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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울산의 인구구조가 고령인구비중이 낮아 그 동안 젊은 도시라 명명되었던 것을 역으로 생
각해보면, 향후 울산광역시의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 될 것
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인가가 증가함으로 인해 지역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동시에 내수소비가 감소하면서 울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어려
움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울산광역시의 고령화 수준을 시기별로 진단을 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
을 제안하였다.
Aging problem would not be a hot issue in modern society as the economic growth is
getting on the stable level. The economic stability in family, I think, tend to make people
focus to their own leisure, works and the expected future income, not to their next
generations'. Especially, Ulsan located on south-east bound of South Korea has built an
extraordinary population structure heavily leaned to the manufacturing industris(Automobiles,

●●● 87 ●●●

海峽圈硏究

Ships, Ocean Engineering and Chemical). By now, the population aging in Ulsan is likely to
be "Not A Big Deal", because newly coming young workers substitute for the elderly workers
every year. But nowadays, as the young workers are getting older in Ulsan, the aging
problem starts to threaten the economic growth, consumption, production on all area of
Ulsan. So,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are the big issues occurred from aging society
especially in Ulsan and suggests how prepares to the social and economical problems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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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
는 국가경제성장의 초기에서 선진국 수준의 성숙기에 접어든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제성장의 초입기에는 자본과 노동집약적 산업정책으로 인하여 인구증가가 국가
의 최대관심이었으나, 경제성장의 완성기로 진입하면서 기술과 지식기반 및 고부가가치산업
으로 산업정책이 전환되고 동시에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여가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젊은
인구는 축소되고, 과거 집약적인 출산이 발생한 시기의 세대가 고령화됨으로 인해 선진국 또
는 한국과 같은 준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울산의 경우 과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가경제의 산업핵심지역역할을 해왔음. 3대제
조업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중심 산업 지역으로 육성되어진 울산의 경우 자본과 노동
집약산업중심지인 이유로 타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이 많이 분포되고, 타지역
으로의 전입과 전출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러나 울산의 경제성장과정 또한 국가적인 거시경제성장과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음. 즉,
지역경제성장의 초기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인하여 젊은 인구의 전출입이 왕성하였고, 노
령인구의 노동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타대도시에 비하여 노령인구 비중이 적었
으나, 울산의 경제구조가 점점 기술집약적 또는 고부가가치화되어지고, 지역의 소득증가로 인
한 정주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됨에 따라 과거 집약적으로 젊은 인구가 분포되어져 있던 울산
의 인구구조는 지역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고령인구층이 두터워지게 된다
현재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국평균(7.1%)보다 다소 낮은 고령인구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나
약 2030년경에는 초고령사회(전체인구에서 노령인구비중이 20%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됨으로 인해, 향후 울산광역시가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생
산력 감소를 대비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와 미래의 울산 고령화현상을 진단해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산업,
노동시장, 내수소비시장, 문화와 여가, 사회복지, 여성가족, 도시기반시설, 주거, 교통, 지방재
정 등) 향후 울산의 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폭넓게 전망해보고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가 어떤 정책으로 대비를 마련해야하는 지를 제언
하고 울산광역시의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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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울산광역시의 고령화 특성과 영향
1. 7대 특·광역시 비교를 통한 울산인구구조의 특징
1) 울산 및 6대 특·광역시의 인구추계와 평균인구증가율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2000년 1,040,225명에서 2020년경 1,133,350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40년에 1,058,15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 울산의 인구추계 (단위:명)
자료: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

다음 표는 울산을 비롯한 6대 특광역시의 인구실측치와 추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울산의
경우 2022년을 1,132,918명을 정점으로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하는데, 2012년이 아
닌 2022년을 인구정점년도로 설정한 것은 2012년까지는 실측치이고 그 이후의 년도는 추계치
로서 실측값과 추계값의 차이를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실측치의 최대값보다는 추계치의
추세를 기초로 인구정점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특광역시를 살펴보면 대구의 인천은 2033년, 대전은 2029년으로 울산보다 인구정점년
도가 늦고, 광주의 경우 2020년으로 울산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서울, 부산 그리고
대구의 경우 2000년에서 2003년경에 이미 인구정점년도가 지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인구
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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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인구증가율을 살펴보더라도 울산의 경우 지난 13년간 0.82%로 인구가 증가한 반면, 서
울, 부산 그리고 대구의 경우 마이너스 인구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
에 의하면 향후 7대특광역시 모두 현재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인구감소 추세를 피할 수 없
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부터 2012년도 실측치 기준으로 울산은 평균인구증가율 0.82%로
인구가 증가해 왔으나 2015년부터 2040년까지의 추계치 기준은 평균인구증가율이 -0.27%를
나타내고 실측치와 추계치를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평균인구증가율은 0.06%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울산의 인구전망(실측치와 추계치)
년도
2000
2003
2005
실측치
2010
2011
2012
2015
2020
2022
2025
2029
추계치
2030
2033
2035
2040
평균인구증가율
실측치
추계치
실측+추계

(단위:명)

울산
1,040,225
1,072,867
1,087,648
1,126,298
1,135,494
1,147,256
1,127,114
1,133,350
1,132,918
1,130,345
1,122,262
1,119,107
1,106,168
1,094,732
1,058,153

서울
10,311,314
10,174,086
10,167,344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025,756
10,135,026
10,174,608
10,214,422
10,212,440
10,202,243
10,151,328
10,101,828
9,924,373

부산
3,796,506
3,691,445
3,638,293
3,567,910
3,550,963
3,538,484
3,403,268
3,340,046
3,314,677
3,275,492
3,219,820
3,205,108
3,157,193
3,121,268
3,014,946

대구
2,524,253
2,529,544
2,511,306
2,511,676
2,507,271
2,505,644
2,462,473
2,433,000
2,418,860
2,396,017
2,361,985
2,352,663
2,321,155
2,296,470
2,220,439

인천
2,545,769
2,570,194
2,600,495
2,758,296
2,801,274
2,843,981
2,859,006
2,951,862
2,982,373
3,020,684
3,055,433
3,060,942
3,068,925
3,066,821
3,036,476

광주
1,371,909
1,395,762
1,401,745
1,454,636
1,463,464
1,469,216
1,524,667
1,531,377
1,530,445
1,525,466
1,512,477
1,508,259
1,492,523
1,479,370
1,437,531

대전
1,385,606
1,432,296
1,454,638
1,503,664
1,515,603
1,524,583
1,557,651
1,581,257
1,588,684
1,597,087
1,601,568
1,601,523
1,597,834
1,592,198
1,566,886

0.82%
-0.27%
0.06%

-0.09%
-0.08%
-0.09%

-0.58%
-0.60%
-0.59%

-0.06%
-0.44%
-0.33%

0.93%
0.29%
0.48%

0.57%
-0.06%
0.13%

0.80%
0.12%
0.33%

자료: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로부터 재산정
주: 1. 7대 특광역시에 명암처리된 셀은 각각의 도시의 인구정점년도를 나타내고, 서울, 부산의 경우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임

2) 연령별 인구전망
이번 장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6대 특광역시의 인구전망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음 그림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연령계층별 인구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0~14세 연령
층”은 울산의 경우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절대적인 대상인구수가 적으나 2013년부터 2040년
까지 지속적으로 0-14세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타 광역시와 비슷한 감소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5~64세 연령층”의 경우 그림으로부터 특징적인 것은 부산과 대구에
비하여 울산, 대전, 광주의 경우 완만하게 해당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유소년 인구와 15~64세의 생산가능 연령대에 비하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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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0-14세의 인구전망

그림 9 15-64세의 인구전망

그림 10 65세이상의 인구전망

자료: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

또한 다음 그림은 2015년부터 2040년까지 7대 특광역시의 65세 노령인구의 인구비중 변화
를 나타내고 있는데 2040년 부산이 총인구대비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35.9%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울산의 경우 29%로 인구의 1/3가량이 65세 노령인구로 구성이 될 것을 전망이 되고,
2030년경 울산은 초고령화사회1)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울산의 초고령화사회 진
입은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보다 다소 느리게 진행되지만, 그 격차가 5년 이내로 매우 좁고 앞
으로 15년 전후로 7대특광역시의 초고령화사회가 예상되고 있다.

