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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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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시작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저물고�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면� 감염이� 줄어들� 것이라는� 초기� 예상이� 빗나갔고, 특정� 지역에 
한정된� 감염병에� 머물지� 않았다. 메르스(MERS)나� 사스(SARS)처럼� 치사율이� 높았던� 이전 
바이러스와�달리, 코로나 19는�빠르게�변형해�감염자�수가�급증했고�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선언하기에�이르렀다. 

코로나19의�빠른�확산세�속에, 많은�국가들이�폐쇄조치(락다운)를�실시하여�외부인의�출입�뿐 
아니라�내부에서도�이동을�제한했다. 이로�인해�경제가�어려워졌고, 출처를�알�수�없는�감염병 
관련�정보들이�범람했으며, 코로나 19 초기�감염�국가�및�인종에�대한�차별이�심각해졌다1. 
선진국으로� 구분되었던� 국가들조차� 감염병�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분간� 코로나 19 
상황은�유지될�전망이며, 전세계인�모두가�백신�개발과�코로나 19 종식을�기다리고�있다. 

그러나�코로나 19는�우리가�평소에�간과하거나�지나쳤던�사각지대를�볼�수�있게�된�계기가 
되었다. 노인인권� 관점에서도� 코로나 19 시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인의� 삶과� 권리에 
무관심했는지를�여과없이�보여주었다. 

들어가며

코로나19와�노인인권

들어가는 글

COVID-19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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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매년�예측하는�인구변화�보고서에�따르면, 가장�주된�변화는�전�세계�고령인구의�증가이다. 이에�따라 
UN은�사람들이�노후에도�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이용시설, 소득보전과�노동, 보건의료제도�등�체계를 
갖추도록� 회원국들에� 권고해왔다. 아시아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EU법으로� 노동 
시장에서의�연령차별을�금지했으며, WHO는�고령친화도시�인증을�통해�전세계�도시들이�모든�연령에게�살기 
좋은�곳이�되도록�노력하고�있다. 

그러나� 노인의� 다양성과� 노인이� 마주하게� 되는� 각종�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은� 노령� 인구� 증가와 
자극적인�노인�학대�뉴스, 노인성�질병�외에는�주요�문제로�주목받지�못했다. UN이�코로나 19 상황에서�노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성명� 발표를� 한� 후에야2 사람들은  노인들이�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사는지, 
가족들과�관계가�어떠한지, 돌봄을�위해�무슨�제도와�어떤�종사자들이�있는지�관심을�갖게�되었다3.

코로나� 팬데믹은� 앞으로� 노인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번� 호는� 코로나로� 인해� 주목받은 
연령차별, 빈곤, 학대, 사회적�고립, 그리고�개인들이�만날�수�있는�교차적�문제�등을�인권�관점에서�다룬다.

코로나와�노인�인권�문제에서�가장�먼저�생각할�수�있는�것은�생명에�관한�것이다. 코로나로�인해�사망에 
이른�노인의�수가�많고, 대규모�감염�시�시설�관리나�의료�조치들이�미약한�사례들을�쉽게�볼�수�있었기 
때문이다. 이는�노인의�신체가�취약해서만은�아니다. 조금�더�살펴보면, 노인에�대해�사회가�가지고�있던 
편견들이�코로나�상황에서�강화되어�사회적�긴장감을�조성한�것이다. 

교차성�이론은�상황을�구성하고�있는�요소들의�복합적이고�다양한�상호작용을�통해�표면적으로�잘�보이지 
않았던�부분을�드러낸다4. 코로나�시대의�노인�인권�역시�노인에�대한�편견과�각종�문제들을�재생산하는 
요소들을�조망하기�위해�교차적�관점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여성노인은�코로나로�인해�경제적�어려움, 
사회적�배제, 학대가�심화되었으며, 장애�노인은�이동권과�시설�관리가�제대로�보장되지�않는�상황에서�감염 
위험이�높아졌다. 성소수자�노인은�적합한�의료�조치를�받기가�더욱�어려워졌으며5, 수감자나�이민자�노인은 
정부의�코로나�지원�대상에서�배제되기�쉬운�상황에�직면해�있다. 

이�같은�상황을�변화시키기�위해서는�이들에�대한�자료�축적, 노동과�같이�가시적인�영역�외에도�연령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 제정과�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정치적� 기회� 구조를 
바꾸고, 노인의�참여를�높여�함께�문제를�해결할�수�있는�사회를�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코로나와 교차성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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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외부적인�환경만�바꾼�것이�아니다. 물리적�환경이�바뀌면�사람들의�마음도�영향을�받는다. 사람들 
간의�소통, 모임�등을�할�수�없게�되자�사람들은 ‘코로나�블루’를�호소하게�됐는데, 특히나�고령층은�시설에 
고립되거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분리되어�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평등, 소외와�학대�등은�더욱�노인들을�위축되게�만들었다6. 

사회학자�렌�펄린은�개인적�자원, 사회적�자원, 스트레스�대처�능력이라는�세�가지�차원에서�스트레스�확산을 
완화시킬�수�있다고�보았다7. 개인적�자원은�자신을�긍정하고�주변�환경으로부터�독립적으로�자신을�보호할�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말한다. 사회적� 자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정서적, 물질적� 도움� 등을 
이른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은� 스트레스� 원인을� 없애거나� 스트레스� 상황�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영향을�차단하는�것을�뜻한다. 하지만�코로나�상황에�직면한�노인들에게는�이�세�가지�능력�모두 
약해지기� 쉽다. 따라서� 신체적� 차원의� 방역� 뿐� 아니라� 정신적� 방역�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 집단의 
인구사회학적�다양성을�구체적으로�고려한�접근과�지속적인�관심도�필요하다. 그리고�코로나로�인해�문제가 
부각되거나�심화된�기존의�환경은�무엇인지, 그리고�이러한�사회환경적�요소가�정신�건강에�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에�대해�좀�더�심도�있게�연구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노인의�삶과�존엄성이�무너지지�않도록 
인권단체, 국제기구, 미디어�등의�지속적인�활동�역시  필요하다. 

코로나와 정신건강

코로나�대응책은�전세계적으로�사람들�간�접촉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유사했다. 노인에�대한�대책�역시 
마찬가지였다. 젊은�세대에�대한�일부�지침이�국가별�상황과�문화에�따라�차이가�있는�반면, 노인에게는�행동 
제약이�따르는�수준으로�지속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연령차별과 노인 인권 협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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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공공�보건�정책은�위기�상황에서�필요하며, 일시적으로�물리적�제약과�같은�강력한�제재는�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함께� 이� 같은� 제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사안이� 되었다. 보호를 
명분으로�하고�있지만, 이는�노인들의�삶에서�친구와�가족들, 적절한�의료�접근권과�이동권�같은�필요한�것들을 
앗아간다. 이는� 노인의� 의지나� 대처� 능력을� 간과한� 채, 노인은� 신체적� 능력이� 약하다는� 편견을� 오히려 
강화하였다. 또한�폭력과�학대�위험이�높아지고�있다.

연령을�기반으로�한�차별은�인권보호에�부정적인�효과를�준다. 1차적인�행동�제약에�머무는�것이�아니라�다른 
차별침해�요소들과�맞물려�연쇄적으로�인권�침해를�일으킬�수�있다8. 이는�아동과�청소년, 청년, 노인�모두에게 
해당된다. 개개인이�지닌�성적�정체성, 인종, 출신국가, 종교, 젠더, 교육�수준�등과�연령차별이�결합할�때�인권 
침해�정도는�훨씬�클�수�밖에�없다. 이와�같은�교차적�차별을�줄여나가기�위해서는  나이에�따라�사람의�가치가 
달라지지�않는다는�인권의�기본�방침�아래�연령차별이�제도적으로�금지되어야�한다.

현재까지�국제사회에서�연령차별을�금지하는�경우는�유럽연합(EU)이�유일하다. 그러나�법�적용�분야가�노동 
시장에�한정적이고, 사회�전반에�걸친�연령�차별을�다루지는�않고�있다. 코로나�장기화와�함께�노인에�대한 
연령차별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이를�개선하기�위해�노인인권을�담은�새로운�협약이�필요한�때이다. 

코로나�시대를�겪으며, 전세계는 BC(Before Covid 19)와 AC(After Covid 19)로�시대�구분을�다시�하고�있다. 
더불어�뉴노멀(New Normal)에�대한�방향�설정과�논의가�진행되고�있다. 노인인권�역시�전과�달라질�것이다. 
노인인권의�뉴노멀은�전혀�새로운�기술과�정책�도입이�아니라�노인들이�직면한�문제를�좀�더�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낙인을�지워내려는�시도들일�것이다.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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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확진자가 2020년 9월 17일 
기준으로 3천만명을�넘어섰다. 이�중�사망자�수는�약 95만명으로, 치사율은�감염자의�연령이 
높을수록,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높다. WHO와� 중국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월말 
기준으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중 50대�이하의�치사율은 0.4% 미만인�반면, 50대에서는 
1.3%, 60대는 3.6%, 70대는 8.0%, 80대�이상은 14.8%에�달했다. 미국에서는�사망자의 1/4 
이상이 85세�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1.

코로나는� 사람들을� 여러� 위험에� 노출시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우리의 
총체적�안녕을�위협한다. 그러나�이제까지�세계�각국은�바이러스�전파�차단에�총력을�쏟느라 
코로나의�사회적·정서적�파급�효과에�대해서는�진단과�대처가�미흡했다. 또한�코로나로�인한 
위험들이�어떻게�연결되어�있으며, 이에�대응할�기제가�무엇인지에�관한�연구도�부족하다. 이 
글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와�그로�인한�사회적�고립의�영향을�가장�많이�받은�인구�집단�중 
하나인� 노인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영향을�고찰한다. 아울러�코로나�시대의�노인�정신�건강�증진을�위해서�어떤�노력이 
필요한지�생각해보고자�한다.

코로나19와 노인의 정신 건강

하정화(Junghwa Ha)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junghwaha@snu.ac.kr

코로나19와�노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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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렌�펄린(Leonard Pearlin)은 ‘스트레스�과정(stress process)’과 ‘확산(stress proliferation)’이란 
개념을� 통해� 어떤� 스트레스가�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로� 확산하는� 과정과� 이런� 과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2. 그는� 주로� 치매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가족(caregiver)을� 연구했는데, 이들은 “돌봄의� 어려움”이라는� 일차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증폭된 “돌봄의�포로가�된�것�같은�기분”, “돌봄�외의�사회적�관계와�여가, 그리고�일에서의�어려움”과�같은 
추가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펄린은� 이러한 2차� 스트레스가� 종국에는� 가족들의� 정신건강에 1차 
스트레스보다도�더�강력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했다3.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가족을� 넘어서� 코로나� 시대에�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회구성원들을�이해하고, 해결책을�모색하는�데에�유용한�생각의�틀을�제공한다. 코로나는 ‘감염의�위험’을 
넘어서� 여러� 영역에서� 사람들을 2차� 스트레스에� 노출시킨다. 특히� 사회적� 또는� 물리적� 거리� 두기로� 인해 
증폭된� 사회적� 고립, 실직� 등의 2차� 스트레스는� 사람들의� 안녕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The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20)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와� 관련해�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이�되어�신체적으로�아프게�되는�것4” 보다�사회적�고립으로�인한�불안, 우울, 스트레스, 부정적�감정, 
그리고�경제적�어려움�등을�더�많이�걱정한다5.  

