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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

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복지

법을 전면 개편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노인 보

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을 재정비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법률 체계를 재

정비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복지정책들의 내용을 그래도 유지하되 앞서 언급한 체계상

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자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노인

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정 및 보완을 제시하는 바이다.

주제어 고령화, 고령사회, 인구구조 사회복지, 노인복지법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ed to Law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ccording to the low birth and elderly society, a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based on the need to review the "Elderly Welfare Law",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them by looking for problems with the Elderly Welfare Law. First, it is the enLawment of the Basic 
Law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As a proposal to improve the Elderly Welfare Law, it is a way to 
completely revamp the Elderly Welfare Law to grant a status as the basic law and the supreme law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law on elderly health and welfare measures and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plan is to revise the Elderly Welfare Law to clearly revise the legal charLawer 
of the elderly to the health and welfare measures of the elderly and the Law on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ird, the legal system of the Elderly Welfare Law should be reorganized. The plan is to maintain the 
contents of the major welfare policies contained in the current "Elderly Welfare Law", but to revise it with a 
focus on the systemic issues mentioned above. In conclusion, the current "Elderly Welfare Law" was made in 
the context of the period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and the basic courtesy of the elderly, and there are 
many points that are insufficient to cope with the low birth rate and the elderly societ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mendments and supplements to the Elderly Welfare Law, which can accept the request 
stipulated by the times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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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의학의 눈부신 발달과 현대과학기술의 계속

적인발전에힘입어서 100세시대를맞이할것으로예상

된다. 또한국민의의식과생활수준이향상되며, 국민들

의 영양상태는 좋아지고,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

되고있다. 이러한영향으로국민의수명이급격히늘어

나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화의단계로접어들고있다. 반면에, 출산저하는 OECD

국가가운데최저의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인구구

조의 변화에 따라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는

노인을 부양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를 부

양하는 독립의 대상으로 변환되는 시점이다.

인구구조의 변화, 즉 고령화(aging)라는 말에는 일반

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이미 2017년 8월 65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

구성비는 14.0%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

입해있다(이척희․노재철, 2020: 68)[1]. 2020년 65세이

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 5

천 명이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

로전망된다(통계청, 2020: 21)[2]. 대부분서구선진국들

은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영

국, 독일, 프랑스등에서는이미 1970년대에고령사회가

되었다. 일본의경우, 1970년에고령화사회로, 이어 1994

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박종란 외, 2020, 18)[3].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령화현상은 사회적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다(최세영 외, 2018: 18-20)[4]. 첫째,

특정 기간에 출생한 인구 집단, 즉 베이비부머 세대의

출생과교육, 직업그리고노후등까지의사회적영향에

대한내용이다. 둘째, 도시와농촌간노인인구의격차에

대한사항이다. 절대인구수로는도시에있는노인이많

지만, 전체인구에서차지하고있는노인인구비율은농

촌이 훨씬 많다. 셋째,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불균형

문제이다. 넷째, 노인가구세대의 변화와 관련된다.

「노인복지법」은 1980년대 그 당시의 정통성 시비

에 대한 타개책으로 노인에 대한 선물로서 등장하였다

는측면, 다른한편으로는예측하지못한노인인구의증

가에대한대책 그리고핵가족화에따른부양의식의약

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간주되었다

(김귀환, 2019: 192)[5]. 또한 「노인복지법」은 노인인

구증가에따른사회적관심과정치적영향의증가로구

체적이면서 다양한 조항들을 신설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 대응을 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립에기여하도록하기위해「노인복지법」에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노인복지

법」의 문제점을 찾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법」의 문제점

1. 현행 「노인복지법」 개선의 필요성

고령사회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국내 법제하에서 문

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노인복지

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법률 제3453호, 시행

1981. 6. 5. 시행)된 이후수차례개정을거쳐왔다. 그러

나 기본적 체계상의 변화 없이 그때마다 개별적 정책대

응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률의 체계성이 부

족한 편이다. 이런 법체계 미비는 법률 전체는 물론 그

법률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장의 조항 구성에서 나타나

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양측의관점에서현행「노인

복지법」에나타나는체계상문제점을논의하고자한다.

(1) 법체계상의 혼선

법률 전체 체계에 있어서 법률명칭은 「노인복지

법」인데 개별조항의내용은특정 사항에국한되어있

다는점이다. 이법률의가장핵심적내용이라고한다면,

보건·복지 조치에 관한 제3장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4장(보건․복지조치) 등 두 개의 장이라

고볼수있다. 학문적으로나실천현장에있어서노인복

지는본래관련된분야가매우다양하고방대한데비하

여, 제3장과제4장만으로는이를감당할수없다고본다.