1)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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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65세이상 인구의 비중변화
(단위:%)

자료: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

3)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의 전망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5세인구) 1백명당 65세이상 인구수로써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층이 지역내의 노년층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을 부담해야하는 의미로써
해석할 수 있다. 노년부양비의 경우 노년층의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 노년층이 노후생
활을 유지하기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생산가능인구의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을
통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노년부양비가 증가할수록 필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동시에 노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울산의 경우 2015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노령인구는 11.4명에서 2040년에는 무려
49.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즉, 생산가능인구 2명당 노령인구가 1명이 되는 것
으로 향후 울산의 경제성장에 충분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른 특광역시의
경우 서울, 인천, 광주, 대전은 2040년경 울산과 비슷한 노년부양비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부산과 대구의 경우 각각 65.8%, 57.9%로 생산가능인구 2명으로 노령인구 1명을 부양할 수 없
는 인구구조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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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단위:명)

자료: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
주: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100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이고, 유소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인
구) 대비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율을 나타내는 비용이다. 결과적으로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증가는 지역경제의 생산능력을 하락시키고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비
생산인구와 관련된 기초사회보장관련 지출을 증가시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및 조세소득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그림은 총부양비의 7대 특광역시의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
데, 총부양비는 모든 특광역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부산과 대
구의 경우 2040년에 각각 83.4명, 77.3명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울산의 경우
2040년 총부양비가 70.1명으로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해야하는 노령인구와 유소년인구가
현재 생산가능인구 1명이 약 3명의 부양인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만 2040년에는 거의 1:1
에 가깝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부터 2040년가지의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유소
년부양비의 추세를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인하여 유소년부양비는 약간 감소하지만 노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총부양비가 2013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94 ●●●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울산의 대응방안

그림 14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그림 13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단위:명)

추이(2013-2040)
(단위:명)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
주: 1.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
2. 유소년부양비=유소년인구(0~14세)/(15~64세인구)*100

4) 노령화지수와 생산가능인구
울산광역시와 6대 특광역시의 생산가능인구의 추이를 살펴보기 전에 노령화지수와 중위연
령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 노령화지수란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65세이상인구)의 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5년 부산의 경우 유소년인구 1백명당 124명의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인구구조에서 2040년에는 375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리고
울산의 경우 2015년에 유소년인구 1백명당 57명으로 유소년인구가 약 2배정도 많으나, 2040년
에는 237명으로 증가하여 노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약 2.5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는 7대특광역시의 중위연령 전망을 통해소도 알 수 있듯이, 울산의 중위연령은
2015년에는 39.8세에서 2040년에는 50.7세로 울산광역시의 초고령화 도시의 진입으로 인해 점
차적으로 고령인구층이 두터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백명당)

그림 16 중위연령의 전망
(단위:%)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
주: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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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전국과 7대특광역시의 생산가능인구비중을 연령대별로 나타낸 것인데, 생산가
능인구의 연령은 15~24세, 25세~49세, 50세~64세로 구분을 공식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연령대는 25세~49세로 ‘핵심생산
가능인구’라고도 한다. 울산의 15~24세의 생산가능인구비중은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5년에는 14%에서 2040년에는 8.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광주는 전국 및 타 대도
시와 비교하여 자장 적은 감소치인 10.2%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핵심생산가능인구인 25
세~49세의 변화는 다른 연령대의 생산가능인구비중보다 심각하여 울산의 경우 2015년에는
39.5%에서 2040년에는 28%로 19.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산의 경우 2040년에는 전체
인구 중 핵심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25.3%로 급감하여 전국 및 7대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비
중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50~60세의 생산가능인구비중은 전국평균은 약 0.4%가 2015년
에서 2040년 사이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울산의 경우 2015년 22.7%에서 2040년에는
22%로 약 0.7%가 감소하여 타 연령대의 생산가능인비중에 비하여 감소추세가 약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러나 전체연령대를 고려하였을 경우 15~24세, 25세~49세, 50세~64세 연령대의 생산
가능인구의 비중이 각각 5.1%, 11.5%, 0.7%로 총 17.3% 의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
어 지역경제의 생산력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7 생산가능인구비중(15-24세)의 전망

그림 18 생산가능인구비중(25-49세)의 전망
(단위:%)

(단위:%)

그림 19 생산가능인구비중(50-64세)의 전망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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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령화의 울산지역 파급영향과 대응정책:
울산경제성장 잠재력 약화(Effect1)
1.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생산성약화
1) 대응정책
(1) 민간기업의 자율적 고용 연장 유도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근로자에게 소득감액분
을 지원하여 중고령(5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며,
정년제 운용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011년 12.3%에서 2012년 16.3%
로 증가하였듯이 긍정적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등 기업여건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도 개선에 맞춰 민간기업을 적극 유도하여
야 한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활용’은 정년폐지․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재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계도하는 것이
다. 이는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등을 시대적 여건에 맞게 개선하도록 촉구
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고령자 친화적인 취업지원 강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은 기업의 사전적인 퇴직지원 노력이 미흡하여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
라 다양한 마찰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자의 퇴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재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전직지
원서비스 지원기관을 중고령층 위주 전직지원기관으로 통합 지원하여 중장년 퇴직(예정)자에
게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2) 그리고 생애전환을 위한 변화관리 및 재취
업 ․ 창업 컨설팅, 구인 ․ 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취업박람회 등 제공하고자 한다.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은 고령자 취업지원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50
세 이상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담-훈련-취업지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을 지원하고 운영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전직지원서비스나 고용센터를 활용하
기 어려운 저학력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훈련기관을 육성하며, 구직
자 특성에 맞는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취업지원으로 취업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확
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퇴직한 중견경력자를 고령 구직자 맞춤형 취

2) ʼ13년부터 기존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및 노사발전 재단 전직지원센터 및 통합 ․ 개편 및 확대하여 전국적 네트워
크를 갖춘 베이비붐 세대 등 중장년층 위주 전직지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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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다.