코로나의 사회적·정서적 파급 효과

고령층은�코로나로�인한 “사회적�거리두기”의�영향을�가장�크게�받은�인구�집단�중�하나이다. 실제로�많은 
나라들에서는�감염�취약�계층인�노인들에게�장기간�동안�지속되는�사회적�거리두기를�권고하였다. 2020년 3
월�말, 호주�정부는 “고령자들은�가능한�한�오래�집에�머무르며�자가�격리를�해야�하고�이는�그들의�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고, 영국에서도 70대� 이상은 4개월간�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에서도 4월에 “고령자들과�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 집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요양�시설에�거주하는�노인에게는�제한된�방문�허용(호주) 또는�방문�금지(미국) 등�더욱�엄격하고 
강한�지침이�적용되었다6. 

상황이�이렇다�보니�요양�시설에�거주하는�노인은�코로나로�인한�위험의�최전선에�놓여있다. 이들은�집단�거주 
시설에�살기에�일반인보다�더�높은�감염의�위험에�노출되었을�뿐만�아니라, 방문�금지�조치로�가장�가까운 
사람들과도�교류하기�어렵게�되었다. 지난 8-9월, 워싱턴�포스트지에는�코로나로�인한�사회적�고립의�피해를 
고스란히�겪고�있는�요양원�거주�노인들의�이야기가�소개되었다7. 이들은�사회적�거리두기로�요양원�내의 
친구와�함께�밥을�먹을�수도�없고, 요양원�내에서�제공되던�많은�프로그램에도�더�이상�참여할�수�없게�되었다. 
무엇보다�가족의�방문이�금지되면서�요양원�거주자들은�오직�음성이나�화상통화를�통해, 또는�창문�밖�먼 
발치에서만�가족과�소통할�수�있게�되었다. 인지기능이�떨어지거나, 화상통화에�익숙하지�않은�노인들은�이 
방법에서도�소외되었다. 요양원에�들어갈�당시�상태가�좋았던�노인들도�코로나로�인한�격리�기간이�길어지며 
눈에� 띄게� 기능이� 약화되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둔� 어떤� 이는� 이렇게� 두었다가는� 어머니가 “(코로나에 
감염되지�않더라도�고립에�의해)죽을�것”이라고�했다8.

고령층이 겪는 어려움과 정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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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필요한�노인이나�만성질환으로�의료서비스를�이용해야�하는�노인들의�스트레스도�가중되었다. 감염 
위험으로�지역사회�돌봄�서비스가�중단되고�의료�자원이�코로나�감염�환자들에게�집중되다�보니�일상적인 
의료�및�돌봄�서비스가�필요한�사람들에게는�서비스�접근성이�제한되었기�때문이다9. 이러한�접근성�제한은 
만성질환자들의�질병�관리와�건강에�영향을�미친다. 

치매�노인들도�코로나와�사회적�거리�두기로�인한 2차�스트레스의�부정적�영향을�크게�받는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경우� 마스크� 쓰기, 외출하지� 않기� 등� 사회적� 거리� 두기의� 생활� 수칙� 및� 방역� 수칙을� 잘 
이해하기�힘들며, 요양�시설�거주자의�경우�왜�갑자기�가족이�찾아오지�않는지, 왜�방에만�있어야�하는지, 왜 
요양보호사들이�모두�마스크를�쓰고�있는지�등을�의아해하며�혼란스러워�할�수�있다10.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운동�부족과�인지적�자극의�감소�또한�치매�노인의�질병�예후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노인들이나, 이로�인해�안전하지�않은�환경에서�일을�해야�하는�노인들도 
코로나의�가중된�위험에�처해있다. 특히�연금�등�사회적�안전망이�충분하지�않은�국가에서는�이러한�위험이 
증폭되어�노인의�건강과�정신�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마지막으로�우리�사회에�팽배한�연령차별주의(ageism)도�코로나�감염�위험을�넘어 2차�스트레스로�작용할 
수�있다. 예컨대�코로나�발발�후�미디어를�통해�공공연히�드러난 ‘노인들은�젊은이들에게�희소한�의료�자원을 
양보해야�한다’거나 ‘경제를�위해�희생해야�한다’ 또는 ‘노인을�무책임하며, 지시를�잘�따르지�않는�집단’으로 
보는�인식은�노인에�대한�고정관념과�차별, 혐오를�증폭시킨다11.

이러한�여러�위험들은�고령층의�정신건강과�밀접히�연관된다. 사회적�고립과�경제적�어려움, 차별�등이�불안, 
우울, 외로움, 자살� 시도� 등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12. 질병� 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으로�인한�격리가 PTSD, 혼란, 분노를�가져온다는�연구도�있다13. 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의�확산이 
언제�끝날지�모르는�상태의�불확실성�또한�사람들의�불안�수준을�높인다.  

앞서�설명한�스트레스�과정�모델에서�펄린은�스트레스�확산�과정을�누그러뜨릴�수�있는�기제로�개인적�자원, 
사회적� 자원,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능력� 세� 가지를� 꼽았다. 개인� 자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치 
있다고�생각하는�자아존중감, 자신과�주변�환경을�통제할�수�있고, 주변에서�벌어지는�상황에�영향을�미칠�수 
있다고�생각하는�자아통제감을�말한다. 사회적�자원은�주변�사람들의�정서적·물질적�도움이나�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총칭한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조건을� 없애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부정적�영향을�완화시키거나, 스트레스의�정서적�파급효과를�최소화하는�능력을�말한다14.

그러나� 이런� 요소들도� 개개인이� 처한� 현실에� 영향을� 받는다. 앞서� 언급한� 요양원� 거주노인, 치매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등� 고령층에서도� 가장� 취약한� 노인들은� 코로나와� 연관된� 여러�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할�자원이나�내적�기제�역시�부족할�수�있다. 그렇다면�자원과�대처�능력이�부족한�취약�노인들에게�어떤 
서비스와�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코로나� 이후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연구가 
필요할까?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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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2020년 8월 19일�조선일보�아웃룩에�실린 “코로나�시대 ‘마음�방역’을�부탁해”를�보완하여�작성하였음.

첫째, 우리는�물리적�질병에�대한�방역�매뉴얼과�함께, 마음�건강을�유지하기�위한 ‘정신적�방역’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보건� 수칙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위해�신체적�건강, 영양�상태, 숙면, 운동�등을�챙기는�것이�중요하다. 

둘째, 고령자의�특성�및�노인�인구집단�안의�다양성을�고려한�접근�방법을�찾아�나가야�한다. 서울대�심리학과 
최인철�교수�연구팀에�따르면, 코로나�전후로�행복의�궤적은�연령, 성별, 성격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중년 
이상은�상황을�재해석해서�더�긍정적인�관점으로�바라보고�대처하는 ‘인지적�재해석’이, 젊은�층은�취미�같은 
‘새로운�활동’을�시도하는�게�코로나를�대하는�중요한�회복�기제였다. 이러한�결과는�코로나로�인해�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연령별·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함을�시사한다. 앞으로의�많은�서비스가�비대면으로�이루어질�것임을�고려할�때,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않은�노인들을�지원할�방법을�찾아�이들이�가족�및�지인들과�쉽게�소통할�수�있도록�해야�한다. 독거 
노인�등�지역사회�자원에�의존해야�하는�노인들에�대한�지속적�관심도�필요하다. 

셋째, 정책�입안자들이나�학자들은�어떤�환경이�코로나로�인한 2차�스트레스와�이들이�정신�건강에�미치는 
부정적�영향을�심화시키는지, 그리고�어떤�정책과�자원들이�이를�경감시키는지�체계적으로�연구해야�한다. 
특히�경제적�여건이나�만성질병�부담, 사회적�고립, 신체적�제약�등�여러�영역에서�어려움을�감당해야�하는 
사람들이�겪는�이중·삼중고가�무엇인지, 이를�해결하기�위해�필요한�자원은�무엇인지�파악해야�한다. 또한 
정책을� 시행할� 때� 그� 파급�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울�때일수록�차별과�혐오를�넘어서�모든�인간은�존엄하며�존중�받을�가치가�있음을�기억해야 
한다. 고령자라고�해서�버려져도�되는�사람들이�아니라, 인간적인�돌봄을�받을�권리가�있는�사람들이라는�것을 
많은�사람들이�인지할�수�있도록�인권단체와�국제�기구, 미디어�등의�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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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복지관은�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의� 취미생활이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한다1. 

노인종합복지관은�노인의�일상을�가장�가까이에서�다루는�현장이다. 코로나19 확산�이후�비대면�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노인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노인의 
일상과�인권을�지키기�위해�활동하는�노인종합복지관의�대응을�소개한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복지관� 이용� 노인의� 안전확인� 및�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주 1~2회�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이를�통해�코로나19 증상과�예방법�및�안전확인을�지속하고�있다.

사회적�거리두기�확산으로�집에�머무는�시간이�늘어난�노인들을�위해�반려식물(화초, 콩나물�등)을�지원하고�있다. 
또한� 일일� 작품활동� 키트를� 제공해� 소동작활동을� 촉진하고� 일상에서�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완성품은�복지관�홈페이지에�게시해�지역사회와�공유하고�있다. 

① 마음�방역�프로그램 :

코로나19 시대에� 노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의� 기존�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제공하고�있다. 특히�문화, 교육�및�건강�프로그램을�영상으로�제작하고�홈페이지와�유튜브에서�시청할�수�있도록 
지원하고�있다. 또한, 어버이날, 노인의�날, 지역�축제�등�기존에�진행해온�특별행사를�온라인행사로�개최하고 
지역노인과�전화�인터뷰를�생중계하여�지역사회�내�소통과�교류를�독려하고�있다. 

② 온라인�프로그램 :

[코로나19 시대, 정서적 건강 보장 활동] 

① 전화�안부확인서비스 :

[코로나19 시대, 정보접근성 보장 활동] 

국가에서�발송하는�재난문자�외에�코로나19 상황에�따른�복지관�이용�방법과�안전수칙�준수�등의�내용을�담은 
메시지를�문자와�홈페이지를�통해�정기적으로�공유하고�있다.

② 문자�및�홈페이지�정보공유서비스 :

코로나19 확산�이후, 사회적으로�온라인�채널을�활용한�활동이�증가함에�따라�스마트폰�활용�교육에�대한�노인의 
수요가�급증하고�있다. 이에, 사회적�거리두기�지침과�방역수칙을�준수하기�위해 10명�이하의�소규모�교육을�운영하고 
있다. 이러한�스마트폰�활용�교육은�기기�활용�능력�강화�외에도�노인의�자존감�향상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③ 스마트폰�활용�능력�강화�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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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특히�복합적�차별을�경험하는�노인은�코로나19 상황에�더�취약할�수�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은�코로나19 발생 
전부터�교차차별을�경험하는�노인�세대를�위한�서비스를�제공해왔으며, 코로나19 시대에도�해당�서비스를�지속�및 
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코로나19 발생�후에도�데이케어�및�재가방문�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있으며, 서비스�제공자의�선제검사, 
일일방역�지침�수행�등을�통해�안전하게�제공하고�있다.

① 치매노인�지원 : 

저소득노인에게� 의식주� 및�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방역물품과� 생활물품� 및� 급식(도시락� 및 
대체식품)을�지원하고�있다. 

② 저소득노인�지원 :

홀로�거주하는�노인에게�안부�전화와�가정�방역을�지원하고�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장비를�활용해�가정�내 TV 
및�전기사용량과�활동�여부를�감지하는�등�안전확인�서비스를�지속하고�있다. 

③ 독거노인�지원 : 

[코로나19 시대, 교차차별(intersectionality)을 경험하는 노인 지원 활동]

* 본�내용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의�인터뷰를�바탕으로�재구성되었음. 