법령개적 방식인 흡수개정방식에 따른다 해도 개정

조문의 양이 많아서 한 장 전체가 삭제되는 경우 될 경

우에는 전부개정을 하거나 조문의 안분비례에 따라 법



A study on the Improvement Approaches of the Elderly Welfare Law according to change the Population Structure

                                                                       Industry Promotion Research❙    75

규의전체내용 중에서조정하여야법해석에있어서편

의를도모해야한다(조정찬, 2008: 2-3)[6]. 이법의개정

이 2007년 4월 25일에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이 법의

조항을 방치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해당사자가 이

해용이 여부 및 법적 명확성, 논리 정연한 법적 체계성

을 확보했는가 등의 측면에서 「노인복지법」에 관해

전체적으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2) 동일 주제에 대한 배열상의 불합리성

「노인복지법」을구성하는개별각장의하부그리고

체계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제3조(가족

제도의 유지ㆍ발전)에서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

풍양속에따른건전한가족제도가유지ㆍ발전되도록노

력하여야한다.”는전혀불필요한추상적인내용이며, 굳

이 법조항에 삽입한다면 제1조(목적)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제1장(총칙)의 경우 목적, 정의, 기본이념 등에 관한

내용은 인정되지만,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총칙에 있

어야할내용들이아니다. 총칙은통상적으로해당법률

의기본적인목적과가치, 그리고이의실현을위한국가

등의책무를규정한다. 특히, 제3조(가족제도의유지ㆍ발

전)에서 “국가와국민은경로효친의미풍양속에따른건

전한가족제도가유지ㆍ발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

전혀 불필요한 추상적인 내용이며, 굳이 법조항에 삽입

한다면 제1조(목적)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노

기남 외, 2019: 277)[13].

이러한비체계성은 제3장(보건·복지조치)과 제4장(노

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 하는 제4

장(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다(이

용재, 2020: 267-270)[11]. 제3장의 경우 지향점 없이 노

인을위한다양한복지조치들을나열하는데그치고있

다. 이외에도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

운영 등)나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등

은법내용자체보다는부칙등에서규율하는것이낫다

고 본다.

(3) 노인복지정책 제도적 개선 체계의 미비

「노인복지법」은인구구조변화에따른고령사회에

서 노인복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구체

적인 조치의체계적 구성에관한규정이없다(김재원․

김운화, 2020: 314)[10]. 예를들어, 제3조에따르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에대한보건․복지조치를위

한시책을강구할의무가있다. 그러나노인복지에관한

어떠한종합대책이나구체적인시행계획을수립·추진하

거나, 전담주체 및 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조항이 없다.

제3조에따르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에대한

보건․복지조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노

기남외, 2019: 278)[13]. 그러나노인복지에관한어떠한

종합대책이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거나,

전담주체 및 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조항이 없다.

결론적으로현행「노인복지법」이노인복지정책전

체를규율하는일반법으로서의지위로격상시킬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구

축에 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 관련법과의 관계성

법률 전부개정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즉, 전부 개정되는 법률이나 그 조항을 인

용하는 법령이있다면부칙에서그 법률을개정해주는

데, 부칙에서다른법률을개정하더라도그에덧붙여구

법률을 인용하는 법령은 신법률의 제명이나 해당 조항

을인용한다고보도록하는규정을 두어서해석상의혼

란을 방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법」은 고령사회노인복지관련타 법제와의관계에관

한 명문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복지법」은 동법을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이라

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비교해볼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6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는 저출산·고령사

회정책과 관계되는다른법률을제정또는개정하는경

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동법이노인복지정책에관한기본법이라는법

적위상이지니고있음을밝히고있다. 또한「고령친화

산업 진흥법」에는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을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연도별시행계획에포함시켜

야한다는조항(제4조)을두어서영역의계획간연계성

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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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노인복지법」의 소관부서는 보건복지

부이다. 고용노동부에서관할하는고령자고용법과같이

노인일자리지원에 관해서 다양한 사항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 역시양법률간의관계에 대해어떻게

설정할지는 달리 규정에서 보이지 않는다. 물론 노인복

지를위하여가능한관련법률에서각종지원사항규정

은 결과적으로 볼 때, 노인들에게 유익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렇지만상호유사한규율내용을담는법률들간의

관계는불명확하게남게된다. 이는차후에실무상혼란

또는해석상관할의충돌등의문제를불러일으킬소지

가발생한다. 노인복지에대한배려가자칫예산중복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3.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고려