(3) 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발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중고령 계층에 적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하여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여야 하는데, 특히 잠재적 수요가 많고 근무시간이 유연한
돌봄 분야,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일자리를 확충하여 중고령자의 소득보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돌봄 및 육아 분야의 일자리 처우를 개선하고 인식을 제고하
여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추진하고, 특히 사회 각계의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유치원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퇴직한 고경력 전문기술인력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턴트로 양성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전문강사로 활용하여야
한다. 고경력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전문기
술 및 노하우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산업체의 고경
력 퇴직전문인력을 대학교육이 산업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중점교수 제
도를 활용하거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에 산업체 우수강사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등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에 고령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년없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자격과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고령 전문인력
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거나 지역의 마을기업과 연계하여 창업을 촉
진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전문지식을 갖춘 귀농인, 퇴직자 등이 마을기업, (예
비)사회적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과 창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 전문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창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청년 융합형사업 지원과 시니어
비즈플라자와 1인창조기업센터의 공동설치를 확대하고 특히 청년과 중고령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상생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한다.

(4) 지역의 잠재성장율 하락방지를 위한 방안
지역의 중소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구성의 다양화 방안 마련 및 관련 제도 활용
도 제고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내 유입은 노동력 풀의 증가와 노동력 요소 투입
가능성 증대로 지역고용의 안정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데, 울산지역은 현재 소수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중소업체가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구조
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이들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외국인 산업인력 쿼터 확대요구3)와 고용주에 대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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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 신고의무 이행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에 산업계, 지자체 및 관련 단체의 노력이 요구된
다. 또한 더불어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중기청/중진공)’, "GOLD 카
드제도(지식경제부)4)‘,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인력지원 정
책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표 7 제조업 노동력 조사(울산광역시)
규모별
전규모

중소
규모

대규모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5인 이상

150,200

8,836

7,265

1,571

3,251

3,221

2.1

10인 이상

146,732

8,526

7,167

1,359

2,761

2,752

1.8

300인 미만

70,712

5,148

3,588

1,559

3,087

3,057

4.2

5-9인

3,701

320

108

212

496

475

11.8

10-29

10,225

911

642

269

742

742

6.8

30-99

30,565

1,835

1,304

531

856

875

2.7

100-299

26,221

2,071

1,525

546

993

965

3.6

300인 이상

79,488

3,699

3,686

12

164

164

0.5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2013년 상반기,

(5) 산업별 대응방안 마련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하락 방지를 위한 투자 여건 개선 및 R&D 지원 강화를 하여야 한
다. 고령화 문제는 1차적으로 지역내 영세중소기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영세중
소기업의 생산성하락은 크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노령
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력 감소에 기인한 생산성
하락은 동일한 R&D확대 또는 신규자본 투자 등 생산요소의 추가적인 투입을 통하여 어느 정
도 극복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인 자본투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선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산관의 협력적 예산 확보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부족한 기술혁신
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활발히 구축되어 있는 산학연
협력체계, 대-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도입 등 산업연관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격 및 입지가 우수한 공
장용지의 제공, 금융권과 연계한 지역 우수중소기업 펀드 조성 등 각종 투자지원방안을 마련
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현재 외국인력정책은 2007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통합 일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위원
회는 산업 별 외국인 인력 도입 쿼터를 배정하게 됨
4) 글로벌 우수인재를 고용하고자하는 공․사기관 및 기업에게 지경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
(GOLD 카드)를 발급하여 글로벌우수인재에 대한 출입국 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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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령친화적 산업의 선택적 육성
고령화시대를 새로운 산업적 기회로서 바라보는 지역차원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며 정부에
대한 자금지원확대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친화산업5)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산업적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등으로 지원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
친화산업진흥법 제 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지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년)과 지식경제부지
정 (재)부산테크노파크(2008년)6) 2곳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성과가
지역차원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지역의 경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06-’10) 동안 산업적 측면보다는 치매노인 지원센터운영, 경로식당 운영, 노인불법주
정차 단속 보조원 채용 등 노인의 사회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여 왔는
데, 다른 한편 고령친화산업이 중소기업적 특성7)을 가지고 있으나 중소업체의 영세성과 전문
인력의 부족, R&D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과감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
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년
간 20여원에 불과하며 R&D 자금을 신청하더라도 High-tech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어
Mid & Low-tech 위주의 고령친화산업 과제와는 맞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이에 따라 고령
화사회를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차원이 아닌 산업차원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하며 더불어 지역내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관련 정책자금지
원 확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표 8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사업 연도별 지원현황
사업명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백만원)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구개발지원

1,718
(10개 과제)

2,332
(13개 과제)

2,426
(13개 과제)

6,476
(36개 과제)

자료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지역에 적합한 고령친화적 산업 및 업종의 선택 및 체계적 육성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이러
한 울산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8년 울산발
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다.8)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결과를 보면 고령친화 주택, 여가
및 의료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은퇴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지역내 정주를 늘

5)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하는 법령은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05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04 제정)
등이 있으나 대부분 저출산 및 노인 복지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활성화에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6) 2010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센터 업무가 부산광역시로 이관됨
7) 다품종 소량생산, Mid & Low-tech 기술 등
8) 김문연, 고령화 대책과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기본과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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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 이에 따라 울주군등을 활용한 실버타운조성 등 고령친화적
주거산업, 지역내 중소제조업체의 기술 력을 활용한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산업분야, 지역내
체육 및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고령친화적 여가산업 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또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서도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15대 과
제)’, ‘고령 친화산업 육성(16대 과제)’ 등이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을 위한 지역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융․복합 R&D
촉진여건으로 고려되고 있는 친고령산업 연구지원센터(World Aging Center)의 지역내 유치
등에 대한 검토할 필요하다.

Ⅳ. 고령화의 울산지역 파급영향과 대응정책:
사회복지수요, 사회활동, 지방재정 부담 증가(Effect2)
1. 사회복지 및 문화·여가 수요증가
1) 대응정책
지금까지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뉴시니어(새로운 노인세대)에 맞는 3단계 복지정책(은퇴준
비기, 은퇴전후 생애전환기, 노년기)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장년기와 노년기의 분절적이
지 않고 연속적인 의미로서 은퇴준비기에는 노후생활설계 등의 퇴직 준비전략, 은퇴전후 생애
전환기단계에서는 위기개입과 재취업 등 노후준비 등의 전략, 노년기에서는 노인복지전달체
계의 개편 및 강화 등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및 현재의 노인과는 다른 다양한 심리
적 환경적 특성에 맞는, 단지 경제적 이유를 넘어선 삶의 만족이나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정책
이 필요하고, 특히 울산의 경우, 다양한 기업에서의 기술적 노하우와 근무경험을 가진 전문 노
인인력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려에서 이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노인 개
인적으로는 사회참여활동으로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다양한 자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퇴직 후 57.6%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우선점을 두었으며 경제적 측면은 17.7%에 불과하였으며 울산노인들 역시 61%가 건강과 관련
한 부분의 복지를 원했으며 경제적 측면은 18.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욕구에 근거하
여 향후 새로운 노인세대를 위한 복지정책방향은 대학 등을 통한 재교육과정 및 봉사활동 등
의 사회참여활동과 맞춤형 은퇴설계에 대한 준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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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노인(65세 이상)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

(단위: %)

구분

소득보장

수발서비스

여가지원

의료서비스

경제활동지원

노후주거지원

기타

전국

31.8

18.7

9.0

26.0

9.4

3.8

1.1

울산

35.0

27.8

11.1

16.1

5.6

2.8

1.1

자료 :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2012)

