공유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살펴본 서울시 사업 

중 한지붕세대공감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다만 독일의 상조주거운동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미국의 싱글 룸 거주(Single Room Occumpancy)

이 정책은 특별히 노인가구 혹은 여성가구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며 빈곤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도 노인 1인가구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주택도시부(HUD), 공공주택전문기관(PHAs: Public Housing 

Agency)과 민간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민간에서는 건물을 제공하고 주택도시

부는 기부를, 그리고 공공주택전문기관에서는 임대지원 보조금을 제공하는 협력적 형태

로 진행된다.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하여 저소득층에 

공급하는데, 노후한 호텔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노숙인, 약물중독자,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1인가구를 위한 주거로 활용한다.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고, 

적지만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며 55세 이상

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또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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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생활프로그램 지원도 실시하며, 독립적인 생활과 자

신들만의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이 프로그램은 빈곤 1인가구에 초점

을 두어 자활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노인 1인가구 돌봄관련 정책

(1) 일본 안심생활 창조사업

이 프로그램은 기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1인가

구가 지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주로 

치매노인, 경도의 지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등 복지서비스 계약에 관한 지원, 금전관리, 

보증인 지원 등의 권리 옹호가 필요한 자가 해당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돌봄과 

기본 생필품 구매 활동 지원이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우선 지역 기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들의 일상생활 욕구를 파악하고, 둘째, 이렇게 파악한 기반 자원을 필요

로 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는 지역의 지원체계를 구성하며 셋째, 지역이 안정적이고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시정촌)의 재원에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더해 지원되며, 기존의 각종 

서비스 재원인 공공비, 보험료, 이용료와 더불어 기부․찬조회비 등의 자발적 기여를 하나

의 재원으로 삼고 있다. 시범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이용료를 바탕으로 운영하지만 3년 

이후에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줄이고 해당 사업으로 창출한 이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 영국의 텔레케어(Telecare)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노인과 장애인이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에 통신기술을 접합한 것이다. 노인 1인가구가 생활하는 공간에 온도 센서, 도어 센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연기 감지기, 수동형 적외선 운동센서 등을 포함해 노인 1인가구의 

생활 전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술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해당 센서의 작동 중 특이한 형태가 감지되면 담당 지역보건의(General 

Practitioner)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도록 한다. 현재 영국 고령자 가구의 29%인 170

만 가구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노인 1인가구에 집중하는 프로

그램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노인 1인가구가 주요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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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리라 추론된다. 영국정부는 텔레케어 프로그램을 확립하려고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6년부터 2년간 약 1,371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영국 

보건부는 텔레케어 시범사업이 응급환자 조치 15%, 입원확률 14%, 사망률 45% 절감이

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하였다. 노인 1인가구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 건강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통신기술의 발전을 응용한 프로그램은 노인 1인가구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3) 일본 공공후견인제도

한국은 2013년 7월 1일 민법에서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한정치산․금
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19)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

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20) 치매노인에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하려면 법률지원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치매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노인 1인가구 성년후견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나 치매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일선 실무자는 실무자 보수교육에서 한

두 시간 교육을 받는 정도일 뿐 성년후견제도를 잘 모른다. 다만, 앞서 언급한 시니어희

망공동체, 한국치매협회 등에서 각 지역의 치매 관련 실무자, 치매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제도 절차와 사례 중심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21)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여성노인 1인가구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위기상황 시 보호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시작하였고 시스템이 완비되어 가는 일본의 사례(김윤정 외, 2017)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로 나뉜다. 법정후견제도는 판단능

력의 저하에 따라 판단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후견, 판단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사람에 대한 보좌,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한 보조로 나뉘어 개시된다. 일본 사

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성년후견사건을 전담하는 시스템과 후견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공공후견청22) 등 성년후견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별도의 행정

19) 김윤정 외, 2017,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21) 송연신, 2015, “여성노인 1인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7권 2호, pp.53-55.
22) 공공후견청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조직으로, 영속적 대리인의 등록․관리, 법정후견인 선임 후 등록․관리, 이들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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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없다. 하지만 일본의 가정재판소가 성년후견재판을 담당하면서 절차 상담, 친족

후견인 교육,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정보 제공 등 성년후견사건 접수부터 감독단계까지 

전담 처리 ‘후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친족후견인, 전문직 후견

인(지방변호사회, 법무사단체, 사회복지사협회), 법인후견인, 시민후견인 대상별로 후견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년후견제도를 홍보하고 있으

며 전문직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있다(김윤정 외, 2017).

국내도 서울가정법원이 2017년 7월 7일 후견센터를 개소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후견

사무를 담당할 독립 상설조직을 운영하고 있다.23) 고령화에 따른 성년후견 수요의 증가

가 예상되면서 전담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후견업무 수행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이다. 

감독․조사, 성년후견제도 교육․홍보 업무의 일차적 권한과 책임을 보유한 기관임.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의 선임, 해임, 
권한변경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함(김윤정 외, 2017: 84).

23)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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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소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노인 1인가구 정책 다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정책이다. 내용 면에서도 안부확인, 식음료나 냉난방용품 등의 물질적 지원 같은 사회적 

관계망의 1차적 기능, 즉 소극적 기능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노인 1인가구의 

연령, 독거기간,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특성에도 불구하고 노인 1인

가구를 취약계층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정책대상으로 저소득 취약노인에 집중하다 보니 

사회적 관계망의 2차적 기능인 적극적 기능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담기 어렵고, 적

극적인 생활 지원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책 대

상이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후견제도 역시 치매노인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여성노인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삶을 튼튼하게 할 관계망 형성 지원이 중요하지만(김영정 외, 

2016)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초

기 또는 잠재적 노인 1인가구 대상 예방 차원의 서비스나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임파워먼트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일부이다. 주민 참여나 공모사업으

로 관계망 형성사업이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함께 

모여 교육을 듣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모임이 자조모임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교육 수요나 관계의 지속성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적극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

는 고독사 문제로 남성 노인 또는 중장년 남성 1인가구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

어24) 상대적으로 여성노인 1인가구의 소외가 우려된다.

한편, 노인에게 일자리는 소득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소속감, 사회적 기여와 참여, 건

강증진 등 종합 복지적 특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노

인 1인가구에게 일자리(또는 일거리)는 삶의 유지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성

노인 1인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고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사회

활동 지원사업 외에 노인 일자리 지원정책을 찾기 어렵다. 현재 50플러스센터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특화되어 있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은 대체로 중장년층에 집중되어있어 여성

24) 고독사 중 남성이 85%로 조사됨(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2018.4,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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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특성이 반영된 사업은 전무하다(문은영 외, 2013). 중앙정부 차원의 기존 일자리 

지원 정책도 지원 대상이 주로 저소득 계층으로 한정적이어서 여성노인 1인가구의 다양

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는 사회적 관계망의 1단계 기능인 재정적 

측면의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적극적 기능인 활발한 삶의 영위를 가능하게 한다. 일자

리로 여성노인 1인가구의 소득, 취미활동, 사회적 관계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일거리나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등의 여성노인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개발, 일자리중점기관의 일자리 연계 등(문은영 외, 2013)의 다

양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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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여성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실태조사

1_조사개요와 기초통계

1)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성노인 1인가구 500명이다. ‘독거’의 

의미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인가구 표준 정의에 따랐으며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

활하는 노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추출은 서울의 5개 권역의 연령별(5세 단

위) 노인인구수를 고려해 500명을 권역별․구별로 할당하였다.25) 조사는 교육받은 조사

원이 대면조사로 2019년 2월 11일~2월 22일 2주간 진행되었다. 설문문항 설계는 여성

노인 1인가구의 인구학적 정보 관련 문항과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 실태와 정책 인지․이
용․만족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을 진행한 장소는 특정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특성 중심으로 표집되지 않도록 복지시설(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 외 자택 

주변, 공원, 교회, 직장, 동주민센터 등에서 진행되었다. 

분석방법은 인구학적 정보, 일상생활실태 등 일반현황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의 자아 중심 관계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 변수(네트워크 분석 지표)를 생성하여 관계망 유

형별 네트워크 분석 지표의 차이가 있는지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여성노인 

1인가구 유형화는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였고, 유형별 관계망 분석과 시각화를 위해 

UCINET, 넷마이너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자아 중심 연결망 분석(ego-centric network analysis)은 표준화된 설문으로 각각의 

25) 도심권 6.0%, 동북권 33.0%, 동남권 18.8%, 서북권 12.6%, 서남권 29.6%



31

서
울
시
 여
성
노
인
 1
인
가
구
 사
회
적
 관
계
망
 강
화
방
안

대상자가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응답한 타자(alter)로 구성된 관계망을 파악하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설문을 통해 개인의 관계망 특성을 연구하는 데 적합

하며, 개인의 미시적 관계를 파악해 사회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샘플로 얻는 다른 사람의 정보가 급증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알아내기 어려운 통계 

숫자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김용학․김영진, 2016).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의 인구학적 현황

조사 응답자의 53.6%는 75세 미만의 전기노인, 46.4%는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으로 평

균 연령은 만 73.9세이다. 응답자 혼인상태는 87.6%가 사별, 10.6%는 이혼이며 혼자사

는 이유의 95.8%가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여성노인 1인

가구의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가 34.8%, 중학교 졸업이 30.8%,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34.4%로 조사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

율이 30.2%로, 서울시 노인실태조사(2016)에서 전체 노인의 약 43%가 건강하다고 응

답한 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2%로, 서울시 노인실태조사(2016)에서 주관적 경제상태에 ‘상’이라

고 응답한 비율(4.8%) 보다는 높다. 하지만 응답자의 월평균 총소득 분석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말해준다. 조사 응답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총소득은 약 116만 원으로 근로소

득 평균이 101만 원, 공적이전소득은 44만 원, 사적이전소득이 38만 원, 금융소득은 85

만 원, 기타소득이 55만 원이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13.0%, 기초연금 수급자는 

76.2%로 조사되었다. 반면 서울시 노인실태조사(2016)의 전체 노인은 월평균 총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노인이 39.6%를 차지하여, 서울시 전체 노인과 비교해 볼 때 서울 여

성노인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태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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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체 500 100

연령

만 65~69세 140 28.0

만 70~74세 128 25.6

만 75~79세 114 22.8

만 80세 이상 118 23.6

혼인상태

기혼 6 1.2

사별 438 87.6

미혼 3 0.6

이혼 53 10.6

학력

무학 38 7.6

초등학교 136 27.2

중학교 154 30.8

고등학교 166 33.2

대학 6 1.2

혼자 사는 이유

본인의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2 0.4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479 95.8

가족 구성원 이민, 이사, 독립 8 1.6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3 0.6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 5 1.0

기타(남편 병원생활, 미혼, 배우자 지방근무) 3 0.6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152 30.2

보통 175 35.0

나쁨 173 34.6

경제적 여유

여유있다 51 10.2

보통이다 276 55.2

어렵다 173 34.6

정부보조 수급

기초생계급여 수급 65 13.0

기초연금 수급 381 76.2

국민연금 수급 200 40.0

공무원연금 수급 13 2.6

군인연금 수급 2 0.4

장애연금 수급 6 1.2

소득

평균소득 최근 3개월 평균 총소득 116.49(표준편차: 64.84)(만 원)

소득구간

50만 원 미만 32 6.4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93 38.6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140 28.0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70 14.0

200만 원 이상 65 13.0

[표 3-1]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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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의 공공과 민간정책 이용 

조사 대상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 500명 중 어떠한 서비스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74.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25.4%에 불과했다. 민간정책보다는 공공정책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책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이 대부분인 반면, 4개 이상의 정책을 이용하는 노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적다는 것은 서비스 홍보에도 문제가 있겠

지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별로 많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노인 

1인가구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라기보다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집단

에게 유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분 이용경험 유무 빈도(명) 퍼센트(%)

전체

없음 373 74.6

있음 127 25.4

1개 87 17.4

2개 30 6.0

3개 6 1.2

4개 3 0.6

9개 1 0.2

공급주체

공공정책

없음 403 80.6

있음 97 19.4

1개 65 13.0

2개 25 5.0

3개 4 0.8

4개 2 0.4

7개 1 0.2

민간정책

없음 457 91.4

있음 43 8.6

1개 42 8.4

2개 1 0.2

전체 500 100.0

[표 3-2]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정책 이용여부와 이용개수

민간 서비스는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지만, 공공서비스는 크게 일

자리 중심형과 사회적 관계망 중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자리 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노인 1인가구는 14.8%(74명)로 확인됐고,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

는 여성노인 1인가구는 5.8%(29명)로 매우 적었다. 즉, 공공서비스 이용자는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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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관계망 서비스는 이용자가 더 적었는데 이는 앞서 말한 것

처럼 노인 1인가구 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남성노인 1인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아

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구분 이용경험 유무 빈도(명) 퍼센트(%)

일자리
없음 426 85.2

있음 74 14.8

사회적관계
없음 471 94.2

있음 29 5.8

전체 500 100.0

[표 3-3]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정책 이용현황 - 공공영역

일자리 사업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용 빈도별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공익활동)이 

34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시장형)이 23건으로 1․2위를 차지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

원사업 이용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고령자취업알선센터(10건)가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구분
응답자
(명)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시장형) 256 23 9.0 233 91.0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공익활동) 278 34 12.2 244 87.8

시니어클럽 117 7 6.0 110 94.0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125 6 4.8 119 95.2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89 1 1.1 88 98.9

고령자 인재은행 28 1 3.6 27 96.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41 1 2.4 40 97.6

고령자취업알선센터 216 10 4.7 206 95.4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139 7 5.0 132 95.0

여성 1인가구 인턴십 32 0 - 32 100.0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박람회 36 2 5.6 34 94.4

싱글여성 특화 공공근로사업 24 5 20.8 19 79.2

여성인력개발센터 132 6 4.5 126 95.5

시니어 인턴십 15 0 - 15 100.0

고령자 친화기업 22 0 - 22 100.0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인력파견형) 124 9 7.3 115 92.7

고용연장 지원금 27 1 3.7 26 96.3

임금피크제 지원금 39 0 - 39 100.0

[표 3-4] 일자리 서비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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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의 이용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해본 빈도가 38건으로 가장 높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았다. 