대다수 선진국에서 노인을 정의할 때 임의적으로 65

세라는연대기적연령(chronological age)을 적용하고있

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다. 이는 보통 연금

(pension)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하고도 일치하는데, 그

효시가 되는 시기와 나라는 19세기 후반 프로이센이

(Preussen)라고 할 수있다(윤가현, 2017: 90)[7]. 노인에

관한 법적 정의는 결국 법률자체의 연령기준과 밀접한

관련성을가질수밖에없다. 그리고앞서살펴본주요법

령의 노인에 관한 정의에서 확인한 것처럼 국내 고령사

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에서는 대부분 65세 이상을 고령

자노인의기준으로삼고있다. 이러한노인기준근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노인복지 관련 법률들에서 노인

의 정의가 미비하고, 확고한 연령기준 자체가 법령에서

자리매김하지못함으로써노인복지관련법제비체계적

인양상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실제로여러가지노인

관련복지정책들에서지원하는대상자의연령기준은상

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관련법제를보면, 노인의정의나연령기준

과같은가장기본적인규율사항이누락되거나하위법령

단계에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령 기준을 확

립하고 노인의 정의를 법률에서 명시해야 한다. 이것은

노인복지관련법제의개선방향과일치한다. 또한최근고

령기준의재정립에관한사회적논의가적극적으로진행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고령 기준의

재정립·개선에 관한 논의는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Ⅲ.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법」의 개선 방안

위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지적에서 노출

된법적가치는노인복지관련법제의체계성및정합성

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체계개선에 있어

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바로 현행 「노인복지법」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

라서 국내에서도 「노인복지법」을 비롯하여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

진에관한법률」,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치매

관리법」 등의개별적이고특수한 각분야에대해노인

복지향상을위한다양한입법과정책을마련해서집행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은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노

인을 미리 상정하고, 소극적 규율체계로는 사회현상과

맞물려서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한 효과

적인 대응이 힘들다. 또한 노인복지에 관해서 기본법이

나 특별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아 가지는 특유의 분

명하지않은위상이개별분야노인복지관련법제의관

계설정에서나타날수있는불확실하고체계부적합성으

로 인하여 적용상 혼선의 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법제에 대한 개선은

현행 「노인복지법」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

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대한 구체

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

먼저, 「노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

복지법을전면개편해서고령사회노인복지의최상위법

이면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 부여를 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한다. 이 방안과관련해서는이미많은선행

연구들이 이러한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선은애, 2015: 435)[8]. 이미 복지

관련 타 법률에서 기본법은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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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사회보장기

본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김근홍,

2020: 82)[9].

「노인복지기본법」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에 관해

정확한기본법이존재하지않는현상황에서는, 법적위

상이다소모호한「노인복지법」을재정비해서기본법

으로재탄생시킴으로써노인복지관련법제의체계화라

는 목표달성에서 가장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기본법제정시에는노인복지정책의수립및

시행 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업무를 전담하

고 있는 공적 주체에 관한 규율 역시 가능해질 수 있으

므로,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큰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관련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복잡하고

애매하게표현되는조항들을해소할수있다. 예를들어,

노인 연령기준도기본법에명기하여노인복지관련법

제나 타 법률에서 혼동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노인복지기본법」을 제정 추진할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과중복되거나혹은큰실효성을확보하지못하여또하

나의선언법에그칠수있다는우려도있다. 「노인복지

기본법」을별도로제정해도실질적으로노인복지만족

도가향상에의구심이있다. 오히려오래전부터이미개

별 분야에서 적용해 온 관련 법제와 충돌 가능성도 있

다. 이미 다른 노인복지 관련 법제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취사선택하여 기본법으로 재구성할 경우, 혼선

이있을수있다. 따라서「노인복지기본법」제정의제

안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적 대안일 수도 있다.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적고, 거기에따른실제적효과도쉽게낙관하기어렵다.

결론적으로「노인복지기본법」은여러단점에도불

구하고, 인구구조변화에따른시대적요청인 ‘노인복지’

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기본

법」이 필요하다.

2.. 노인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시
설 등에 관한 법률 정비
「노인복지법」의 주된 내용은 노인 사회참여지원,

생업지원, 건강진단, 경로우대등보건및복지조치와노

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

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등을모두포

함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 점을 고려해서, 「노인복지법」의 재정비를 통해 노

인의 보건복지 조치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성격을명확하게하기위한개정하는방안이다. 이

제안이 일종의 절충설로서 사실상 노인복지에 관한 기

본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의 문제점을 다소간 해소할 수 있다. 현행 「노인복지

