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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ging in Community 실천을 위한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남정훈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설계, 디자인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있어 최근에는 Aging in 

Community(AIC), 즉 ‘지역 공동체사회에서의 노화’가 기존의 Aging in 

Place(AIP)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의 제공 뿐 아니

라 노인의 건강 향상, 사회서비스의 포괄적 제공, 지역사회와 하나 된 고령

자의 삶 등 AIC를 반 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

응하여 ‘고령친화도시’와 ‘건강도시’ 같은 근린환경계획의 기존 사례들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단위로 적용될 때에 있어 겪고 있는 어

려움을 가시화하고, AIC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그

러나 생활권 단위의 복지 관련 공간 인프라와 다양한 시설 네트워크의 정비

를 위한 계획의 방법론은 아직까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건강증진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단기적 사업 형태로서 진행되어 왔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

기도 하 으나, 고령친화 근린환경을 위한 계획으로서 수립과 개선에 있어 

어떠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계획방법을 

탐색한다. 첫째, 기존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고령친화 근린환경에 대한 연구 

동향과, 이를 배경으로 제안된 실천적 모델로 어떤 시도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져야 할 차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 다. 개별 사업 

단위의 사례연구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계획에 대한 접근이자, 기존 계획의 

틀 안에서의 평가가 아닌 계획 수립시의 쟁점을 도출하여 구조적 개선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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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다. 둘째, 계획요소의 논의에 있어 핵심적 쟁점을 도출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근린환경 조성 사례 중, 성공적인 최신사례에 

대해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중요시되는 쟁점을 확인한다. 지자체

와 대학 연구진의 모임인 'SWC 首⾧研究会(SWC 수장연구회)'에서 제안하

는 ‘スマートウエルネスシティ(Smart Wellness City, SWC)’ 어젠다와,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고 권장된 健康・医療・福祉のまちづくり

の推進ガイドライン (건강·의료·복지의 마을만들기 추진 가이드라인) 의 사례

를 대상으로 한다. 쟁점을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 국내의 ‘고령친화

도시’와 ‘건강도시’의 대표적 사례인 서울시의 사례에 적용하여 비교한다.  

셋째,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 기

존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쟁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과 같은 기존 근린환경계획 제도에서 나타나는 고

령화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참여 연구진이 지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과 비교한다. 최종적으로 고령친화형 도시기

본계획과 생활권계획의 계획 요소들을 쟁점별로 도출한다.

일본 사례연구를 통해 SWC의 세 가지 핵심 목표인 ‘건강 클라우드’, ‘조

례화’, ‘마을의 재구성’이 건강·의료·복지의 마을만들기 ‘추진 가이드라인’과 

‘지구차원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계획과 사업으로 구체화 되는 과정을 확인

하 다. 이 목표와 구체화된 계획과 사업으로부터 도출된 일본 고령친화 근

린환경계획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증적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다. 생활권 내 시설(교통·상업·의

료·복지) 현황과, 주민들의 보행, 건강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누적하여, 실제 계획 수립 시의 진단과 계획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 다.

두 번째,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이다. 계획 수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와 연구진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거

버넌스를 형성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조례와 같은 행정적 수단,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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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부처의 위상에 대한 재설정 등 횡단적·포괄적 추진체계를 위한 선행작

업이 이뤄졌다.

세 번째, 지역사회 밀착형 목표 설정 프로세스이다. 계획 수립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제

시되었으며, 실증적 근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과 가이드라

인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사회의 거버넌스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과제를 가시화하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반 할 수 

있었다.

위의 세 쟁점을 기준으로 근린환경계획의 분석 틀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안한다. 국내 근린환경계획 중 분석 대상은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

획’과 ‘강동구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으로, 각 계획 별로 개요, 체크리스트를 

통한 분석, 쟁점 기반 미비점 분석을 실시하 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그

러나 한편, 고령친화를 핵심 목표로 제안한 고령친화도시와 건강도시는 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에 있어 단기적 사업 이상의 

위상을 갖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체계에 

속해 있는 서울시의 실제 도시기본계획(2030 서울 플랜)과 생활권계획(서울

시 생활권계획)에서 나타난 고령화 관련 목표와 전략의 특징을 도출하여 쟁

점 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다시 기존에 제시되었던 서울시 

계획에 대한 계획 참여자들의 비판적 분석과 개선방안과 비교하여, 도시기본

계획과 생활권계획의 계획 요소로 정리한다.

그 결과, 기존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해

외 사례를 통해 도출 된 쟁점인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 ‘목표 설정 프로

세스’ 두 가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동시에, ‘실

증적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AIC를 반 하는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차별적인 요소임을 밝혔다. 해당 내용들을 각 계획의 계획 요

소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 차원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권계

획의 위상과 일관성 확보, 거버넌스 전문가 육성, 빅데이터 누적을 통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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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권의 평가 지표 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하게 되는 

생활권계획은 대표성 있고 다양한 참여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

를 통한 전략 수립과 함께, 건강·보행 빅데이터 수집체계와 평가체계를 통한 

근거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설계획과 서비스계획이 통합

된 AIC 공간 기획이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향후 전략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을 위한 핵심적 쟁점을 실제 도시계획 

체계 내의 계획 요소로 제안함으로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 다는데 그 의

의가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의 범위가 계획 문헌에 집중되어, 이후 계획이 

사업으로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기존 계획의 구조적 분석이라는 기초단계 연구로서 AIC를 

반 하는 공간기획이 중심이 되는 계획 수립의 밑바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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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4.9%에 달

하며, 2025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

로 예측된다. 이처럼 최근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도시의 오

래된 주거지들에 거주해 온 많은 고령자들은 자신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

기를 희망한다. 실제로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유

지될 경우 응답자의 86.3%,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에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

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이에 발맞추어 살던 장

소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의미하는 Aging in Place(AIP), 더 나아가 살던 공

동체에서 계속 살아가기, Aging in Community(AIC)1)를 지원하기 위해 근

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최근 근린환경 개선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전면철거 후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을 비롯한 유지·보수 및 관리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널리 회자

되고 있다(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린환경 

개선 사업은 여전히 다양한 집합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는 경향이 있

다. 예를 들어 고령친화를 고려하여 근린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 취약 계층

의 노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 주택이나 양로원 등 노인 복지·요양 

시설 등의 공급 및 정비를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안소미, 이연숙, 2010). 

한편 가장 최근의 근린환경 개선을 위한 고령친화적 시도 중 하나인 커뮤니

티케어2)형 도시재생<그림 1-1>에서 엿볼 수 있듯, 단순한 시설 공급 위주의 

1) AIP와 AIC의 관계에 대해서는 <2.1. Aging in Community의 전개양상>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AIC 용어를 일괄적으로 사용한다.
2)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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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커뮤니티케어의 개요와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출처: 보건복지부, 2018 

접근을 넘어 AIC 개념을 적극 반 하여 종합재가지원센터, 주민텃밭, 주민건

강센터, 커뮤니티식당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공간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예도 있다. 이는 분명 한 보 더 나아간 긍정적

인 변화이지만 이와 같은 공간의 구현이 도시 노인 전반의 건강 향상, 고령

자를 위한 사회 서비스의 포괄적 제공, 지역사회와 하나 된 고령자의 삶을 

얼마나 담보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기존의 사업 형태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의 구체적 동인을 확보하

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2년 전부터 새로이 다시 시행되고 있는 도시

재생뉴딜 역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재준 외, 2017; 이왕건, 

2018). 그 원인으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관료사회의 특

징, 민간 참여자의 재개발 관성(전상인, 2017)이 지적된 바 있다. 이는 단기

사업의 반복적 추진과 재검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일 가능

성이 높다. 도시재생을 고령화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만능키로 생각하기보다, 

AIC 실천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통한 현실적 접근방법의 고찰이 필

요한 시점이다.

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

비스 체계(보건복지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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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의 구현 과정에는 대규모의 새로운 시설 건립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는 것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고 개별 시설과 지역사회를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포함될 것이 강조된다(변나향, 2019). 이를 위해 개별 복지

시설의 설계 기준보다 생활권 단위의 복지 관련 공간 인프라와 다양한 시설

의 네트워크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확한 지적이 있었다(이 범, 2012). 이제

는 AIC 구현을 위한 소위 그 공간 인프라와 시설의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수단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는지, 우리의 고령친화 관련 근린

환경 계획이 이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에서 AIC 구현을 위한 보

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자, 우리보다 앞서 AIC를 실천하고자 했던 일본의 

‘스마트웰니스시티’ 사례와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사례의 실체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AIC 실천에 있어 근린환경계획시의 쟁점(issue)을 

도출한다.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고령친화적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와 ‘건강도시’의 사례를 함

께 고찰한다. 실행계획의 내용 분석을 통해, AIC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근린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과정을 도출된 쟁점을 토대로 비교한다. 이를 토대

로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이 지역사회 단위로 적용될 때 있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시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AIC를 실천할 수 있는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이 우리 기존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생

활권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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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이란 ① 지자체 차원

에서 수립되고 진행되는 연구 이상의 실제 실행 계획, ② 고령친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다분야 포괄적 추진계획, ③ 기존 근린환경의 개선 혹은 재

구성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들 중 고령 친화

적 가치를 반 하는 사업 등의 단발성 사업이나 기존 주거지가 아닌 새로운 

마을·도시·시설의 개발 계획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시되는 다

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구성하 다. 첫 번째, 고령친

화 근린환경계획이 AIC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특징을 구성하는 

쟁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도출된 쟁점을 바탕으로 하여 고령친화 근린환경

계획을 제안하고자 할 때, 그 쟁점 별 계획요소를 우리의 도시계획 체계 속

에서 어디에, 어떻게 반 할 것인가. 

우선 첫 번째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한 기존의 사례에 대한 문헌분석의 대

상은 관련 선행연구에서 AIC 구현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던 최근의 

일본과 국내 사례로 선정하 다. 대상 사례와 분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1) 일본의 최근 사례 대상

2009년, 일본의 지자체장과 관련 대학 연구진으로 구성된 정책·계획 연구 

네트워크인 스마트 웰니스 시티 수장연구회(SWC 首長研究会)가 출범하 다. 

최초의 목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도시의 활기 저하와 의료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전면에 제시한 도

시의 미래상이자 어젠다(Agenda)인 스마트 웰니스 시티(SWC)는 걷기가 도

시의 활력을 증가시키고, 이로부터 보행이 다시 창출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도시를 의미한다. AIC라는 개념이 전면에 제시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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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AIC에서 제안하는 사회통합·지속가능·건강친화·접근성·상호의존·결

속과 같은 가치가 중요시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와 계획을 연구하

고 공유하 다. 그 성과는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2011년 주요 참여 도

시들이 종합 특구3)(スマートウエルネスシティ総合 特区)로서 지정되었다. 그 

후 이에 참여한 지자체와 대학 연구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건강·의료·

복지의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健康・医療・福祉のまちづくり ガイドライン) 

(国土交通省, 2014)이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의해 공표되는 등, 실제 진

행된 사업과 계획,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주목해온 바가 있다(이준, 2013; 송애정, 

2017).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각 시·정·촌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근린환경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본격적인 지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지자체의 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일본 전 지

역에서 고령화라는 사회 현상과 이에 대응한 건강·의료·복지를 고려할 수 있

는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SWC 수장연구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과 함께 「건강·의료·복지의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을 1차 

문헌으로서 분석하고, 아울러 2018년에 발표된 세부지침인 「健康・医療・福

祉のまちづくりの手引き-地区レベルの診断と処方箋-」(건강·의료·복지의 마을

만들기 길잡이 –지구차원의 진단과 처방-) (国土交通省, 2018)을 함께 본 연

구의 대상으로 한다.

2) 우리나라의 최근 사례 대상

세계 건강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GNAFCC)는 물리적 시설과 보

건·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서비스의 적절한 결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3) 종합특구(総合特区) 제도란 지자체의 요청과 이에 따른 심사·지정에 따라, 규제지원, 

세제 및 재정 지원 등의 수단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 지역 재생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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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기’를 지원하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백선혜 

외, 2019) 하에, 진단-계획-평가를 통한 회원도시들 간의 AIC 구현 실험이 

공유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현재 서울시, 정읍

시, 수원시, 부산시, 제주도, 광주 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양천구 등 11개 

도시가 GNAFCC에 가입해 있다. GNAFCC 가입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 고

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 계획은 본 연구의 

목적을 가장 잘 반 할 수 있는 국내 사례이다. 이 가운데 기반 연구, 평가

와 수정이 가장 잘 구비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1차 문헌으로 선정한 대상은 

서울시의 사례이다. 