서울시 공동체주택 사업의 사용 빈도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 안심 택배, 안심귀

가 등의 서비스 이용 경험이(5건) 그다음이었다. 고독사 예방사업(이웃살피미)(4건), 독

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2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1건) 등 직접적으로 사회적 관계망

의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용 경험 빈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응답자
(명)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90 1 1.1 89 98.9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 88 2 2.3 86 97.7

공동생활홈 서비스 42 2 4.8 40 95.2

주거개선사업 148 2 1.4 146 98.6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 110 1 0.9 109 99.1

어르신정보꾸러미 책자 18 0 - 18 100.0

독거어르신 생활건강관리 솔루션 사업 37 0 - 37 100.0

어르신 복지공동체 사업 68 1 1.5 67 98.5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21 0 - 21 100.0

어르신 주거지원사업 ‘노인의 집’ 79 4 5.1 75 94.9

서울시 공동체주택 사업 85 8 9.4 77 90.6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 48 0 - 48 100.0

고독사 예방사업(이웃살피미) 157 4 2.5 153 97.5

1인가구 마을공동체 주민 공모사업 34 0 - 34 100.0

여성 안심택배, 안심귀가, 안심지킴이집 206 5 2.4 201 97.6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 만들기 44 2 4.5 42 95.5

자치구별 사업 47 3 6.4 44 93.6

학생, 지역주민, 종교, 민간단체, 기업 등 
방문, 말벗, 식품 배달서비스 등

164 38 23.2 126 76.8

[표 3-5]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이용여부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일자리 중심의 사업 이용 경험이 더 많았고, 사회

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이용 경험은 빈도가 매우 낮았다. 특히 직접적으로 사

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주는 사업을 이용하는 빈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나왔다. 물론 이 조사의 결과가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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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주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유용성을 점검할 필요

가 있다. 

(3)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의 일상생활 현황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가 주1회 이상 이용하는 지역사회시설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

은 상업시설(91.2%)이고, 문화․체육시설 70.8%, 복지시설 58.8%, 가족․친척․이웃집 

50.8%, 종교시설 36.4%, 직장 29.4%, 의료시설 18.2%, 공공시설과 교육시설이 각 

0.6%로 나타났다. 시설 종류별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대형마트․슈퍼, 재래시장 등 

생활유지에 필요한 상업시설이었고, 이웃집, 공원 등 비공식적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사회참여의 범주에 속하는 시설로는 종교시설, 사회복지관, 경로당의 이

용률이 높았고, 직장에 다니는 응답자도 147명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시설 이용 행태는 복지시설은 일주일에 3~4일을 혼자(24.2%) 또는 친구와

(74.8%) 방문하고 한 번 방문하면 2~4시간 이용하여 체류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

다. 문화․체육시설은 일주일에 1~2번 혼자(39.4%), 또는 배우자(8.4%), 친구(51.5%)와 

1~2시간 정도 이용하고, 상업시설은 일주일에 한 번, 주로 혼자(68.1%) 1시간 미만 이

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직장은 주 4.6회, 5.7시간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의료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91명의 노인 중 97.8%는 혼자 병원

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자녀를 동반하는 경우는 상업시설, 종교시설, 가족․친
척․이웃집이었고, 서비스 제공자를 동반하는 경우는 복지시설, 의료시설(각 1명)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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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시설 방문횟수 시설 체류시간

평균(회) 표준편차 평균(시간) 표준편차

복지시설

경로당 154 4.7 1.075 4.6 1.617

노인교실 17 2.2 0.752 3.3 1.465

사회복지관 148 3.2 1.641 2.3 1.186

의료시설 의료시설 91 1.3 0.728 1.0 .574

교육시설

교육시설 3 2.0 0.000 1.8 1.347

문화센터․기원 등 31 1.9 1.093 2.0 1.204

도서관 2 1.0 .000 0.9 .118

문화·체육시설

공원 199 1.9 1.175 1.0 .533

체육시설 94 2.8 1.235 1.6 .730

등산 44 1.2 0.495 2.5 1.580

야외공간 94 1.8 0.867 0.9 .546

공공시설
관공서 2 2.0 0.000 1.0 .000

파출소 1 2.0 . 0.5 .

상업시설

재래시장 267 1.3 0.660 0.7 .349

대형마트․슈퍼 248 1.4 0.674 0.7 .328

식당․카페 75 1.6 0.957 1.0 .427

미용실 6 1.7 1.211 0.8 .258

옷가게 4 1.5 0.577 0.9 .250

목욕탕 124 1.1 0.459 1.9 .736

종교시설 종교시설 182 1.4 0.862 1.9 .770

직장 직장 147 4.6 1.236 5.7 2.583

가족·친척·이웃집

가족의 집 22 1.7 0.995 3.0 1.827

친척의 집 1 1.0 . 1.0 .

이웃집 241 1.6 0.753 1.6 .903

[표 3-6]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지역사회시설 방문횟수와 체류시간



38

03

여
성
노
인
 1
인
가
구
 사
회
적
 관
계
망
 실
태
조
사

2_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데

이터를 바탕으로 자아 중심 관계망 분석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관계망 변수로 변환하였

다. 연구에 활용한 사회적 관계망 변수는 [표 3-7]과 같다. ‘자아 중심 관계망의 크기’는 

본인이 얼마나 많은 행위자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본인(ego)과 연결

되어 있는 행위자 전체의 수로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중요

한 문제나 고민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마음을 터놓고 상의한 분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10명의 지인을 응답하도록 하였다(이 보고서에서는 응답자

가 응답한 사람을 ‘의미 있는 지인’이라고 통일하여 기술함). ‘지인과의 평균 신뢰도’란 

응답자가 의미 있는 지인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자아 중심 관계망의 도’란 본인과 의미 있는 지인 간의 전반적인 연결수준으로, 

본인과의 연결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위자 간 맺어질 수 있는 가능한 총관계의 수와 실제

로 맺어진 관계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결정도가 높을수록 관계망의 도는 높다

고 볼 수 있으며, 도가 높은 관계망이 일반적으로 응집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곽기영, 

2014). ‘지인과의 총의사소통 빈도’란, 응답자와 의미 있는 지인이 서로 연락(전화, 문자 

등 포함)하는 빈도의 합이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의미 있는 지인을 3명 응답하였고 그

들과 모두 한 달에 1~2번 연락한다면, 1년 중 72일을 연락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연락

빈도의 측정값은 최대값의 원칙에 따라 계산함). 설문조사에서 ‘직접 만나는 빈도’와 

‘(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연락하는 빈도’를 모두 측정하였으나, 노인에게 직접 만

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행위 역시 의미 있다고 보고 연락빈도

로 관계망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지인 중 친족 비율’과 ‘지인 중 여성 비율’은 응답자의 

의미 있는 지인 중 친족(배우자, (손)자녀, 형제․자매․남매, 친척 등) 또는 여성이 차지하

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인 종류의 다양성’이란, 의미 있는 지인들을 배우자, 자녀, 친척 

등의 ‘혈연관계’, 친구․이웃․동료 등의 ‘사적관계’, 자원봉사자 같은 ‘서비스 제공자’로 구

분하고 의미 있는 지인의 유형이 다양한지 파악하였다. 즉 의미 있는 지인이 5명인 두 

사람 중 한 응답자는 의미 있는 지인이 모두 친구라면 ‘지인 종류의 다양성’은 1, 다른 

응답자의 의미 있는 지인 중 3명은 가족, 1명은 친구, 다른 1명은 자원봉사자라면 ‘지인 

종류의 다양성’은 3으로 측정하였다. 



39

서
울
시
 여
성
노
인
 1
인
가
구
 사
회
적
 관
계
망
 강
화
방
안

변수 정의 산출방법 범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자아 중심 관계망의 
크기(N)

응답자의 의미 있는 
지인 수

응답자가 응답한 의미 있는 지인의 
총인원

1~10명 1 10 4.99 1.89

지인들과의 
평균 신뢰도

응답자가 지인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1=매우 의지한다, 2=의지한다,
3=보통, 4=거의 의지하지 않는다,
5=의지하지 않는다

1~5점 1.75 5.00 4.05 0.45

자아 중심 관계망의 
도

가능한 총 관계 수와 
실제로 맺어진 관계의 
비율

맺어진 관계수

N(N-1)/2
0~1 0 1.0 .43 0.25

지인과의 
총 의사소통빈도

응답자와 지인 간의 
연락하는 총 빈도

거의 매일 연락한다=365일, 
1주일에 1~2일 연락한다=104일,
한 달에 1~2일 연락한다=24일,
2~3개월에 1~2일 연락한다=12일,
1년에 1~2일 연락한다=2일,
연락하지 않는다=0일

0~3,650일 24 2,294 849.9 440.8

지인과의 
평균 의사소통빈도

응답자와 지인 간의 
연락빈도 평균

지인과의 총 의사소통빈도/N 0~365일 12.00 365.0 177.5 87.8

지인 중 친족 비율
응답자가 응답한 지인 
중 혈연관계의 비율 예) 응답자가 응답한 지인이 

4명이고 그 중 혈연관계/여성이 
2명이면 0.5

0~1 .00 1.00 .49 0.21

지인 중 여성 비율
응답자가 응답한 지인 
중 여성의 비율

0~1 .00 1.00 .82 0.17

지인 종류의 다양성
응답자가 응답한 지인 
유형의 다양성

1=유형 1개, 2=유형 2개, 
3=유형 3개

1/2/3 1.00 3.00 1.92 0.33

[표 3-7] 연구에 활용한 사회적 관계망 변수

조사 결과,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 500명이 응답한 의미 있는 지인은 평균 4.99명으로 

나타났다. 관계망 규모는 개인별 편차가 커서 의미 있는 지인이 1~2명인 경우가 10.4%, 

3~4명이 28.8%, 5~6명이 44.0%인가 하면, 응답한 지인이 10명인 사례도 3.8%(19명)

로 조사되었다.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의 관계망의 규모는 2009년 미국 노인 대상의 

연구 결과로 나타난 3.4명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Cornwell et al., 2009).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 500명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인

이라고 응답한 지인은 총 2,495명이다. 그 중 50.6%는 혈연관계이고 친구, 이웃 등의 

사적관계가 48.7%이다. 지인 중 서비스 제공자는 0.76%에 불과하지만 한 명 뿐인 지인

이 자원봉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또는 노인돌보미인 응답자가 4명, 지인의 중요도 순

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도 8명으로 조사됐다.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의 관계망 크기는 미국노인보다 크지만, 친족비율은 0.49명으로 

미국노인 0.67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관계망의 평균 신뢰도는 

4.04로 미국노인(3.15)보다 높게 나타나, 서울의 여성노인 1인가구는 친족에 상대적으

로 덜 의존하면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신뢰도가 높은 사적 관계망을 활용해 삶을 영위

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Cornwell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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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인
1

지인
2

지인
3

지인
4

지인
5

지인
6

지인
7

지인
8

지인
9

지인
10

빈도
(명)

비율
(%)