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규율사항을 추려내서 이에

국한되는 법체계로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서 법률의 성

격을제대로확보함은물론법률이용자의이해도와예

측가능성을제고하는동시에다른 법률과의관계에있

어서도 체계정합성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현행 「노인복지법」의 규율범위를

국한할경우, 기존 동법에산재되어규정된방대한규모

의 노인복지 지원사항들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상실하

게 될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

법」제3장과제4장에서도맥락상서로맞지않거나혹

은 어울리지 않는 규정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방향을도출한다는것이결코쉽지만않다는점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더 나아가 「노인복지

법」의법제명이가지는상징성을감안해볼때, 직접적

이용대상자인노인층의강력한반대에도충분히예상해

볼 수 있는 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복지 관련 법제에서 상호 중복될 수

있는우려가있는것은사실이나, 노인복지에관한모법

이라고할수있는「노인복지법」에서「노인복지기본

법」의 개념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

정할 필요가 있다.

3. 「노인복지법」의 법률 체계의 재정비
「노인복지법」의주요한복지정책들을그래도유지

하되위에언급한체계상문제점에 초점을맞춰개정하

는 방안이 있다. 일시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법」의

체계자체를보다더논리적이고일목요연하도록변경하

자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삭제되었던 제2장 부분을

채워넣고, 제3장과제4장의규율내용은쪼개어사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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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사한맥락으로다시통합하여별도의장또는절로

편성하는 등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박진하, 2020:

345-346)[12].

이러한 제안은 일단 입법비용이 다른 방안에 비해서

크지않으며, 지극히현실적인방안이라는점이큰장점

이다. 무엇보다도 당장 시급한 「노인복지법」의 체계

상 문제점들을 조금씩 해소해나간다면, 점차 다른 관련

법제와 거시적 차원의 관계 설정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이방식도단점은존재한다. 즉, 법률내의

다수조항의위치만바꾼다고해서해당법률의체계나

관련 법제와의 연계성 및 정합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될

수 없는 것이다. 워낙 다양한 규율내용들이 전포괄적으

로규정되어있어서법률내규율사항들을 맥락에따라

서재정비한다해도법제의체계화는요원할것이다. 결

국법률의규율내용에서변화가없다면법 개정으로인

해서얻는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실제적만족도의증

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개선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합

리적인 방안이다.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시

급하게정책적인 대응하기위하여법개정으로자주있

어 왔다. 이는 체계를 잃어버리고 있는 「노인복지법」

의기본구조를바로세우는작업의시작이기때문이다.

Ⅳ. 결론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화의단계로접어들고있다. 반면에, 출산저하는 OECD

국가가운데최저의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인구구

조의 변화에 따라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는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를

부양하는독립의대상으로변환되는시점이다. 본 연구

는저출산․고령사회에따른인구구조변화에능동적으

로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찾아 이

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다. 「노인복지

법」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편

해서고령사회노인복지에관해최상위법이자기본법으

로서의지위부여를하는방안이다. 이는법적위상이다

소모호한「노인복지법」을재정비해서기본법으로재

탄생시켜노인복지법제체계화의목표달성에가장까갑

게접근할수있다. 무엇보다도복잡하고도미묘하게얽

혀 있는 노인복지 관련 타 법률과의 관계 역시 일시에

해소할수있다는강점이있다. 또한인구구조의변화에

따른시대적요청이라고할수있는 ‘노인복지’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노인복지기본법」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보건․복지조치및노인복지시설등에관

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을 재정비

해서노인보건복지조치및노인복지시설에관한법으

로법적성격을명확하게개정하는방안이다. 이제안이

일종의절충설로서실제로노인복지기본법역할을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현행「노인복지법」에서중점을두고있는규율사항을

추려내서 이에 국한한 법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 이로

써법률의성격을제대로확보하여 법률이용자의이해

도는물론예측가능성을제고하는 동시에다른법률과

의 관계도 체계정합성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련법제에서중복될수있는우려가있으나,

노인복지의모법이라고할수있는「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기본법」의 개념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

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복지

정책들의 내용을 유지하되 위에서 언급한 체계상 문제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일시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법」 체계자체를 보다 논리적이며

일목요연하게 변경하자는 것이다. 오래전에 삭제된 제2

장 부분을 다시 채워 넣고, 제3장과 제4장의 규율 내용

은 분리하여 사항별 유사한 맥락으로 재통합하여 별도

의장이나절로편성하는등개정작업이필요하다. 이러

한제안은일단입법비용면에서다른방안보다크지않

으며, 지극히 현실적 방안이다. 또한 이 방안은 그동안

필요시 시급하게정책적인대응을 위하여법개정이있

어왔다. 이로말미암아체계를잃어버리고있는「노인

복지법」의 기본 구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정 당시의 시

대적 상황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

어진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대처하기에는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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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많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

정 및 보완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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