1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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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노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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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노인인권:일본의 현황을 중심으로

2020년 1월�이래, 코로나19는�전�세계�모든�이들의�삶을�바꿔�놓았다. 2020년 9월 21일�기준, 전 
세계적으로�코로나 19 감염�확진자�수는 30,675,675명으로�늘었고, 코로나19 감염으로�목숨을 
잃은� 사람은 954,417명에� 달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유례없는� 국가� 봉쇄� 등� 일상� 활동을 
제한하는�조치�등을�단행했다. 노인�또한�심각한�타격을�입었을�뿐만�아니라�이들은�코로나19의 
주요�희생자로서, 코로나 19로�인한�사망자�수는�초고령층에�집중되어�있다. 일본에서는 70세 
이상�사망자가�전체�사망자�수의 85%를�차지했다 ([그림 1] 참조). 

코로나19와 인구 고령화

[그림 1] 일본의�코로나19 연령�및�성별�사망자�수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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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코로나19 관련�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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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이�없는�노인은�드물기�때문에�이들에게�의료�서비스는�매우�중요하다.  그러나�노인들은�코로나 19
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1차� 확산(2020년 4~5월)시기에는� 일부 
병원의�경우, 수용�능력�초과로�증세가�심하지�않은�환자는�진료를�받을�수�없었다.  또한�병원은�코로나19 병원 
내�감염에�대한�두려움으로�최대한�방문을�피해야�하는�곳으로�인식되어�노인을�비롯한�많은�사람들이�의료 
시설�방문을�꺼리게�되었다. 병원을�찾는�환자�수는 2020년 5월�최저에�달해�내원�환자�수는�전년도의 81%에 
지나지�않았다4. 의료�서비스�이용�기피는�만성�질환을�악화시키는�원인이�될�수�있으며�긴급한�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는�상황을�놓칠�수도�있다. 

2020년 9월 29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82,060명으로� 늘었고 1,567명이� 목숨을� 잃었다5.  
그러나�오히려  코로나19 감염이�시작된�이래�사망자�전체�수는�미세하게�감소했다. 일본은�초고령사회로

의료 서비스와 성과

코로나�치사율은�젊은�층에�비해�노인층�사이에서�훨씬�높다. 예를�들어, 일본에서 80세�이상�치사율은 17.8%
로, 전� 연령대의� 치사율이 1.9%인� 것에� 비해� 크게� 높다1.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19의� 위험이� 노인층에 
집중되는�현상이�보였고, 실제�코로나�환자 1만명�이상�국가들의�경우�고령화가�진행된�정도와�코로나 19 
치사율�간�미미한�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림 2] 참조). 

코로나19는�노인의�삶에�있어, 감염�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측면에서도�영향을�미치고�있다. UN의�정책 
보고서는�코로나 19가�노인에게�삶과�죽음, 취약성과�방임, 사회적·경제적�웰빙�등�세�가지�영역에서�미치는 
위험을� 지적하였다2.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은� 코로나19가� 노인� 건강과� 돌봄에 
미친� 영향, 소득� 안정, 사회적� 현안� 및� 대응에� 대해� 분석했다3. 감염의� 심각성과�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국가마다�다르며, 이�글에서는�일본�노인의�상황과�일본의�대응을�예로�소개하고자�한다. 

주: 코로나19 확진자 1만�명�이상�국가�대상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COVID-19 Dashboard, United Nations 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그림 2] 코로나19 치사율과 60세�이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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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하는�노인�수는 2020년 1~3월�감소했고 4월�다시�증가했으며9, 이는 2019년�동향과 
같다.  한편, 일부�지역에서�장기�요양�시설�신규�입소는�감소했고10, 5월에는�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수가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11. 이는�신청자�수가�감소한�데다�인증�절차가�지연된�것이�원인으로�보인다. 지역사회 
노인들을� 방문하여� 장기� 요양� 필요� 여부를� 평가하는� 복지담당관들이� 코로나19로� 가구별� 방문을� 하기  
어려워졌고, 장기�요양이�필요한�노인들은�감염�우려�때문에�지자체�사무소�방문을�삼가고�있다. 그러나�필요에 
따른�요양�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면�신체�및�정신적�기능이�악화될�위험이�있다. 

장기�요양�보호�대상자의�약 1/4는�여러�기저�질환과�증상을�가진�노인들로, 이들은�시설�서비스를�이용하고 
있다7. 코로나19 팬데믹�속에서�장기요양보호시설은�종종�집단�감염의�온상이�되었다. 한�언론�조사에�따르면 

장기 요양

총�사망자�수가�높고�매년�증가�추세로, 2019년�일본의�사망자�수는 1,381,093명이었다6.   2020년 1~7월 
사이� 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낮았다([그림 3] 참조). 예외적으로 4월만� 사망자� 수(423명)가 
증가했으나, 이� 또한� 실제로� 초고령자� 수의� 증가에� 따른� 예상� 사망자� 수보다는� 적은� 것이었다. 사인의 
대부분은�결핵과�심장병이었다7. 마스크�착용, 손�씻기, 3C 피하기(환기가�안되는�밀폐�공간[Closed spaces 
with insufficient ventilation],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Crowded conditions with people], 근거리 
대화[Conversations in short distance])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가� 노인층에게� 치명적인� 기타� 질병을 
예방하는�데�도움이�된�것으로�추측된다.

코로나19 백신이�개발되면�노인을�포함한�모든�연령층에게�백신이�보급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다만 
백신은�희망자에�한해�공급되어야�한다. 2009년 H1N1 인플루엔자(신종플루) 확산�당시, 일본�내�사망자�수는 203 
명이었으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수도 131명에� 달했다8. 접종이� 원인이� 된� 경우는� 세� 건이었고� 나머지는 
인과관계를�입증하기는�어려웠으나, 백신�접종�후�사망한�사람의 80%는 70세�이상이었고�기저�질환을�앓고 
있었다. 감염�질환에�취약한�사람들은�백신�접종에�따른�부작용에도�취약하다. 따라서�개개인에게�백신�접종의 
위험과�부작용의�가능성을�고지하여�희망자에�한해서만�접종을�받을�수�있도록�조치해야�한다.

[그림 3] 월별�총�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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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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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코로나19 사망자의 14%는�요양시설에서�발생했다12. 해당�비율은�프랑스의 49%, 스웨덴의 47%, 
미국의 45% 등�다른�국가에�비하면�낮은�것이다13. 

2020년 2월� 초에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사회적� 교류를� 최소화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 방침에�따라�시설�입주자의�가족을�포함한�외부인의�방문이�금지되었고�부모나�조부모조차�만날�수 
없게�되었다. 이로�인해�일부�시설에서는�온라인�대화를�권장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가족�돌봄�제공자들의�부담을�가중시켰다. 감염�위험을�피하기�위해�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의�가정�방문이나�시설�단기�체류�등의�활동이�중단되었기�때문이다. 특히�공공�서비스로�제공되는�목욕 
서비스가�제공되지�않아 “목욕�난민”이�발생하기도�했으며�이로�인해�가족들의�부담이�가중되었다. NGO, 중앙 
및�지방�정부가�지원�방안을�모색하고�있으나�이전과�같은�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일본의�빈곤�경감책인�공적부조�수급자�중�노인�가구�비중은�매우�높다. 수급자들은�생활비로�현금�보조와 
주거�및�교육�지원, 무료�보건�및�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받는다. 2020년 6월, 공적부조�전체�수급자의 56%
에� 달하는 905,107가구가� 노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4월에는 
공적부조�수급자가�다소�감소했다14. 이는 2009년�글로벌�금융�위기�때�공적부조�수급자가�급증했던�것과는 
대조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공공� 재정이� 동원되면서, 각종� 급여, 대출� 및� 할인�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다. 일회성으로�특별수당 10만엔이�모든�주민들에게�지급되기도�했다. 소득이�줄어든�사람들에게는 
최대 9개월�간�임대료�보조금이�지급되었으며, 결근�특별�보상금이�일당�최대 1만 5천엔까지�지급되었다. 이와 
같은�정부의�지원�제도로�인해�공적�부조�수급�비율이�감소한�것으로�보인다.

코로나19로�많은�사람들이�일자리를�잃은�가운데�실업자�수는 2020년 1월, 159만�명에서�같은�해 7월 197만 
명으로�늘었으며�이�수치는�각각�전체�노동력의 2.3%와 2.9%에�해당한다15. 가장�큰�타격을�입은�것은�젊은 
세대였다. 노인층�실업률도�하향세를�유지했고 5월�이래�더욱�감소했다 ([그림 4] 참조).

경제적 안정

[그림 4] 연령별�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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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통계국, 노동인구�조사( Labour Forc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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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특별조치법에�의거, 2020년 4월 7일자로�비상사태를�선포했다. 이에�따라�정부는�외출�제한을 
권고하였고�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연금� 수급� 노인의� 대다수를�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이� 집에 
머물면서�사회적  접촉이�크게�줄었다. 2020년 6월�시행된�온라인�조사에�따르면 6-70대�노인의 29.9%는
3월에서 5월�중�평일�하루�종일�집에�머물렀고, 69%는�집에�있는�시간이�늘었다고�대답했다17. 집에�머무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활동은� 청소와� 쓰레기� 버리기(26.7%), 인터넷� 검색(24.6%), TV 시청(23.9%) 
순이었다. 이�비율은�젊은�층에서도�크게�다르지�않았다. 응답자의�일부는�이미�은퇴한�후라�생활이�크게 
변하지�않았다고�대답했으며, 일부는�계속�집�안에�있다�보니�스트레스가�늘었다고�답했다. 

노인층의�인터넷�사용률은�낮았지만�최근�증가세를�보였다. 2019년�노인층(65세�이상)의 80.2%가�인터넷을 
사용한�적이�있다고�응답했으며 2018년의 58.4%에�비해�크게�증가했다. 코로나19 때문에�많은�노인들이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게� 되었다. 3월~5월간� 노인의 3.6%는 PC나 
태블릿을�구매했고 2.2%는�화상�통화를�시작했거나�화상�통화�이용�시간이�늘었다11. 해당�비율은�미미해 
보이지만�코로나19가�노인들의�삶을�어느�정도�변화시켰음을�보여준다.

이와�더불어�학대와�같은�부정적인�변화도�있다. 노인의 12.3%는�신체적, 심리적, 금전적�학대를�경험하며, 
혼자�살�때보다�가족과�함께�사는�경우�학대�받을�확률이 2.51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18. 코로나19로�인한

일상의 변화

그러나� 실업자� 수에는� 임시� 휴직자들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4월에는� 많은 
근로자들에게�휴직�조치가�내려졌으며, 이에�따라�휴직자�비율은�모든�연령대에서 9.0%로�올랐고�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다소� 높은 10.7%였다. 7월이� 되자�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속되고�소비가�위축됨에�따라  고용�구조가�변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휴직�상태의  근로자들은�결국�실업으로 
이어질�위험이�있다. 단기�현금�지원으로는�충분하지�않으며�일자리�창출을�위한�혁신적인�산업�변화가�필요할 
것이다. 일본의�전체�노동인력에서�노인이�차지하는�비율은 13.7%에�달한다16. 따라서  노인층을�위한�혁신적인 
일자리�창출을�유도한다면, 코로나19와�더불어�살아가는�삶의�실마리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출처: 일본�경찰, 자살�통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그림 5] 월별�자살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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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기간에는�이러한�가정�내�학대�가능성이�더욱�높아질�것이다. 한편, 혼자�사는�노인들은�고립과 
우울증을�겪을�가능성이�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와� 학대� 또는� 우울증� 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전국� 차원의� 통계는� 없으나� 우울증의 
극단적�표현이라�볼�수�있는�자살자�수는�하나의�지표가�될�수�있을�것이다. 2020년 2월에서 6월�사이�코로나19 
1차�확산�당시�자살자�수는�전년�대비�크게�줄었다19. 비상�사태로�인한�심리적�경계태세가�자살을�막은�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월�이래�숫자는�평년�수준으로�돌아갔다. 