서울시의 해당 사례는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Seoul, 2012)이다. 또한 

해당 계획의 기반이 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연구」(Seoul Welfare 

Foundation, 2011)와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연구」(Seoul Welfare 

Foundation, 2012), 그리고 해당 계획의 평가 및 개선안에 해당하는 「서울

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2013~2015) 실행계획 평가」(Seoul Welfare 

Foundation, 2015),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20 실행계획 수

립」(Seoul Welfare Foundation, 2015)으로 이들을 함께 분석한다.

한편 고령친화도시와 유사한 사례로, 건강도시(Healthy City) 관련 사업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친화 근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행되었던 노력 중 

하나이다. 실제로 건강도시가 활발하게 논의되게 된 주된 배경으로 비만을 

비롯한 성인병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제시된다(국토연구원, 2010). 그러나,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건강도시 네트

워크에는 100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도시가 지자체 

단위의 인증 사업으로 도입되고 확산된 결과, 지역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의 일부로만 편협하게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문은숙 & 서명희, 

2015) 이에 제5대, 제6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강동

구는 2018년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포괄적 차원의 도시계획 접근을 시도하

고, 그 결과가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수립」(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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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stitute, 2018)이다. 유사한 문제의식과 정책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만 그 규모와 추진체계·수립과정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두 가지 국내 사례를 

함께 분석한다.

두 번째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체계를 분석 대상

으로 삼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4)와 함께 생활권

계획에 대한 사전연구를 시작하 다. 2014년에는  「2030 서울플랜」 의 발

표와 함께 「생활권계획」의 본격적인 수립이 시작되었으며, 생활권계획은 

MP(Master Planner)회의, 정책자문단 자문, 관련부서/자치구 협의, 주민워

크숍과 주민 설명회, 심포지엄 공청회 등을 걸쳐 2018년 확정 후 운  중이

다. 이러한 「2030 서울플랜」 과 「생활권계획」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경험

하는 고령친화 생활환경의 조성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AIC 실천을 위한 근린환경 계획으로서 그 가능성의 점검 및 실천

적 대안 제시를 시도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문헌분석 준

비단계’에 해당하는 2장, ‘문헌분석’에 해당하는 3장, ‘문헌분석 결과를 통한 

실천적 계획의 제안’에 해당하는 4장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림 1-2> 

2장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를 두 단계로 나누어 고찰한다. 첫 번째로 지

역사회에서 살아가기, ‘Aging in Community’에 대한 논의의 전개 양상과 

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두 번째로는 국내 건축·도시 분

야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각각 논의되어 온 AIC를 실천할 수 있는 고령친화 

근린환경의 특징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이를 배경으로 제안된 고령친화 근

린환경의 모델로 어떠한 시도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

구가 기존 연구에 대비하여 가지게 될 차별성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AIC실천을 위한 계획요소에 대해 논

4) ‘2030 도시기본계획’은 2009년부터 수립을 시작하여 2012년 중반기에 마무리 될 예

정이었으나, 11월 27일 새로운 민선5기 시장의 임기 시작과 함께 전면 재검토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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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기 위해 그 쟁점을 도출한다. 앞서 언급한 일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문

헌분석과 비교를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일본 사례의 경우 통시적 관점에서 

계획 의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쟁점을 도출하여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도출한다. 이를 국내의 사례에 적용하여 비교, AIC 실천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시화한다. 

4장에서는 도출된 쟁점을 서울시의 기존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생활권계획 등 기존 근

린환경계획 제도에서 나타나는 고령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참여 연구자가 

지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한다. 이를 3장에서 도출된 쟁점요소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최종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을 고령친화형

으로 구성하기 위한 계획요소들을 도출하여,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생활권

계획형’ AIC 반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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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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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Aging in Community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는 전 세

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며, 이에 따라 도시의 노인 인구가 어떻게 여

생을 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특히 과거

에 주로 이뤄졌던 시설 수용의 불합리성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Aging in Place, 즉 AIP라는 개념이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과정

에 확산되어 왔다.

AIP는 1992년 파리의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의 사회 보장 회의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는 학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고

령자의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살던 장소에서 노화의 과정을 지

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노인학의 논의에서부터 복지 서비

스, 정책적 지원, 물리적 환경 조성 등의 논의로 확장되어 왔다. 그 결과 최

근에 이르러서는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있어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기본적

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론적·실용적 접근이 파편화 되

서 시도되어 왔기 때문에, AIP 개념의 학문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정의는 다

소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서유진, 2018).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개선을 위한 개념적 

지향점은 AIP에서 한발 더 나아간 Aging in Community, 즉 AIC이다. 기

존의 AIP는 집단 노인 시설에서부터 벗어나 개개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

주하는 것에 대한 논의, 즉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로부터 시작되

었다. 이에 따라 주거의 물리적 개선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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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기도 하 으며,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사회에서 살아가기’를 통해 기

존의 AIP를 보완하고자 AIC라는 개념이 Thomas & Blnachard (2009)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사회통합·지속가능·건강친화·접근성·상호의존·결속과 

같은 가치들이 AIC로의 전환을 통해 추구해야 할, 혹은 얻을 수 있는 가치

로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AIP와 AIC는 

서로 상반되거나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며, 개념적 상·하위의 관계 또한 아니

다. 그보다는 그 관심의 초점을 장소라는 공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로 

옮기는 시각의 전환을 의미한다. AIP는 최근까지도 고령친화 도시 및 고령

친화 근린환경 조성에 있어 이론적 배경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노인들이 그 안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논의, 

즉 AIC에 대한 논의 또한 함께,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 따라서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에 있어 그 전개양상을 살피려면 AIP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 

기존의 연구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고령화 정책이 AIC의 개념을 중요시하며 고령친화적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체적 구조와 설계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 그리

고 이를 반 하는 해외 고령화 정책 및 사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한 김선자

(2010) 이전의 이 아, 진 환 (2001)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

요성에 대한 강조가 나타난다. AIC가 용어로써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노인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원칙을 제시하면서 ‘도보권을 고려한 생활권 단

위의 도시시설 정비’, ‘공간적 네트워크 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함께 이뤄진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구축’ 이 이뤄져야 함을 밝혔다. 또한 조

인숙 외 (2007)의 연구에서도 AIP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 노인 전체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이를 위한 예방의학적 차원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지역사회 차원의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AIC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최근의 연

구들에서 AIP 개념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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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hard (2013) 에서는 AIP의 극단적 실천으로 인해 노인집단만으로 

이뤄진 지역사회가 형성될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 다. 노인들의 자아실현이

나 소속감과 같은 기존의 지역사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감정적 욕구의 

해소가 어려워지고, 이는 때때로 신체 기능의 저하와 노화의 가속을 불러일

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에는 그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인 연결고리와 선택해 온 

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연결고리

를 중요시하는 AIC가 AIP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Lehning et al (2013) 은 그간 연구에서 제시되어 온 고령친화적 특성과 

AIP간의 특별한 연간 관계가 밝혀지지 않음을 지적하 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AIP 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만이 도출되었

는데, 이에 대해 AIP가 빈곤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었음

을 제기한다. 따라서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노인의 통계적 증가

를 목표로 하 던 기존의 정책이 노인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

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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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를 위한 문헌조사는 고령친화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

책적 수단을 큰 범주로 한다. 이를 위해 ‘Aging in Community(Place)’, 

‘고령친화도시’, ‘탈시설’ ‘커뮤니티케어’ 등의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고

령친화 근린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 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학문적 배경을 갖는다. 첫 번째, 보건·복지 분야에서 주로 이

뤄진 연구들로,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한 AIC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주거환경을 포괄하는 통합

적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다. 두 번째, 건축·도

시 분야의 연구로, 고령 친화적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가 근린환경과 이를 지

원하는 네트워크 차원까지 점차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각 분야 별 정책적 수단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하고, 그 최종적인 형태로서 

‘고령친화적 근린환경모델’에 대한 연구 사례들을 검토하 다. 

2.2.1. 보건·복지 분야

그 간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도록 있어 왔지만, 본격적

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제기된 것은 1955년부터 1963년 사

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다가온 201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는 

최근의 일이다 (조 태, 2016). 고령인구의 비율과 수가 증가로 인해 노인 

돌봄 제공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

라, 그 안에 포함된 개인들의 건강, 경제, 문화, 인구적 특성이 다양해 그 모

든 수요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재언, 2019) 

이와 더불어 돌봄 제공자로서의 노인의 역할 확대,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등 

(ibid.) 우리나라 고령화의 양상은 기존의 AIP에 대한 선호와 함께 지역사회

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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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특히 해외의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도시 계획 및 

실제 공간의 디자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

다.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노인 정책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장애인, 유·

아동을 비롯한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을 그 연구 주제로 하고 있다. 

김용득(2018)은 기존 국내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전히 ①삶

의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기는 탈시설과 ②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롭게 시도되는 커

뮤니티케어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두 가지를 제시하 다. 첫 번째, 시설 중

심의 보호에서 자립형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거주 지원 서비스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공간과 유사하

하도록 거주 시설의 혁신, 공유주택 및 지원주택과 같은 다양한 모델의 개

발)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가정지원 서비스, 통소형 서비스 등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용자와 서비스를 연결

하는 전달체계의 구축 또한 필수적이다. 두 번째, 상호 의존하는 자립을 위

한 지역사회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동 생산, 마을 만

들기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 촉진, 대안 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

을 필요로 한다. 

김보 (2018)은 복지 정책의 방향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일관되게 추진하

던 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커뮤니티케어를 반 한 복지 서비스 모델의 핵

심 요소로 분권성, 통합성, 유연성을 강조하 다. 개별 현장에서 이용자의 욕

구에 맞는 유연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 지역사회 복지는 실제 ‘욕구’를 

반 하는 급여나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정보’를 가진 사람이 혜택을 받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커뮤니티케어의 사례나 기존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에서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첫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비스 차원의 접근, 둘째, 광역자치단

체 차원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수립, 셋째,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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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지자체에 대한 평가와 재정 및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을 밝혔다.  

한편 임정미(2018)는 보다 본격적으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그 

주체가 되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고찰하 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사

회 맞춤형 돌봄 정책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 다. 첫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 제공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 

주민 모두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생활권역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그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서동희, 김좌겸(2019)는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노인의 참여를 확대하

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및 

예측할 수 있는 ‘보건복지 데이터 분석센터(가칭)’을 제안하 다. 특히 커뮤

니티케어는 지역사회 모두가 맞춤형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서비스를 지향하

기 때문에, 대상자는 물론이고 보건·복지 관련 공적 데이터와 민간의 유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해야 함을 강조하 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 단위 ‘토

탈케어센터(가칭)’ 운 을 통해 민간기관과의 연계, 맞춤형 케어매니저의 양

성 및 관리를 담당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앞의 두 연구의 경우 사례연구 및 기존 논의에 대한 되돌아보기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내

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뒤의 두 연구에서는 도시 

공간에서 실증적인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생활권 단위 계획이 이뤄져야 함을 기존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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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 내용 및 특징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

게 할 것인가?

 사례연구 및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 국내 복지 서비스의 분

석,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목표점 제시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자립형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제기

 상호 의존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협동 생산, 마을만

들기, 대안 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제기

김보영

(2018)

문재인 정부 커뮤니티

케어, 역사적 전환과 

선진국 흉내를 가르는 

세 가지 관건

 영국 사례 분석을 통해 분권성, 통합성, 유연성이라는 핵심 

요소 제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의 목표 제안

1.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이뤄지는 서비스

2.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포괄적 종합계획 수립

3. 개별지자체에 대한 평가와 재정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

스 지원

임정미

(2018)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

스템: 지역포괄지원센

터를 중심으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한 고찰

 우리나라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 생활권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방

안에 대한 고려, 전문 인력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함

서동희,

김좌겸

(2019)

고령시대 공공데이터기

반 지역사회 보건-복지 

돌봄 방안 모색

 사례분석을 통해 데이터 수집, 분석, 예측, 시각화의 필요성 

제시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접근을 위해 빅 데이터가 필요함

 공적 데이터와 민간 유관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이를 기

반으로 하여 생활권 단위로 서비스 전달이 이뤄져야 함

표 2-1 보건·복지 분야 고령친화 근린환경에 대한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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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건축·도시 분야

한편 건축·도시 분야에서 고령친화·AIC의 실천을 다룰 때에는, 주로 근린 

환경 공간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에 대한 연구의 형식을 띄고 진행되어 왔다. 

이는 특히 탈시설화 이후의 AIC를 반 하는 공간 계획에 있어서도 공통적이

고 지속적으로 다뤄져 온 주제이다.