전체 500 493 448 397 304 186 84 39 25 19 2,495 100.0

혈
연

배우자 1 . . 1  . . .  . . . 2 0.08

부모 1 1 . .  . . . 1 1  . 4 0.16

형제, 자매, 남매 78 48 89 55 26 10 7 2 .  . 315 12.6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13 295 130 64 45 22 10 8 2 3 892 35.75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2 3 2 1  . . 4 2 1 1 16 0.64

기타 가족, 친척 5 4 2 4 3 4 2 2 3 4 33 1.32

사
적
관
계

직장동료 9 13 14 14 14 7 3 3 2 2 81 3.25

동창, 고향 친구 16 24 49 63 47 27 14 2 3 2 247 9.90

집 주변 이웃 57 90 126 153 147 97 28 14 11 7 730 29.26

취미, 운동 함께 하는 사람 4 7 6 6 3 6 3 1 1 . 37 1.48

자원봉사활동 함께 하는 사람 . 2 3 5 3 1 . . . . 14 0.56

종교활동 함께 하는 사람 6 6 23 26 14 12 13 4 1  105 4.21

공
적
관
계

자원봉사자 4 . 2 3 2 . . . . . 11 0.44

노인돌봄기본사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 . . . . . . . . . 1 0.04

노인돌봄종합사업의 
노인돌보미

1 . . 1 . . . . . . 2 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사

1 . 1 . . . . . . . 2 0.0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1 . 1 1 . . . . . . 3 0.12

[표 3-8]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유형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가 응답한 지인의 81.4%는 여성이며 56.7%는 65세 이상으로 조

사되어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노인과 의미 있는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지인의 절반가량이 30분 이내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상황이 비슷하

거나 조금 더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시 외 

지방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23.0%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자신과 유사한 지역

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72.5%는 의미 있는 지인을 믿고 의지한다고 응답했지만 그렇지 않은 응답자도 0.8%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5~6일 만나는 경우는 29.5%, 일주일에 1~2일 만나는 경우가 

19.1%로 나타나 만남의 빈도가 높고,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빈도는 직접 만

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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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체 2,495 100.0

성별
남성 465 18.6

여성 2,030 81.4

학력

모름 126 5.1

무학 55 2.2

초등학교 250 10.0

중학교 442 17.7

고등학교 970 38.9

대학 645 25.9

대학원 7 0.3

연령

30대 이하 140 5.6

40~50대 481 19.3

51~59세 297 11.9

60~64세 162 6.5

65~69세 462 18.5

70~74세 416 16.7

75~59세 320 12.8

80세 이상 217 8.7

집과의 거리

30분 이내 1,204 48.3

1시간 이내 621 24.9

2시간 이내 309 12.4

2시간 이상 350 14.0

모름 11 0.4

경제상황

나보다 경제적 상황이 좋다 1,173 47.0

나와 비슷하다 1,038 41.6

나보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141 5.7

모름 143 5.7

의지 정도

의지하지 않는다 5 0.2

거의 의지하지 않는다 16 0.6

보통이다 667 26.7

의지한다 1,037 41.6

매우 의지한다 770 30.9

직접 만남

1년에 1~2일 만난다 203 8.1

2~3개월에 1~2일 만난다 604 24.2

한 달에 1~2일 만난다 475 19.0

1주일에 1~2일 만난다 476 19.1

일주일에 5~6일 만난다 737 29.5

연락 횟수

1년에 1~2일 연락한다 38 1.5

2~3개월에 1~2일 연락한다 193 7.7

한 달에 1~2일 연락한다 502 20.1

1주일에 1~2일 연락한다 903 36.2

일주일에 5~6일 연락한다 859 34.4

[표 3-9]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의 의미 있는 지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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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사회적 관계망 유형화 

1) 관계망 분류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관계망의 질을 측정하는 4개의 변수(관계망의 크기, 관계

망의 도, 지인들과의 평균 신뢰도, 지인들과의 평균 의사소통 빈도)를 이용하여 관계

망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를 위해서 K-평균 군집분석을 사용하였고, 적정 군집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군집의 수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며 분석하였다. 집단을 3개로 분류하

였을 때 각 집단 간 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26) 각 집단의 관계망 질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확장형
(N=82)

중도형
(N=222)

소규모 밀착형
(N=196)

전체
(N=500)

F값

자아중심관계망 크기 8.01 5.48 3.17 4.99 1044.90***

자아중심관계망의 도 0.31 0.41 0.49 0.42 16.53***

지인들과의 평균 신뢰도 3.94 4.06 4.08 4.05 3.05*

지인과의 평균 의사소통빈도 141.67 175.97 194.29 177.53 10.86***

[표 3-10] 사회적 관계망 유형화 결과

집단 간 차이를 가장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확장형과 소규모 착형이다. 확장형은 

관계망의 크기가 크고 도나 신뢰도, 의사소통 빈도 등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즉 확장형은 의미 있는 지인의 수는 많으나 지인 간 관계에서 믿고 

의지하는 정도나 연락하는 정도는 다소 작아 ‘여러 사람과의 교류를 즐기는’ 형태의 사

회적 관계망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규모 착형은 관계망의 크기는 가

장 작다. 하지만 도나 신뢰도, 지인들과의 평균 의사소통 빈도 모두 세 개의 집단 중 

가장 높다. 즉 소규모 착형은 소수의 사람들과 긴 한 관계를 형성하는 형태의 사회적 

관계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도형은 크기, 도, 신뢰도, 의사소통 빈도 모두 중간 정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중요한 문제나 고민이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상의한 사람’이 1명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총 7명) 
자아중심관계망의 도 값이 0으로 군집분석에 포함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값이 0인 집단의 특성 분석 
결과, 소규모 착형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 집단별 특성을 분석할 때는 소규모 착형에 포함하여 함께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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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형은 넓은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를 갖고 있어서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은 낮은 편이

나 도와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아주 어려운 일이나 급한 일에 도움을 구하거나 

지지망이 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소규모 착형은 친 한 사람들

과 깊은 관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은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서는 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집단의 특성을 그림으로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확장형의 
사회적 관계망

[그림 3-2] 중도형의 
사회적 관계망

[그림 3-3] 소규모 밀착형의 
사회적 관계망 

 성별  여성  남성

 관계유형  ● 혈연  ▲ 사적관계 ◼서비스제공자

 관계유무  화살표 유무

 의사소통빈도/신뢰도  화살표 굵기

2) 집단 간 특성과 차이점

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확장형은 평균 나이가 71.7세로 가

장 어렸으며 소규모 착형은 75.1세로 평균 나이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주관적 건강수

준, 총소득, 학력 등의 측면에서 확장형이 가장 높고 소규모 착형이 가장 낮았다. 그리

고 혼자 산 기간은 확장형이 가장 짧았으며 소규모 착형은 확장형의 두 배 수준으로 

가장 길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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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장형
(N=82)

중도형
(N=222)

소규모 밀착형
(N=196)

전체
(N=500)

F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만 나이(세) 71.70 5.71 73.76 5.87 75.06 6.44 73.93 6.17 9.032***

주관적 건강수준(점)1 3.13 .77 2.95 .96 2.79 1.00 2.91 .95 4.139*

월평균 총소득(만 원) 161.4 59.2 126.1 66.6 86.9 49.4 116.5 64.8 51.091***

학력2 3.50 .74 2.97 .91 2.65 1.02 2.93 .98 24.066***

독거기간(년) 8.10 6.45 9.45 8.14 15.21 12.82 11.49 10.46 22.734***

사회참여 개수(개)3 1.25 .94 0.78 .82 .49 .67 .75 .83 27.597***

주1. 5점 척도로 측정(①매우 나쁨 ②약간 나쁨 ③보통 ④건강한 편 ⑤매우 건강)
주2. 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 이상으로 측정
주3. 친목․취미모임, 교육․학습모임, 시민단체, 정당, 봉사모임, 레저단체, 지역사회모임의 7가지 

사회단체 또는 모임 중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

[표 3-11] 사회적 관계망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즉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건강수준이 높은 집단은 관계망의 크

기가 크고, 참여하고 있는 모임․단체 수가 가장 많으므로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소규모 착형은 집중된 형태의 사회적 관계망을 가

지고 있으나 크기가 작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고 이러

한 유형일수록 나이가 많고 혼자 산 기간이 오래되고 소득수준이나 건강 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노인 1인가구는 독거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고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며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고 혼자 산 기간이 길어

질수록 사회활동도 점점 위축되고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도 줄어들면서 소수의 지인들하

고만 친 한 관계를 형성하는 형태의 사회적 관계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인 중 친족비율이나 지인 종류의 다양성을 볼 때 네트워크의 규모가 큰 확장형은 상대

적으로 친족 비율이 높은 반면, 소규모 착형은 친족비율이 낮고 지인 중 서비스 제공

자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규모 착형은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하며 다른 집단에 비해 돌봄 서비스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중심이 되는 비중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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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장형
(N=82)

중도형
(N=222)

소규모 밀착형
(N=196)

전체
(N=50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지인 중 친족비율1 0.52 .13774 0.48 .15848 0.49 .27568 .49 .20999

지인 중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 비율(%)2

- 1.8 7.7 3.8

의미 있는 
지인의
연령(%)

30대 이하 9.9 4.4 3.4 5.6

40~50세 19.8 18.3 20.7 19.3

51~59세 7.0 13.4 14.1 11.9

60~64세 5.9 6.6 6.9 6.5

65~69세 25.4 17.4 13.3 18.5

70~74세 14.0 16.4 20.1 16.7

75~79세 12.3 13.7 11.7 12.8

80세 이상 5.6 9.8 9.6 8.7

주1. 응답자의 의미 있는 지인 중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남매, (손)자녀․(손)자녀의 배우자, 친척의 비율
주2. 집단별로 의미 있는 지인 중 서비스 제공자(자원봉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의 비율

[표 3-12] 집단별 친족․서비스 제공자 비율과 연령대

이 같은 특성은 각 집단의 연령과 혼자 산 기간의 차이에서 두드러진다. 확장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70세 미만의 젊은층이 가장 많고(45.1%) 혼자 산 기간도 5년 

미만이 40.2%로 독거 초기 특성을 보인다. 집단의 크기가 중간 정도이고 다양한 관계망

을 갖고 있는 중도형은 절반 이상이 75세 미만의 전기노인이며 확장형에 비해 혼자 산 

기간이 긴 노인이 많다. 관계망의 크기가 작고 집중된 소규모 착형은 세 집단 중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고 혼자 산 기간도 10년 이상이 60.2%로 홀로 지낸 기

간이 오래된 고령의 노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양상은 대략 75세 전후로 정책적 개입

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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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장형
(N=82)

중도형
(N=222)

소규모 
밀착형

(N=196)

전체
(N=500)

연령

65세 이상
69세 이하

빈도(명) 37 62 41 140

비율(%) 45.1 27.9 20.9 28.0

70세 이상 
74세 이하

빈도(명) 16 58 54 128

비율(%) 19.5 26.1 27.6 25.6

75세 이상 
79세 이하

빈도(명) 16 47 51 114

비율(%) 19.5 21.2 26.0 22.8

80세 이상
빈도(명) 13 55 50 118

비율(%) 15.9 24.8 25.5 23.6

전체
빈도(명) 82 222 196 500

비율(%) 100.0 100.0 100.0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빈도(명) 33 71 37 141

비율(%) 40.2 32.0 18.9 28.2

5년 이상
10년 미만

빈도(명) 26 68 41 135

비율(%) 31.7 30.6 20.9 27.0

10년 이상 
20년 미만

빈도(명) 13 56 51 120

비율(%) 15.9 25.2 26.0 24.0

20년 이상
70년 이하

빈도(명) 10 27 67 104

비율(%) 12.2 12.2 34.2 20.8

전체
빈도(명) 82 222 196 500

비율(%) 100.0 100.0 100.0 100.0

[표 3-13] 집단 유형별 연령구분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에 따라 주요 생활시설 사용의 차이도 두드러진다. 확장형은 문화

체육시설, 상업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높고, 종교시설, 직장, 가족․친척집의 방문율 역시 

다른 집단보다 높다. 그리고 확장형 중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3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며, 평균적으로 주 5일(4.84일), 그리고 하루 평균 7.3시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근 수준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모 착형은 거의 모든 생활시설의 

이용 수준이 가장 낮았다. 그 중에서 종교시설(36.7%)이나 상업시설의 이용률(86.2%)은 

다른 집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문화·체육시설 이용률(53.6%)은 확장형

(91.5%)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낮고 가족․친척집 방문율이 35.2%로 확장형(61%)과 

중도형(60.8%)에 비해 눈에 띄게 낮다. 즉 확장형처럼 넓은 범위의 사회적 관계망을 갖

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 및 친지들과의 결속력이 높고 방문도 

자주 하지만 소규모 착형은 가족과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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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장형
(N=82)