2020년, 일본은�코로나19의�확산�외에도 7월의�유례
없는�폭우와 8월의�폭염을�겪었다. 그러나�코로나19
로�인해�이와�같은�기타�재난의�대응에�많은�어려움이 
있었다. 폭우� 대피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진� 탓에� 자원� 봉사자들의� 부족으로 
폭우� 이후의� 복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8월의 
폭염은� 특히� 노인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도쿄
에서�이상�고열로�사망에�이른�사람이 170명이었고 
그� 중 90% 이상은 60세� 이상이었다20. 같은� 달, 
코로나19로�인한�사망은 31명이었다21.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냉방� 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각

가구당�에어컨�사용량이�늘어남에�따라�대도시의�열섬�현상이�더�심화되었고, 이에�따라�이상�고열�사망자 
수는�더욱�증가하고�있다. 특히�올해�코로나19로�인해�상황은�한층�더�악화되고�있다.

겨울이�다가오면서�인플루엔자�전파가�예상될�뿐만�아니라, 일본의�특성상�대규모�지진은�언제라도�일어날�수�있다. 
이제�복합적�재난�현상은�일상이�되었으며, 이러한�재난�속에서�가장�취약한�세대는�노인�세대일�수밖에�없다. 

코로나19와 기타 재난

코로나19는� 대도심� 지역에� 집중�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31.1%, 사망자의 26.0%가� 도쿄� 현에서 
발생했다4. 높은�인구�밀도와�국제적�이동성이�바이러스�감염을�확산시킨�것으로�보인다. 코로나19로�인해 
원격� 근무와� 화상회의를� 널리�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도쿄를� 떠나는� 인구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도시 이탈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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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도쿄�현�월별�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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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통계국, 기초주민등록�기반�일본�내�이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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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2020년 9월을�기준으로�작성된�것으로, 보고서�발간�시점의�코로나19 상황�및�통계와�다를�수�있음.

도쿄�전입자�수를�줄이는�것이�정책의�우선순위였으나�인구�유입을�막기에는�한계가�있었다. 그러나�코로나
19의�영향은�어느�정책보다�더�강력했다. 도호쿠�지방�태평양�해역�지진이�일본�전역을�강타했던 2011년�이래 
처음으로� 도쿄에서� 순� 인구유출이� 발생했다22. 노인� 세대의� 이동률은� 낮으나� 전반적으로� 도쿄� 인구� 이탈 
현상이�나타났다 ([그림 6] 참조).  

지금까지는�이�동향이�일시적�현상일지, 아니면�장기적으로�지속될지�알�수�없다. 다만�이와�같은�순이탈 
현상이�이주자들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팬데믹� 초기에� 품었던� 기대와� 달리, 코로나19는�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면서�근본적인�변화와�혁신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노인들의�삶�또한�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월별�통계와�임시�조사�결과에�의하면, 무엇보다�초고령층에서�높은�코로나19 치사율을�보이고 
있다. 자가�격리�생활은�다양한�부작용을�일으켜, 보건�및�장기�요양�보호�이용에�지장을�초래했으며�일상적인 
사회적, 신체적�활동이�제한되었다. 그러나�노인층의�절대빈곤이나�실업은�가중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코로나19의�위협은�전�세계적이지만�감염이나�치사율의�심각성은�국가별로�다르기�때문에�각�국가는�서로 
배울�점이�있지만�상황은�다를�수�있다. 코로나19에�대해�우리는�막연한�두려움이�아닌�정확한�정보에�기반한 
“올바른�두려움(correctly fear)”을�가지고�제대로�된�결정을�내려야�할�것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두려움에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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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사례:
코로나 19 팬데믹 속 노인의 정신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응을 중심으로

2020년 3월, 덴마크는�코로나19에�따라�봉쇄조치(lockdown)를�취하였다. 식료품점이나�약국�등�필수품을 
취급하는�곳을�제외한�모든�상점은�문을�닫았고, 대부분의�회사는�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모두�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시민들은�함께�거주하고�있는�사람을�제외하고는�모든�만남을�중지하라는�권고를�받았으며, 이러한 
모든�조치는�코로나�바이러스의�감염�확산을�방지하기�위한�것이었다. 

이러한�예방적�조치의�영향을�받아�전국의�노인요양시설은�안전�대책의�일환으로�사회적�거리두기, 위생 
관리�강화, 외부인�방문�금지�조치를�시행하기�시작했다. 일부�쇠약한�독거노인은�코로나19로�인해�홈케어 
서비스를�제대로�받지�못하면서도�감염에�대한�우려�때문에�자가�격리를�택하였다. 덴마크의�봉쇄조치 
이후�노인들의�일상은�심각하게�붕괴되었고, 가족�및�친구들과의�제한된  만남은�노인의�고독감, 두려움�및 
불안감을�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

이러한�이유로 5월�초에는�덴마크�정치권�전반에�걸쳐�노인요양시설�거주자�및�집에서�지내는�취약한 
노인들의�삶의�질과�정신�건강�보호를�위한�다양한�사업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이�사업에 1억 6,500만 
크로네(미화� 약 2,60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합의되었다. 해당� 사업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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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조치의�핵심은�사회적�거리두기, 올바른�위생�관리, 감염�경로가�될�수�있는�물체와의�접촉�피하기 
등의�감염�예방�지침을�준수하면서�노인요양시설�거주자�및�집에서�홀로�자가�격리�중인�쇠약한�노인들의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많은� 관련� 사업들은� 비교적� 저비용이면서도 
실행이�용이한�것으로�노인요양시설과�홈케어의�기존�활동과�시설을�활용하는�데�중점을�두었다.

예를�들어�노인의�머리를�감겨주거나�피부에�로션을�바를�때�신체�접촉이나�두피�마사지를�통한�자극으로 
스킨�헝거 (Skin Hunger, 접촉결핍(Hunger Starvation)으로도�알려짐)를�완화하는�활동�등이�있다. 일상 
속�자연스러운�신체�접촉을�통해�노인의�신체적, 정신적�웰빙을�개선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일상적�환경을�활용하는�또�다른�방법은�발코니나�정원�등�실외�장소를�노인과�이들의�가족이�만날�수�있는 
장소로�이용하는�것이다. 마찬가지로�노래�부르기나�가벼운�운동�등�주로�실내에서�이루어지던�활동들도 
야외�공간을�활용하면�노인에게�정서적�도움을�줄�수�있다.

이외에도�노인들이�친인척과�화상통화를�하거나�일상의�모습이�담긴�사진을�공유하는�활동�등�코로나19 
속에서�노인의�사회적�유대감을�유지하기�위한�다양한�조치들이�취해졌다. 또한�노인이�일기를�쓰도록 
권장하여� 일기를� 가족� 및� 친인척과� 공유함으로써� 일상을� 나누고� 관계의� 연결성과� 연속성을� 더� 잘 
경험하도록�도왔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치매� 노인의� 정신적� 건강� 관리는�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치매 
환자에게�코로나19 상황을�이해한다는�것은�어려운�일일�수�있으며, 이러한�이해의�부족으로�인해�일상의 
붕괴�및�가까운�친인척의�갑작스러운�부재에�더�심각한�영향을�받을�수�있다. 앞서�언급한�활동�등은�치매 
환자에게도�도움을�줄�수�있으나,  아직까지�치매�노인이�코로나19 상황을�보다�잘�대처할�수�있도록�돕는 
더� 나은� 해결책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치매노인이� 격리상황� 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감염으로부터�안전한�다양한�활동을�개발하기�위한�자금이�배정되기도�하였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친구 및 가족들이 치매 노인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기존의 노인 대상 서비스를 재개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임시적 제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고독감 예방 성공 사례(실내 활동을 야외활동으로 전환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지속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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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정부는�코로나19 전개�상황의�불확실성을�고려하여�국가가�아닌�각�지자체가�재량적으로�해당 
지역의� 확진자� 수에� 기반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재개나� 재봉쇄� 조치�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차원의�재량을�허용함으로써�가족�간�소통이�증가하고�노인의�일상이�정상화되는�등�많은 
덴마크�노인의�정신건강이�유지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사례�제공:
니나�모라르�보울�박사, 주한덴마크대사관

ninboe@um.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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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으로 죽기 전에 굶주림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Zafor Alam(62세), 방글라데시�콕스�바자르1 

국제�사회는�코로나19 팬데믹이�노인의�건강과�인권에�미친�심각한�영향에�대해�인식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는� 노인들이� 직면한� 심각한� 연령주의와� 연령� 차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2.  2020년 5월,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의료� 서비스� 접근� 거부, 낙인과� 차별로� 인한 
트라우마� 등� 팬데믹이� 노인인권에� 미친� 심각한� 영향에� 주목했다3. 또한� 같은� 달  유엔 
사무총장은�팬데믹이�노인과�노인인권에�미치는�불균형적인�영향에�대해�우려를�표명하였다4. 
이러한  심각한�상황에도�불구하고, 노인들의�이동권을�포함한�이들의�권리는�여전히�심각하게 
제한되고�있다. 이�글은�아셈�회원국이  팬데믹에�대응하기�위해�취한�연령�기반�조치에�대해 
살펴보고, 이러한�대응이�노인의�존엄과�권리에�미친�영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서론

코로나 19와 연령주의 대응: 
변화를 위한 준비, 노인권리협약의 필요성

코로나19와�노인인권

브리짓�슬립(Bridget Sleap)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

bsleap@helpa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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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전략으로서� 연령� 기반� 조치는� 다수 
국가에서� 노인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널리 
시행되었으며, 많은� 아셈� 회원국에서도� 국가� 봉쇄 
초기� 단계� 및� 봉쇄� 해제� 당시에도�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60세, 
65세, 70세�등�생물학적�연령을�기반으로�노인들에게 
자가� 격리를� 권고하거나� 요구하는� 조치로, 필리핀
에서는 60세�이상�노인에�대해�자가�격리�방역�지침이 
시행되었다5.  중국에서는 60세� 이상의� 경우� 여행을 
삼갈� 것을� 권고� 받았고6, 크로아티아에서는 60대 
이상은� 집에� 머물며� 되도록� 정기� 병원� 검진이나 
통원을�삼가도록�권고�받았다7.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스위스는  집에� 머물라는
권고를8,  몰타에서도� 자가� 격리를� 권고했으며9 인도� 케랄라� 주(Kerala State)에서는� 노인들이� 함께� 사는 
가족들로부터�격리되어야�했다10. 러시아에서는�전국적으로�노인들에게�자가�격리�의무�조치가�도입되었다11.

체코� 공화국12, 핀란드13, 스웨덴14  및� 태국15  정부의� 경우  70세� 이상에게�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아일랜드에서는� 노인들에게� 최대한� 외부� 노출을� 피하고� 외부� 세상과� 분리해�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16. 
뉴질랜드�정부는  바이러스�확산이�심각할�당시�코로나19 경보 3단계에서 70세�이상에게는�집에�머무를�것을 
권고했으며17, 세르비아에서는 70세�이상�노인들의�외출이�금지되었다18.