1) 시설의 개선

최재필 외 (2010)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통합적 복합시설의 개념을 

검토하 다. 이를 토대로 실제 유휴 공공시설 및 학교 시설에 적용할 수 있

는 계획·설계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 방향

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노인 복지 주거지원시설과 공공시설·학교시설 간 

공유 가능한 공간을 제안하 고, 근린 생활권의 중심적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존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김미란 & 이경훈 (2018)은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립 및 정착 과정

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일본의 재가 노인 지원 관련 지원 정책과 주거복

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 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 노인 

관련 업무만을 따로 편성하고, 노인의 주거 환경 및 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한 이러한 노인종합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주관 법령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노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구에 따른 입지 

최적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처럼 고령친화 근린환경에 있어 노인 복지를 위한 개별 시설의 설계 사

례나 운 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하되, 그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노인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들이 

한 곳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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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 내용 및 특징

최재필,

최영준, 

문근종, 

변나향, 

최성필

(2010)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유휴 공공시설 확용 방

안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를 통한 사회통합적 복합시설의 개념을 검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제 유휴 공공시설 (서울시) 및 학교시설 

(광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설계 요소 도출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

 근린 생활권의 중심이 되었던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

김미란, 

이경훈

(2018)

노인의 Aging in Place 

증진을 위한 종합지원

센터 도입 필요성에 관

한 연구

 일본의 지역포괄케지원센터의 설립 및 정착과정에 관한 사

례연구를 통해, 일본의 재가노인지원 관련 지원 정책과 복지 

정책의 흐름을 확인

 장기요양보험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노인의 의료서비스·주

거환경·주거복지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접근성

이 높은 새로운 시설의 필요성 제기

표 2-2 건축·도시 분야 고령친화 근린환경에 대한 기존 연구 ①개별 시설의 개선

2)도시의 물리적 환경

한편 도시의 물리적 외부 및 내부 환경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

성을 밝히거나 그 실제 조성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었다. 

김용진 & 안건혁 (2011)은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근린의 물리적 환

경과 노인의 건강 및 정신 건강간의 관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근린의 물

리적 환경이 노인의 신체적 활동을 장려하고, 신체적 활동이 노인의 건강 상

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서울시 도심을 토대로 증명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근린의 보행환경이 양호할수록 경로당·복지관 등 근린 

복지시설의 이용과 종친회·친척모임 등의 지역기반 연고집단활동이 장려되었

으나, 대중교통환경이 양호한 곳에서는 근린복지시설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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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 내용 및 특징

김용진, 

안건혁

(2011)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의 건강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이용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노인의 건강 및 정신 건강과의 관계 

분석

 사회적 참여와 인간관계를 건강 요소로 포함

 서울 대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

김용진, 

안건혁

(2012)

노인의 주요 근린시설 

별 이용권 도출에 관한 

연구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이용권역을 도출, 노인시설 설

치기준 제안

 대부분의 시설이 보행권역인 50~450m 내에서 형성

표 2-3 건축·도시 분야 고령친화 근린환경에 대한 기존 연구 ②도시의 물리적 환경

김용진 & 안건혁 (2012)은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이용권역을 도출하여, 노인 시설의 설치 위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시

도하기도 하 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 병원, 종교시설 등의 효용 가치가 상

대적으로 높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들의 이용권이 근린 생활권인 

50m~450m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우신구 (2012)는 AIP를 선호하는 도시 노인들의 실제 거주지를 고려했을 

때, 노인들의 실제 일상생활에 대한 철저하고 실증적인 연구와 함께 경사 주

거지의 이동성 및 접근성의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 다. 이와 더불어 AIP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 즉 노인들 위주로만 

경사주거지 공간의 인구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섞여 살아가는 주거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현, 김세용 (2018)은 물리적 환경의 고령친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연

구하 다.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물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외부

공간, 교통, 주거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도시 

및 커뮤니티의 고령친화 실행계획의 각 항목들을 수집 및 분석하 다. 이와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국내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여 가이드

라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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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관, 병원, 종교시설의 경우 1,000~1,800m 로 상

대적으로 먼 거리에서도 이용

우 신구 

(2012)

노인복지를 위한 도시공

간재생

 도시에서 노인들의 실제 거주지는 대부분 저층 경사 주거지

 경사주거지의 이동성 및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 개선

이 필요함

 노인들 위주의 공간 구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지 환경의 조성 필요성

이광현, 

김세용

(2017)

물리적 환경의 고령친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존 고령친화

도시 네트워크 참여 도시 및 커뮤니티의 물리적 환경 관련 

항목 수집 및 분석

 국내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련 법규들을 검토, 가

이드라인을 도출

 전문가 평가를 통한 점검 및 개선

3) 복지 서비스와 연계

이에서 더 나아가,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근린환경과의 연계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구들도 있었다.

윤혜  (2014)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변화를 통해 지역포괄케어 시스

템의 구축 과정을 이해하고자 시도하 으며, 실제 지역의 사례를 통해 그 내

용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의료·복지 관점에서의 서비스 제공

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령자의 주거와 생활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 전체가 참여하고 지지하며, 고령자

를 포함한 주체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모습을 확인하 다.

서유진 (2018)은 국내 외 사례를 통해 AIP를 반 하는 고령자 서비스 주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기존 주거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공간과 재가 서비스의 공급 방안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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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밝혔다. 그리고 사례 연구와 설문 조사를 통해 고령자의 보행 능력과 

일상생활권에 대한 고려, 지역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서비스 공급 공간의 확

대와 보행 환경의 개선을 기본으로 한 지역사회 인프라 개발 및 구축을 통

해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구체적 계획 방법을 사업의 형태로 제안하 다. 

변나향(2019)는 AIC관점에서 고령자 주거정책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조

사하 다. 국내 관련 정책 현황이 탈시설화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로 인해 시

설과 주택 사이 중간단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여, 그 개념과 용어에서부터 

실제 정책까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의 개선과 

연계가 반 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기하 다. 이에 대해 일본 지

역포괄케어시스템 정책 경험과 시행착오의 사례를 조사하여, 보다 지역 맞춤

형, 개인 맞춤형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많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AIC가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

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근

린·주거환경과 복지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 역시 많은 연구에

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주로 시설과 환경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공간과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방안

에 대한 연구도 사례 연구 차원에서 개별 사업의 특징과 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정도를 소개하는 데에 그친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실

행 계획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그 이상의 정책적 배경, 제도·계획을 

직접 다루고 그 구조적 개선을 위한 요소에 대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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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 내용 및 특징

윤혜영

(2014)

에이징 인 플레이스 실

현을 위한 일본의 고령

자 지원체계 연구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건강·의료·복지 뿐 아니라 주거와 생활 지원을 포함하는 포

괄적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성격을 밝힘

 AIC가 기본이 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필요성 제시

서유진

(2018)

도시재생에 있어 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

자 서비스 주거 연구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주거지에 대한 고려, 지역 커

뮤니티 공간, 재가 서비스의 공급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함을 밝힘

 고령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일상 생활권, 지역 공공자원, 

보행환경의 개선 등의 구체적 계획 방안 필요성 제시

 실제 사업의 형태로 제안

변 나향

(2019)

고령자 주거, 정책 현

황과 과제

 주거정책 차원에서 AIP의 이분법적 성격이 갖는 위험성 지

적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위주의 정책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정책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

으로 보다 지역 맞춤형, 개인 맞춤형의 주거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제시

표 2-4 건축·도시 분야 고령친화 근린환경에 대한 기존 연구 ③복지 서비스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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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고령친화 근린환경모델

보건·복지 분야의 요구와 건축·도시 분야의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고령친화 근린환경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연구도 있었다. 

1)고령친화 마을만들기

민현석(2012)은 종로구 이화동을 실제 대상지로 하여 고령친화형 지역사

회를 조성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하

다.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자립·참여·돌봄·자아실현·존엄성 측면에서 마을만

들기 방안을 검토하 으며, 현황파악-관련사업 검토-주민 심층 인터뷰-워크

샵을 통한 계획안의 도출 과정을 묘사하 다. 이는 고령친화 근린환경 모델

에서 실제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할 때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이왕기 & 정승현 (2014)은 사례분석을 통해 마을만들기와 노인 문제를 연

계할 수 있도록 유형화를 시도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마을 공동체에서 노인의 참여 비중과 

형태,  노인문제와 마을공동체의 연계 상황 및 대응방안을 위주로 진행되었

으며, 그 결과 노인 참여의 확대와 주민의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마을 공동체 중심의 노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 등의 정책 방향을 도출

하 다. 

고령친화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 공동체와의 거버넌스 

형성, 실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위계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때의 개별 참고 사례에 해당한다는 한

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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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 내용 및 특징

민현석

(2012)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을 중심으로-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을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시 제시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한 쟁점 검토

 현황파악-관련사업검토-주민심층인터뷰-워크샵을 통한 고령

친화 마을만들기의 구체적 과정 묘사

이왕기, 

정승현

(2014)

고령사회에 대응한 마

을만들기 전략 : 인천

지역 마을활동가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통한 마을만들기와 노인 문제 연계에 대한 유

형화 시도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노인문제와 마을 공동체 연

계 상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노인 참여 확대, 주민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마을공동체 중심의 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표 2-5 고령친화 근린환경모델에 대한 기존 연구 ①고령친화 마을만들기

2) 지자체 차원의 근린환경 계획

한편, 지자체 차원의 고령친화 근린환경 계획 모델의 사례로는 앞서 언급

한 각 지자체의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이뤄진 고령

친화도시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한 문헌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경수 (2016)는 정읍시의 고령친화도시 실행 과정을 해당 시의 공무원

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 다. 그 결과 정읍시의 고령친화도시 추

진 주체는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방향, 주민사회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 고령

자가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는 AIC의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해 깊은 이해와 의

지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도시 단위 정책을 마을 단위에 투 하려 하는데

에서 약간의 한계를 드러냈으나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집단의 

성격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 다.

정은하 (2017)은 서울시의 제1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인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의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지적하 다. 실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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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 내용 및 특징

임경수

(2016)

고령친화성을 고려한 마

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정읍시의 고령친화도시 실행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시행 주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친화도시 실행 주

체인 지자체 행정주체들의 참여와 적극적 의지를 밝힘

 거버넌스 집단의 이해도와 성격에 대한 정보 제공

정은하

(2017)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경험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통시적 고찰

 수립 과정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적

 포괄적, 통합적, 실천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 제시 

백 선혜 

외

(2019)

고령친화 지역사회 만

들기- 노인을 위한 동

네

 노인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증적 자료의 필요성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건강과 연령대에 따른 보행권

의 차이 등 설명

 국내·외 고령친화 근린환경 소개 및 지역사회 맞춤형 전략

의 필요성 강조

표 2-6 고령친화 근린환경모델에 대한 기존 연구 ②지자체 차원의 근린환경계획

구성 과정에서 노인 관련 정책, 특히 물리적 차원의 개선을 포괄하지 못한 

점, 지역 사회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과제의 구성

이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되었다.

 백선혜 외 (2019) 는 ‘노인을 위한 마을’, 즉 AIC를 실천할 수 있는 고

령친화적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수

립과정에서 이뤄지지 못했던 노인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증적 자료가 

필요함을 밝혔다. 특히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건강과 연령대에 따른 

보행권의 차이 등 유의미한 자료들을 제시하 다. 이와 더불의 국내외 다수

의 고령친화 근린환경 조성 사업들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전략의 필

요성을 강조하 다.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실증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AIC의 적극적 실천 사례들을 제시하 다. 그러나 기존의 계획을 만든 

정책적 토양·배경이나 추진·계획 체계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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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의 차별성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AIC를 실천하기 위한 고

령친화 근린환경계획에 대한 연구로서 다음와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 번째로, ‘고령친화 공간 조성’의 사례연구로서 갖는 차별성으로, 개별 

사업 단위의 사례연구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계획을 통한 접근을 연구한다.