생애후반기 자립기반의 조성을 위해 개인의 욕구에 맞는 생애전환기 맞춤형 노후설계서비
스를 전 시민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장에서의 퇴직프로그램 확대 및 사회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노년기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포스코 및 현대 중공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자 지원프로그램을 원하는 시민에게 일정부문 자기부담금형식의 1회 이상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퇴직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
도록 개인에게 맞는 재무설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지원하며, 지역 내 복지관이
나 각 구군에 전문교육을 받은 은퇴설계사를 배치하여 퇴직자에게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여
퇴직자들이 스스로 건강, 재무, 여가 등 자신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울산 내 민간기
업의 경우 지자체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지원을 받아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와 연계하여 직
장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9.0%의 남성과, 74.7%의 여성이 노후설
계 컬성팅서비스의 이용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는 50대가 74.9%로 욕구가 가
장 높았고 거주 지역은 동구(74.3%), 월수입은 200~300만원미만(78.2%), 직업은 생산 및 서비스
직(75.2%)의 욕구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울산시민의 71.2%가 컨설팅 서비
스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로 제공될 것을 원하였으며 비
용이 높을수록 이용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대는 50
대, 직업은 사무/전문직, 학력은 대졸이상, 소득은 높을수록 서비스 비용이 있더라도 이용하겠
다는 욕구가 높았다.

그림 20 울산시민의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의 이용의향과 서비스이용료 지불의향

이용 의향
없다, 28.2

무료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이용 의향

10~15만원 미만

있다, 71.8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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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붐 세대 은퇴 후 귀농인구 증가와 향후 자연과 융화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에
대비한 귀농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귀농 및 귀촌 정보제공과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
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각 지역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력과 성향에
맞게 다양한 단계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게 귀농인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복지관 등을 통해 영농기술 외 다양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성공한 귀농인의 멘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향후 급증
하는 노인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력 등의 복지전달체계의 점진적 확충과 현행 노
인복지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현재의 노인인구를 수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인
프라나 인력 등을 향후 700만이 넘는 새로운 노인세대를 대비하여 인프라의 양적 확대와 서비
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취
업 지원 등 지역 차원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야 하며, 건강한 노인세대를 위한
지역의 노년기 질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바우처 제도 등을 신설하여 50대 이후
많이 찾아오는 심혈관계 질환,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지원을 지역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연계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 등 새로운 노인세대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과 연
계하여 여가문화활동기회를 늘이고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새롭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노인세대에 대비한 주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노인들의 특성이나 욕구는 이전 세대의
노인들과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선 그
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며 지금처럼 획일적인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울산시 정주효과로 도시경쟁력, 우수한 경력의 인재확보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중시하는 의료, 요양, 복지 등의 울산지역에 맞는 복지환경조성방안이 필요한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영농활동 등 퇴직 후 사회참여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통합방안을 마련
해 세대 간 사회통합과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원동력의 제고를 기할 필요가 있다.
울산시민들 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노후생활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절반정도인
43.6%가 취미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응답였으며, 남성(48.6%)이 여성(38.4%)에 비
해, 젊은 나이일수록(46.1%), 동구(55.4%)와 중구(51.0%)거주자가 생산 및 서비스직에 종사자가
(50.9%), 고졸(45.0%)이며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52.0%)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
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취미생활 외에 자원봉사 등의 의미 있는 일(19.2%), 소득창출을 위
한 일(18.4%), 자기계발활동(8.0%), 종교 활동(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울산시민들의 약
81%이상이 소득과 관련 없이 사회 참여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희망하는 국가 및 사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의 32.2%가 노년기의 건강보호를 원
했고 노후소득보장이 27.4%, 노년기 고용연장 및 고용기회확대가 18.0%, 노년기 여가문화지원
이 17.0%, 노년기 평생교육이 5.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욕구(29.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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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노후소득에서 여성의 어려움에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겠고 나이
가 많을수록 건강에 대한 정부지원이 젊을수록 여가문화에 대한 정부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구와 동구 및 울주군은 남구와 북구에 비해 노후소득에 대한 욕구가 높았
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소득의 욕구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건강·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의 소득수준을 보장해 주고 개인적으로는 여가와 사회참여형의
노후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울산시민이 희망하는 노후생활과 국가 및 사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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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층의 특징에 따른 세분화된 문화예술정책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화예술정책은 기본적으로 연령대에 맞는 보다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령화된 세대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문화예술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문화활동을 하더라도 소극적인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2010년대 후반까지는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 인
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자주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20년대~2030년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을 구성하는 세대이
며, 이 세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풍요로움을 향유한 세대로 70~80년에 청년기를 보냄으로써
문화・예술의 향유에 대한 향수가 있는 세대있으며, 오프라인의 각종 공동체를 형성하여 문화
를 즐기는 세대이다. 이들은 노년층이 되어서도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문화예
술활동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며, 지금의 젊은 세대 못지 않게 보다 활동적인 문화예술생활을
즐길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존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한 2030년대 후반부터는 3차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경
제적 호황기에 젊은 시기를 보낸 세대로 유아, 학생시절을 통해 각종 문화예술을 실제로 체험
한 사람들이 많으며, 정보화를 통해 각종 디지털 기기를 능숙히 다루고,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세대이므로 보다 세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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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문화예술 인프라 및 프로그램의 활용

① 노인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의 노인 문화예술활동 거점화 모셔가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

)

울산의 노년층들은 신체적 제약에 따라 자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
으며 주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근린공원 등지에서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으며, 노년층들이 용이하게 방문할 수 있는 특정 지점의 노인시설을 문화예술활동 거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장소로 사용함으로써 노년층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 문화예술활동 거점을 지역의 문
화예술인들이 찾아가서 공연・전시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제
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행사와 문화프로그램의 연계
현재 고령층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어르신 취업박람회’ 등을 구군의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노년계층을 문화예술적 환경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지역
노년층의 문화적 관심도 및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노년 문화예술활동 할인제 강화
문화바우처, 경노쿼터제 등 노년을 위한 문화활동 할인제도를 보완하여 노년세대가 보다 쉽
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
가요 등의 대중 문화예술 및 복합 문화예술분야의 할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노년층이 지역
내의 어디에서나 즐기고 싶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3) 문화예술을 통한 노년층의 정체성 및 사회적 유대감 강화

①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강화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에서 보듯,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개인화가 심화됨으로써 가족 속에서
노인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족 속에서의 노년 세대의 소외감
해소와 가족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가족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하
여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
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② 노인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노년층은 은퇴한 후 사회적 네트워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
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지역내의 노년층들이 문화장르별 동아리를 조직하고 운
영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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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 문화예술 동아리의 각종 지역 문화축제의 자원봉사 참여 유
도를 하고 이를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③ 노인 문화올림픽 개최
노년층들이 주축이 되어 문화예술을 주제로 벌이는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며, 울산지역 노인
문화예술 동아리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바둑/장기, 악기, 노래, 무용 등
각종 레포츠 등 소프트한 문화예술장르의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노년층 여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문화예술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은퇴 노인 문화예술전문가의 활용