이외에도�노인을�대상으로�한�제한�조치가�검토�또는�의무�시행되었다. 벨기에의�경우, 65세�이상의�조부모는 
손자녀와의�만남이�금지되었다19. 파키스탄에서는�라마단�기간�중�노인들의�모스크�출입이�금지되었고20, 인도 
케랄라�주에서는�노인들의�경우�일하는�것이�허용되지�않았으며21, 필리핀에서는�노인들의�대중�교통�이용이 
금지되었다22.

각국�정부는�바이러스�확산�속도를�늦추고�노인�건강을�보호하기�위한�공중보건�비상�조치로�연령�기반�조치를 
도입했다. 국제법에�따라�국가는�공중보건�비상�조치를�통해  국민의�일부�권리를�제한할�수�있으나23,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합법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일부�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철저히� 감독되어야� 한다. 또한� 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비례적(proportionate)이어야�하며, 가장�덜�제한적인�방법으로�피해를�최소화해야�할�뿐만�아니라�누군가를 
차별하는�방식이어서는�안�된다24.  문제는�각국의�연령�기반�조치가�이와�같은�기준을�충족하는지를�살펴보는 
데�있다.

연령 기반 조치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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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하여, 바이러스�확산�예방과�노인의�건강�보호는�공중보건�비상�사태에서�정당한�목적에�의한�것으로 
볼�수�있다. 이동의�자유에�대한�권리�제한�또한�국제법에�따라�공중보건�비상�사태에서�허용될�수�있다. 그러나 
우리는�이와�같은�조치가�야기하는�문제에�대해�살펴보고, 이보다�덜�제한적이고�더�나은�조치가�대신�도입될 
수�있는�가능성은�없는지를�살펴봄으로써�이러한�조치가�비례적인지를�판단해야�한다.

노인을�장기간�격리시키는�연령�기반�조치는�노인의�신체적, 정신적�및�인지적�건강에�있어�심각한�영향을 
미칠�수�있다25 26. 또한�연령�기반�격리로�인해�노인이�필요한�의료�또는�돌봄�지원�서비스, 연금, 일자리, 음식, 
사회�보장�또는�적절한�생활�수준을�유지하는�데�필요한�수단에�대한�접근이�어려워질�수�있다27.  

또한�봉쇄�조치로�노인에�대한�폭력, 학대, 방치�위험이�증가하고�있다. 헬프에이지�인도�사무소는�노인들의 
전화�상담�건이�현저히�증가했다고�보고했다29.  호주의 NGO 유나이팅케어(UnitingCare)는�퀸즈랜드의�노인 
학대�상담�전화�이용률이 2020년 2월과 3월�말�사이 15% 증가했다고�보고했다30.

이외에도�연령�기반�조치는�노인들이�팬데믹�대응에�기여할�수�있는�기회를�박탈한다. 예를�들어, 노인들이 
은퇴했더라도�자신의�기술이나�전문성을�필요로�하는�곳에서�활동하거나31, 직장으로�복귀�또는�자원봉사, 
기타�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는�기회를�막게�된다.

이와� 같은� 연령� 기반� 조치와� 함께� 코로나19가� 마치� 노인들의� 질병처럼� 인식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연령주의의�심화로�이어졌다. 예를�들면, 팬데믹을�노인을 “도태시킬” 기회라고�부르는�혐오�발언32, 노인들을 
구하기�위해�젊은�세대가�피해를�보고�있다는  주장과�같은�세대�간�편�가르기, 젊은�세대가�치른�희생에�대해 
노인들에게�세금을�물려야�한다는�주장�등�노인에�대한�부정적인�프레임이�강화되었다33. 이�뿐�아니라, 노인과 
젊은�세대의�생명은�같은�가치로�여겨지지�않거나34, 노인들은�사회적�낙인이�찍히거나�공격의�대상이�되기도 
했다35.

비례성(Proportionality): 연령 기반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

“저는 수입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일을 그만둬야 했지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건 알았지만 전과 달리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없었어요.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거의 매일 채소 밖에 먹을 것이 없어요.  확진자가 계속 늘면 지역사회 격리 조치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수입원이 전혀 없어지게 될까 두려워요.”

Lolo Mario(64세), 필리핀�마닐라�산타�아나�푼타28 

“우리는 단지 나이를 이유로 노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마치 노인들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더 큰 것처럼 믿게 하는 등 교묘하게 낙인 찍는 발언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연금�수급자 ·은퇴자협회가�포르투갈�정부에�보낸�공개�서한(2020. 4.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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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연령주의와 “노인은�취약한�존재”라는�메시지를�노인�스스로�내면화하게�되면, 나이�드는�과정에�대한 
노인들의�인식과�자존감이�낮아지고�수명과�인지능력, 신체�및�정신�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37. 

대안은�분명�존재한다. 우리는�감염�위험을�최소화하고�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는�대안적�조치를�선택할�수 
있다.  즉, 대규모�모임과�같은�접촉�확률이�높은�경제·사회활동을�제한하거나�단계적으로�조정하고, 손�씻기, 
마스크�착용, 사회적�거리두기�등�공중보건�조치�유지, 검사�범위�확대를�포함하여�누구나�위험을�스스로 
평가하고�판단할�수�있도록�정보에�관한�접근성을�높이는�조치�등을�취할�수�있다. 연령을�기반으로�한�조치가 
노인과�지역�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고려하여�덜�제한적이고�피해가�적은�방안을�선택할�수 
있다는�점에서�연령기반�조치는�불균형한�것으로�볼�수�있다.

연령�기반�조치가�차별적인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먼저�연령�차별의�개념을�이해해야�한다. 연령�차별이란 
연령을�이유로�다르게�대우받거나, 그�다른�대우가�인권을�누리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말한다. 
권고�및�의무�정책�모두�차별적일�수�있으며, 연령�기반�조치가�차별적인지�평가하기�위해�두�가지�질문을 
던져볼�수�있다.

연령�기반�격리�조치는�그�특성상�연령을�바탕으로�하며, 이러한�조치는�이동의�자유, 건강, 사회�보장, 적정한  
삶의�수준�및�가정�생활을�누릴�권리�등�많은�권리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났다. 따라서�연령�기반 
격리�조치는�차별적이며�공중�보건�비상�대책으로�용인될�수는�없다. 

또한�이탈리아38,   스위스39,   영국40  등에서�코로나19 환자�치료�우선순위�지침에서�부족한�의료�자원을�두고 
누가�의료�지원을�받을�것인지를�결정하는�기준에�연령이�포함되어�왔다. 치료�우선순위�결정에�연령�상한을 
두는�것은�노인의�의료서비스�접근권과�평등, 더�나아가�이들의�건강권을�부인하는�것이며, 따라서�국제법상 
공중보건�긴급�사태�중에도�유보될�수�없는�권리인�생명권을�침해할�수�있다. 생명과�관련된�중요한�결정을 
연령에�기반하여�내리는�것은  명백한�차별�행위일�뿐만�아니라�노인은�젊은�세대에�비해�그�삶의�가치와 
의미가�적다고�말하는�것과�같다. 코로나19 환자�우선순위�분류�지침은�개별적�임상�평가, 의료적�필요와 
과학적�증거를�기반으로�해야�하며�환자의�의견�또한�존중되어야�한다. 

노인 차별

출처: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 It’s about rights, 2020.8.

질문 2: 이�결정이나�행동 
(또는�행동의�부재)이

젊은�세대에�비해�노인의�권리에
부정적�영향을�미치는가?

질문1: 이�결정이나�행동 
(또는�행동의�부재)이 

연령을�기반으로�한�것인가?
결과

직접적�연령�차별

간접적�연령�차별

연령�차별�아님

예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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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반�조치가�차별적이고�불균형적인�조치임에도�불구하고, 이렇게�널리�사용되는�이유는�무엇일까?  그 
이유의�중심에는�연령�차별이�성별, 인종, 장애�등�다른�형태의�차별과는�달리�대부분�위법이�아니기�때문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연령� 기반� 차별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에서만�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연령은� 차별의 
근거로�사용될�수�없다고�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으나,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과�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개정안에서는�연령이 
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아, “기타�상황(other status)”에�속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아셈�회원국의�국가별�차별금지법�현황에�대한�분석�관련�보고서(2016)에서는�노인에�대한�비차별의�권리가 
모든� 아셈� 회원국에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님을� 보여준다42. 연구에� 따르면� 모든� 유럽� 회원국에서는� 연령 
차별로부터의� 법적� 보호가� 어떤� 형태로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아시아� 회원국(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은�연령�차별�금지에�대한 
법적�보장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법적�보호�규정이�있는�경우에도�그�범위가�단순히�고용�분야에만�해당될  
뿐�삶의�영역�전반에�적용되지는�않는다.

연령 기반 조치가 만연한 이유

연령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노인인권� 보장의�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포함하여�연령�기반�조치가�널리�채택되고�받아들여지는�데�큰�영향을�미쳐왔다. 

노인�권리를�보장하는�유엔�협약이�제정되고, 이에�연령�차별�금지가�명시된다면�법률이나�실제�관행에서�연령 
차별을�보는�관점�자체에�큰�변화를�가져올�것이다. 즉, 연령에�상관없이�모든�개개인이�평등한�대우를�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삶의� 모든� 면에� 있어� 연령� 차별을 
심각하게�인식하는�평등�및�차별금지에�관한�법률을�마련하는�결정적인�계기가�될�것이다. 이를�통해�삶에 
필요한�서비스와�관련된�서비스�제공자�또한�연령에�상관없이�모두에게�물품과�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권을 
보장하고�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는�기회가�될�뿐만�아니라,  정부�및�기타�기관의�법률, 정책�및�서비스�입안의 
지침이�될�것이며, 노인들에게는�스스로의�권리를�알고�주장할�수�있는�기반이�되어줄�것이다43. 

앞으로 나아갈 방향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민의 책임을 다할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Marie-Françoise Fuchs, 프랑스 OLD’UP 창립자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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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연령주의는�심각한�인권�침해�행위로�인식되어�향후�또다른�팬데믹�상황에서도�성별, 장애, 인종을 
기반으로�하는�차별과�마찬가지로�연령�기반�조치�또한�엄중하게�감시될�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노인의�권리가�보호받지�못할�때�사태가�얼마나�악화될�수�있는지를�보여주었다. 이제는 
연령�차별�문제를�다른�형태의�차별과�마찬가지로�심각하게�인식하고�현재의�코로나19 뿐만�아니라�어떠한 
팬데믹�상황에서도�노인을�비롯한�모두의�평등과�비차별에�대한�권리를�보장해야�한다. 그리고�이를�위해 
노인의�권리에�대한�유엔�협약�제정이�이루어져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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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er Remover,
코로나19 팬데믹이 들춰낸 연령주의와 혐오표현

코로나19 전염병�확산은�아셈�회원국과�전�세계의�보건과�경제, 사람들의�일상�생활에�심각한�타격을�주었다. 
특히�코로나19 감염으로�인한�높은�입원율과�사망률을�보인�노인들에게는�그�타격이�더욱�심각했다. 이로�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연령”에� 따른� 분리(segregation) 정책을� 도입하고, 
노인들을 “취약� 그룹”으로� 분류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속에서, 코로나�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실질적 
요인인�기저중복질환보다 “얼마나�나이들었는가”에�더�초점을�맞추게�되었다. 이에�따라�코로나19 바이러스는 
노인들의�질환이라는�인식이�강하게�자리잡기�시작했다. 