중도형
(N=222)

소규모 밀착형
(N=196)

전체
(N=500)

복지시설
빈도(명) 31 127 136 294

비율(%) 37.8 57.2 69.4 58.8

의료시설
빈도(명) 9 29 53 91

비율(%) 11.0 13.1 27.0 18.2

교육시설
빈도(명) - 1 2 3

비율(%) - 0.5 1.0 0.6

문화체육시설
빈도(명) 75 174 105 354

비율(%) 91.5 78.4 53.6 70.8

공공시설
빈도(명) - 1 2 3

비율(%) - 0.5 1.0 0.6

상업시설
빈도(명) 79 208 169 456

비율(%) 96.3 93.7 86.2 91.2

종교시설
빈도(명) 33 77 72 182

비율(%) 40.2 34.7 36.7 36.4

직장
빈도(명) 32 56 59 147

비율(%) 39.0 25.2 30.1 29.4

가족/친척/
이웃집

빈도(명) 50 135 69 254

비율(%) 61.0 60.8 35.2 50.8

전체
빈도(명) 82 222 196 500

비율(%) 100.0 100.0 100.0 100.0

[표 3-14] 사회적 관계망 유형별 생활시설 이용 현황

거주지역의 차이 또한 확인하였다. 확장형은 동북권(42.7%) 및 동남권(34.1%) 두 지역

에 거주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며, 반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보이는 소규모 착형의 

절반 이상이 서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형은 동북권에 46.8%, 동남

권에 17.6%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 대상자 중 사회적 고립의 가능

성이 높은 여성노인 1인가구가 서남권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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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장형
(N=82)

중도형
(N=222)

소규모 밀착형
(N=196)

전체
(N=500)

도심권
빈도(명) 1 11 18 30

비율(%) 1.2 5.0 9.2 6.0

동북권
빈도(명) 35 104 26 165

비율(%) 42.7 46.8 13.3 33.0

동남권
빈도(명) 28 39 27 94

비율(%) 34.1 17.6 13.8 18.8

서북권
빈도(명) 4 34 25 63

비율(%) 4.9 15.3 12.8 12.6

서남권
빈도(명) 14 34 100 148

비율(%) 17.1 15.3 51.0 29.6

전체
빈도(명) 82 222 196 500

비율(%) 100.0 100.0 100.0 100.0

[표 3-15] 사회적 관계망 유형별 응답자 거주 지역

3) 사회적 관계망 유형에 따른 정책 이용 및 인지 차이

(1) 사회적 관계망 유형별 정책 이용 빈도

사회적 관계망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

구의 설문에서는 일자리 관련 18개 정책과 사회적 관계망 관련 18개의 정책 총 36개의 

정책을 각각 알고 있는지,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중앙정부․서
울시․민간영역의 정책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1인당 정책 이용 개수는 확장형은 평균 

0.18개의 정책을 사용한 반면 소규모 착형은 0.56개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도형은 0.28개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공공정책은 

확장형이 1인당 평균 0.12개, 민간정책은 1인당 0.06개로 공공정책 이용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착형은 공공정책 개수는 0.46개, 민간정책은 0.1개로 역시 

공공정책 이용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유형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공공정책은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더 많이 사용하였

고 민간정책은 일자리보다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관련 정책을 더 많이 이용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공정책은 노인 일자리 중심이 더 많고 민간은 일자리보다 노인 1인가구의 

생활지원 정책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착형이 가장 많은 정책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

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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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착형이 가장 불안정한 경제 상태에 있고 소득수준이나 학력도 가장 낮은 수준

이기에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확장형은 

앞서 봤듯이 상근 형태의 근무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일자리 사업에는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구분

확장형
(N=82)

중도형
(N=222)

소규모 밀착형
(N=196)

전체
(N=500)

F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공공정책 이용 개수 0.12 0.40 0.19 0.56 0.46 0.87 0.28 0.70 10.910***

일자리 0.06 0.29 0.16 0.53 0.34 0.72 0.21 0.59 7.965***

사회적 관계 0.06 0.24 0.03 0.21 0.12 0.40 0.07 0.31 5.209*

민간정책 이용 개수 0.06 0.24 0.09 0.29 0.10 0.31 0.09 0.29 .452

일자리 - - 0.01 0.10 0.02 0.14 0.01 0.11 1.165

사회적 관계 0.06 0.47 0.08 0.27 0.08 0.27 0.08 0.27 0.712

전체 정책 이용 개수 0.18 0.48 0.28 0.65 0.56 1.09 0.37 0.80 9.226***

***p<0.001 **p<0.01 * p<0.05 

[표 3-16] 사회적 관계망 유형별 정책 이용현황

(2) 여성노인 1인가구와 돌봄 정책

정부의 노인 1인가구 대책의 상당부분은 돌봄과 관련된 것이다. 돌봄은 특정 계층에 집

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 정책이나 사회적 관계 맺기 정책과는 맥락이 다소 다르

다고 판단하여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돌봄 정책의 중요성과 비중을 고려해볼 때 

돌봄 정책이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우선 이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지인 중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조사 대상 500명 중 19명(3.8%)으로 매우 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미 있는 지인이 오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가 4명이 있었고 의미 있는 지

인 1순위가 서비스 제공자인 응답자가 8명으로, 돌봄서비스 경험자는 상대적으로 서비

스 제공자와 매우 긴 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지인 중 서비스 제공자의 비율은 소규모 착형에서 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확장형은 한 명도 없었으며, 중도형은 1.8%로 나타났다. 물론 전체적으로 지인 중 서비

스 제공자가 포함된 경우는 3.8%에 불과하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착형의 의미 있는 

지인 중 서비스 제공자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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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형
(N=82)

중도형
(N=222)

소규모 밀착형
(N=196)

전체
(N=500)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인 중 서비스 제공자 없음 82 100.0 218 98.2 181 92.3 481 96.2

지인 중 서비스 제공자 있음 0 0 4 1.8 15 7.7 19 3.8

[표 3-17] 사회적 관계망 유형별 지인 중 서비스 제공자 유무

기존의 연구를 보면 서비스 제공자를 유일한 혹은 주요한 사회적 관계망의 일부라고 여

기는 경우 대부분 ‘친 형’이 아닌 ‘의존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김유

진, 2018). 가족과의 연결이 단절되고 서비스 제공자와의 오랜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와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되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 조사에서도 역시 소규모 착형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고연령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관계망의 크기도 매우 작았

다. 따라서 비록 전체 응답자 중 서비스 제공자와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 비율은 낮지만 

은둔형의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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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소결

1)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징

이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인 변수를 확

인하고 이러한 변수를 활용해 사회적 관계망의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관계망의 크

기, 관계망의 도, 접촉 빈도 그리고 신뢰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고 결과적으로 확장

형, 중도형, 소규모 착형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확장형은 비교적 연령이 어리고 

독거기간이 짧았으며, 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대신 신뢰도나 접촉 빈도는 

다른 집단보다 다소 낮았다. 그리고 민간․공공정책 이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의미 있는 

지인 중 가족 및 혈연집단의 비중이 크고 빈번히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

근 수준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중도형은 확장형보다 다소 나이가 많고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작으며 여러 유형의 지인과 관계망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형과 중도형은 동남권과 동북권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비

해 소규모 착형은 독거기간이 가장 오래되고 평균 연령이 75세로 세 집단 중 가장 고

령이며, 경제적 수준이나 학력, 건강 수준도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
민간정책의 이용 경험은 앞선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공공․민간정책의 이용률 자체가 매우 낮지만, 집단별로 봤을 때 소규모 착형은 다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더 사용 경험이 많았다. 그리고 연령이나 건강 

수준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

데, 소규모 착형의 대부분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집단보다 본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공적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높았다. 

물론 서비스 제공자를 관계망에 포함시킨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극소수에 불과했

지만 소규모 착형에 몰려 있었다. 특히 소규모 착형은 서비스 제공자가 유일한 관계

망인 경우도 있었으며 대부분 서비스 제공자를 우선순위에서 중요도가 높은 관계망으로 

응답하였다. 즉, 비록 서비스 제공자들을 관계망에 포함시키는 비율은 작지만 일단 관계

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우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 소규모 착형은 절반 이상이 서울의 서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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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로 본 취약집단

이 연구는 활기차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1차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예방하는 기

능을 수행하며 2차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가 크기

가 크고 도와 신뢰도, 접촉 빈도 등이 높아야 하며 아울러 혈연들과의 관계가 양호해

야 하고 지인들의 배경이 다양해야 하며, 사회활동 참여가 높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집단은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소규모 착형으로 보인다. 다른 두 집단은 소규모 착형과 비교해 볼 

때 접촉빈도와 신뢰도는 다소 낮으나 관계망의 크기가 크고 혈연과의 유대감이 높으며 

문화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종선호 현상

은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및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종선호는 관계망을 통한 도구적 지지, 즉 정서적 안정감

이나 물질적인 도움, 정보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의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 모두를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규모 

착형은 비록 접촉 빈도와 도는 크지만 관계망 크기가 작고 혈연과의 유대감이 낮다. 

그리고 동종선호 현상으로 인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망 내의 지인도 대부분 학력이 

낮고 경제적 상황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공감과 같은 감정적 지지를 얻어

낼 수는 있을 것이나 실제적으로 재정적 도움이나 조언, 정보 등의 지지는 얻기는 어려

운 상태이며, 이는 결국 소규모 착형이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집단이 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상정하는 돌봄

과 일자리 정책의 이용률이 소규모 착형에서 높다는 것 또한 이 집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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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 제언과 결론

1_정책 제안 방향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마을기업 및 마을 만들기 활동가, 노인복지관 종사자, 사회적 관

계망을 위한 시민운동가 등 현장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

으며, 특히 마을기업 및 마을만들기 활동가, 시민운동가는 현장 조사를 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총 3회에 걸쳐서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질문지를 

전달하여 질문지 중심으로 질의응답하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도록 하였다.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여성노인 1인가구를 위한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참여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향후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는 데 가장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정책 제안을 위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연령별․유형별 접근 필요

이 연구에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정책을 수요자 정보를 바탕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연령대로 봤을 때 확장형의 연령이 가장 어렸고 그 다음이 중도

형, 그리고 소규모 착형의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성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의 동태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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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초기에는 혈연관계와의 유대감이 높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도 유지하며 문화시설 이

용 및 사회단체의 참여도 높지만, 나이가 들고 독거기간이 늘어날수록 혈연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사회 참여 정도도 낮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책을 연령과 독

거기간을 고려하여 재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규모 착형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결망의 크기도 작고 연결망의 구성원들도 본인과 유사하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들과의 연대도 약해 사실상 사회

적 고립의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소극적 

기능인 사회적 고립의 예방, 그리고 적극적 기능인 사회활동 활성화 등 모든 측면에서의 

정책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노인 1인가구를 단순

히 ‘독거노인’이라는 말로 포괄하기에는 경제적 수준과 삶의 모습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나므로, 기존 정책의 근저에 깔려있는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의 독거노인을 넘어서 활

기찬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략 75세를 전후하여 확장형에서 중도형을 거쳐 소규모 

착형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했고,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60대와 80대 사이

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해 연령을 고려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연령별 차

이에 따라 관계망 유형도 달라지고 여러 특성들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차이를 적극 고려

할 필요가 있다.