① 노인 문화예술전문가 발굴
현재까지 노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 직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문화를 매개로 한 고용은 거의
없는 형편이며,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울산 노인의 문화예술 자원봉사는 7.1%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시기에 이른 노인 문
화・예술전문가를 발굴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강사 자격증’을 부여하여 문화예
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어르신 문화예술전문가과정 운영을 통한 노인 문화예술전문가 육성
각 지역의 문화예술시설에서는 현재 지역 전통의 발굴과 계승을 위하여 지역 노년층에 대
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은 일정정도 수준 이상의 교육이 이뤄
지지 않아 초급수준의 교육이 순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노인 문화예술전문가 과
정을 개설하여 노년층에 대한 장기간의 문화몌술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문화예술전문가를 지
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각종 지자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에 강사 혹은 자원봉
사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③ 세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점진적 발굴
차후 2, 3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에 점진적으로 세분화된 문화예술교육을 발굴하도
록 하여야 하며, 영화, 기악, 합창, 연극 등 세분화된 장르에서 기존에 발굴된 노인 전문가가
교습하는 강좌를 개최하여 노년층의 눈높이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지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5) 시니어 관광 활성화 방안
고령관광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여행 목적으로는 자연 및
풍경 감상(30.2%), 단순 휴식/휴양(27.4%), 관계 유지/개선(12.6%), 역사유적지 방문(8.6%),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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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참가(5.4%), 건강/보양(4.8%), 지역문화/예술/공연 관람(4.4%), 위락/스포츠활동(2.2%), 쇼
핑/특산물 구입(2.0%), 종교/순례(0.8%), 체험프로그램 참가·식도락/먹거리(0.04%), 기타(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에 대한 응답 결과 교
통요금 할인(25.2%), 편의시설 확충(18.4%), 관광지 입장료 할인(17.0%), 특화여행상품 개발
(13.8%), 숙박시설 확충 및 보완(13.2%), 숙박요금 할인(10.4%), 여행자보험 절차 개선(1.6%), 기
타(0.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고령관광 활성화 위한 지원 분야

① 시니어관광객 전용 에코힐링센터 건립
실시 설계 중인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의 일부 공간에 에코힐링센터를 조성하여 시니어
전용으로 활용하고, KTX울산역과 인접함으로써 양호한 접근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에코힐링
을 원하는 시니어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관광상품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그리고 KORAIL과
연계9)하여 시니어 전용 에코힐링센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
센티브 지원해야 한다.

② 숙박시설 환경 개선
- 일본의 실버스타 등록 제도10)를 참고하여 고령자가 이용하기 쉬운 숙박시설의 정비 유도
하고, 관광과와 보건위생과가 협력하여 설비, 서비스, 음식의 3가지 측면에서 일정 기준을
9) 2013년에 영남알프스 천주교 성지순례코스 홍보를 통해 동대구역에서 120명의 철도여행객 유치, KTX울산역과 울산시
티투어와 연계한 울산시티투어 체험프로그램 상품을 출시하여 6월까지 130명이 이용
10) 일본의 전국여관호텔생활위생동업조합엽합회의 실버스타 등록제도(1994)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자가 이용하
기 쉬운 숙박시설 정비를 도모할 필요에서 후생성·노동성 및 관계 기관이 협혁하여 설비, 서비스, 음식의 3가지 측면에
서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여관·호텔을 대상으로 전국여관호텔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가 인정 등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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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킨 모텔/여관 등을 인정 등록하는 제도 마련하여야 한다.
*

여관업 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득 후 1년 이상 영업

*

객실 내 욕실/화장실에 필요에 따라 손잡이 등 설치

*

공동화장실 내에 사고를 대비한 연락설비 갖춤

*

계단 등에 손잡이 갖춤

*

고령자에 대한 요금 할인, 음식 등 배려

*

종업원들에게 고령자 숙박 서비스 배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적정 구역 내 왕진 등 대응 가능한 의료시설 갖춤

③ 경로우대정책 확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아산온천을 찾는 시니어관광객이 증가된 사례와 같이
숙박, 관광지 입장료, 교통요금 등 시니어 우대제도의 활용하고, 관광지 우선 입장, 차량좌석
우선 지정, 의료진 동행 보살핌 및 가이드 전문요원 안내 등의 도입되어야 한다.

④ 실효성 없는 경로우대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지원체계 보완
시니어관광=복지관광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시장구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시니어관광 시장 현성에 정책 집중 필요하다. 또한 시니어를 위한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
발하거나 모범적 운영업체에 해외벤치마킹 기회 제공, 우수업체 인증과 같은 인센티브제도 도
입 필요하며, 은퇴 세대와 예비 세대가 새로운 인생의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는 멘토-멘티 프
로그램이나 손자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6) 관광상품 개선

① 돌봄 여행상품 개선
복지관광 지원 예산으로 실행되는 돌봄 여행상품은 65세 이상 연령의 시니어나 장애우,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멀지 않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대상
들이므로 쇼핑, 옵션, 커미션이 없도록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울산에서 1시간 거리에
해당하는 지자체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돌봄 여행상품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지속
적으로 돌봄 여행상품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산·학·관 협정의 활용
2013년 8월 16일 체결한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관광협회·울산과학대학교 간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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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관 협정을 활용한 시니어관광상품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시니어관광 전용
가이드를 양성하여 관광협회 회원 여행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사는 시니어전용 관
광상품을 저렴하게 운영하면서 시니어관광객을 모객하며, 울산광역시는 시니어관광 전문여행
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산업도시, 생태도시, 고래도시 울산으로서의 브랜딩만
이 아니라 시니어관광 대상지로서도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③ 시니어관광 전문가이드 육성
은퇴한 여행실무 경력자나 여행 경험이 풍부한 울산시민 중 시니어관광 가이드로서 요구되
는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을 선발하여 시니어관광 전문가이드로 활용하고, 전문 인력은
일반 국내여행안내사와 달리 응급치료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니어들과 인간적으로 소
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 중심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
존 문화관광해설사 중 시니어관광 전문가이드가 되길 희망할 경우 일정 시간의 응급처치 교
육 이수를 통해 활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Ⅴ. 고령화의 울산지역 파급영향과 대응정책:
고령친화적 도시기반시설의 재설계 필요성 증대(Effect3)
1. 대중교통수단 및 보행수요의 증가
1) 대응정책
(1) 보행환경 개선대책
울산광역시 연령대별 수단통행분포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령자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반면 보행을 선택하는 사람의 통행분포가 높으며 장래에도 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령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고령층의 통
행이 빈번한 지역인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을 추가 확대하고, 고령자의 보행서비
스 개선을 위해 횡단보행 신호시간 조정, 보도 정비 및 단차 해소, 노년층 보행자를 위한 대각
횡단보도 도입 등이 필요하며, 수직ㆍ수평이동시설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켈레이터 확충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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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고령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정책
구 분

고령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정책

보행로(구역)

∙ 고령자 보행구역 확보
-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노인보호구역(Siver Zone) 추가 확대

보행횡단시설

∙ 고령자 보행서비스 개선
- 횡단보행 신호시간 조정, 음향신호기 설치, 보도 정비 및 단차 해소, 노년층 보행자를 위한 대
각 횡단보도

교통이동시설

∙ 수직∙수평 이동시설 설치
- 엘리베이터 및 에스켈레이터 확충

(2)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개선
울산광역시의 경우 중구, 남구, 동구, 북구와 같은 도시부지역은 대중교통체계가 잘 구축되
어 있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가 양호한 반면 울주군과 같은 지방부지역은 행정구역이
넓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가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구, 남구, 동구, 북구와 같은
도시부 지역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존 대중교통수단 개선이
필요하고, 울주군과 같은 지방부 지역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노선, 운행회수 등)이 경제성 등
의 이유로 한계가 있으므로 대체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 대중교통수단 개선방안
으로는 주로 노인보호구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노선 확충, 고령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 도
입, 여객터미널 시설의 무장애화 등이 있으며, 대체교통수단 도입은 특별교통수단,
Dial-a-Ride 도입 등이 있다.
표 12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개선 정책
구 분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개선 정책