이러한�인식은�코로나19 팬데믹에�대한�비노인�세대의�경각심과�사회적�거리두기에�대한�약화로�연결되었을 
뿐만�아니라, 노인�세대에�대한�이미지를�더욱 “취약하고�힘없고�약한” 존재로�굳어지게�했다. 이와�같이, 노인에 
대한�강화된�편견은�전�세계적으로�재정적�자원, 보건�물품과�장비�등이�부족해짐에�따라�자원의�분배�문제와 
맞물려�그간�모든�사회의�영역과�구성원들에게�체화되어�있었던�연령주의가�더욱�심화되는�결과를�낳았다. 

전�세계적인�팬데믹�앞에서�연령주의는�정부의�대응, 언론과�소셜미디어, 공론의�장에서�노인에�대한�혐오표현, 
그리고�농담을�가장한�비하와�경멸적�발언�등의�확산으로�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일부�정치인과�정부�관료는 
노인을 “이미�시체”이므로 “아직�살아�있는�젊은�세대에게�투자해야�한다”고�발언했으며, 언론에서는�코로나19 
관련�보건물품, 병원�진료�등�자원을�양보한�노인을�추켜세우며�노인세대가�비노인세대를�위해�희생해야�한다는 
메시지를�대중에게�심어주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Boomer remover”, “Sitting duck”과�같은�노인에�대한 
혐오표현을�농담처럼�활용하고�유포했다.

관련하여, 안토니오�구테레스�유엔�사무총장은�노인들을�가장�소모적인�존재로�묘사하면서�이들을�경멸하는 
밈(meme)이�확산되는�현상에�우려를�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혐오표현을�해소할�모든�노력을�총동원해야 
한다1”고�강조하며  모든�사회적�약자에�대한�혐오표현의�심각성을�경고하기도�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뿌리� 깊이� 자리잡아온� 연령주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노인의� 생명과� 존엄, 
건강권을� 단순한� 농담� 또는� 비웃음의� 형태로, 혐오표현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노인에� 대한 
혐오표현은�노인을  우리�모두가�경험하는�생애주기�과정�속의�존재로서�인식하는�것이�아니라, 젊음과�늙음의 
구획을�나누어�이들을�비노인세대와는�구분되는�별도의�집단, 별개의�존재처럼�인식하게�함으로써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적� 논리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 짓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식에서� 한� 집단을 
단순화시키고�탈인간화�시킬�수�있는�위험을�초래한다. 이미�노인은�팬데믹�앞에서�개개인의�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또는�특성�등이�고려되지�않고�단순히�연령�앞에  모두�다�같은 “취약�그룹”으로�정의�되었다.

고정관념� 체화� 이론(stereotype embodiment theory)에� 따르면, 연령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모든 
연령대의�사람들에게�체화되며, 이러한�고정관념이�자신에게�해당될�때�노인들은�자신이�가지고�있는�나이에 
대한�편견으로부터�영향을�받고�이는�건강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고�설명한다2. 이와�같은�연령주의와 
노인에�대한�부정적�고정관념은�노인�세대의�건강권만�위협하는�것이�아니라, 결국�현재의�비노인�세대의�노화 
과정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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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코로나19 팬데믹의�상황에서�연령주의의�파급력은�더욱�크다. 자원의�부족�속에서�정부의�대응�및�보건 
방침� 등의� 수립에� 있어� 노인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경시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적�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깨진�상황에서 ‘누가�먼저�치료를�받아야�하는가’와�같은�심각한�윤리적인�문제까지�대두되었다. 마치 
노인의�삶과�생명이�비노인�세대에�비해�중요하지�않은�것처럼�인식됨으로써, 생사와�관련된�윤리적�딜레마 
앞에�연령에�기반하여�그�우선순위를�결정하는�것과�같은�가장�노골적인�연령주의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4. 

코로나19 팬데믹은�노인의�생명�경시적�혐오표현, 탈인간화와�같은�연령주의의�민낯을  고스란히�들춰냈다. 
현재�국제사회는�자원의�부족과�소통의�부재, 정부�대응의�한계�등으로  그�어느�때보다�강한�연령주의와�세대�간 
분열을�겪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위기는�뿌리깊은�연령주의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을�바꿀�수�있는�계기가 
될�수�있다. 즉, 그간�당연시되어왔던 “연령”에�기반한�우리의�사고와�인식�체계를�전환할�수�있는�기회로�활용할 
수도�있다. 

유엔은�올해로 75주년을�맞이한  “세계�노인의�날(10월1일)”을�기념한�세미나에서 “팬데믹이�연령�및�노화를 
보는�우리의�방식을�바꿀�수�있을�것인가(2020 UNIDOP: Pandemics: Do They Change How We Address 
Age and Ageing?)”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코로나19 시기를� 살아가는� 현재는� 우리가� 연령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관념인 “젊음”과 “늙음”이라는 
대비적�개념에�대해�문제를�제기하는�것으로�출발해야�한다.  “젊음”의�범주에�포함된�개개인의�삶의�경험과 
배경, 그리고� 나이� 듦의� 방식과� 과정이� 다양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생애주기의�과정에�놓인�모든�인류의�구성원의�삶과�노화의�과정은�다양하고�다차원적이다. 

1  United Nations. (8 May 2020). Appeal to Address and Counter COVID-19 Hate Speech. Retrieved from 
https://www.un.org/sg/en/content/sg/speeches/2020-05-08/appeal-address-and-counter-covid-19-hate-speech
2  Liat Ayalon et al. (2020). Aging in Times of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gbaa051. Retrieved from 
https://academic.oup.com/psychsocgerontology/advance-article/doi/10.1093/geronb/gbaa051/5820621
3  Liat Ayalon et al. (2020).
4  Liat Ayalo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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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코로나19 팬데믹은�다른�세대에�비해�특히�노인들에게�큰�영향을�미쳤다. 유럽�내 
코로나19 사망자의 95%는 60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80세� 이상 
초고령층이었다1.  유럽에서는�연령을�기준으로�격리�여부를�결정하거나�연장하는�것은�물론, 
필수적인�보건�의료�이용을�금지하기도�했다2.  노인들은�심폐소생술�거부�동의서(DNR)에 
서명하라는�압력을�받았고, 검사�및�예방�치료�등의�이용에�있어�우선�순위에서�밀려났다3.  
미디어와�공론장에서는�노인들을�노쇠하고, 허약하며�보호받아야�하는�대상으로�고정관념을 
조성하면서�혐오�표현, 사회적�낙인, 차별�및�세대�간�갈등을�부추겼다4.  다시�말해, 팬데믹은 
노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 폄하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제도, 정책, 법률의� 만성적 
결함이�어떻게�차별과�학대를�유지시켜�왔는지를�극명하게�드러냈다.

비록�팬데믹이�노인들이�겪는�사회적�소외와�그�현실을�드러내�주었다�해도, 우리는�여전히 
노인세대� 중에서도�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해있는지, 누가�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소외된� 노인� 집단이� 어떤� 영향을� 받아왔으며� 어떻게� 상황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모든�노인을�동등하게�취약한�집단으로�간주하는�것은�노인세대�내�폭넓은�다양성을 
포착하지�못할�뿐만�아니라, 노인�세대의�사회적�기여와�이들의�잠재력을�가리게�된다. 뿐만 
아니라, 차별�양상을�식별할�수도�없으며�문제�해결을�위한�목표�전략을�수립하는�데도�한계로 
작용한다. 관련하여, 이�글에서는�고령화와�연령주의에�대한�상호교차적�접근(an intersectional 
approach)이�코로나19 대응과�향후�법률�및�공공�정책�수립에�필수적임을�주장하고자�한다.

서론

코로나 시대의 인권, 고령화, 그리고 교차성 

코로나19와�노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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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성(Intersectionality) 또는�교차�차별은�다양한�불평등�원인의�조합을�설명하는데�사용되는�용어이다. 
이는�여러�차별근거를�단순히�합친�것이�아니라, 이러한�차별근거의�조합이�고유하고�질적으로�다른�형태의 
차별을�초래하는�것을�의미한다5.  

교차성� 개념은� 유색� 인종� 여성에� 관한� 킴벌리� 크렌쇼(Kimberlé W. Crenshaw)의�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크렌쇼는�교차성을�통해�한�집단의�모든�구성원이�권력이나�취약성에�있어�모두�같은�위치에 
있다는�가정을�반박하며, 대신�각�개인의�의미�있는�차이를�강조한다. 교차성은�특히�고령화�연구와�관련이 
깊다. 사람은�나이가�들수록�더�다양해질�뿐만�아니라 ‘고령화는�삶의�후반부에�우리에게�일어나는�것이 
아닌�일생에�걸친�과정’이기�때문이다6.  생물학적�연령은�우리�자신이나�우리의�능력�또는�한계를�규정하지 
않으며, 우리는�모두�각자의�역사를�가지고�있다. 즉, 삶의�초기�단계에서�소외나�어려움을�더�많이�겪을수록 
노령에�접어들면�더�많은�어려움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는�뜻이다. 예를�들어, 육아나�가족�돌봄으로�인해 
경력이�단절되었거나�저임금을�받았던�여성들은�은퇴�후에도�충분한�수입이�없을�가능성이�높다.

그러나� 노후의� 불리함은� 위에서� 언급한� 성별� 연금� 격차처럼� 평생의� 불평등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노화로�인해�장애를�경험한다면�노령(연령주의)과�장애(비장애중심주의)라는�이중적�근거를�이유로 
고정관념, 사회적� 낙인,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돌봄이� 필요할� 때� 받는� 대우는� 단순히�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서�경험하는�결과가�아니다. 장애가�있는�노인이�겪는�차별은�장애가�없는�노인이나�장애가�있는 
젊은�세대와는�또�다른�형태의�차별일�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교차성은�단일한�차별�요소의�결과가�아닌 
다중적�형태의�불평등을�이해하는�데�유용한�개념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들은� 하나의� 동일한 ‘위험’ 집단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저 
질환이�이�있는�노인들이�팬데믹으로�인해�가장�큰�타격을�받은�것은�사실이지만, 적절한�보살핌과�지원을 
받은�경우�완치된�노인들도�있기�때문이다. 은퇴한�전문가들이�다시�필수�업무�전선으로�복귀하기도�했으며, 
많은�노인들이�지역사회에서�자원�봉사를�하거나�손자녀나�가족에게�지속적으로�돌봄을�제공하기도�했다. 
반면, 빈곤이나�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훨씬� 높다7.   
이러한�다양한�상황을�생물학적�연령만으로�판단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 

교차성(intersectionality)

코로나19가�개인과�집단, 그리고�지역사회에�미친�영향은�각기�다르다. 서로�다른�집단이�경험한�팬데믹과�그 
경험의�맥락을�모두�설명하는�것은�불가능하지만, 이번�파트에서는�노인�세대�내�다양한�집단이�겪고�있는 
복합적�현실에�대해�다룸으로써�좀�더�구체적이면서도�포괄적인�접근을�시도하고자�한다.

여성�노인은�전�생애에�걸쳐�누적된�불평등으로�인해�빈곤이나�사회적�소외를�겪을�위험이�높을�뿐만�아니라, 
남성에�비해�혼자�살�가능성도�높다. 이로�인해�여성�노인은�코로나19 영향에�더�쉽게�노출되고, 보호�장비나 
식량, 물, 정보�및�보건�접근권이�제한될�가능성이�높다.  

코로나19 시대, 노인이 겪는 다중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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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중� 시행된� 조치들로� 인해� 노인� 학대나�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들은� 한층� 더� 심각한� 고립을 
경험한다. 도움이나�지원�서비스를�받지�못하고, 나아가�학대�사실을�알리거나�도움을�구하기가�더욱�힘들어질 
수�있다. 초고령�세대이거나�보호와�지원이�필요한�여성노인�또한�위험에�처해있다. 요양시설에�거주하는 
노인들의�경우�이미�학대와�방임의�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 친구나�가족들로부터�떨어져�있어�위험이�더욱 
커질�수�있다.