고령화로 인해 새롭게 제안되는 복지 서비스의 전달 방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다.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생활권·지역사회 단위의 포괄적이고 종합

적인 공간 및 시설계획의 필요성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그

러나 기존 계획 관련 연구에서 다뤄져 온 생활권·지역사회 단위 계획은  ‘시

설의 개선’, 혹은 ‘마을 만들기’,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나타나는 해

외 사례의 소개나 개별 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 왔다. 이러한 시도들

은 그 간 우리의 근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부족했었던 고령친화, AIC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실천을 어

렵게 하는 계획의 요소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부처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

는 제도·계획의 개선안을 직접 다루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

내 사례와 해외 사례 중 AIC 개념을 반 한 지자체 차원의 고령친화 근린환

경계획을 선정하여 그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근린환경계획’에 대한 연구로 갖는 차별성으로, 기존 계획 틀 내

에서의 평가를 통한 개선이 아닌, AIC 실천을 위한 계획 수립 시의 쟁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 계획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시도한다, 

최근의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고령친화도시의 개

선안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제도·계획을 직접적으로 다뤘던 연구들이 있었

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위해 필요한 이해 관계자들 간 네트워크와 복

지 서비스, 물리적 요소를 각각 살펴보고, AIC 차원의 접근과 더불어 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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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개별 사업들 간 연계를 주로 주문하 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이상화

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계획 차원에서 구비되어야 할 체계는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제시한 고령친화 근린환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

는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닫힌 문제에 대한 닫힌 해결법’이다. 아직까지 우리의 근린환경 ‘계획’이 

AIC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보건·복지 분

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의 제시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계획

의 내용은 주로 고령 친화를 위한 공간의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사례의 이론적·정책적 배경에서부터 통시적 

분석을 시도, 계획 수립시의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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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쟁점 도출

3.1. 일본 사례 분석

3.1.1. 스마트 웰니스 시티 (SWC)

1) 개요

세계적인 장수 국가이자,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5)인 일본 역시 AIC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 중, 의료·개호비의 증가는 일본의 도시들이 마주친 가장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AIP개념을 고령자 주거정

책에서 반 하여 시설을 대신하는 ‘서비스 고령자 주거(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

け住宅)’6) 등의 고령자 주택 제공 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살던 곳에

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장소감’과 ‘삶의 보람’을 느끼기는 어렵다는 지적

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인들의 실제 행태에 주목하는 대안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아라, 2013) 대표적 행태 조사 결과 가운데 하나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동차 수 증가로 인해 신체 활동이 부족하며, 이

로 인한 생활 습관병을 가질 위험 및 개호를 받게 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주민의 약 70%가 건강 증진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

어지는 것을 인식하 다7). 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존도의 증가는 도시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수단의 확보 또한 어렵게 만들고, 이는 도시에서의 교

5)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28.1%로 세계 1위 (2018 OECD 통계)
6) 일본 후생노동성(고령자 케어와 연계)과 국토교통성(금융 지원)의 연계 하에 2011년 

설립된 제도로, 배리어프리 설계, 안부 확인 및 생활상담 수준의 최소한의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의 안심주거지 보급을 위한 제도
7) 平成22年度総務省地域ICT利活用広域連携事業 (2010년 총무성 지역 ICT 이활용 광역 

제휴사업)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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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생활에 부정적 향을 끼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도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향에 대한 지식·데이터의 누적, 이에 대응

하는 관·학의 연구와 정책, 계획에 대한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

었다. (SWC 首長研究会, 2019)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2009년 11월 일본의 지방도시 9개 시(후쿠시마

현 다테시, 니가타현 니가타 시, 니가타현 산조시, 니가타현 미쓰케시, 이바

라키현 쓰쿠바시, 기후현 기후시, 효고현 도요오카시, 카가와현 젠쓰지시, 구

마모토현 아마쿠사시)와 츠쿠바대학교, 게이오기주쿠대학교의 연구진이 함께 

모여 <SWC 수장연구회>를 발족하 다. 연구회는 그 가입 지자체 수가 점차

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현재에는 38개 도·도·부·현과 81개의 시·정·촌이 

참여하고 있다<그림 3-1>. SWC 수장연구회에서 제안하는 근린 환경 계획시

의 도시의 미래상이자 핵심 어젠다인 Smart Wellness City에서, Smart는 

ICT 기술의 활용, Wellness는 이를 통한 건강과 행복의 달성을 의미한다. 

SWC의 핵심적인 제안은 ‘파퓰레이션 접근 (보편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이노베이션’을 통해 고령자와 주민 전체의 보편적 건강과 행복을 추구

하자는 것이다. 이는 SWC 참여 대학 중 하나인 츠쿠바대학의 츠쿠바 웰니

스 리서치(TWR)에서 진행한 과학적 근거 기반 개별 운동· 양 프로그램 제

공·관리 시스템인 ‘e-wellness8)’ 프로그램의 운  경험이 그 배경이 되었다. 

TWR은 지자체와 연계한 ‘e-wellness’ 프로그램의 운 을 통해 참가자들의 

생활 습관병 예방·의료비용의 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

민 간 관심도와 정보력에 따라 그 혜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그 한

계로 제시되었다.(久野譜也, 2012) 이에 따라 주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혜택

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8) 지자체와 연계하여, 매일 산책하기, 주5회 홈 트레이닝, 체성분검사 등 간단한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수집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다. (TW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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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SWC 수장연구회 가입지자체 현황

2) 상세 내용9)

 보편적 접근을 위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의지

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조례화’와 더불어, 주민 전체의 근린 보행을 활성화시

킬 수 있도록 ‘마을을 재구성’하고 이를 SWC 참여 도시들 간의 ‘건강 클라

우드’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 다<그림 3-2>. 특히 SWC가 다른 접근방

식과 가장 큰 차별점을 보이는 부분은 실증적 행태기반으로 시설, 공간, 서

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한 건강 클라우드이다. 건강 

클라우드는 주민의 건강 진단 데이터, 의료 및 개호 보험의 의료비 청구서 

데이터 등의 건강, 근린환경, 커뮤니티, 사회적 자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

9) SWC 웹사이트; TWR 웹사이트; SWC 수장연구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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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스마트웰니스시티의 개념도 (久野譜也, 2012 발췌 및 편집)

집하고 공유하는 지자체 공동의 데이터베이스이다. 개별 지자체에서 접근 가

능한 기존의 데이터가 주민의 약 30% 미만에 해당하는 국민 건강보험 가입

자의 건강 진단 데이터 및 의료비 청구서 데이터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건강 

클라우드의 구축을 통해 개호보험 데이터, 사회보험 데이터를 통합하여 주민 

70% 이상의 건강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데이터를 수집할 뿐만 아니

라, 시책 과제의 추출을 위한 관계 분석을 시도하 다. 예를 들어 연간 의료

비와 일간 보행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표 3-1>하고, 일간 보행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이해도, 운동습관, 보행공간, 시가지 정비도 순으로 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여 복합적 솔루션이 필요함을 밝혔다.

한편 건강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된 17개 지자체, 약 75만명의 데이터는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측정 체계인 ‘건행(健幸)10) 인덱스’를 통해 지자체의 

고령친화 정도를 손쉽게 파악하는데 쓰이게 된다. 건행 인덱스는 ‘건강 상태

10) 건강과 행복, wellness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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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일간 보행량에 따른 연간 의료비

적음 중간 많음

5,000보 미만 5,000~9,000보 9,000보 이상

55 99.781 74.892 41.177

60 174.817 149.929 116.214

65 249.854 224.965 191.250

70 324.890 300.002 266.287

75 399.927 375.038 341.324

표 3-1. 건강 클라우드: 연간 의료비와 일간 보행량의 연령대별 상관관계 

(Smart Wellness City首⾧研究会10年の成果) 발췌 및 편집

그림 3-3. 2014년도 미쓰케 시의 SWC 인덱스 평가

와 라이프 스타일’, ‘사회적 활동’, ‘SWC 인프라’의 3대 항목과 10개 중항

목, 28개 소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시화 및 점수화를 통해 SWC 참여 도

시들과 그 결과를 비교 및 공유하 다 <그림 3-3>.

 3) AIC실천에 있어서의 시사점

보편적 접근법, 특히 건강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건행 인덱스의 제공이 

AIC 실천의 관점에서 갖는 의의는 「건강 리터러시」라고 설명되는 건강에 대

한 이해도의 증가,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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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심리 건강에 대한 일회성의 설문조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건강·사회활동·도시 인프라에 대한 빅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 및 과제 해결의 실

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Table 1>. 특히 사회적 활동과 

라이프 스타일 등, 노인들의 실제 행태를 반 한 자료와 평가체계의 구축은 

AIC실천에 있어 그간 분절적으로 다뤄져 왔던 건강·고령친화 관련 지표들을 

한 데 묶어 설명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제공하고자 했다는데 그 시

사점이 크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

으로 한 데이터를 토대로 ‘보행 친화를 통해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민 전체의 건강과 행복, 지자체의 복지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행 인덱스’를 이용한 시각

화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 다. 실제로 SWC 참여 도시 중 하나

인 미쓰케 시에서는, 시 단위의 「건행 만들기 추진 계획 (見附市健幸づくり推

進計画)」에서 ‘건행 인덱스’를 달성 목표로 활용하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및 공유하는 등 주민들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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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건강·의료·복지의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1) 개요

이미 언급하 듯 SWC는 또 다른 ‘보편적 접근법’으로 ‘조례’의 적용을 통

해 보행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

속적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을의 재구성’을 하기위한 계획 

차원의 모델은 니가타현의 미쓰케시를 비롯한 다른 SWC 참여 도시들의 계

획에서 제시되기도 하 다11). 이에 ‘조례화’에서부터 제기된 지속가능한 추

진체계와, ‘마을의 재구성’을 위해 보다 더 구체화된 실행 모델을 각 지방자

치단체가 수립할 수 있도록, 2014년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강·의료·복지 마

을 만들기 가이드라인」(健康・医療・福祉のまちづくりの推進ガイドライン)를 

발표하 다.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의 개발에는 국토교통

성을 포함하여 스마트웰니스시티 종합 특구에 참여한 6개의 지자체와 연구

진,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함께 참여하여 SWC 관련 연구 성과와 각 지

자체의 정책 자료가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반 되어, 가이드라인 상의 지

자체 사업 예시로서 제시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과 기존 마

을만들기의 연계를 통해, AIC를 지원하는 공간의 재구성이 목표로 전면에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도보권역 

내에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이 집적되어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컴팩트한 도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건강·의료·복지 마

을만들기 가이드라인」은 이를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추진체

계와 구체적 실행방안 구성을 위한 시점, 그리고 시점을 통한 다분야 포괄적 

패키지 시책을 제시하 다.

11) SWC를 반 한  「건행 만들기 추진 계획 (見附市健幸づくり推進計画)」을 추진하고 있

는 미쓰케시는 전국·현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개호 인정 비율,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후기 고령자 인당 연간 의료비 등 (전국 평균과의 격차 20만엔)의 성과를 

거두었다. (SWC 首長研究会,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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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내용12)

기존 연구 검토에서도 제기되었듯, AIC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의 요구를 반 하고 지역사회의 공간과 밀접하게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의 제

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건강·의료·복지 분야와 도시 분야간의 

연계는 그 필요성에 비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13) 이에 따라 ‘건

의복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구성 

방안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크게 두 갈

래의 방향으로 검토되는데, 첫 번째는 다 분야 계획 간의 통합이며, 두 번째

는 계획 추진 집단의 통합이다.

 우선 계획 간의 통합에 있어서는, 종합진흥계획,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입지 적정화계획, 주거생활 기본계획, 건강증진계획, 의료계획, 지역 복지 계

획 등 기존에 세워진 도시분야, 주택분야, 건강분야, 의료분야, 복지분야의 

각종 관련 계획들<표 3-2>을 검토하여, 건강 마을 만들기 관련 시책이나 사

업의 내용을 정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 후, 새로운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

기 계획이 개별 계획 내용을 평가하거나 분야를 횡단하는 최상위 시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여, 부서 간 데이터의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 다. 

계획 추진 집단의 통합의 경우 SWC 참여 도시인 우시쿠시(牛久市)의 「작

은 지구 마을 만들기 추진 협의회」가 예시로 제시된다. 부서 간  횡단적 통

합 분과회14)를 조직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고령자 집단 뿐 아니라 지역 

대학 전문가, 시민단체·NPO, 주민대표, 초등학교 육성회, 민간 기업, 공공 

기관 등과의 협의 체계를 계획에 앞서 구축하여, 건강·의료·복지의 마을만들

기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하 다. 

12) 国土交通省, 2014; 国土交通省, 2018
13) 2011년 국토교통성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시 부국과 건

강·의료·복지 부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은 전체의 10%에 그쳤다.
14) 교육위원회, 교육총무과. 행정경 과, 건강관리과, 건축지도과, 교통방재과, 시민활동

과, 복지업무실, 인재육성과, 도로유지과, 도시계획과, 우시쿠시 사회복지관협의회, 지

역포괄지원센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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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계획 명칭 요약

종합

종합 진흥 계획 

조례

장기적 전망에 따라 도시 만들기의 미래 목표를 나타내고, 지자체 행정을 종합적, 계

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 분야의 계획 및 사업 지침을 분명히 한다. 지자체 행정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

거리·사람·일자리 

창생 지방판 인구 

비전·종합전략

지방판 인구 비전은 지방 자치 단체의 인구 현황을 분석하고, 인구에 대한 지역 주민

의 인식을 공유, 향후 지향해야 할 미래의 방향과 인구 장래 전망을 제시.