비고

∙ 고령자 통행빈도가 높은 출발-도착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 확충(노인보호구역 경유)
기존
대중교통수단개선

∙ 고령자용 대중교통 차량 도입
- 저상버스 추가 도입 및 휄체어 공간을 확보한 차량 도입
∙ Barrier Free Transit 및 부대시설
- 여객터미널(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승강 설비, 통로, 계단 등 개선

대체교통수단도입

∙ 특별교통수단(Special Transport Service : STS) 도입
∙ Dial-a-Ride/Telebus 서비스

도시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지방부
(울주군)

주 : Dial-a-bus, telebus 등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수요대응형 교통시스템

(3) 도로환경 개선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울산광역시 고령자들의 운전하는 나이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어 이는 고령층의 잠재적 운전자수가 늘어나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고령자의 안전한 운행을 고려한 도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령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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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고려한 도로행태별 설계방안은 차로부, 교차부, 곡선부를 포함한 도로구조 분야 개선과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주차면 개선이 필요하며, 교통정보 접근성 및 표지판 시인성 개선을 위
한 교통정보 개선 관련정책이 필요하다.

표 13 고령자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 정책
구 분

고령자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 정책

도로구조

∙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구조 개선 : 고령자 밀집지역 우선 시행 후 전면적 시행 확대
- 차로부 : 전용차로/완속차로 설치, 교행시 및 야간시 안전성 확보(조명, 차선도색 등)
- 교차부 : 교차지점 단순화 및 도류화, 적정 교차각 유지 및 신호운영 개선, 노상주차 통제로
시인성 개선 등
- 곡선부 : 곡선부 확폭, 신호등에 대한 사전표지판 설치

주차장
교통정보

∙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주차면 개선 : 고령자 밀집지역 우선 시행 후 전면적 시행 확대
- 전용주차면 추가 확보
∙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교통정보 제공
- 도로표지판 글자 크기 및 휘도 개선

(4) 교통 법제도 개선 정책
교통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고령운전자를 배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실버마크
부착 확대 시행이 필요하고,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
도록 대중교통시설 및 보행시설 등에 대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채택이 필요하다.

표 14 고령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구 분
법제도

고령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 차량 실버마크 부착 확대 시행
∙ Universal Design 채택

2. 노인선호가구 및 기반시설 수요 증가
1) 대응정책
(1) 고령친화 도시기반의 개념
고령자가 살고 싶어 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8가지 주제영역11)은 다음과 같다.
① 가치와 존중, ② 활동성 유지, ③ 지역사회 역량강화, ④ 최저생활 보장, ⑤ 안전
⑧ 이동성 확보

11) 김선자, ‘서울,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인가?’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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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치·존중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노인의 정보접근성과 같은 지역기반의 요인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①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WHO의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2013년에 수립하고, 도시 생활에 필요한 8대 주요 영역(주거편의 환경, 교통편의 환경, 안전
및 고령친화 시설, 지역사회 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 및 배려,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 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을 통해 노인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인지를 진단하
고 활기찬 노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② 울산의 고령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도시생활

6대

영역(안)

산업수도 울산의 특징을 계획에 반영한 울산형 고령친화도시의 도시생활에 필요한 주요 영
역을 구분하면, ①사회적 관계 ②생활의 편의성 ③안전한 시설 ④안정적인 정주기능 ⑤활
기차고 여유로운 생활 ⑥건강한 사회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3 울산형 고령친화도시의 주요영역(안)

○ 사회적 관계 : 다양한 관계와 역할 부여, 사회활동의 참여 등을 통해서 사회 일원으로서
의 자긍심 회복과 유지
○ 생활의 편의성 : 유니버설 디자인 등으로 생활 편익 제고
○ 안전한 시설 : 베리어프리형 교통, 범죄로부터의 차단
○ 안정적인 정주기능 : 주거시설의 안정화를 통한 거주여건 개선
○ 건강한 사회 : 의료 보건기능의 적절한 안배와 소외지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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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차고 여유로운 생활 :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과 휴식공간 확보

(2) 고령친화도시의 도시기반시설 유형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시장, 학교 등과 같은 정주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시설을 총
칭하며 기반시설의 공급은 도시계획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 공동생
활을 여위하기 위한 필수요건인데, 도시기반시설은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간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정류장, 삭도 등
○ 공간시설 : 관광,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공급설비 등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등
○ 방재시설 : 방화, 방풍, 방수, 방조시설, 하천 유수지 등
○ 보건 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 수질 오염방지시설 등
고령친화도시의 도시기반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6 고령친화도시의 도시기반시설 유형
구분

시설

문화체육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직업훈련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의료보건시설

병의원, 건강검진센터, 노인요양시설

방재방범시설

소방서, 안전센터, 경찰서, 지구대

유통공급시설

소매점, 방송국, 한전, 수도공급

행정시설

시청, 구·군청, 동사무소

(3) 경로당, 새로운 사랑방으로의 기능 제고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경로당의 역할을 재정립, 시설의 현대화, 기능의 다양화
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로당을 유아원, 유치원, 소공원 등과 연접한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면 유아, 어린이 등과 친화가 용이하며, 유아 돌봄서비스, 유치원생 대상으로 한 이야기서
비스 등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심부의 소공원 등을 산책하면서 휴식과 자연을 접
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로당
기능부여하여야 한다.
도시의 경로당은 친목뿐만 아니라 봉사나 마을기업화 등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주변의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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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의 경로당은 도농통합도시로서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경로당은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마을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로 마을입구나 마을의 중심부에 입지
하며,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목욕탕과 화상통화가 가능한 보건 진찰실을 두어 도심부 병
원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 17 경로당의 지역별 구분
구분

도시

농어촌

입지

유아원, 유치원, 소공원과 연접한 지점에 위치

마을 입구 또는 마을 중앙

시설

방, 회의실, 체력단련실, 식당,
창고 등

방, 회의실, 식당, 목욕탕,
의료(화상)진찰실 등

기능

친목, 사회적활동(봉사, 마을기업화)

친목, 회의

그림 24 경로당의 다양한 일상

(4) Silver Zone
울산광역시 노인보호구역 지정현상을 살펴보면, 총 16개소로 의료복지시설 1개소, 여가복지
시설 1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표 18 노인보호구역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주거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계

개소

-

15

1

16

비율

-

93.8

6.3

100.0

자료 :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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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는 신체적 기능저하로 순발력, 대응력, 인지능력 등이 낮아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고령자의 주요 이동경로 및 이동행태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감소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자의 주요활동지역을 중심으로 보행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등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노선에 노인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보행로 확보, 보도블럭의 평탄화, 안전펜스 등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25 실버존

(5) Car-Free Zone(보행자 전용지구 또는 차없는 마을) 조성
보행자전용지구(Pedestrian Mall)란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성 및 접근
성을 제고하고, 도시의 대기오염으로부터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차량의 진
입을 금지하는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데, 울산 관내에 보행자전용지구는 중구 중앙동에 ‘차
없는 거리’가 중부소방서에서 KT울산지사에 이르는 폭 10m, 총연장 200m 구간을 지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다만 현재는 05시부터 11시까지는 영업 지원용 차량의 접근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행자전용지구는 선적인 개념(mall)
이 강했으나, 면적이면서 공간적인 개념(zone)인 차없는 마을로 확대되어야 한다.