장애를� 가진� 노인, 그� 중에서도� 집합� 시설에� 사는� 노인들은� 특히� 팬데믹의� 위험에� 취약하다. 요양시설은 
감염의 ‘온상’이지만, 집단� 시설의� 경우� 초기� 긴급� 대응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소� 노인들과 
종사자들은�제대로�된�보호를�받지�못했다. 팬데믹이�발발하자�입소�노인들은�바이러스�감염을�피하기�위해 
각자�방에�격리되거나, 방치되어�보호받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8. 일부�요양시설에서는�코로나 19 검사를 
언제�받을�수�있을지조차�알�수�없는�경우도�있었고, 병원�이송�등�필요한�의료�접근�또한�거부되었다. 많은 
요양�시설에서�종사자들과�입소�노인들에게�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가�제공되지 
않아�바이러스�전파의�위험이�더욱�높아졌다. 

치매�등�인지�기능�저하가�나타나는�노인의�경우�팬데믹으로�인해�일상�생활의�혼란을�느끼고�자극�및�기억 
훈련�등�필요한�훈련을�받지�못할�뿐만�아니라, 돌봄�제공자들과�가족, 친구들과�소통할�수�없게�되면서�혼란과 
고통이� 가중되어� 치매� 상태가� 악화되기도� 한다. 또한�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상의� 변화(종사자들이 
마스크를�착용하고�방에�들어오는�상황�등)를�겪으며�불안, 분노, 스트레스, 흥분�및�위축감�등이�심해져�추가적 
도움이�필요할�수도�있다.

로마족이� 많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에서는� 생필품이나� 서비스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다.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이동� 제한으로� 인해� 특히�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졌으며�특히�노인�대상�격리�조치(하루�중�특정�시간대나�근거리만�외출�가능)때문에�노인의�상황은 
더욱�악화될�수밖에�없다9.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또는�간성)들은�기존의�유대관계가�있거나�신뢰할�수�있는  
의료진을�선호하기�때문에�물리적�거리와�상관없이�해당�의료진에게�진료를�받기�원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인해�이들이�신뢰하는�의료진을�찾아갈�수�없는�상황에서�낯선�의료진에�대한�불신으로�인해 
성소수자�노인들이�필요한�의료�서비스나�상담을�받을�수�없게�되는�경우도�발생한다10. 

또한�노인들은�코로나19 상황에서�가족�및�지인들과�원격으로�연락을�주고받을�수�있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장비나� 활용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빈곤�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에서�더욱�심각하게�나타난다. EU 전역의 55세�이상�인구 6-7%에�달하는�사람들은�개인용�인터넷을 
사용할�경제적�여유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11. 이�비율에는�시설�입소자들은�포함되지�않았으나, 많은�시설 
종사자들이�팬데믹에�따른�특별�조치�등으로�이미�업무�과부하를�겪고�있는�상황에서�노인들의�디지털�기술 
활용을� 지원할� 여력과� 수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라인� 소통이 
어렵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숙인들� 역시�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격리로� 인한� 영향에� 더 
취약할�수밖에�없다.

고령의�수감자, 난민, 이주민�또한�팬데믹으로�인해�더�큰�어려움을�겪고�있다. 고령을�포함한�여러�요소를 
통합적으로�고려하지�않는�한, 이들의�어려움을�제대로�이해할�수�없고�적절하게�대처하기도�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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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성은�정책의�사각지대를�비판적으로�들여다보고, 표면적인�차별적�요소를�넘어서서�잘�드러나지�않는 
숨은� 편견의� 요소� 또한� 발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성적� 지향,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이주� 여부� 등� 다양한� 요소의� 복잡한� 관계와�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러나�이와�같은�교차적�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수단은�극히�제한적이다. 일부�학자들과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에� 성별, 인종, 장애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차별� 형태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연령주의가� 다른� 형태의� 차별과� 결합한� 영역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번 
파트에서는�여러�형태의�차별�간�상호작용을�실제로�고려할�수�있는�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교차성의 실제 적용

고령화와�연령주의에�대한�교차적�접근은�매우�드물다. 나이로�인한�차별은 EU 전역에서�가장�만연한�형태의 
차별임에도12 효과적인�대응�수단은�매우�적다. EU에서는�고용�분야를�제외하고는�연령차별을�금지하는�법적 
보호�수단이�없으며, 현재까지�성별, 장애, 성소수자, 로마족�및�아동을�보호하기�위한�정책과�유사한�수준의�정책, 
전략�및�행동계획�등은�부재하다. 연령주의를�제지하기�어려운�또�다른�이유는�연령주의가�서서히�퍼져�나가고 
심지어�사회에서�쉽게�허용되고�있기�때문이다13.  여전히�보험, 신용, 교육�등�다양한�삶의�영역에서�연령에�따른 
제한은�합법적인�것으로�여겨진다14.  은퇴�연령�제도는�계속�일하고자�하는�개인의�권리를�제한함에도 EU 법상 
허용된다. 나이가�많다는�이유로�경험하는�부당한�상황을�인지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심지어�연령차별이�다른 
부당한� 요소와� 결합하여� 무시와� 소외로� 이어지는� 상황을� 이해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연령� 문제를 
교차적으로�접근하는�첫�단계는�연령주의가�인권에�미치는�영향에�대해�세심하게�살피는�일이다.

연령� 차별� 해소와�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하다. 생물학적� 연령이 
필수품과�서비스�할당의�기준이�되거나, 사람들의�취약성과�증상, 치료�방식�등을�결정하는�기준이�되어서는 
안�된다.  유엔�사무총장은�코로나19가�팬데믹과�팬데믹�이후의�시기에도�노인의�권리를�보장할�수�있도록 
법과�제도를�개선해야�할�시급성에�대해�경종을�울렸다고�강조했다15.  법과�제도의�개선을�위해서는�다음과 
같은�부분이�고려되어야�한다.

연령주의, 차별의 구조적 형태 

국가 차원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구조적 편견과 차별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혁해야 한다.

유럽 차원에서, 연령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노동 분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연령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유엔 협약의 제정은 노인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관습을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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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데이터의�부족으로�인해�노령에�겪는�불평등과�차별의�형태와�실태를�충분히�이해하는�데�한계가�있다. 
이에�대해�노인인권�독립전문가는�다음과�같이�지적했다.

노인들은� 흔히� 설문조사나� 인구총조사� 진행� 시� 연령� 상한을� 이유로� 제외되곤� 한다. 자료� 수집단계에 
포함되더라도, 참여하는�노인�인구�표본이�너무�적어�대표성이�없고�유의미한�분리�통계가�이루어지지�않는다. 
그�결과, 60세�또는 65세�이상�인구가�동일한�집단으로�제시되고, 배제와�관련한�요소들은�표면에�잘�드러나지 
않게� 된다.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노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있다� 해도� 그�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요양�시설�등�밀집된�환경에�거주하는�노인들은�주로�조사�대상에서�제외된다.

적절한� 데이터의� 확보는� 다양한� 인구� 집단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분리통계 
데이터(성별, 연령별, 장애�및�민족/인종�배경, 사회경제적�배경�등의�기타�특성에�따른)는�증거를�기반으로�한 
정책�수립과�법률�입안에�필수적이다. 또한�효과적인�방법을�평가하고, 사람들과�지역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환경과�긍정적인�변화�사례를�파악하여�앞으로의�개혁과�정책�개입의�지침으로�삼아야�한다. 

데이터의 부족

정부는�소극적�개입�뿐만�아니라, 완전한�권리�구현을�위해�필요한�방안을�채택할�적극적�개입의�의무가�있다. 
신뢰할�수�있는�데이터를�기반으로, 국가는�하위�집단에게�영향을�미치는�구조적�불평등과�특수성을�파악하고 
전략적�개입을�통해�문제를�해결할�방법을�찾을�수�있다.

예를�들어, 사무실�출근이�정상화되더라도�위험군에�속하는�근로자들(만성�폐질환을�앓고�있는�경우�등)은 
재택�근무�가능성�확대�등�추가�보호가�필요할�것이다. 마찬가지로�통신비를�납부할�형편이�되지�않는�빈곤�및 
사회적�배제의�위험에�있는�사람들에게는�의료�서비스�접근의�기회가�보장되어야�한다. 국가는�통신�또는 
인터넷�공급업체들과�협력하여�소외�계층에�할인�요금�적용을�보장해야�한다. 전화나�인터넷�서비스를�사용할 
수�없게�되면�위급한�상황에서�필요한�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거나�가족에게�연락할�수�없는�상황에�직면할 
수도�있기�때문이다.

국가는�모든�사람의�인권을�보호해야�한다. 동시에�국가는�시설�입소자, 1인�가구, 지역사회에서�돌봄을�받는 
사람, 디지털� 소외� 또는� 방임과�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등� 취약� 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학대를�예방하며, 필요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적극적�개입의�의무가�있다.

적극적 개입의 의무

현재까지 노인이 처한 실제 현실에 대한 데이터와 노인의 인권 향유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에 심각한 공백이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배제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의미 있는 정책 입안과 

규범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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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저자의�의견이며�소속기관의�의견과�다를�수�있음.

권리�기반�접근의�핵심은�참여에�있다. 그러나�봉쇄�조치를�포함하여�노인에게�영향을�미치는�긴급�조치는 
주로� 노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협의� 없이� 시행되었다. EU 기본권청(Fundamental Rights 
Agency; FRA)에�따르면, EU 국가�중�단 3개�국가만이�긴급�조치�추진�준비과정에�노인�대표를�참여시켰다17.  
기본적으로�인권의�보장은�권리�주체를�참여시킬�의무를�포함한다. 따라서�권리�기반�접근은�노인을�피해자 
또는�수동적인�도움의�수혜자로�보는�대신, 노인을�기여와�변화의�주체로�인식한다.

위험에� 처해�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취약성을� 경험한� 이들의� 참여는� 다양한�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다. 노인을� 중심에� 두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변혁의�과정이다. 소외된�사람들이�목소리를�내고�참여하며�이들의�상황을�다른�사람들이�이해할�수 
있도록�하는�과정인�것이다. 뿐만�아니라, 참여는�개인이�의사�결정에�참여하고�권리를�주장할�수�있도록 
역량을�강화하는�것이다. 

참여

코로나19가�노인들에게�미친�영향은�매우�심각하다. 그러나�동시에�국제�사회가�연령주의와�노후의�복합적인 
불평등에�대처하는�방식을�바꿔�놓을�계기이기도�하다. 이러한�점에서�교차성�분석은�우리에게�구조적�장벽을 
이해하고, 다중적�차별과�배제를�해소해�나갈�포괄적이고�효과적인�방안을�마련할�기회를�열어줄�것이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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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시대,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EU의 노력

디지털화는�노인을�포함한�사회의�모든�집단에�기회이자�도전이�될�수�있다. 특히�코로나 19의�발생과 
확산은�일상생활에서의�디지털�기술�활용의�중요성을�크게�증대시켰는데, 전염병의�확산을�억제하기�위한 
일시적�사회�봉쇄나�사회적�거리�두기�등의�조치들은�일, 학습, 돌봄, 장보기, 은행�업무, 사회적�상호작용 
등�모든�분야에서�디지털�기술의�필요성을�증가시켰다.