지역 실정에 따라 향후 5개년 목표와 시책의 기본 방향, 구체적 시책 제시

도시 

정비·

교통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종합진흥계획 및 「도시 계획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방침」에 의거, 시정촌이 수립.

도시만들기의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도시 계획의 지침으로 지구 별 미래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지역 도시 만들기의 과제와 이에 따른 정비 등의 방침 

제시

입지적정화 계획
거주 기능과 의료·복지·상업, 대중교통 등의 도시 기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집약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을 돌아보는 마스터 플랜.

지역 공공교통 네

트워크 형성 계획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공공교통마으이 모습을 공개하는 마스터플랜.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대중교통네트워크를 재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계

획

주택
주거생활 기본계

획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 확보 및 향상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주거 생활의 안정 확보 및 향상의 추진에 관계된 목표 혹은 기본적 방책 등

건강 건강 증진 계획
국가가 정한 건강 증진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감안, 주민의 건강 증진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정한 계획

의료 의료 계획

도도부현의 의료 제공 체제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

의료기관의 적정 배치 및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병원 기능 분화 등을 도모하기 위

한 의료권 설정, 병상 수, 병원이나 구급 체제 등을 계획

복지

지역 복지 계획 

및 지역 복지 지

원 계획

시정촌 계획: 지역 복지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과 사업 추진, 주민 참가의 촉진에 관한 

사항

도도부현 계획: 시정촌의 지역 복지 추진을 지원하는 기본 정책, 사회 복지 사업 종사

자의 확보 및 복지 서비스의 기반 정비

노인 복지 계획

노인 복지 사업 전반에 걸쳐 공급 체제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정촌 계획: 노인 복지 사업의 양적 목표와 확보를 위한 방안

도도부현계획: 요양원의 필요 입소 정원 총 수와 그 양적 목표, 시설 정비 및 시설 상

호 협력을 위해 강구되는 조치, 사업 종사자의 확보 또는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개호 보험 사업 

계획 및 개호보험 

사업 지원 계획

3년에 1회 책정. 보험 혜택과 시설의 종류의 예측, 정비 하기 위한 방책, 개호 보험 

사업과 지역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실시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노인 복지 계획과 함께 수립

장애인 계획

국가의 시정촌 장애인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책정

복지 시설 등 서비스 기관, 국가와 도도부현 소관 기관 등과의 종합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장애 복지 계획

국가의 장애 복지 서비스 기본 방침에 다라 책정

각 연도별 장애 복지 서비스 상담 지원의 종류별 수요 전망, 장애 복지 서비스 상담 

지원 유형 당 예산 확보, 지역 생활 지원 사업의 유형별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육아 지원 

사업 계획

교육·보육 및 지역 어린이 육아 지원 사업의 제공 체제 확보, 기타 업무의 원활한 실

시에 관한 계획, 교육·보육 제공 구역에서 어린이 수, 어린이의 보호자의 특정 교육 

및 시설, 지원 사업의 이용에 관한 의향 등

표 3-2 건강·의료·복지의 마을만들기 검토에 앞서 참고해야 할 주요 계획

(国土交通省, 2014) 발췌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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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의 시점 ① 주민의 건강 의식 향상, 운동 습관 체화

근거
건강의식과 보행량의 양의 상관관계

보행량과 운동기의 쇠퇴, 체력 저하의 상관 관계
사용된 통계 자료 츠쿠바대 쿠노 신야 교수 연구실 조사자료 (SWC 참여 도시 대상)

진단 지표

건강 습관 실천의 비율

운동 습관 실천의 비율

대사 증후군 및 그 예비군의 비율

세부 목표 및 

추진 방법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

 사회 환경 개선

 보행 공간 접근 개선

 대중교통 접근 개선

 공원과 녹지 환경 정비

 주민 참여 유도

 마을 만들기 활동

 건강증진과 마을만들기의 일체성, 협력의 필요성 강조

시책의 시점 ② 지역 사회 활동 참여 증진,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 지원

근거

커뮤니케이션, 지역 자활활동 참여와 보행량의 상관 관계

친구와 동료의 수, 자주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주민들이 느끼는 살아가는 보

람의 상관관계

사용된 통계 자료
츠쿠바대 쿠노 신야 교수 연구실 조사자료 (SWC 참여 도시 대상), 노인의 지역사

회 참여에 관한 의식 조사 (일본 내각부 작성)

진단 지표

인구 1만명당 커뮤니티 활동 단체 수 (커뮤니티 활동)

고령자의 취업률 (노인의 활동)

인구 1만명당 집회시설의 수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

표 3-3 시책의 시점 (国土交通省, 2014) 발췌 및 편집

또한 계획 내에 포함되어야 할 각종 시책에 있어 다섯 가지의 시점 <표 

3-2>을 우선 제시하 다.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시점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지자체 단위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실증적 데이터의 수집을 통

해 지역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이와 더불

어 각 시점 별 진단 지표와 세부 목표 및 추진 방법에 대한 예시를 포함하

다. 보행 공간과 대중 교통 시설의 접근성 개선, 공원과 녹지 환경의 정비

나, 근린의 핵인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나 기존 복지시설, 중심 시가지의 빈 

점포 등을 활용해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을 만들 것, 보행 어메니티와 네트워

크 형성 등의 사례가 SWC 참여 도시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기반으

로 한 지자체 맞춤형 시책의 수립과 평가 체계의 구성이 필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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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및 

추진 방법

노인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 등 보람

의 창출

•교류 살롱

•육아 지원

•노인 단독세대, 부부 세대 간 순찰

•혈연 관계를 살리는 주거방식의 도입

다양한 주체의 연계

•지역 주민, 상점 등 모든 관계자의 네트워크화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의 장 조성

•지식인,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NPO 법인, 각종 단체들과 의견 교

환 및 토론 수행 / 담당자 확보

계획적으로 확보해

야 하는 도시 기능

•일상생활 권역의 도시 기능과 보장의 개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의료, 개호, 개호예방, 주거 및 

자립 일상생활 지원

•건강 수명의 연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상업, 공공 공익 기능 확

보

•지역 포괄 지원센터, 시청 출장소 등 행정 서비스 시설

•도보, 자전거 또는 대중 교통 엑세스가 확보되어 30분 내에 서비스

를 제공 가능하도록 구성

•도보 권역의 도시기능과 보장의 개념

•사용 빈도 높거나 보행을 촉진하는 농산물구매소, 동네병원

•산책 혹은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장소

•커뮤니티 살롱, 집회소, 방과 후 아동클럽 등 복지 교류 거점을 일

체적으로 확보

•상대적으로 광범위에서 이용이 예상되는 도시 기능과 보장의 개념

•일반 병원, 관공서, 중앙 도서관, 재활병원, 상가 및 상업 시설, 광

장 등은 도시 내 공공교통 접근성을 위주로 확보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의 보행 네트워크 확보

•해당 시설에는 자동차 교통 억제, 보행자 이벤트 공간의 형성이 필

요

계획적 확보 방안

•우선 순위 검토

•현재의 상황 뿐 아니라, 미래 인구 구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예측

하여 제공

•기능 확보 후 유지 관리 비용 및 운영 비용 등에 대한 고려 필요

•공공 부동산의 재편 복합 이용이나 합축, 기존 시설의 활용

•지방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이용 효율이 낮은 시설의 활용 등을 통

해, 초기 비용 절감, 민간사업지 입지 지원

•보육 및 육아 지원 시설, 요양 시설을 일체화, 토지 유효 활동을 도

모하고 세대간 교류를 촉진

•지역 사회와 협력

•시설 운영에 지역 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지속적 교류 

형성 및 지역사회 활동 촉진

•시설 이용자, 운영자, 지역사회와 협동 및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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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의 시점 ③ 일상 생활 도보 권역에 도시 기능을 계획적으로 확보

내용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도보 30분 이내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일상

생활권역을 상정

교류시설, 공원, 쇼핑시설을 도보 권역 내에 구성, 지역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보행

량을 증진

근거

교류시설의 도보권역 내 존재 여부와 동아리 활동 참여율, 외출 빈도의 관계

공원의 도보권역 내 존재여부 및 이용여부와 노인 운동 빈도, 하루 도보수의 관계

도보 권역의 주된 목적지: 1순위_쇼핑/ 2순위)공원 및 하천 근처 산책 등 순

사용된 통계 자료

츠쿠바대 쿠노 신야 교수 연구실 조사자료 (SWC 참여 도시 대상), 2010년도 시키

시 일상 생활 권역 요구 조사, 집 근처 공원 유무와 노인 운동 빈도의 관계 (아이

치현 거주 노인 대상)

진단 지표

도보 거리 내 공원이 없는 주택의 비율 (건강 기능)

도보 거리 내 의료기관이 없는 주택의 비율, 통원 이동 수단에 있어 도보의 비율 

(의료 기능)

노인 1만명당 주택 개호 서비스 이용자 수, 노인 1만명당 지역 밀착 개호 서비스 

이용자 수, 청년 인구 1만명당 아동복지 시설 수 (복지 기능)

도보 거리 내 공민관·집회소가 없는 주택의 비율 (교류 기능)

쇼핑 시 이동수단에서 도보가 차지하는 비율 (상업 기능)

도보 거리 내 우체국·은행이 없는 주택의 비율 (공공 공익 기능)

세부 목표 방법

계획적으로 확보해

야 하는 도시 기능

•일상생활 권역의 도시 기능과 보장의 개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의료, 개호, 개호예방, 주거 및 

자립 일상생활 지원

•건강 수명의 연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상업, 공공공익기능 확보

•지역 포괄 지원센터, 시청 출장소 등 행정 서비스 시설

•도보, 자전거 또는 대중 교통 엑세스가 확보되어 30분 내에 서비스

를 제공 가능하도록 구성

•도보 권역의 도시기능과 보장의 개념

•사용 빈도가 높거나 보행을 촉진하는 농산물 구매소, 동네병원

•산책 혹은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장소

•커뮤니티 살롱, 집회소, 방과 후 아동클럽 등 복지 교류 거점을 일

체적으로 확보

•상대적으로 광범위에서 이용 예상되는 도시기능과 보장의 개념

•일반 병원, 관공서, 중앙 도서관, 재활병원, 상가 및 상업 시설, 광

장 등은 도시 내 공공교통 접근성을 위주로 확보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의 보행 네트워크 확보

•해당 시설에는 자동차 교통 억제, 보행자 이벤트공간의 형성이 필요

계획적 확보 방안

•우선 순위 검토

•현재의 상황 뿐 아니라, 미래 인구 구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예측

하여 제공

•기능 확보 후 유지 관리 비용 및 운영 비용 등에 대한 고려 필요

•공공 부동산의 재편 복합 이용이나 합축, 기존 시설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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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이용 효율이 낮은 시설의 활용 등을 통

해, 초기 비용 절감, 민간사업지 입지 지원

•보육 및 육아 지원 시설, 요양 시설을 일체화, 토지 유효 활동을 도

모하고 세대간 교류를 촉진

•지역 사회와 협력

•시설 운영에 지역 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지속적 교류 

형성 및 지역사회 활동 촉진

•시설 이용자, 운영자, 지역사회와 협동 및 제휴

시책의 시점 ④ 거리 걷기를 촉발하는 보행 공간 형성

근거

도보 외출에 중요시되는 요인: 길의 경관, 휴게 시설

보행 경로 결정 요인: 도로 횡단의 안전성, 보도의 요철, 단차

보행 공간 정비(소규모 택지 개발)된 곳은 노인 보행수와 외출 빈도가 증가

수도권 중심 도시: 인구 밀도가 높은 저층 주거지에 이동 걸음수 多

지방 중심 도시: 상업지역 중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이동 걸음 수 多

이벤트가 발생하는 곳과 인접한 거리의 교통량 증가

사용된 통계 자료
츠쿠바대 쿠노 신야 교수 연구실 조사자료 (SWC 참여 도시 대상)

건강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구별 보행 유발 특성 조사자료

진단 지표
보도 정비율, 도로 식재 (보행 공간 정비비율)

보행공간의 배리어프리화비율, 인구당 보행자 교통 사망자 수 (보행 공간의 안전도)