2) 지속가능성의 고려

관계망 강화 사업이 기존의 다른 노인사업과 구별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속가능성

이다. 관계망은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시도하면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다. 특히 주요 정책대상인 소규모 착형은 고령

노인이 많고 이런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 관계망을 넓히기 보다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관계망에서의 심화된 교제를 나누는 편을 선호하므로 새로운 관계망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에 정책적으로 

개입할 경우에는 1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관계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관계

망을 매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없이는 관계망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관계망을 넓게 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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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만 그 관계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일자리 사업, 문화 사업 등을 관계망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자

리, 문화 사업 등이 관계망 사업과 연계될 때 관계망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3) 기존 정책의 적극적 활용

이는 두 번째 방향인 지속가능성과도 연관되는데,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여성노인 1인

가구가 함께 모여 어떠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

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이미 돌봄이나 일자리, 마을만들기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

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 사업은 사회적 관계망과 연계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전적으

로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연

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바로 실시가 

가능하며 기능이나 역할의 중복을 피해 정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과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사․중복사

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보다 기존 프로그램을 잘 연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이 현장에서도 

접근이 쉽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는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하 ‘찾동’)의 

복지 플래너, 마을만들기 사업,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 그리고 새로 도입된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나 돌봄SOS 체계 속에서 관계망 사업을 융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의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

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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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정책제언

1) 사회적 관계망의 소극적 기능: 사회적 고립의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

(1) 사회적 고립의 방지를 위한 공동체 형성: 마을 사랑방 활용

정책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한 기능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것이다. 사회적 고

립의 방지란, 일상생활 욕구 지원, 위급한 상황에서의 도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의 생활을 함께 돌봐주는 형태의 공동체성의 회복이 가

장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이 돌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확인하기에는 인적․물리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일상화된 자녀나 혈연관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위급한 상황이나 평소에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돌보고 안부를 

묻는 것이 고립을 방지하고 위급할 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주도사업으로 마을 사랑방을 비롯한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마을공간이라는 마을 사랑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공동

체공간 전체 228곳 가운데 43.1%를 차지한다(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255호). 그리고 

이용자 중에는 40대 여성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다. 마을공간

과 마을 사랑방은 지역 주민이 함께 공동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므로, 이러한 

장소를 사용해서 여성노인 1인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마을 사랑방 참여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들르게 되

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없어도 자주 들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계를 형성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랑방에 여성노인 1인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도출해낸, 여성노인 1인가구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

는 건강과 주거였다. 실제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관악 지역 사랑방도 은둔

형 노인 1인가구를 불러오기 위한 노력으로 건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마을 사랑방에서 여성노인 1인가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며, 그 매개체는 건강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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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존재하는 찾동 간호사, 혹은 일반 의료원과의 연계를 통해 

간단한 검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 측면에서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과 건강체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여성노인 1인가구를 마을 사랑방으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랑방의 적극적인 활용은 은둔형 1인가구의 참여를 이끌어내

고,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만들고 일상생활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좋은 관계망

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 세대공감 사업: 추억 여행 지원

전문가 인터뷰 결과 세대 공감 사업은 세대 간의 장벽을 없애고 고령노인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지목되었다. 현재 사회복지관 등 여

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대공감 사업은 어린이-어르신, 청소년-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세대별 세대공감 사업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싶은 바는 청년층과의 세대공감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다. 어린이-

어르신 대상 사업은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이 많고,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현장조사 

결과 발견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어르신보다는 활동성이 보다 좋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청년층과 어르신간의 세대공감 사업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공감 사업 시행 시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다양

한 기관에서 여러 형태의 세대공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규모 착형의 관계망을 

가진 여성노인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추억 여행과 같은 사업이 좋은 프로그램

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여행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나 좁은 관계망, 취약한 건강상태, 

낮은 소득 등 유사한 특성을 가진 관계망의 특성으로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

다.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동행자를 구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랑구에서는 어르신 대상의 추억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혼

자 여행가기 어려운 1인가구, 특히 안전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여성노인 1인가구 대상

의 세대공감 사업으로 확장하여 청년층과 함께 다녀오는 방안을 구상해볼 수 있다. 청년

층에게는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여행 시 기본적인 안내를 맡기는 내용을 구상해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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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게이트키퍼 역할의 강화  

소규모 착형은 연령도 높고 경제적 상황도 취약하기 때문에 돌봄서비스의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수

혜자인 경우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매우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앞선 연구에서도 드러난바 있다(김유진, 2018). 이들은 돌봄서비스 제공자하고만 

소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실상 친 성보다는 의존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다

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좋은 관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넓

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집단의 노인들은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에서 80대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특별한 유인을 느끼지 못하

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개인의 생애나 형편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람과의 관계가 매

우 중요한데, 대부분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므로 상대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중요

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돌봄서비스 제공자들을 주요한 관계망으로 지목하는 노인은 대

부분 제공자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고 상호간의 이해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규모 착형 여성노인 1인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을 통해서 관계망 형성의 기반을 마련해야할 뿐 아니라 사례 관리나 

서비스의 연계 등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권과 더불어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재량을 적극

적으로 존중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찾동 복지플래너가 보편 방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전적으로 

복지플래너가 사례관리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사회복지

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사례관리 책임자들이 사례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공공에서는 이러

한 사례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보를 취합하고 민간 사례관리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찾동과 더불어 돌봄SOS센터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찾동을 계속 수행함과 더불어 돌봄매니저를 따로 동에 추가 배치하도록 

한다(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 간호직 공무원 1명). 찾동 공무원의 역할은 기존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되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돌봄SOS센터와 연계하는 역

할을 담당하며 돌봄매니저가 초기상담, 서비스 연계, 72시간 내 방문, 돌봄업무 전담과 

자원 연계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 돌봄매니저가 채용되어 동 단위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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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별신청) 개선(통합신청)

[그림 4-1] 돌봄SOS센터 추진 계획

자료: 서울시 복지본부(희망복지지원과), 2018.10, 「돌봄SOS센터」추진 기본계획.

이 경우 소규모 착형의 여성노인 1인가구는 각 동에서 기존대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

인복지관, 어르신돌봄통합지원 센터 등에서 사례 관리를 계속하되 필요하면 동에 있는 

돌봄 매니저에게 해당 동의 여성노인 1인가구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이나 덴마크의 커뮤니티 케어는 우리나라

의 구에 해당하는 단위에 사례관리자가 있어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들과 한 달에 

한번 정도 연석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돌봄매니저 역시 한 달에 한번 씩 의무적인 사례관리 회의 개최를 통해 정보

를 교환하고 민간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정책적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이다. 민간 사례관리자들의 현장에서의 어려움 중 하나가 사례관리 대상자, 즉 여기서는 

취약한 여성노인 1인가구에 대한 각종 개인 정보에 대한 취득이 어려워서 종합적인 대책

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

는 것이 통합 사례관리 회의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민간 사례관리자는 노인 1인가구의 사례관리 중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위급상황 

시 민간으로서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호소가 많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일본의 

공공후견인 제도를 응용하여 공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2018년부터 치매 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 1인가구에 대

해서도 본인의 동의하에 공공후견인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61

서
울
시
 여
성
노
인
 1
인
가
구
 사
회
적
 관
계
망
 강
화
방
안

(4)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의 확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2014년부터 중앙정부 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사업수행

기관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알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8%, 이용 중인 노인은 1명으로 매우 소수에 불

과했지만, 시범사업의 사업성과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노인 1인가구의 고독감 감소, 친구 

수 증가 등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등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27) 그러

나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보이고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

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해본 경험이 있는 노인복지관 종사자 면담결과, 현재의 문

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낮은 인건비와 인력 수급의 문제였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소규모 착형은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현재의 인건비 지원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만 채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험

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비정규직이라 이직률이 높아 대상자

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연속성이 담보된 것은 아니므로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우수한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고용의 형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급격한 임금의 인상은 

어렵겠지만, 사업비와 인건비간의 융통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여 기관에서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업 적용 대상의 문제이다. 이 사업은 우울증 진단을 받는 노인 1인가

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의 폭이 다소 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도 

알 수 있듯이 노인 1인가구는 동거가구에 비해 정신보건 측면에서 취약한 면이 더 많고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도 더 많으므로 전체 노인 1인가구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관계망의 연계

조사 결과와 같이 소규모 착형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다

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취약한 경제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

27)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018.11, 2019년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공모계획,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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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험이 없고 학력이 낮은 여성노인 1인가구는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현재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만 집중을 하고 있고 일자리 사

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 또는 확대하려는 별도의 노력은 사실상 없다. 사

회적 관계망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도구적 지지, 즉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고 필요

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더 나은 일자리 및 교육 관련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

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덧붙임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관계망의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을기업은 수익활동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제인 동시에 노인들의 자존감과 독립심을 유지해줄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비록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 즉 소규모 착형의 여성노인 

1인가구라도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통해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기업은 ‘기업’이라는 특성상 수익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시장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노인 1인가구를 무조건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여성노인 1인

가구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학력이 낮고 직장경험이 없는 노인이 많아 기업의 입장

에서 고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서비스업 위주의 도시 경

제 속에서 농촌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마을기업에서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시장경쟁성의 확보를 위해 여성노인 1인가구에 대한 간단한 직업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봉제, 비즈, 원예 등의 분야는 고령자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교육도 어렵지 않으므로 이러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노인 1인가구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마을기업과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연계하여 마을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인 1인

가구간의 밥상모임이나 친목모임에 소액의 경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실제로 마을기업에서의 밥상모임과 친목모임이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

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도 발견된다. 

또한 여성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의 문제,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여성노인 뿐 아니라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기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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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 장소 즉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이용한 

판로의 확보,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여성 마을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고, 여성노인 1인가구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할 것이다.

2) 사회적 관계망의 적극적 기능: 활기찬 노후를 위한 정책제언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망의 형성과 유지 측면의 정책이라면 

후술하는 내용은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사회

적 관계망의 유지와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다. 이는 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

지고 있고 이미 활발하게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노인 1인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접근은 직접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은둔형을 발굴하는 형태의 정책이 아닌 현존

하는 관계망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다.

(1) 교양강좌, 취미활동 프로그램 및 공간 활용

이미 다원화된 관계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인 1인가구는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인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취미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를 제공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간접 지원이 유용할 것으로 보

인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라는 행사를 2017년까지 매년 

12회 진행하였으며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현재는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행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1년에 4~5회로 축소하였는

데, 이 행사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어르신들이 영화

를 관람하고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어 영화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인문학 강좌 등의 내

용과 연계하여 참여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

로 서울노인영화제 등의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리고 영화 관람 후 주제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지역 또는 문화 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한산성’ 관람 후 남한산성 방문, 

‘아이 캔 스피크’ 관람 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방문, 안부팔찌(희망나비팔찌) 만들기 

등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기존 다른 복지관의 일반적인 영화 상영 프로그램보다 

‘여성’의 시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해서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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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버 액션단 확대 운영

실버액션단은 서울시 찾동 2단계 사업에서 13개 자치구 중 마을계획단을 운영하는 35

개동 중 여성노인의 참여가 활발한 2개동(여의도동과 공릉2동)을 선정하여 60세 이상의 

여성이 참여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강의, 6080여성의 입장에서 마을의 이

해, 마을의제 구체화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하였다. 여의동에서는 60세 이상 여

성 6명이 참여하였고 공릉2동에서는 10명이 참여하여 8주간 활동하였으며 주로 동주민

센터에서 모여 활동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의동은 지역 내 복합커뮤니티 구성을 제안하였

으며 공릉 2동은 실버카페 내 실버도서관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실버 액션단은 6080여

성의 관점에서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여 나름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실버 액션단은 여성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한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판단 하에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향후 참여자를 여성노인 1인가구 중심의 실버액션단을 구성하여 

1인가구, 여성, 노인의 입장에서 마을 계획을 바라보고, 마을에서 이들이 잘 적응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분 목표 주요내용

교육1
사업배경 공유 및 주제 강연을 
통한 참여자 동기부여

(오리엔테이션) 실버액션단 활동 안내, 참석자 소개
(교육) 여성과 나이듦, 나와 마을  

교육2 여성의 사회참여 필요성 이해
- 60대 여성 생애사와 나
- 여성과 리더쉽

교육3
마을계획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제해결 과정 이해

- 사례로 배우는 마을계획
- 마을공동체사업과 젠더

워크숍1
6080 여성의 시각에서 마을 
이해

- 6080여성, 욕구 기반 마을 다시 바라보기
: 여성으로서 삶 되돌아보기,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삶 되돌아보기

워크숍2
- 6080 여성의 시각에서 의제 발굴
: 파티기획을 적용한 의제 찾기, 선배여성으로 마을 바라보기 

워크숍3 6080 여성의 시각에서 
마을의제 구체화 및 실행계획 
수립

- 의제 구체화하기
: 실버도서관 계획, 복합세대 커뮤니티 계획

워크숍4
- 의제 실행계획 수립하기
: 실행방법 계획서로 구체화하기

워크숍5
평가와 계획을 통한 마을에서 
역할 구축

- 실버액션단 결과발표 및 토론
: 선배시민으로서의 다짐 선포, 향후 마을계획단 적용 방안 공유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표 4-1] 실버액션단 활동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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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결론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서울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의 과정에서 

더 생산적이며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진행

될수록 늘어나는 노인 1인가구의 수를 고려할 때 노인 1인가구의 안정적인 삶의 질 유지

가 고령사회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는 노인 1인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인 1인가구의 활기찬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은 여성노인 1

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는 소극적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고리가 되어 주는 적극적인 기능 역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관계망의 구조적인 특징을 가져야 하는데, 관계망의 크기가 클 것, 접촉 빈

도 및 도가 높을 것 등의 조건과 함께 혈연관계와의 좋은 유대관계, 다양한 배경의 

사람과의 연결망 구성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현황을 분석하여 좋은 사회적 관계망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대부분은 돌봄 위주로, 노인 1인가구를 

복지의 수혜자로 강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즉,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은 다소 빈약한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일자리 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정책은 매우 소수로 부

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크기․접촉빈도․신뢰도․ 도)을 바탕으로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500명 대상의 사회적 관계망 유형화 결과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하였다. 확장형, 중도

형, 소규모 착형의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소규모 착형이 네트워크 규모

와 관계망의 특성 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판단되었다. 정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단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일자리 사업과 관계망 사업의 

연계,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적극 활용 등으로 각 집단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정책을 기능에 따라 재구조화하고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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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역할을 활성화

하고 고령사회에서도 여전히 사회전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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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Social Network of Female Elderly 

Household Living Alone in Seoul

Ik-Hyun JangㆍMi-Yang JeonㆍJin-Young Moon

Single household is on the increase in Seoul. It is reported that the one third 

of household in Seoul is single household. Particularly, the popul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had increase rapidly in Seoul and this is expected to keep 

increasing due to long life expectancy and low fertility rate. Social network for 

elderly living alone is quite important. Social network provides instrumental 

support, such as financial information or job information. In the meanwhile, 

social network provides emotional support as a compan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elderly living alone to maintain the good quality of social network 

for quality of life. This study is particularly focusing on female eldely household 

living alone. Considering social environment in Korea about thirty or forty 

years ago, female elderlies are unlikely to join formal labour market and their 

life is concentrated on family. Thus, female elderly household living alone is 

likely to suffer from the lack of social network. This study investigates five 

hundreds of female elderly household living alone. The investigation mainly 

focuses on social network that they have. In doing so, this study employs 

ego-centric network analysis to identify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 of each female elderly living alone.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y three types of social network of female single 

elderlies. The first is ‘extended network’, who are relatively young and rich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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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period of living alone. The second is ‘mid-size network’, who are older 

than the first and longer period of living alone. The last one is ‘closed network’, 

who are oldest and poor, and contact only to limited number of people. 