① 보행자전용거리 조성 확대
각 단계별로 보행자 전용거리를 조성하고, 차량 통행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구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12).

12)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디자인거리, 남구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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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행자전용지구 및 차없는 마을

(Car Free zone)을

조성

- 보방(Vauban) 유형 : 일정지역에 대한 승용차 통행만 허용하되, 주차를 제한하고 차량 보유자는 외곽지역의 지정 주차공
간을 이용해야하며 고액의 사용료 납부하는 방식(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방지역)
- 접근제한 유형 : 승용차 통행 제한지역을 운영, 지역 내에는 방문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시설만 설치(네덜란드 암스테르
담, 독일 쾰른, 오스트리아 빈(플로리츠도르프)
- 보행자 중심 유형 : 승용차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중교통도 제한적으로 통행 가능(네덜란드 호로닝언)

그림 26 보방의 주 교통수단

그림 27 자전거의 도시, 네덜란드 호로닝언

(6)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조성

①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를 통한 울산의 과제 제시

WHO에서는 2007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를 제시하였는데, 총 8개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
별로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가이드라인별로 체크리스
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울산의 도시기반시설 분야의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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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내용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영역

내용

고령친화적
야외공간과 건물

외부환경은 고령자의 이동성, 독립적인 생활의 가능성 및 삶의 질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쾌적한 환경, 녹지공간, 휴게공간, 도로의 안정성, 접근성, 공공 건물 등이 언급됨.

고령친화적 교통시설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대중교통시설이 활기찬 노화에 큰 영향을 주며, 사회참여 및
보건 서비스 이용 등과도 연결되므로 대중 교통시설의 여러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됨.

고령친화적 주거시설

주거시설은 안전과 삶의 안녕감과 직결된 내용으로 지역사회와의 통합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서의 고령화(aging-in-place)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관련 내용이 언급됨.

고령친화적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고령자의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활발한 참여와 가족구성원들과 함
께하는 참여활동이 고령자에 대한 존경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정보공유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됨.

고령친화적
존중과 사회적 포용

고령자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포용은 세대 간, 가족 간 상호 소통,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를
받아들이는 정도, 경제적 포용 정도의 측면으로 언급됨.

고령친화적
시민참여와 고용

은퇴이후에도 보수를 받고 고용이 되거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함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
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언급됨.

고령친화적
의사소통과 정보

활기찬 노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이 제때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
보제공과 의사소통에 대해 언급됨.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와 보건서비스

접근이 쉽고,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질 좋은 보건 서비스의 제공이 건강과 독립심 유지에 중요하
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보건서비스에 대해 언급됨

출처 : 정순돌, 어윤경, 2012, WHO의 고령친화도시모델가이드 충족도 분석, 한국노년학회, 제32권 p916

표 21 WHO ‘고령친화적 야외공간과 건물’영역의 점검항목
점검항목

내용

1.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쾌적한 도시경관, 청결한 유지관리

2. 녹지공간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한 녹지공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3. 휴식장소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장소

4. 도로포장

고령자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도로포장, 휠체어 등이 쉽게 다닐 수 있는 도로포
장의 연결성

5. 보행안전

차량과 교차하지 않고도 도로를 건널 수 있는 방법, 밝은 가로등, 음향신호등 등

6. 접근성

장애가 없는 도로환경, (barrier free)

7. 안전한 환경(방범)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8. 보도와 자전거도로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필요성과 보도와의 분리

9. 고령친화적 건물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건축물(넓은 문, 단차가 낮은 계단, 미끄러지 않는 바닥, 휴식공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 등)

10. 충분한 공중화장실

다수의 화장실, 고령자가 쓰기 편한 화장실

11. 노년층 고객

노년층 고객에 맞춤 서비스 제공

출처 :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 A Guide, 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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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린공원의 고령친화공원 리모델링 사업
2008년 성북구 ‘어르신 건강마당’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하고, 노인밀집지역을 우선적으
로 일반 공원보다는 노인들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고령친화공원을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28 근린공원의 고령친화공원 리모델링(안)

③ 고령자 보행로 확보 및 포장개선 사업
고령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포장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존치시켜야 하는 계단 등은 단
차를 최소화하여 고령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확
보토록 한다.

④ 고령자 밀집지역 범죄예방디자인

(CPTED)

적용

노인 안전을 위해 방범 카메라 및 CCTV, 비상벨, SOS인식 표지판을 설치하고 특정 지역은
집중 감시구역임을 표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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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추진방안

① 현 거주주택을 노인친화형 주택으로 개량 주변여건 개선
/

도시재생의 단위사업으로 활용하여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 정립(방, 욕실,
부엌, 계단 등 주거시설 설치기준)하고, 기존 주택단지내 고령자의 사회적 역할 및 교류 확대
를 위한 시설 공급(문화·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과 고령자 서비스시설이 부족한 농촌지
역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환경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농
촌건강마을 조성) 설치하고자 한다.

②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
○ 입지에 따른 다양한 주택유형 제안 및 공급 : 세대공존형 타운하우스, 도심지내 유휴부지
활용한 Co-Housing, 도심형 실버타운, 전원형 세컨하우스, 노인복지주택 등
○ 동일 기업체 퇴직자의 공동체를 활용한 주택 공급 : 동호인주택, 타운하우스 등
○ 입지에 따른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 의료,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구분

도시형

도시근교형

입지특성

· 도시의 공공, 상업, 의료시설과
밀접한 관계유지 가능 지역

시설형태

· 3세대 주택
· 공동숙사 집단지구
· 분리세대의 공동주택

구조

· 아파트 등 다층구조

교통여건

단점

· 도시내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용이
· 토지비용부담
· 신규부지 확보 곤란
· 자연환경 불량

· 도시근교 입지
· 사회활동 왕래가 가능한
노인지역
· 노인타운
· 저층 주거시설
· 레저와 건강시설
· 노인 주거단지
· 단독, 연립주택
· 도심 2시간이내 거리
· 고속도로, 국도 접속
· 개발규제
· 부대시설비 부담

전원·휴양형
· 환경자원 풍부지역
· 휴양과 건강을 위한 지역
· 노인촌
· 휴양·전원풍경시설
· 편의·문화시설
· 휴양과 전원시설
· 단독 주거시설
· 중소도시와 인접
· 기존국도, 지방도로 연계
· 고립감
· 단지개발비용 부담
· 운영비용 부담