세부 목표 방법
보행 네트워크의 

구축

•보행 네트워크 구축 방안

•신 도로 정비가 아니라, 동네 거리 공간에서 이동을 유인하는 새로

운 생활 시설을 확보

•녹화 등을 포함한 경관 형성을 통해 일상 생활권의 보행 네트워크 

구축 / 이동 경로를 설정하고, 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정표 설치

•노인의 1회 보행거리를 근거로, 휴식 시설과 공중 화장실 등의 보행 

어메니티를 적절히 설치

•보행 경로의 안전 확보와 배리어프리화, 자동차 교통과의 교차 회피

•간선도로의 교통 원활화 도모, 생활도로의 통과 교통 배제나 속도 

억제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 네트워크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보행 네트워크 영역의 경우 교통 속도 억제 및 

물리적 장치의 설치 등 (볼라드)

•보행 네트워크 설정 시 복지 단체와 연계, 실제 경로에 대한 단차나 

경사 점검 필요

•급한 비탈길, 건널목 등은 네트워크에서 제외

•자전거 관련

•자전거 네트워크 및 주차공간 등 정비, 노인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향상

•주차장 관련

•주차장 입지를 보행자 동선과 격리

•기존 주차장 규모 축소 및 광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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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장자리에 주차장 집약화, 내부공간에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향상

•휠체어 사용자 주차 공간 확보, 고령자 우대 주차공간 확보

세대를 뛰어넘는 

보행공간 구축

•이미 만들어진 아동 통학로 주변에 고령자의 일상 이용 시설 

배치, 세대를 넘어 이용되는 보행공간 조성

보행 지원 장비
•지역 활동 차원에서 쇼핑을 지원하기 위한 보행 지원 장비

(ex. 전동 휠체어) 대출, 공공 교통 결절점 주변에 배치

보행 촉진시설 조성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공원, 광장, 살롱 조성, 거리 유람을 촉

진하도록 지역과 연계한 이벤트 개최

시책의 시점 ⑤ 대중 교통 이용 환경 향상

근거

기차역 권외이면서 면허를 보유하지 않을 시 개인의 이동 속도가 26% 감소

자동차 비소유 노인의 이동 비율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20% 낮음

자동차보다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이 30% 증가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을 경우 외출 행동이 자립적이지 않음
사용된 통계 자료 도쿄와 전국의 대중교통 조사자료, 관련 논문

진단 지표

대중 교통의 편리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비율(대중 교통 서비스 수

준)

대표 교통 수단 분담률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 (철도 이용률)

대표 교통 수단 분담률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비율 (버스 이용률)

65세 이상 운전 면허 보유율(노인 차량 이동)

세부 목표 및 

추진 방법

대중 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

•운행빈도 향상, 정시제 및 특급 확보, 저상차량 운행 등에 대

한 협상 체결

•환승 편의를 위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양측면에서 사용 용이

성 증대

•대중교통 이용 홍보사업, 시민 워크숍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

•지역별 이용 용이한 노선 설정 및 고령자/휠체어 이용자 이용 

환경 개선
지역 사회 등이 주

체가 된 교통 서비

스 제공

•주민들 간 서로 이동을 돕는 지역 사회활동 지원

대중 교통의 대합실 

공간 등 정비

•버스 창고 및 벤치 설치, 버스 운행 정보 제공

•버스정류장 주변부 도시 기능 집적 도모

 

3) AIC 실천에 있어서의 시사점

AIC를 반 하는 실행계획의 수립에 앞서, 기존 계획들을 포괄하고 지역사

회를 포함하는 추진체제를 마련하 다. 이는 그간 사회통합·지속가능·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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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결속 등의 추상적이고 긍정적인 명제만으로 그 필요성이 언급되어 왔으

나, 실제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목표를 정확히 드러낸 것이다. AIC는 각 지

자체에서의 시급성과 중요성과는 별개로, 그 성격 상 반드시 지자체 내의 다

양한 관련 부서·시민단체·학계·사업자의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

음을 천명하 다. 이에 따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

개하도록 하 다. 

‘시책의 시점’의 내용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복지 실증적 데이터

가 도시의 진단 지표이자 계획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정책의 시점의 전환을 촉구하 다. 기존의 공간계획

에서 한발 더 나아가, AI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황 파악과 장래 예측, 

이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복지 관련 이슈를 포괄하여 개선하는 근린환경을 

계획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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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지구 단위의 진단과 처방

1) 개요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이 위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 사회

의 다양한 활동 주체와 지자체의 각 부국 간의 협력을 통한 추진의 중요성, 

협력 시에 감안해야만 할 5개의 시점을 제시하 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점 

별 사례만으로는 개별 지자체가 지역사회별 맞춤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다. 2018년 「지구 차원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 배경은 지자체 내

의 지역사회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데이터를 통한 

지역 사회의 ‘진단’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처방’의 구체적 메뉴얼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 상세 내용15)

‘진단과 처방’을 위한 진단의 과정은 마을 지구(地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고령자의 도보권에 대한 고려를 기본으로 하여, 기존

의 지역사회 모임의 범위, 혹은 기존 근린 (초등학교구)의 중심이었던 초등학

교의 위치가 그 기준이 된다. 그 후, 지역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지

표 중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지표를 통해 해당 지구의 문

제를 분석한다. 지표의 분류와 그 예시로서, 지구의 고령화율을 포함한 인구 

동태 뿐 아니라 생활·교류·교통 시설 등의 도보권 내 커버율16)과 같은 ‘도시 

기반 지표’, 의료비와 하루 보행량과 건강 상태를 가늠할  ‘건강·의료 지표’, 

외출빈도, 교류 기회, 건강 의식 등에 대해 다루는 ‘의식·행동 지표’가 제시

되었다(표 3-4). 이런 실증적 데이터는 새로운 연구나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

하기보다, 기존의 정부 차원 통계 시스템 및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출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다.17)

15) 国土交通省, 2018
16)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한 원형의 버퍼(buffer) 안의 인구 비율을 통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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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지표 데이터 수치 산출 식 단위

기초적 
지표

인구 
동태

시가지의 
컴팩트도

did18)면적율 did면적/지역 면적 %

did 인구 비율 지구 did내 인구/ 지역인구 %

지구 인구 밀도 지역인구/지구면적 인/ha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 지구 인구 %

독거고령자비율 65세 이상 단독가구 비율 65세 이상 세대원 있는 단독 세대수 
/ 지구 세대수 %

도시기
반지표

생활
서비스
시설
배치

생활서비스시설
커버율

의료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의료시설 도보권 인구/ 지구 인구 %

복지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복지시설 도보권 인구/지구 인구 %

상업 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상업시설 도보권 인구/지구 인구 %

공공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공공시설 도보권 인구/ 지구 인구 %

탁아소 등 도보권 인구 커버율 탁아소등도보권 유아인구/
지구유아인구 %

교류 
시설 
배치

교류 시설 
커버율

실내교류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실내교류시설 도보권 인구/지구 인구 %

야외교류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야외교류시설 도보권 인구/지구 인구 %

교통

핵심공공교통노선 
커버율 기차역·버스정류장 도보권 인구 커버율 기차역·버스정류장 도보권 인구/지구 

인구 %

공공교통 분담률 대표교통수단에서 차지하는 대중교통 분담률 철도의 분담률+버스 분담률19) %

도보·자전거 
분담률

대표교통수단에서 차지하는 
도보와 자전거 분담률 도보·기타 분담률+자전거 분담률 %

쇼핑 이동수단 중 
도보비율

쇼핑시 대표교통수단에서 
도보가 차지하는 비율 구매목적의 도보·기타 분담률 %

통원 이동 수단중 
도보비율

통원시 대표교통수단에서 
도보가 차지하는 비율 통원목적의 도보·기타 분담률 %

통근 
그린모드율20)

통근 교통수단에서 차지하는 
그린 모드 비율

통근 교통 수단 중 그린모드 사용자/
지역의 통근 인구 %

노인 자동차 
의존도 65세 이상 단독가구에서 운전면허 보유율 65세 이상 운전 면허 소지자 수/지역

의 65세 이상 인구 %

보행 
공간

보도정비율 보도가 있는 도로의 비율 지역내 보도가 있는 도로 길이/지구내 
도로 길이 %

도로 그린화율 가로수가 있는 도로의 비율 가로수가 있는 도로의 길이/지구 내 
도로 길이 %

보행자 친화적 
도로 비율21) 보행자 친화적 도로의 비율 보행자 친화적 도로 길이/지구 내 도

로 길이 %

건강·
의료 
지표

수명
평균 수명 평균 수명 나이

건강 수명 건강 수명 나이

비건강 
고령자
비율

요 지원·요 개호 
인정자 비율 요 지원 1단계~5단계까지의 노인 비율 요지원 1~5단계의 인구 /노인인구 %

의료비 연간 의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의료비 지구내 연간총의료비/지구내국민건강
보험피보험자수

엔/

인·년

개호비 고령자 1인당 
연간 개호비 고령자 1인당 연간 개호비 지구내 개호보험제1호연간 총 개호비/

지구내 고령자인구
엔/

인·년

비건강
지수

대사증후군 또는 
그 예비군의 비율 대사증후군 또는 그 예비군의 비율 대사증후군 해당자+예비군해당자/지구

내 진찰자 수 %

생활습관병
환자비율 생활습관병 환자비율 생활습관병 환자 / 지구내 국민건강보

험피보험자수 %

생활기
능

요지원·요개호 
될 수 있는 
주민의 비율

요지원·요개호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비율 요지원·요개호 우려가 있다고 진단된 
고령자수/지구내 고령자 수22) %

표 3-4 ‘지구 차원의 진단과 처방’에서 제안하는 지구별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国土交通省, 2018) 발췌 및 편집

17) 국토수치정보체계(国土数値情報), 정부 통계 종합 창구 ‘e-Stat’, GIS와 일상 생활 

권역 요구 조사, 주민 설문조사 활용 방법의 구체적 설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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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25미만 
주민의 비율 BMI 25 미만인 사람의 비율 BMI 25 미만 인원 / 지구의 진찰자 

수 %

운동량 일당 걸음 수 지구주민의 일당 보행수의 중앙값 지구주민의 일당 보행량 합계치/보행
량 피측정자 수 %

의식·
행동지

표

건강의
식

운동습관 
실천 비율 지역 주민의 운동 습관 비율 운동 습관23)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응답자 수 %

건강 습관 
실천의 비율 지역 주민의 건강습관 비율 건강 습관24)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응답자 수 %

외출

고령자의 
쇼핑 외출 빈도 쇼핑 목적의 외출 빈도가 높은 고령자 비율 쇼핑목적 외출 빈도가 높다25)고 응답

한 노인 수 / 응답한 노인 수 %

노인 산책 등 
외출 빈도

산책 등 목적의 외출 빈도가 높은 고령자의 
비율

산책목적 외출빈도가 높다고 응답한 
노인 수 / 응답한 노인 수 %

교류

고령자의
지역활동 
참가자 비율

고령자의 지역활동 참가자 비율
지역 홝동과 그룹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 / 응답한 노인 
수

%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노인의 비율

일상적으로 친구·지인과 만나는 노인의 비율 일상적으로 친구·지인들과 만난다고 
응답한 노인 수 / 응답한 노인 수 %

커뮤니티 활동 
단체 수 인구 1만명당 활성화된 사회활동 단체26) 수 

위치 또는 활동 지역이 지구에 있는 
커뮤니티 활동 단체의 수 / 지구 인구 
x 1만명

단체 

수

취업 고령자의 취업률 취업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율 취업 노인 수/ 지역의 고령자 수 %

도출된 데이터는 <표 3-5> 와 같이 지구 별로 집계되어, 지자체 내의 다

른 지구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되는 과정을 거친다. 레이더 차트 ,

<그림 3-4>를 통한 가시화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각 지구가 AIC의 구현에 

있어서 갖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진단을 통해 지역의 과제를 파악하더라도, 그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서 지

역의 성립과정, 지역 주민의 연령 구조 및 특성, 지방의 산업, 지역 사회 배

경, 중요 인물과 핵심 조직 등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및 관계자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다각적 검토를 심화

18) 인구 집중 지역
19) 기존에 지자체 별로 실시하고 있던, 행동의 출발지와 도착지, 목적, 이용 수단, 행동 

시간대 등 1일의 상세한 교통 데이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퍼슨트립(Person 

trip)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음
20) 이용 교통수단 중 도보, 철도·전철, 승합버스, 셔틀·스쿨 버스, 자전거 이용 비율
21) 도시구조 평가 핸드북에서 ‘보행자도로, 커뮤니티도로, 보도 정비된 도로’ 등을 상정
22) 후생노동성 기본 체크리스트 (介護予防・日常生活支援総合事業のガイドライン, 후생노