Previous policy programs for elderly household treated them as welfare 

recipient, but this study shows there are diversity among them, and argues 

policy programs has to be more specific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m.



71

서
울
시
 여
성
노
인
 1
인
가
구
 사
회
적
 관
계
망
 강
화
방
안

Contents

01 Introduction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2_Main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02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Senior Single women Households on Seoul

1_Current Status of Senior Single women Households on Seoul

2_Definition and Function of Social Network

3_Current Policy of Senior Single women Households

4_Abroad Case Study

5_Summary and Implication

03 A Survey on the Senior Single women Households on Seoul

1_Overview of the Survey and Statistics

2_Social Network Characteristic

3_Typing of Social Network

4_Summary and Implication

04 Policy perspectives and Conclusion

1_General Directions of Policy

2_Policy Perspectives

3_Conclusion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방안

SeTTA 2018-CR-17

발행일  2019년 4월 30일

발행처  서울싱크탱크협의체

ISBN  979-11-5700-413-3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69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속합니다.


	요약
	목차
	01연구개요
	02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사회적 관계망 현황과 쟁점
	03여성노인 1인가구사회적 관계망 실태조사
	04정책 제언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sRGB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12LotteMartDreamBold
    /12LotteMartDreamLight
    /12LotteMartDreamMedium
    /12LotteMartHappyBold
    /12LotteMartHappyMedium
    /12LotteMartHLight
    /3Of9Barcode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beArabic-Bold
    /AdobeArabic-BoldItalic
    /AdobeArabic-Italic
    /AdobeArabic-Regular
    /AdobeDevanagari-Bold
    /AdobeDevanagari-BoldItalic
    /AdobeDevanagari-Italic
    /AdobeDevanagari-Regular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FanHeitiStd-Bold
    /AdobeGothicStd-Bold
    /AdobeHebrew-Bold
    /AdobeHebrew-BoldItalic
    /AdobeHebrew-Italic
    /AdobeHebrew-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Naskh-Medium
    /AdobeSongStd-Light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haroni-Bold
    /ahn2006-B
    /ahn2006-L
    /ahn2006-M
    /AimsinyourLifenormal
    /Algerian
    /AmiR-HM
    /Andalus
    /Andi'sCritters
    /AngsanaNew
    /AngsanaNew-Bold
    /AngsanaNew-BoldItalic
    /AngsanaNew-Italic
    /AngsanaUPC
    /AngsanaUPC-Bold
    /AngsanaUPC-BoldItalic
    /AngsanaUPC-Italic
    /AnnCrawlers
    /Aparajita
    /Aparajita-Bold
    /Aparajita-BoldItalic
    /Aparajita-Italic
    /ArabicTypesetting
    /ArborisFolium
    /Arial-Black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ritaSB
    /AuctionGothicBold
    /AuctionGothicLight
    /AuctionGothicMedium
    /AvantGarde-Book
    /AvantGarde-BookOblique
    /AvantGarde-Demi
    /AvantGarde-DemiOblique
    /AvantGardeExtLitITCTT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BookOblique
    /AvantGardeITCbyBT-Demi
    /AvantGardeITCbyBT-DemiOblique
    /AvantGardeITCbyBT-Medium
    /BareunBatangB
    /BareunBatangL
    /BareunBatangM
    /BareunBatangPro-1
    /BareunBatangPro-2
    /BareunBatangPro-3
    /BareunDotum-1
    /BareunDotum-2
    /BareunDotum-3
    /BareunDotumPro-1
    /BareunDotumPro-2
    /BareunDotumPro-3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haus93
    /BCcardB
    /BCcardL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rkeleyRetrospectiveBookSSiBook
    /BerkeleyRetrospectiveBookSSiBookItalic
    /BerkeleyRetrospectiveSSiBoldItalic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etweenmyears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londebats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org
    /Bows
    /BradleyHandITC
    /BritannicBold
    /Broadway
    /BrowalliaNew
    /BrowalliaNew-Bold
    /BrowalliaNew-BoldItalic
    /BrowalliaNew-Italic
    /BrowalliaUPC
    /BrowalliaUPC-Bold
    /BrowalliaUPC-BoldItalic
    /BrowalliaUPC-Italic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BulletMix2
    /BusanFont_Provisional
    /BusinessIndustrial
    /Cairo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bri-Light
    /Calibri-Light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rrArrowsfilled
    /CarrArrowsoutline
    /CarrXmasDingbats
    /Castellar
    /Centaur
    /Century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LightIt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ickabiddies
    /Chiller-Regular
    /CindyIcons-Regular
    /Cityscape
    /ClassifiedDingbats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rdiaNew
    /CordiaNew-Bold
    /CordiaNew-BoldItalic
    /CordiaNew-Italic
    /CordiaUPC
    /CordiaUPC-Bold
    /CordiaUPC-BoldItalic
    /CordiaUPC-Italic
    /Counterscraps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urlzMT
    /Daum_Regular
    /Daum_SemiBold
    /DaunPenh
    /David
    /David-Bold
    /DavysRegular
    /DFKaiShu-SB-Estd-BF
    /DilleniaUPC
    /DilleniaUPCBold
    /DilleniaUPCBoldItalic
    /DilleniaUPCItalic
    /Dinbla
    /DINBLACKBlack
    /Dinbol
    /DINBOLBold
    /DINBold
    /Diner
    /Dinlig
    /DIN-Light
    /DINLLight
    /Dinmed
    /DIN-Medium
    /DINNormal
    /DINPro-Black
    /DINPro-Bold
    /DINPro-Light
    /DINPro-Medium
    /DINPro-Regular
    /DINREG
    /Dinreg
    /DIN-Regular
    /DokChampa
    /Dotum
    /DotumChe
    /Ebrima
    /Ebrima-Bold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crosiaUPC
    /EucrosiaUPCBold
    /EucrosiaUPCBoldItalic
    /EucrosiaUPCItalic
    /EuphemiaCAS
    /EuroSig
    /ExpoB-HM
    /ExpoL-HM
    /ExpoM-HM
    /FangSong
    /FelixTitlingMT
    /FilmStrip
    /Flags
    /FOOD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00Becker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ankRuehl
    /FreesiaUPC
    /FreesiaUPCBold
    /FreesiaUPCBoldItalic
    /FreesiaUPC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rutigerLT-Light
    /FrutigerLT-Roman
    /FrutigerLTStd-Light
    /FrutigerLTStd-Roman
    /FuturaBT-Bold
    /FuturaBT-Medium
    /FZSY--SURROGATE-0
    /Gabriola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Italic
    /GaramondPremrPro
    /GaramondPremrPro-It
    /GaramondPremrPro-Smbd
    /GaramondPremrPro-SmbdIt
    /Garanimals
    /GardenDingbats
    /Gautami
    /Gautami-Bold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isha
    /Gisha-Bold
    /GleeClub
    /glogo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doB
    /GodoM
    /godoRoundedL
    /godoRoundedR
    /GothicRoundXB-HM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rrlzstuff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GyeonggiBatangB
    /GyeonggiBatangBOTF
    /GyeonggiBatangR
    /GyeonggiBatangROTF
    /GyeonggiTitleB
    /GyeonggiTitleBOTF
    /GyeonggiTitleL
    /GyeonggiTitleLOTF
    /GyeonggiTitleM
    /GyeonggiTitleMOTF
    /GyeonggiTitleV
    /GyeonggiTitleVOTF
    /H2bulB
    /H2bulL
    /H2bulM
    /H2cysB
    /H2cysL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porL
    /H2porM
    /H2sa1M
    /H2wulE
    /H2wulL
    /HaanBaekjeB
    /HaanBaekjeM
    /HaanCjaB
    /HaanCjaL
    /HaanCjaM
    /HaanSaleB
    /HaanSale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anSollipB
    /HaanSollipM
    /HaanSomangB
    /HaanSomangM
    /HaanYGodic23
    /HaanYGodic24
    /HaanYGodic25
    /HaanYHeadB
    /HaanYHeadL
    /HaanYHeadM
    /Haettenschweiler
    /happyoffspringsofplankton
    /HarlowSolid
    /Harrington
    /HCRBatang
    /HCRBatang-Bold
    /HCRBatangExt
    /HCRDotum
    /HCRDotum-Bold
    /HCRDotumExt
    /HDharmonyB
    /HDharmonyL
    /HDharmonyM
    /HeadlineR-HM
    /HeadR
    /Helvetica
    /Helvetica33-ExtendedThin
    /Helvetica43-ExtendedLight
    /Helvetica53-Extended
    /Helvetica57-Condensed
    /Helvetica63-ExtendedMedium
    /Helvetica73-ExtendedBold
    /Helvetica75-Bold
    /Helvetica83-ExtendedHeavy
    /Helvetica93-ExtendedBlack
    /Helvetica95-Black
    /Helvetica-BlackOblique
    /Helvetica-BoldOblique
    /Helvetica-Compressed
    /Helvetica-CondBlkObl
    /Helvetica-CondBoldObl
    /Helvetica-CondensedBold
    /Helvetica-CondLtObl
    /Helvetica-ExtraCompressed
    /HelveticaFractions
    /HelveticaFractions-Bold
    /HelveticaInserat
    /Helvetica-Light
    /Helvetica-LightOblique
    /Helvetica-Narrow
    /Helvetica-Narrow-Bold
    /HelveticaNarrowBoldLefty
    /Helvetica-Narrow-BoldOblique
    /HelveticaNarrowLefty
    /Helvetica-Narrow-Oblique
    /HelveticaNeueLTPro-BlkExO
    /HelveticaNeue-MediumExtOblique
    /Helvetica-Oblique
    /HelveticaRounded-BlackOblique
    /HelveticaRounded-BoldOblique
    /HelveticaRounded-CondBoldObl
    /Helvetica-UltraCompressed
    /HfHobofontSw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iTelWulTitle
    /HMKBP
    /HMKBS
    /HoboStd
    /HolidayAi
    /HolidayBi
    /HoonSaemaR
    /HourPhoto
    /HYbdaL
    /HYbdaM
    /HYbsrB
    /HYBuDle-Medium
    /HYcysM
    /HYdnkB
    /HYdnkM
    /HYGoThic-Bold
    /HYGoThic-Light
    /HYgprM
    /HYGraPhic-Bold
    /HYgsrB
    /HYgtrE
    /HYhaeseo
    /HYHaeSo-Medium
    /HYHeadLine-Bold
    /HyhwpEQ
    /HYkanB
    /HYkanM
    /HYKHeadLine-Bold
    /HYKHeadLine-Medium
    /HYLongSamul-Bold
    /HYLongSamul-Light
    /HYLongSamul-Medium
    /HYmjrE
    /HYmprL
    /HYMyeongJo-Light
    /HYMyeongJo-Medium
    /HYMyeongJo-Ultra
    /HYnamB
    /HYnamL
    /HYnamM
    /HYporM
    /HYsanB
    /HYSinMun-MyeongJo
    /HYSinMyeongJo-Bold
    /HYsnrL
    /HYsupB
    /HYsupM
    /HYtbrB
    /HYwulB
    /HYwulM
    /Imfornation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InterGTB
    /InterGTL
    /InterGTM
    /IrisUPC
    /IrisUPCBold
    /IrisUPCBoldItalic
    /IrisUPCItalic
    /IskoolaPota
    /IskoolaPota-Bold
    /JasmineUPC
    /JasmineUPCBold
    /JasmineUPCBoldItalic
    /JasmineUPCItalic
    /JasuR-HM
    /JejuGothic
    /JejuHallasan
    /JejuMyeongjo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julesgirltalk
    /Jumja-1
    /Jung-ExtraBold
    /KaiTi
    /Kalinga
    /Kalinga-Bold
    /Kartika
    /Kartika-Bold
    /KBIZgoB
    /KBIZgoH
    /KBIZgoL
    /KBIZgoM
    /KBIZgoR
    /KBIZmjoB
    /KBIZmjoL
    /KBIZmjoM
    /KBIZmjoR
    /KhmerUI
    /KhmerUI-Bold
    /KodchiangUPC
    /KodchiangUPCBold
    /KodchiangUPCBoldItalic
    /KodchiangUPCItalic
    /Kokila
    /Kokila-Bold
    /Kokila-BoldItalic
    /Kokila-Italic
    /KoPubBatangBold
    /KoPubBatangLight
    /KoPubBatangMedium
    /KoPubDotumBold
    /KoPubDotumLight
    /KoPubDotumMedium
    /KoreanDREAM7-R
    /KozGoPr6N-Bold
    /KozGoPr6N-ExtraLight
    /KozGoPr6N-Heavy
    /KozGoPr6N-Light
    /KozGoPr6N-Medium
    /KozGoPr6N-Regular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6N-Bold
    /KozMinPr6N-ExtraLight
    /KozMinPr6N-Heavy
    /KozMinPr6N-Light
    /KozMinPr6N-Medium
    /KozMinPr6N-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ript
    /LaoUI
    /LaoUI-Bold
    /Latha
    /Latha-Bold
    /LatinWide
    /Leelawadee
    /Leelawadee-Bold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evenimMT
    /LevenimMT-Bold
    /LilyUPC
    /LilyUPCBold
    /LilyUPCBoldItalic
    /LilyUPCItalic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cDingbats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
    /Mangal-Bold
    /Marlett
    /MaturaMTScriptCapitals
    /MDAlong
    /MDArt
    /MDEasop
    /MDGaesung
    /MDSol
    /Meiryo
    /Meiryo-Bold
    /Meiryo-BoldItalic
    /Meiryo-Italic
    /MeiryoUI
    /MeiryoUI-Bold