송태경,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 27

○ 사례연구
- 도심형 실버타운 : 주택과 각종 편의시설(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취미오락실, 도서관, 헬스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찜질방, 세탁
실 등), 서비스(위급호출시스템, 응급시스템, 간호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건강식사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투어서비스 등)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 노블레스타워, 명지엘펜하임,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서울시니어스타워
- 전원형 타운하우스 : 공동관리 전원주택 단지, 동호인 주택
- 은퇴농장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단지내 과수원, 하우스, 텃밭 등을 운영하거나 전통음식 가공 판매, 판매수익을 공동분배
홍성 은퇴농장, 양평 은퇴농장, 아름다운 은빛농장
- 노인전용임대주택 : 고령자 안전기준에 적합한 주택구조 및 주택시설을 갖추고 고령자 주거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김제시 노인전용임대아파트, 서울 세곡 임대주택, 대전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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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령자 주거안정성확보
○ 주택연금, 주택 역모기지 등 주택자본 활용
○ 고령자용 임대주택 조성 : 보금자리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활용

④ 실버공동체 조직 지원
○ 커뮤니티내 노년층 역할 부여, 다양한 계층간 연계, 세대공존 지향
○ 고령자 노동력 활용 :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가공, 보육

VI. 결 론
고령화의 문제는 그 동안 저출산의 문제와 함께 1990년경에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본격적
으로 이슈화되어져 왔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적 변형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교란됨으로 인해 국가적 생산성이 약화되고, 동시에 경제활동인구의 축소와 부양
인구층의 확대로 인한 정부의 투자 측면의 재원축소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새로마지 플랜을 1차와
2차에 걸쳐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향후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지만 울산광역시의 경우 그 동안 산업중심의 도시산업특성으로 인
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의 위기의식 또는 대비책
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 울산광역시의 정주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타 지역
으로의 이주가 낮아지고 노후를 울산에서 보내고자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또한 지난 날
울산 산업발전의 주인공이었던 베이비부머들의 대거 은퇴로 향후 타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울산의 현재
고령화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하여 울산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들을 전
망해 보았고, 이를 통해 향후 울산이 직면하게 될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 및 효율적으로 대비
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 및 제시하였다.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층의 감소
로 인해 울산지역의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이는 울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시
장 수급의 불균형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울산 지역내 총생산의 큰 비중을 대기업
이 담당하고 대기업의 경우 외부의 인력유입의 용이함으로 인해 고령화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울산 산업활동의 근간은 바로 중소기업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울산의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된다는 것은 현재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시장에 공급이 축소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가중일 될 것이며 이는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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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산업의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바로 울산의 생산력이 감소함을 의미한 다 할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울산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마련은 향후 울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마련이라할 수 있는데,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베이비부머들의
대거은퇴로 인한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중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 확충,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퇴직한 고경력 전문기술인력활용, 퇴직전문인력과
청년아이디어융합방안, 임금피크제 등 정년연자, 시간제 근로 등 근로형태 다양화, 여성인력
및 외국인 인력활용 제고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정책등을 제안하
고자 한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가 비단 울산 만의 문제점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인구구
조의 추세임을 감안하였을 경우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이 향후 새로운 먹거리산업
으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으므로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신세대 고령층의 소비지출을 증대시키
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은 고령인구층으로
진입을 함과 동시에 고령인구가 당면하게 되는 ‘소득단절’의 문제인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소득단절의 문제를 넘어 지역내 내수소비가 축소되고 이는 지역내 총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울사의 경제성장을 위한 내수소비의 큰 손이었던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또한 그 동안 내수소비의 중심축이었던 40대와 50대의 비
중이 감소하면서 울산의 내수소보기 축소될 곳으로 전망이 되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울산지
역신용보증을 활용한 주택역보기지를 활용하여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동시에
시니어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사업체에 고령자를 참여시켜 지방정부 또
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소득보존대책이외에 고령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들을 제안
한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울산 경제활동인구 측면에서의 변화 뿐아니라 사회복지수요 및 문화여
가수요도 동시에 증가시키는데 이는 고령인구계층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형상임과 동시에
울산광역시가 그동안 이룩해온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일에 대한
수요보다는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동시에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를 유발
시킨다. 따라서 1998년 이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울산의 지역내 총생산 1위라는 명성은
그 만큼 울산시민의 문화 및 여가, 그리고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를 유발 시키는 시기적 수순이
다. 그러나 정상적인 인구구조, 즉 충분한 생산가능인구가 중심축이 되는 인구구조 하에서는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재정이 마련될 수 있으나 상기 지적한 바
와 같이 지역의 노동생산성약화는 지역소득을 위축시키고 이는 울산광역시의 재원에 큰 부담
이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 및 문화여가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망
되는 문제점들과 노령가구의 문제, 그리고 지방재정부담의 문제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
한 정책대응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는 고령계층의 증가와 울산 베이비부머들의 은
퇴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대비한 정주를 위한 다양한 복지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또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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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복지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예산 및 정책이 필요성(3단계 복지정책
제공, 생애후반기 자립 기반을 위한 생애전환기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다층적 복지전달
체계의 점진적 확충 등)을 제시한다. 이에 은퇴 이후 단순히 연금 또는 복지제도에 의존하여
복지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늘이기 보다는 고용연장 및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근로
를 통해 노후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뉴시니어들의 문화와 여가에 대한 수요변화를 분석하여 그 들에 맞는 문화여가정책
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시니어관광객 전용 에코힐링센터 건립, 숙박시설
및 돌봄 여행상품 개선, 시니어 관광 전문가이드 육성, 모셔가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고용
행사와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연계, 노인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프
로그램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령가족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활 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방안으로
구군의 생활민원서비스의 고령친화적 지원서비스의 다양화와 확대, 고령자간 마을공동체를
통한 마을 유아동 돌봄 체계구축지원, 고령자 부부 중심의 여가·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등
을 제안한다.
본 보고서에서 고려하는 고령화로 인한 마지막 영향으로 고령친화적 도시기반시설의 재설
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주거수요의 변화가 전망이 되고
고령인구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및 보행수요의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우선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울산의 고령인구는 노인전용단지는 기피하고 사회 내에서
의 고령자의 역할과 세대간 공존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따라서 향후
증가하는 고령인구층을 위하여 세대공존형 타운하우스, 도심형 실버타운, 전원형 세컨 하우
스, 동호인주택, 타운 하우스 등 의료, 복지, 문호, 체육시설 등 복합기능이 정비된 친고령주거
단지 조성을 제안하고 동시에 현 거주주택을 노인친화형 주택으로 개량하여 고령자를 위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정립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울산 도심부에 고령인구가 집중이 되는 현상을 본 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이
는 도시에서 교외로 이주하기 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형상으로 해
석이 된다. 따라서 울주군과 도심지를 구분하여 대체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고령자의 안전한
운행을 고려한 도로환경 개선, 보행횡단시설 및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개선, 노인보호구역 정
비 및 추가확대 조성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상기 간략하게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응한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
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맞는 고령화정책이 이미 많이 연구되어 있는 것에 비해 울
산의 고령화의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를 제기한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극소수였고 이에 본 보
고서가 처음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울산의 고령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그에 맞
는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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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 보고서에서 진단하는 전망과 문제제기 및 대응정책은 본 보고서의 연구기간의 제한
으로 인하여 세세사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지만 본 기획과제를
통하여 울산이 향후 당면하게 되는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역할을 갈무리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기하는 고령화의 문제점과 대응과제들이 향후 울산의 고령사회를 대비하
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방안들이 울산광역시의 세세사업들을
입안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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