한편, 노인들은�코로나 19 감염증에�가장�취약한�인구집단일�뿐�아니라�사회적�고립의�영향을�가장�많이 
받은�인구집단이기도�하다. 실제로�유럽의�많은�국가에서�감염�취약�계층인�고령자에게�장기간의�사회적 
거리�두기를�권고하기도�하였다. 외부�활동이�제한된�상황�속에서�디지털�기술에�익숙하지�않은�노인들은 
정보�격차라는�이차적인�문제에�노출되게�된다. 특히�독거노인이나�초고령�노인의�대다수를�차지하는 
여성� 노인은� 더욱더� 높은� 고립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접근하는�것에�취약할�수�있다.

노인의�디지털�격차를�극복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이�증가해�왔음에도�불구하고�노인은�여전히�팬데믹의 
위기�속�기본적�생활의�필요를�충족하거나�가족�및�친구와�연락을�유지하고�사회�활동을�지속하는�데 
필수적인�디지털�기술�활용�능력이�부족하며�인터넷,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에의�접근이�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기준 EU의 65-74세�인구�중�단지 61% 만이�인터넷을�사용하였으며1, 55세�이상�인구 
중�약 6-7%는�개인적인�용도로�인터넷을�사용할�경제적�여유가�없었다2. 이러한�상황�속�유럽은�노인의 
디지털�소외를�극복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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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2020년도�하반기�유럽�연합(EU) 이사회�의장국인�독일은�가정·노인·여성�및�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를�중심으로�유럽�지역의�노인인권 
증진을�위해�활동하는�비영리�조직의�네트워크인�에이지�플랫폼�유럽(AGE Platform Europe) 및�독일 
노인단체�전국�연합회(German National Association of Senior Citizens’ Organisations, BAGSO)와 
공동으로 2020년 9월 “디지털�시대의�노인�권리�강화 ‒ 코로나19로부터의�교훈”을�주제로�온라인�국제 
컨퍼런스를�개최하였다. 이�컨퍼런스에서는�급속한�디지털화가�노인에게�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코로나 
19 이후�새롭게�제기된�문제들을�해결하고�디지털�시대에�노인들의�자율과�참여를�강화하기�위한 EU의 
국가별�및�지역별�정책�조치를�촉구하였다.

또한, 2020년 10월 9일 EU 이사회는� 디지털화� 시대의� 노인의� 인권, 참여� 및� 웰빙에� 대한� 결론문을 
채택하여3 EU와� 회원국� 차원에서의� 미래� 정책� 개발을� 강조하였다. 이� 결론문은� 권리�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코로나 19 팬데믹�상황에서�노인의�웰빙과�관련된�다양한�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EU 이사회는 
빠르게�디지털화되는�사회�속에서�노인이�직면할�기회와�잠재적�위험�모두를�강조하며,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디지털�기술이�노인들에게�도움을�주기도�하였으나�세대�간의�디지털�격차가�더욱�극명하게 
드러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과� 유럽�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사회적� 통합과� 세대� 간� 상호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분야에� 고령화를� 포함하도록� 하고, 여성� 노인을� 포함한� 모든� 노인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보건, 사회� 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 비� 디지털� 서비스(non-digital 
services)를� 유지하는� 동시에� 디지털화� 또한� 촉진함으로써� 노인들의� 서비스에의� 접근과�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할�수�있도록�조치할�것을�언급하고�있다.

이처럼� 노인의� 정보� 격차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 디지털 
기술에�모두가�차별�없이�접근할�수�있게�하기�위해서는�디지털�교육이�무척�중요하다. 그러나�이러한�교육 
프로그램은�단순한�기술�교육을�넘어�노인들이�기술을�올바르게�사용하도록�하고�제대로�된�정보�활용을 
도울�수�있는�종합적인�프로그램이어야�한다. 기술적�진보와�디지털화는�일상생활에�도움을�주는�동시에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이�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수단을�사용하는�데�있어�허위정보나�인터넷상에서의�사이버�폭력(예: 노인을�향한�혐오�표현), 
신종�사기, 사생활�침해�등의�문제에�직면하지�않도록�다방면적인�프로그램이�필요하다.

EU는�포스트�코로나�시대에�노인의�디지털�기술�활용을�증진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어�점차 
정보�격차를�좁혀갈�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디지털�문해력(digital literacy)은�새로운�기술이�등장하여 
현재의� 지식과�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의�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주요한�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평생학습과� 세대� 간� 교류가� 사회� 내에서�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는�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는�정보�격차를�확대할�수�있는�다양한�원인, 예를�들어�성별, 저소득, 고립, 교육�등의�요소들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노인의�디지털�소외를�극복하기�위한�맞춤형�전략을�수립해야�할�것이다.

1 Eurostat. (2019). Ageing Europe ‒ Looking at the lives of older people in the EU.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3217494/10166544/KS-02-19%E2%80%91681-EN-N.pdf/c701972f-6b4e-b432-57d2-91898ca94893
2 Eurostat. Persons who cannot afford internet connection for personal use at home by age, sex and income group.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datasets/-/ilc_mddu07a
3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0). Council Conclusions on Human Rights, Participation and Well-Being of Older Persons in the 
Era of Digitalisation. Retrieved from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1717-2020-REV-2/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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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셈인권세미나 개최(2021.2)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아시아·유럽재단(Asia-Europe Foundation, ASEF)과�함께�제20차
아셈인권세미나(the 20th 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를 2021년 2월, 
‘노인인권’을� 주제로�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셈인권세미나는� 아시아·유럽재단이 
1997년부터� 아셈� 회원국� 관계부처, 시민사회, 학계를� 중심으로� 매년� 개최해� 온� 대표적인 
회의로, 워킹그룹별� 세부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자유로운� 논의를� 특징으로� 하는 
인권회의�시리즈입니다.

2021년 2월�개최되는�제20차�회의는�아셈인권세미나�시리즈에서는�처음으로 ‘노인인권’에 
대해�다룰�예정입니다. 본�세미나를�통해�노인인권의�보호와�증진을�위한�회원국�간�심도�있는 
논의와�협력�방안이�모색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AGAC 가을/겨울 주요소식

행사명: 제20차�아셈인권세미나

개최일: 2021. 2. 22. (월) ~ 2.24.(수), 3일간

개최지: 서울(온라인�중심�세미나로�진행)

주   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주   관: 아시아유럽재단, 아셈인권세미나�운영위원회(스웨덴�라울�발렌베리 
재단, 프랑스�외교부, 필리핀�외교부, 스위스�외교부, 중국�외교부)

주   제: 노인인권(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2021. 2. 22.(월) ~ 2. 24.(수)

제20차 아셈인권세미나 “노인인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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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온라인�중심의�세미나로�추진�예정

2021. 2. 22.(월)
16:00~19:00

2021. 2. 23.(화)
16:00~19:00

2021. 2. 24.(수)
17:00~19:00

* 보다�더�자세한�정보는�아시아·유럽재단�홈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www.asef.org)

워킹그룹 주제(Working Group Discussion Topics)

노인의 자율과 독립

사회 보호와 노인인권

노동시장에서의 노인 연령차별

교육‧훈련을 통한 노인의 역량 강화

제20차�아셈인권세미나는�노인인권�관련�시민단체�활동가, 학계�등을�중심으로�초청받은�참가자들(주관기관이 
초청자를� 선정함)의� 워킹그룹별� 논의로� 구성되며, 세미나는� 본회의(plenary sessions)와� 주제별� 워킹그룹 
논의로 3일간�진행됩니다. 

세미나 개최형태 및 참여

일정(한국시간 기준)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Older Persons)

(Soci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ge Discrimination against Older Persons focusing on Labor Markets)

(Empowerment of Older Persons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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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연구보고서�국문본(2020년 12월�발간)과�영문본(2021년 2월�발간)은�센터�홈페이지를�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2020년�연구사업으로 <아셈�회원국�연령주의�척도개발�기초연구>(연구책임: 김범중 
중앙대�사회복지학과�교수)를�수행했습니다. 본�연구는�아셈�회원국의�연령주의를�측정할�수�있는�척도개발을 
위해�아셈�주요�회원국(10개국)의�연령주의와�관련된�사회문화적�배경�및�현황�조사와�연령주의�척도개발 
분야별�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아셈� 회원국에� 적합한� 연령주의� 척도 
예비문항을�도출하였습니다. 

아셈 회원국 연령주의 척도개발 기초연구

* 보고서는 2020년 12월, 센터�홈페이지를�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

아셈�회원국�노인�당사자들의�인권의식�향상과�관심�제고를�위해,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카드형�교육교구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배움카드� 세트>와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가이드북>을� 개발했습니다. 배움카드 
세트는 31개의� 카드와�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의 5개� 영역(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에�대한�키워드와�일러스트�및�관련�질문이�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은�노인인권교육�진행�시 
활용�가능한�강의자료와�카드�활동�교육지도안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와�노인�당사자, 
노인인권�국제단체의�의견을�수렴해�개발된�본�카드�세트는 2020년 12월부터�노인복지시설과�시민단체를 
중심으로�배포될�예정입니다.

노인당사자 인권교육 교재 개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 간 
대응전략과�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한국의�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대응� 사례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지자체, 노인복지시설, 의료계, 학계� 등과의�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노인의�건강과�안전, 정보�접근�등�권리�보장을�위한�다양한�대응전략과�노력에�대해�소개하고�있습니다. 본 
보고서를�통해�아셈�회원국�간�노인인권�기반�접근의�우수사례와�대응�전략�공유가�활성화될�수�있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 노인 보호를 위한 한국의 대응>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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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
아셈(ASEM)은�아시아와�유럽 53개국�정부간�회의체로 1996년, 아시아와�유럽�간�대화와�협력을�증진하기 
위해�출범했습니다.

아셈은� 상호� 존중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의� 공통�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협력합니다. 특히�격년마다�개최되는�아셈정상회의를�통해�각국�정상과 EU 와 ASEAN 의장국이 
모여�아시아와�유럽�간�협력과�상생의�발전을�논의해오고�있습니다.

1996년 22개국의�회원국으로�출발해 2020년�현재 53개국(51개국�및 EU, ASEAN)의�회원국이�함께�하고 
있으며,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기구와� 교육문화사업, 경제발전� 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와�유럽의�소통을�증진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아셈 회원국(ASEM Partners)

파트너 조직

파트너 국가

보다�자세한�정보는 ASEM InfoBoard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ASEM InfoBoard, https://www.aseminfoboard.org/about/overview

https://www.aseminfoboard.org/about/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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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가입

중국
1996년�가입

호주
2010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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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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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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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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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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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가입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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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1996년�가입

영국
1996년�가입

키프로스
2004년�가입

체코�공화국
2004년�가입

덴만크
1996년�가입

에스토니아
2004년�가입

핀란드
1996년�가입

프랑스
1996년�가입

독일
1996년�가입

그리스
1996년�가입

헝가리
2004년�가입

인도
2008년�가입

인도네시아
1996년�가입

아일랜드
1996년�가입

이탈리아
1996년�가입

일본
1996년�가입

카자흐스탄
2014년�가입

대한민국
1996년�가입

라오스
2004년�가입

라트비아
2004년�가입

리투아니아
2004년�가입

룩셈부루크
1996년�가입

말레이시아
1996년�가입

몰타
2004년�가입

몽골
2008년�가입

미얀마
2004년�가입

네덜란드
1996년�가입

뉴질랜드
2010년�가입

노르웨이
2012년�가입

파키스탄
2008년�가입

필리핀
1996년�가입

폰란드
2004년�가입

포르투갈
1996년�가입

루마니아
2008년�가입

러시아
2010년�가입

스페인
1996년�가입

스웨덴
1996년�가입

스위스
2012년�가입

싱가포르
1996년�가입

슬로바키아
2004년�가입

슬로베니아
2004년�가입

베트남
1996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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