    /MeiryoUI-BoldItalic
    /MeiryoUI-Italic
    /MesquiteStd
    /MHunmin
    /MicrosoftHimalaya
    /MicrosoftJhengHeiBold
    /MicrosoftJhengHeiRegular
    /MicrosoftNewTaiLue
    /MicrosoftNewTaiLue-Bold
    /MicrosoftPhagsPa
    /MicrosoftPhagsPa-Bold
    /MicrosoftSansSerif
    /MicrosoftTaiLe
    /MicrosoftTaiLe-Bold
    /MicrosoftUighur
    /MicrosoftYaHei
    /MicrosoftYaHei-Bold
    /Microsoft-Yi-Baiti
    /MingLiU
    /MingLiU-ExtB
    /Ming-Lt-HKSCS-ExtB
    /Ming-Lt-HKSCS-UNI-H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riam
    /MiriamFixed
    /Mistral
    /ModakR-HM
    /ModernH-Bold
    /ModernH-EcoLight
    /ModernH-Light
    /ModernH-Medium
    /Modern-Regular
    /MoebiusKorea-Bold
    /MoebiusKorea-Regular
    /MoeumTR-HM
    /MOF_B
    /MOF_L
    /MOF_M
    /MongolianBaiti
    /MonotypeCorsiva
    /MonotypeSorts
    /MoolBoran
    /MS-Gothic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UIGothic
    /MT-Extra
    /musicfun
    /MVBoli
    /MyriadArabic-Bold
    /MyriadArabic-BoldIt
    /MyriadArabic-It
    /MyriadArabic-Regular
    /MyriadHebrew-Bold
    /MyriadHebrew-BoldIt
    /MyriadHebrew-It
    /MyriadHebrew-Regular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NamuR-HM
    /NanumBarunGothic
    /NanumBarunGothicBold
    /NanumBarunGothicOTF
    /NanumBarunGothicOTFBold
    /NanumBarunGothicOTFLight
    /NanumBarunGothicOTFUltraLight
    /NanumBrush
    /NanumGothic
    /NanumGothicBold
    /NanumGothicEco
    /NanumGothicEcoBold
    /NanumGothicEcoExtraBold
    /NanumGothicExtraBold
    /NanumGothicLight
    /NanumMyeongjo
    /NanumMyeongjoBold
    /NanumMyeongjoEco
    /NanumMyeongjoEcoBold
    /NanumMyeongjoEcoExtraBold
    /NanumMyeongjoExtraBold
    /NanumPen
    /NanumSquareB
    /NanumSquareEB
    /NanumSquareL
    /NanumSquareOTFB
    /NanumSquareOTFR
    /NanumSquareR
    /Narkisim
    /New
    /NewGulim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SimSun
    /NuevaStd-Bold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NuevaStd-Italic
    /Nuggim
    /Nyala-Regular
    /OCRAbyBT-Regular
    /OCRAExtended
    /OCRAStd
    /OCRB10PitchBT-Regular
    /OldEnglishTextMT
    /Onyx
    /OratorStd
    /OratorStd-Slanted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nhwaR-HM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HILBATS
    /PlantagenetCherokee
    /Playbill
    /PMingLiU
    /PMingLiU-ExtB
    /Poke'monMasterDingBat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restigeEliteStd-Bd
    /Pristina-Regular
    /PRUGIO_Bold
    /PRUGIO_Light
    /PRUGIO_Medium
    /PureunJeonnam
    /PureunJeonnamBold
    /PyunjiR-HM
    /QDotum
    /QGulim
    /QGungsuh
    /Raavi
    /RageItalic
    /Rainie'sKids-Regular
    /Ravie
    /RixBGB
    /RixBGEB
    /RixBGL
    /RixBGM
    /RixCoffeeM
    /RixComingsoonB
    /RixEggFriM
    /RixGamgijosimhaeM
    /RixGoB
    /RixGoEB
    /RixGoL
    /RixGoM
    /RixHeadB
    /RixHeadEB
    /RixHeadL
    /RixHeadM
    /RixJGoB
    /RixJGoL
    /RixJGoM
    /RixMGoB
    /RixMGoEB
    /RixMGoL
    /RixMGoM
    /RixMjB
    /RixMjEB
    /RixMjL
    /RixMjM
    /RixMMjB
    /RixMMjEB
    /RixMMjL
    /RixMMjM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d
    /RosewoodStd-Regular
    /SaenaegiR-HM
    /SakkalMajalla
    /SakkalMajallaBold
    /SamNewM-HM
    /SandJg
    /SandKg
    /SandKm
    /SandSaB
    /SandSaL
    /SandSaM
    /SanDsL
    /SanDsM
    /SandSm
    /SandTg
    /SandTm
    /SangSangTitleB
    /SanHgB
    /SanHgL
    /SanHgM
    /SanSwB
    /SanSwL
    /sbnetbaby-Regular
    /SCByTheSea
    /Schrift
    /ScriptMTBold
    /SegoePrint
    /SegoePrint-Bold
    /SegoeScript
    /SegoeScript-Bold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goeUI-Light
    /SegoeUI-SemiBold
    /SegoeUISymbol
    /SeGulim
    /SeH-CB
    /SeH-CBL
    /SeH-CEB
    /SeH-CL
    /SeH-CM
    /Seko
    /SeN-CB
    /SeN-CBL
    /SeN-CEB
    /SeN-CL
    /SeN-CM
    /SeoulHangangB
    /SeoulHangangEB
    /SeoulHangangL
    /SeoulHangangM
    /SeoulNamsanB
    /SeoulNamsanEB
    /SeoulNamsanL
    /SeoulNamsanM
    /SeoulNamsanvert
    /SHeadG
    /ShonarBangla
    /ShonarBangla-Bold
    /ShowcardGothic-Reg
    /Shruti
    /Shruti-Bold
    /SignsMT
    /SignsNormal
    /SimHei
    /SimplifiedArabic
    /SimplifiedArabic-Bold
    /SimplifiedArabicFixed
    /SimSun
    /SimSun-ExtB
    /SM3JGothic-01
    /SM3JGothic-02
    /SM3JGothic-03
    /SM3KGothic-Regular
    /SM3KMyungJo-Regular
    /SM3Naru-02
    /SM3SEMyungJo-Regular
    /SM3SJGothic-01
    /SM3SJGothic-02
    /SM3SJGothic-03
    /SM3SMyungJo-02
    /SM3SMyungJo-03
    /SM3SPgoSE-Regular
    /SM3SPgoT-Regular
    /SM3SPmuGU-Regular
    /SM3SPmuJ-Regular
    /SM3SPmuT-Regular
    /SM3SSMyungJo-02
    /SM3SSMyungJo-03
    /SM3SSMyungJo-04
    /SMDinaruStd-Regular
    /SMDokdoSStd-Regular
    /SMFreeStd-B
    /SMFreeStd-L
    /SMFreeStd-M
    /SMGaeguStd-L
    /SMGMokPanStd-Regular
    /SMHangSerStd-Regular
    /SMJGothic10Std-Regular
    /SMJGothicStd-Regular
    /SMJMyungJoStd-Regular
    /SMJunEumStd-Regular
    /SMKGothicStd-Regular
    /SMKMyungJoStd-Regular
    /SMMokPanStd-Regular
    /SMMyungMoonStd-Regular
    /SMORyounStd-Regular
    /SMRGraStd-Regular
    /SMSatGatStd-Regular
    /SMSEGothicStd-Regular
    /SMSEMyungJoStd-Regular
    /SMSenaruStd-Regular
    /SMSeValStd-Regular
    /SMSJGothicStd-Regular
    /SMSMyungJoPro-Regular
    /SMSMyungJoStd-Regular
    /SMSongMyungStd-Regular
    /SMSSMyungJo10Std-Regular
    /SMSSMyungJoStd-Regular
    /SMSUMyungJoStd-Regular
    /SMSunfStd-L
    /SMTGothicStd-Regular
    /SMTimeStd-L
    /SMTMyungJoStd-Regular
    /SMTnmStd-01
    /SMTnmStd-02
    /SMTnmStd-03
    /SMTnmStd-04
    /SMTnmStd-B
    /SMTnmStd-L
    /SMTnmStd-M
    /SMWallinStd-Regular
    /SnapITC-Regular
    /SohaR-HM
    /SourceHanSansKR-Bold
    /SourceHanSansKR-ExtraLight
    /SourceHanSansKR-Heavy
    /SourceHanSansKR-Light
    /SourceHanSansKR-Medium
    /SourceHanSansKR-Normal
    /SourceHanSansKR-Regular
    /SourceHanSerifKR-Bold
    /SourceHanSerifKR-ExtraLight
    /SourceHanSerifKR-Heavy
    /SourceHanSerifKR-Light
    /SourceHanSerifKR-Medium
    /SourceHanSerifKR-Regular
    /SourceHanSerifKR-SemiBold
    /Stencil
    /StencilStd
    /Sylfaen
    /SymbolMT
    /TaeGP
    /TaeGulim
    /Tahoma
    /Tahoma-Bold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ombats-One
    /TombatsThree
    /ToonPlain
    /TraditionalArabic
    /TraditionalArabic-Bold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STNamr
    /TSTPenC
    /Tunga
    /Tunga-Bold
    /tvNEnjoystoriesB
    /tvNEnjoystoriesL
    /tvNEnjoystoriesM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Univers
    /UniversalStd-GreekwMathPi
    /UniversalStd-NewswithCommPi
    /Univers-Black
    /Univers-BlackOblique
    /Univers-Condensed
    /UniversityRomanStd
    /UniversLTStd
    /UniversLTStd-BlackEx
    /UniversLTStd-BlackExObl
    /UniversLTStd-Bold
    /UniversLTStd-BoldCn
    /UniversLTStd-BoldCnObl
    /UniversLTStd-BoldEx
    /UniversLTStd-BoldExObl
    /UniversLTStd-BoldObl
    /UniversLTStd-Cn
    /UniversLTStd-CnObl
    /UniversLTStd-LightUltraCn
    /UniversLTStd-Obl
    /UniversLTStd-ThinUltraCn
    /UniversLTStd-UltraCn
    /UniversLTStd-XBlack
    /UniversLTStd-XBlackEx
    /UniversLTStd-XBlackExObl
    /UniversLTStd-XBlackObl
    /Univers-Oblique
    /Utsaah
    /Utsaah-Bold
    /Utsaah-BoldItalic
    /Utsaah-Italic
    /Vani
    /Vani-Bold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jaya
    /Vijaya-Bold
    /VinerHandITC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Vrinda-Bold
    /Webdings
    /WebGaeulM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WoorinR-HM
    /YDI2002
    /YDIBirdB
    /YDIBirdL
    /YDIBirdM
    /YDIGasiIIB
    /YDIIrisB
    /YDIIrisL
    /YDIIrisM-KSCpc-EUC-H
    /YDISapphIIB-KSCpc-EUC-H
    /YDISapphIIL-KSCpc-EUC-H
    /YDISapphIIM-KSCpc-EUC-H
    /YDIYGO150
    /YDIYGO160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10
    /YDIYMjO32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50
    /YDIYMjO360
    /YDSAH
    /YDSJH
    /YDSJY
    /YeopseoR-HM
    /YetR-HM
    /YetSansL-HM
    /YGO520
    /YGO530
    /YGO540
    /YGO550
    /YjBACDOOBold
    /YJBELLAMedium
    /YJBLOCKMedium
    /YJBONMOKGAKMedium
    /YjBUTGOTLight
    /YjCHMSOOTBold
    /YjDOOLGIMedium
    /YjDWMMOOGJOMedium
    /YjGABIBold
    /YjGOTGAEMedium
    /YjINITIALPOSITIVEMedium
    /YJINJANGMedium
    /YjMAEHWASemiBold
    /YjNANCHOMedium
    /YjSHANALLMedium
    /YjSOSELSemiBold
    /YjTEUNTEUNBold
    /YjWADAGMedium
    /Ymjo420
    /Ymjo440
    /Ymjo450
    /YMjO520
    /YMjO530
    /YMjO540
    /YMjO550
    /YonseiB
    /YoonGothicB
    /YoonGothicL
    /YoonGothicM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ARA <FEFF06270633062A062E062F0645002006470630064700200627064406250639062F0627062F0627062A0020064406250646063406270621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645062A064806270641064206290020064406440637062806270639062900200641064A00200627064406450637062706280639002006300627062A0020062F0631062C0627062A002006270644062C0648062F0629002006270644063906270644064A0629061B0020064A06450643064600200641062A062D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5000440046002006270644064506460634062306290020062806270633062A062E062F0627064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648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6250635062F0627063100200035002E0030002006480627064406250635062F062706310627062A0020062706440623062D062F062B002E0635062F0627063100200035002E0030002006480627064406250635062F062706310627062A0020062706440623062D062F062B002E>
    /BGR <FEFF04180437043f043e043b043704320430043904420435002004420435043704380020043d0430044104420440043e0439043a0438002c00200437043000200434043000200441044a043704340430043204300442043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c0020043c0430043a04410438043c0430043b043d043e0020043f044004380433043e04340435043d04380020043704300020043204380441043e043a043e043a0430044704350441044204320435043d0020043f04350447043004420020043704300020043f044004350434043f0435044704300442043d04300020043f043e04340433043e0442043e0432043a0430002e002000200421044a04370434043004340435043d043804420435002000500044004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0043c043e0433043004420020043404300020044104350020043e0442043204300440044f04420020044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3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800200441043b0435043404320430044904380020043204350440044104380438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FEFF005400610074006f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5006e00ed00200070006f0075017e0069006a007400650020006b0020007600790074007600e101590065006e00ed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1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740065007200e90020007300650020006e0065006a006c00e90070006500200068006f006400ed002000700072006f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e00ed0020007400690073006b00200061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e002000200056007900740076006f01590065006e00e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20075006400650020006d006f017e006e00e90020006f007400650076015900ed007400200076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5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20006e006f0076011b006a016100ed00630068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ETI <FEFF004b00610073007500740061006700650020006e0065006900640020007300e400740074006500690064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6500740073006500200074007200fc006b006900650065006c00730065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d0069007300650020006a0061006f006b007300200073006f00620069006c0069006b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6400650020006c006f006f006d006900730065006b0073002e00200020004c006f006f00640075006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730061006100740065002000610076006100640061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d0069006400650067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e0069006e0067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a00610020007500750065006d00610074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f006e00690064006500670061002e000d000a>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GRE <FEFF03a703c103b703c303b903bc03bf03c003bf03b903ae03c303c403b5002003b103c503c403ad03c2002003c403b903c2002003c103c503b803bc03af03c303b503b903c2002003b303b903b1002003bd03b1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c403b5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3c003bf03c5002003b503af03bd03b103b9002003ba03b103c42019002003b503be03bf03c703ae03bd002003ba03b103c403ac03bb03bb03b703bb03b1002003b303b903b1002003c003c103bf002d03b503ba03c403c503c003c903c403b903ba03ad03c2002003b503c103b303b103c303af03b503c2002003c503c803b703bb03ae03c2002003c003bf03b903cc03c403b703c403b103c2002e0020002003a403b10020005000440046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3c003bf03c5002003ad03c703b503c403b5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b9002003bc03c003bf03c103bf03cd03bd002003bd03b1002003b103bd03bf03b903c703c403bf03cd03bd002003bc03b5002003c403b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3c403b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3ba03b103b9002003bc03b503c403b103b303b503bd03ad03c303c403b503c103b503c2002003b503ba03b403cc03c303b503b903c2002e>
    /HEB <FEFF05D405E905EA05DE05E905D5002005D105D405D205D305E805D505EA002005D005DC05D4002005DB05D305D9002005DC05D905E605D505E8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5D405DE05D505EA05D005DE05D905DD002005DC05D405D305E405E105EA002005E705D305DD002D05D305E405D505E1002005D005D905DB05D505EA05D905EA002E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5000440046002005E905E005D505E605E805D5002005E005D905EA05E005D905DD002005DC05E405EA05D905D705D4002005D105D005DE05E605E205D505E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02D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5D505D205E805E105D005D505EA002005DE05EA05E705D305DE05D505EA002005D905D505EA05E8002E05D005DE05D905DD002005DC002D005000440046002F0058002D0033002C002005E205D905D905E005D5002005D105DE05D305E805D905DA002005DC05DE05E905EA05DE05E9002005E905DC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E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5000440046002005E905E005D505E605E805D5002005E005D905EA05E005D905DD002005DC05E405EA05D905D705D4002005D105D005DE05E605E205D505E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02D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5D505D205E805E105D005D505EA002005DE05EA05E705D305DE05D505EA002005D905D505EA05E8002E>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FEFF004b0069007600e1006c00f30020006d0069006e0151007300e9006701710020006e0079006f006d00640061006900200065006c0151006b00e90073007a00ed007401510020006e0079006f006d00740061007400e100730068006f007a0020006c006500670069006e006b00e1006200620020006d0065006700660065006c0065006c015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61007400200065007a0065006b006b0065006c0020006100200062006500e1006c006c00ed007400e10073006f006b006b0061006c0020006b00e90073007a00ed0074006800650074002e0020002000410020006c00e90074007200650068006f007a006f00740074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200061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e9007300200061007a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c0020007600610067007900200061007a002000610074007400f3006c0020006b00e9007301510062006200690020007600650072007a006900f3006b006b0061006c0020006e00790069007400680061007400f3006b0020006d00650067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LTH <FEFF004e006100750064006f006b0069007400650020016100690075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6d006500740072007500730020006e006f0072011700640061006d00690020006b00750072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750072006900650020006c0061006200690061007500730069006100690020007000720069007400610069006b007900740069002000610075006b01610074006f00730020006b006f006b007900620117007300200070006100720065006e006700740069006e00690061006d00200073007000610075007300640069006e0069006d00750069002e0020002000530075006b00750072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10069002000670061006c006900200062016b007400690020006100740069006400610072006f006d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72002000760117006c00650073006e0117006d00690073002000760065007200730069006a006f006d00690073002e>
    /LVI <FEFF0049007a006d0061006e0074006f006a00690065007400200161006f00730020006900650073007400610074012b006a0075006d00750073002c0020006c0061006900200076006500690064006f0074007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6100730020006900720020012b00700061016100690020007000690065006d01130072006f00740069002000610075006700730074006100730020006b00760061006c0069007401010074006500730020007000690072006d007300690065007300700069006501610061006e006100730020006400720075006b00610069002e00200049007a0076006500690064006f006a006900650074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6f0020007600610072002000610074007601130072007400200061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c0020006b0101002000610072012b00200074006f0020006a00610075006e0101006b0101006d002000760065007200730069006a0101006d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OL <FEFF0055007300740061007700690065006e0069006100200064006f002000740077006f0072007a0065006e00690061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f30077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7a0065007a006e00610063007a006f006e00790063006800200064006f002000770079006400720075006b00f30077002000770020007700790073006f006b00690065006a0020006a0061006b006f015b00630069002e00200020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d006f017c006e00610020006f007400770069006500720061010700200077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9006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90020006e006f00770073007a0079006d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RUM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10163006900200061006300650073007400650020007300650074010300720069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6100200063007200650061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6006100740065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7400690070010300720069007200650061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7400610074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6100720103002e00200020004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c0065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70006f007400200066006900200064006500730063006800690073006500200063007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15f00690020007600650072007300690075006e0069006c006500200075006c0074006500720069006f006100720065002e>
    /RUS <FEFF04180441043f043e043b044c04370443043904420435002004340430043d043d044b04350020043d0430044104420440043e0439043a043800200434043b044f00200441043e043704340430043d0438044f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e043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43c0430043a04410438043c0430043b044c043d043e0020043f043e04340445043e0434044f04490438044500200434043b044f00200432044b0441043e043a043e043a0430044704350441044204320435043d043d043e0433043e00200434043e043f0435044704300442043d043e0433043e00200432044b0432043e04340430002e002000200421043e043704340430043d043d044b04350020005000440046002d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4b0020043c043e0436043d043e0020043e0442043a0440044b043204300442044c002004410020043f043e043c043e0449044c044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3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800200431043e043b043504350020043f043e04370434043d043804450020043204350440044104380439002e>
    /SKY <FEFF0054006900650074006f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5006e0069006100200070006f0075017e0069007400650020006e00610020007600790074007600e100720061006e0069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74006f007200e90020007300610020006e0061006a006c0065007001610069006500200068006f0064006900610020006e0061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e00fa00200074006c0061010d00200061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e00200056007900740076006f00720065006e00e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20075006400650020006d006f017e006e00e90020006f00740076006f00720069016500200076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f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20006e006f0076016100ed00630068002e>
    /SLV <FEFF00540065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9007400760065002000750070006f0072006100620069007400650020007a00610020007500730074007600610072006a0061006e006a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6900200073006f0020006e0061006a007000720069006d00650072006e0065006a016100690020007a00610020006b0061006b006f0076006f00730074006e006f0020007400690073006b0061006e006a00650020007300200070007200690070007200610076006f0020006e00610020007400690073006b002e00200020005500730074007600610072006a0065006e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a00650020006d006f0067006f010d00650020006f0064007000720065007400690020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9006e0020006e006f00760065006a01610069006d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TUR <FEFF005900fc006b00730065006b0020006b0061006c006900740065006c0069002000f6006e002000790061007a006401310072006d00610020006200610073006b013100730131006e006100200065006e0020006900790069002000750079006100620069006c006500630065006b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6f006c0075015f007400750072006d0061006b0020006900e70069006e00200062007500200061007900610072006c0061007201310020006b0075006c006c0061006e0131006e002e00200020004f006c0075015f0074007500720075006c0061006e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6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6006500200073006f006e0072006100730131006e00640061006b00690020007300fc007200fc006d006c00650072006c00650020006100e70131006c006100620069006c00690072002e>
    /UKR <FEFF04120438043a043e0440043804410442043e043204430439044204350020044604560020043f043004400430043c043504420440043800200434043b044f0020044104420432043e04400435043d043d044f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56043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44f043a04560020043d04300439043a04400430044904350020043f045604340445043e0434044f0442044c00200434043b044f0020043204380441043e043a043e044f043a04560441043d043e0433043e0020043f0435044004350434043404400443043a043e0432043e0433043e0020043404400443043a0443002e00200020042104420432043e04400435043d045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00050004400460020043c043e0436043d04300020043204560434043a04400438044204380020044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42043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00431043e0020043f04560437043d04560448043e04570020043204350440044104560457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