동성, 2018)를 통한 판별
23) 후생노동성 기준 (국민 건강· 양 조사) 주2회 이상, 1회30분 이상, 1년 이상 운동

을 하고 있는 사람
24)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 활동이나 운동
25) 미쓰케시의 조사 사례에서 주2회~3회 이상을 기준으로 함.
26)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NPO 법인 및 시에 등록하는 복지·아동지원·환경·음식·

예능·자원 봉사 등의 활동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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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데이터 일람표

도시 데이터 행동 데이터 건강·의료 데이터

교통 시설
교류 
공간

외출 행동
교류 
활동

의료비 건강 상태

통근 
이동수단 
그린모드

율

대중교통 
도보권 
인구 

커버율

상업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의료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복지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교류시설
·공원 
도보권 
인구 

커버율

구매목적
주2~3회 

이상 
외출자 
비율

산책목적 
주2~3회 

이상 
외출자 
비율

일주일 
1회 
이상 

외출자 
비율

지역활동 
참여 
비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의료비
(円)

당뇨병 
환자 
비율

BMI25 
이상 
인구 
비율

미쓰케초부서지구
(見附町部西地区)

15.6 89.5 99.9 100.0 100.0 100.0 68.9 50.0 90.3 55.5 265,506 6.4 74.5

미쓰케초부동지구
(見附町部東地区)

15.5 77.8 92.3 94.2 89.4 93.8 66.2 46.8 88.4 56.2 275,404 8.7 72.1

이마마치부지구
(今町町部地区)

10.9 82.9 100.0 93.3 93.1 99.9 64.1 47.1 87.6 58.1 297,420 6.5 70.3

구즈마키지구
(葛巻地区)

11.1 61.4 80.2 78.1 79.8 77.1 60.0 46.2 89.3 62.4 267,196 7.1 70.4

키타다니북부지구
(北谷北部地区)

6.9 80.6 57.2 68.3 87.7 68.0 60.9 46.5 90.5 61.5 246,849 8.5 70.2

키타다니남부지구
(北谷南部地区)

8.4 71.7 80.9 0.0 78.7 79.1 48.3 43.5 87.5 71.3 289,116 5.4 72.6

쇼가와다이라마치지구
(庄川平地区)

5.6 52.8 40.4 52.3 82.4 87.1 60.3 44.3 88.2 57.7 287,469 8.7 72.8

니가타지구
(新潟地区)

6.9 29.6 32.5 37.7 44.4 68.2 49.4 39.9 85.7 77.0 294,209 5.3 68.6

이마마치다엔지구
(今町田園地区)

4.6 17.5 14.3 17.0 27.5 36.4 44.6 44.0 81.1 70.3 317,815 6.7 72.1

카미키타다니지구
(上北谷地区)

4.4 46.7 45.2 0.0 4.2 51.8 42.4 44.1 85.1 71.1 301,202 5.8 71.5

미쓰케제2소학교지구
(見附第二小学校区)

4.5 47.7 0.0 0.0 0.0 65.0 37.2 39.7 78.2 66.7 351,682 10.3 66.0

표 3-5 미쓰케시 각 지구 별 데이터

그림 3-4 미쓰케시 2개 지구의 레이더 다이어그램 (国土交通省, 2018) 발췌 및 편집

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도시 

기능을 유휴 초등학교 시설에 확보, 대중교통과 차량 통행을 고려한 보행자 



- 48 -

설문 조사와 데이터로부터 
과제 도출

거버넌스 토의를 통한 착안점 패키지형 시책

외출목적 
(지역센터)

-지역 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의 
20% 수준

-지역 센터와 지역 
공원이 인접
-공원 재정비계획 
예정
-지역센터 접근성이 
떨어짐

[지역 센터와 공원을 일
체화하여 정비하고 활용
한다]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
을 자연과 모이게 만드
는 지역센터와 공원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 교실, 커뮤니
티 카페 등을 스스로 운
영

외출목적
(공원)

-지역의 공원을 정기적으
로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
의 20% (주로 고령자)

지역활동

-자치회 가입률이 90%에 
육박
-그러나 지역 활동에 정
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20%정도에 그침
-대부분은 자치회 활동

-커뮤니티 카페와 
지역 센터를 활용한 
도서관 등에 대한 
주민 참여 의지 높
음

보행환경

-지역 내의 도로를 걷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민의 3.5%정도
-불편한 이유로는 ‘좁은 
도로’, ‘자전거와 자동차
로 인한 위협’등 제기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통과 교통이 
많음

[지역 교통 대책과 도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마치나카 갤러리]
-교통 규제 및 물리적 
장치를 사용한 안전대책 
실시
-컬러포장·도로변 갤러
리화하여 이미지 제고 
도모

쇼핑시
이동

-일상쇼핑용 이동수단: 
자동차 4.5%, 자전거 
35%, 보행 10%, 버스 
10%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지역의 중심 
상점가였으나, 지금
은 쇠락함

공터·빈집
-공터·빈집 증가 추세
-거리 당 1채 정도 비율

-방재기구를 두는 
장소·공공 휴식장소 
부족

[공터·빈집을 지역의 매
력으로]
-방재공구창고·자동차 
공유공간·지역의 툇마루
(縁側, 휴식공간)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

인구감소
-10년간 20% 감소
-특히 젊은 세대의 감소
율 높음

-지역의 거리와 공
터·빈집을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자산
으로 활용하고 싶음

표 3-6 패키지 시책의 예시 (히노시日野市) (国土交通省, 2018) 발췌 및 편집

네트워크의 형성 등이 요구된다. 물리적 접근과 비 물리적 접근, 단발성 이

벤트와 장기적 시설 운 의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하나의 ‘패지키’로 제시된다. 

<표 3-6>

3) AIC 실천에 있어서의 시사점

‘지구 단위의 진단과 처방’에서 나타나는 주요 시사점은 진단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지표들과 데이터는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의 부서와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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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건강 클라우드’를 포함하여 

노인들의 실제 생활 범위와 건강 상태,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데이터의 수집이 이뤄져 온 배경이 뒤

에 있었다. 또한 목표는 현실성 있는 것으로 최소화하되, 최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 다.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최소화된 목표를 정하고, 거버넌스의 협의체계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지자체 계획의 가이드라인에서 AIC를 위해 권장되는 사업과 계획

을 부서나 분야 별로 나열하기보다,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책의 

시점’을 제시하는 것이 더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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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쟁점의 도출

‘스마트 웰니스 시티’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ICT 기술(Smart)을 통한 

시민의 건강 및 행복(Wellness) 달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통합적 계획

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그리고 통합적 계획의 달성은 주민의 대다수를 차

지하는 건강 무관심층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건강 클라우드’, ‘조례화’, ‘마을의 재구성’이라는 세 가지의 

1차적 목표를 제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스마트 웰니스 시티’를 시

작으로 하여,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구 차원의 진단과 처

방’에 이르는 일본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 사례의 AIC 실천에 관한 시사점·

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림 3-5>

1)실증적 데이터의 활용

SWC의 ‘건강 클라우드’는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의 추진

에 있어, 노인의 실제 행태를 반 할 수 있는 실증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게 되는데 향을 끼쳤다. 특히, 이를 통해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은 AIC의 핵심 가치로 언급된 ‘사회통합·지속가능·건

강친화·접근성·상호의존·결속’과 보행의 연관성을 밝히고 강조하며, 5개의 

시책의 시점이라는 근린환경계획의 전략으로 대상화하 다. 이 때 데이터는 

1회성의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라 누적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점도 계

획 방법에 있어 새로운 시도이다. 지자체간의 네트워크에서는 건강 데이터 

공유를 시도했고, 정부의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미 수집되고 있는 

도시·공간·보행·건강 데이터 등을 실제 계획 수립 시의 진단과 계획 지표로, 

수립 이후의 평가 지표로 활용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 다.  

2)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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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AIC의 실천을 위해서, 다 분야 간 연계된 추진체계의 구성을 

위해 행정·계획상의 위상을 확고히 하 다.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진, 계획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각 부처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거버넌스 형성은 지역사

회의 욕구와 의지를 반 할 수 있는 통합적 계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SWC에서는 조례와 같은 행정적 수단이 제시되었고, 국토교통성

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계획 수립 시 타 계획을 망라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지자체장을 중심으

로 하는 횡단적·포괄적 추진체계를 목표로 하 다. 

3) 목표 설정 프로세스

지역사회 밀착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제시되었다. 중앙정부

와 학계·지자체 네트워크에서는 수집된 건강·의료·복지·도시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연구를 통해 AIC 실천을 위한 ‘시점’을 제시하

으며, 지자체의 계획 수립에 있어 ‘실증적 근거’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다. 지자체는 ‘실증적 근거’를 

재료로 하며 ‘지속가능한 연계된 협의체계’라는 기반을 만들었다.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과제를 가시화하고, 구체적이면서 다

양한 분야의 요구를 반 할 수 있는 계획을 논의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하향식 계획 관성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통합적 계획의 수립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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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쟁점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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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 사례 분석

3.2.1.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1) 개요

고령친화도시 서울은 고령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 보호 중심에서 지역 사회 중심의 상호 수혜 체제

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정은하, 2018). 서울시는 2010년부터 이에 동

참하여, 2011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2012년 「고령친화도

시 기반조성 연구」의 과정을 거쳐 2013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

입하 다.

2) 추진 체계와 계획의 위상

이를 위한 추진 체계 수립은 조례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 고

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2011.7.28)를 살펴보면, 서울

시는 5년마다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반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 으며, 이

는 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립한다. 또한 노인복지

정책위원회를 두어 서울시 복지본부장, 서울특별시의회 위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법률·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

원으로 두어 고령친화도시의 추진과 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계획의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그 체계를 마

련하 는데, 진행상황 점검 방식의 자체평가(서울시복지재단, 2014)와 더불

어 노인실태조사(2012, 2014, 2016, 2018)27),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의 활

27) 2012년, 2014년의 조사는 체감도 조사, 2016년, 2018년의 조사는 노인 실태로 그 

초점이 바뀌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짧은 조사 주기로 인해 체감도 조사의 경우 그 

변화 추이가 적었으며, 둘째,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노인

실태 조사가 필요했다는 두 가지 측면에 제시된다 (백선혜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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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고령친화도시 서울의 6대 영역과 WHO 8대 영역

(고령친화 서울 웹페이지) 

동 연구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3) 실증적 데이터 수집 활용 · 목표 설정 프로세스

추진 체계 수립 이후에는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표의 설정

이 이뤄졌다. 기반연구 단계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124명의 노인을 대

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노인 대상 설문조사, 노인요양시설 입

소자와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가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WHO 가이드의 각 8개 역 별 세부 목표들이 도출되었으나, 2012년 최종

적으로 발표된「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에서는 6개 역의 35개 사업으로 정

리되었다.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외부 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 환경 안전성’은 ‘살기 편한 환경’으로 통합되어 제시되었고, ‘인적 자원

의 활용’은 ‘맞춤형 일자리’, ‘제2인생설계 지원’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각각 서울시가 이미 환경, 교통, 주거 등의 역에서 다른 사업과 행정업무

를 통해 국제적 동향을 반 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

다는 설명, 연령·건강·소득수준 등을 반 한 맞춤형 특화정책, 특히 신노년

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35개의 

사업들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인생 이모작 지원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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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 기반 미비점 해석

조례를 통해 추진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 고, 다양한 분야와 주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식의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나 쟁점들

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의 아쉬운 점이 드러난다. 우선 ‘추진체계’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실행계획」과 정은하(2016) 등 

다양한 문헌에서는 기존에 소외된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의 

추진과 사업 간 연계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추진 사업 중 고령친화적 성격을 띈 사업들을 통합하려는 시

도28)도 있었다. 그러나 검토 수준에 머물러 연계 방법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

이지 않다. 오히려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점검으로서 진행된 측면이 

있다.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고령친화도시의 실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인생이모작

지원과의 전문성·업무경험이 보건·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그 원인

일 수 있다.

‘실증적 데이터’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실증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이뤄졌다

고 보기는 어렵다. 계획의 근거로 활용된 각 역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

접 데이터가 실제 노인들의 행태나 지역사회의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미 외부로부터 결정되어 있는 역을 

기준으로 마련된 설문지에는 결국 연구자, 조사 대상자, 최종적으로는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존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인 해석이 

강하게 반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제2인생설계 지원’을 위해 제안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서울시에 특히 많은 신노년층이 어려워

하는 일자리 탐색·취업 알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서울시 복지재단, 

28) 해당 계획의 제4장에는, 각 역 별로 ‘타부서 정책 협력’으로 언급되며 제5장에는 

고령친화 관련 정책들을 포괄해내기 위해 기존 진행 중인 정책 및 사업들을 전반적으

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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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고령자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여전히 제시되지 

못한다. 

실제 공간을 반 한 지역사회와 행태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세부 목표로

부터 도출된 많은 사업 유형이 일방적인 공급 확대 사업29), 정보가 없을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업30) 으로 구성되는 등,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요구에 

밀접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이미 받은바 있다(정은하, 2017). 2012

년과 2014년의 고령친화 체감도 조사에서도 체감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현

황(백선혜 외, 2019) 역시 위의 평가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를 대신해 이뤄

진 2018년의 노인실태조사를 살펴보아도 지역사회 시설 이용 측면에 있어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사회시설’ ‘시설 별 이동에 걸리는 시간’, ‘시설 이용 

만족도’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는 서울시 전체 노인의 시설 이용 

현황일 뿐, 개별 지역사회의 공간과 거기에 속한 노인들이 시설을 어떻게 이

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고령친화 

체감도 조사와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2기 계획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 (서울시 복지재단, 2016)은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 얻은 소득이지만, 지역 

사회 밀착형 계획울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기보다는 여전히 정

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소 일방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 귀결되었

다. 

29)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독거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경

로당 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등
30) 동아리 활성화 지원, 신 노년문화 프로그램 확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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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강동구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1) 개요

서울시와 같은 큰 규모의 도시는 실제 노인 관련 환경 편차가 크게 나타

나므로, 보다 작은 자치구 단위에서 만들어진 계획들에서 AIC를 반 하는 

근린환경계획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수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강동구의 2018

년 사례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실증적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강동구의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은 특히 데이

터 활용 관점에서 기존의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

해준다.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기존 통

계 자료들을 통해 ‘도시건강 프로파일’을 제안했다. 주민들의 건강상태(사망, 

질병, 건강인지, 정신건강, 건강행동 등), 생활 환경(교통 및 주거환경, 대기

환경, 안전환경, 보건의료 환경 등), 건강 형평성(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

건강행동·의료이용 차이, 노인건강)을 수치화하여 서울시의 평균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의 근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그 구체적 접근방식을 제안

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건강과 물리적 환경과의 상관 관계를 실증 분석

하 다. 행정동·생활반경 내의 도시환경과 건강수준·건강인지 간 상관관계를 

도출 (표 3-7)하고, 도로 환경과 아동 환경성질환의 상관관계 또한 도출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로서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기초 자치단

체의 한계 내에서 가능하 던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가공을 통해 강동구의 

특성을 반 한 주제를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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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지표 데이터 수치 산출 식 단위

건강

상태

사망

출생 시 기대여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통계청 「생명표」 나이

연령표준화사망률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 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자살률 전체 사망자수 대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연앙인구)
× 100,000 %

주요 사망원인 주요 사망원인 10순위

감염성

질환

결핵 발생률 질병관리본부 「법정 감염병발생 현황」 (연간 결핵 발생자 수/연앙 인구)
× 100,000 %

결핵 사망률 질병관리본부 「법정 감염병발생 현황」 (연간 결핵 발생자 수/연앙 인구)
× 100,000 %

B형 간염 발생률 질병관리본부 「법정 감염병발생 현황」 (연간 B형 간염 발생자 수/연앙인구) 
× 100,000 %

신종감염병 
발생률 질병관리본부 「법정 감염병발생 현황」

(연간 신종감염병 혹은 해외유입 
감염병발생자 수/연앙 인구) ×
100,000

%

만성

질환

암 발생률 보건복지부「암등록통계」 (연간 암 발생자 수/연앙 인구)
× 100,000 %

암 사망률 보건복지부「암등록통계」 (연간 암 사망자 수/연앙 인구)
× 100,000 %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분율

고혈압 평생 진단 경험자/19세 이상 
성인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분율

당뇨병 평생 진단 경험자/19세 이상 
성인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고혈압약물치료율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자 중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분율

혈압약 복용자/고혈압 평생 진단 
경험자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당뇨병 치료율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자 중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 주사 또는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분율

당뇨병 약물 복용자/당뇨병 평생 진단 
경험자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체중

관리

성인 비만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체질량지수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BMI 25 이상 인구/19세 이상 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체중조절 시도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또는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분율

1년내 체중조절 시도인구/19세 이상 
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환경성

질환

천식 
의사 진단 경험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천식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분율

천식 진단 경험자 / 19세 이상 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알레르기성 비염 
의사 진단 경험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알레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분율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경험자 / 19세 
이상 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아토피피부염 
의사 진단 경험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분율

아토피 피부염 진단 경험자 / 19세 
이상 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온열질환 발생률 전체 인구 중 연간 온열질환 발생자 분율
(연간 온열질환발생자 수 ÷ 연앙
인구) × 1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청구자료

%

건강

인지
주관적 건강 수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평소에
자신의 건강이 ‘좋다’ 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정신

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거나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영유아

및

모성 

건강

합계 출산율 가임여성1명당 출생아 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영·유아
필수(권장)
예방접종 비율31)

질병관리본부 「전국예방접종률 조사」 %

표 3-7 강동구 건강도시 프로파일 (강동구, 2018) 발췌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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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행동

성인 흡연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평생 5갑
이상 흡연자이면서 현재 ‘매일 흡연’
또는 ‘가끔 흡연‘ 중인 응답자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성인 금연시도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현재흡연자
이면서 최근 1년 간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고위험 음주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하였거나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걷기 실천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아침식사 결식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아침식사를
주 5일 이상 섭취한 사람의 분율 서울시민보건 지표조사 %

저염식 실천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평소 저염식32)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영양표시 독해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양표시를 읽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육류 섭취율 만 19세 이상 성인의 육류 섭취 빈도(1주 
기준) 서울시민보건 지표조사 %

채소 및 과일 
섭취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달 동안 생 
채소 및 과일을 일 1회 이상 섭취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생활 

환경

교통

및

주거

환경

대중교통 
통근 및 통학 
비율

통근 또는 통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대중교통(지하철, 버스)비율 서울서베이 %

체육시설 수
{공공 및 신고체육시설 수(당구장
제외) ÷ 인구 수 } × 10,000
행정자치부「한국도시통계」

공원 면적 1인 당 공원(도시공원, 생활권 공원) 면적 서울통계 ㎥

식음료 판매점 
분포

(치킨 판매점, 체인화 편의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기타 주점업 개수
÷ 인구 수) x 10,000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대기

환경

미세먼지 연간 평균 미세먼지 지수 서울시「대기환경정보」 ㎍/㎥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 지수 서울시「대기환경정보」 ㎍/㎥

오존 연간 평균 오존 지수 서울시「대기환경정보」 ppm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률

비흡연자 중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자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안전

환경

교통안전 지수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료(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
연장 거리 등)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
및 교통사고 희생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지역별 교통안전도 수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지수 보고서」 점

5대 범죄
발생 건 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 건 수 ÷ 인구 수 } ×
10,000
서울지방경찰청「5대범죄 발생현황」

범죄피해 
위험인식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10점 만점) 서울서베이 점

밤거리 위험인식 밤거리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10점 만점) 서울서베이 점

보건

의료

환경

의료기관 현황 자치구 별 의료기관 종 별 기관 수 서울통계

의사 1인 당
인구 수

자치구 별 의료기관에서 종사 중인 의사 
1인 당 인구 수 서울통계

간호사
1인 당 인구 수

자치구 별 의료기관에서 종사 중인 간호사 
1인 당 인구 수 서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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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보건예산액
(자치구 일반회계 중 보건예산 총액
÷ 인구 수) × 1,000원
서울통계

원

보건소서비스 
인지율 및 
이용률,
이용 만족도

자치구 주민 중 보건소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점

의료환경 만족도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의료서비스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환경에 

대한 

인식

안전수준 만족도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전반적 안전수준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자연환경 만족도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자연환경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생활환경 만족도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생활환경33)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대중교통 만족도 만 19세 이상 성인 중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건강

형평성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수준과 

건강 

행동

차이

만성질환
진단 경험률

고혈압 및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의 
소득분위34)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환경성 질환
진단 경험률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의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경험률의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의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과일 및 채소 
섭취율 과일 및 채소 섭취율의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서울통계 %p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이용 

차이

미충족의료 
경험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간 필요한 
의료서비스(치과 미포함)를 받지 못한 
사람의 분율에 대한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백신 접종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의 분율에 
대한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건강검진 수검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2년 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에 
대한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노인

건강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평소에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노인 걷기 실천율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노인 우울감
경험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노인 낙상 경험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연간 낙상 
경험자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31) -만 0세 완전접종률: DTaP 3회,IPV 3회, HepB 3회 및 BCG 1회 접종

-만 1세 완전접종률: DTaP 4회,IPV 3회, MMR 1회, HepB 3회,BCG 1회, Var 1회 접종

-만 3세 완전접종률: DTaP 4회,IPV 3회, MMR 1회, HepB 3회,BCG 1회, Var 1회, JE 3회(또는2회) 접종

32) 평소 음식을먹을 때 싱겁게 먹고, 조리된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나 간장을 전혀 더넣지 않으며, 전, 부침, 

튀김 등을 먹을 때 간장에 찍어먹지 않는다

33) 전기,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스포츠시설 등

34) 1분위: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분위: 월 가구소득 100-300만원 미만, 3분위: 월 가구소득 

300-500만원 미만, 4분위: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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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생활반경 환경과의 관계 (주요 분석결과)
흡연/

금연시도

긍정영향 보건소 거리

부정영향 호프치킨점 수, 편의점 거리

고위험 음주
긍정영향 보건소 거리
부정영향 호프치킨점 수, 편의점 거리

걷기실천, 비만
긍정영향 체육시설 거리, 공원 거리 및 수, 공원 수, 지하철 거리

부정영향 교차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긍정영향 보건소 거리

부정영향 병원 거리

고혈압, 당뇨
긍정영향 보건소 거리
부정영향 의원 거리, 병원 거리

아동 아토피 부정영향 대로변 거리

스트레스, 우

울, 정신건강
긍정영향 자연환경, 의료환경

온열질환 부정영향 보도, 시내중심가, 버스정류장, 공원, 지하철역

표 3-8 가이드라인 분석에 따른 생활반경 환경과 건강의 관계

(강동구, 2018) 발췌 및 편집

3) 추진 체계와 계획의 위상

한편 추진 체계는 지자체 중심의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에 있어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강동구의 경우 지자체장의 이해도와 정책의지가 매

우 높아 구청장 산하 태스크포스(TF)가 바로 구성될 수 있었다. 그 아래에는 

보건소 중심의 기존 건강도시 사업체계가 아니라 보다 위계가 높은 기획경제

국 내 기획예산과의 팀으로 건강도시 팀을 편성, 다부처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기획경제국의 국장을 부국장으로 하는 건강도시 위원회의 구성 또한 

조례로 규정하여, 부처 간 연계의 의도를 강조했다. 또한 생활권 계획35)과의 

연계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생활권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 중 건

강도시와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려 시도하기도 하 다. 하지

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인 이상, TF가 만든 가이드라인

은 구체적인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즉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가

지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즉 고령자를 위한 복지 시스템과 서비스를 함

35)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관련계획·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개 내외 행정동 단위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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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제공할 수 있는 근린환경계획이 지자체 차원의 건강도시 가이드라인보다 

한 층 위에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4) 쟁점 기반 미비점 해석

하지만 강동구 사례는 추진체계와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의 의견을 반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지는 않았다. 이는 건강도시 사

업으로서 AIC에 대한 고려가 없이 추진체계 구성 시 지자체 외부의 지역사

회와 함께 하는 거버넌스의 형성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단위의 

‘가이드라인’으로 기존 하향식 계획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

지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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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쟁점과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진단한 기존 고령친화형 근린환경계

획의 분석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표 3-9>로 정리할 수 있다. 위 내용을 토

대로 실천적인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

데이터가 최우선적으로 마련된 후, 보다 구체적이고 주민의 체감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이미 행하고 

있는 계획 역 별 체감도 조사에 일상생활 및 공간과 밀접한 구체적 지표, 

예를 들어 보행 및 건강 기반 데이터를 추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근린

환경의 장소계획 내용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다만 그 수집과 가공, 통

계적 분석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강

동구의 ‘건강 프로파일’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 친화 지표를 그 수집

과 처리 측면에 있어 더 발전시켜야 한다. 또는 이미 존재하는 고령친화도

시·건강도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빅 데이터’ 클라우드를 운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계획주체의 확보을 위해 그에 맞는 위상이 확보된, 주관 

부서 및 관련부서의 지속적 통합적 추진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지자체장을 포함한 주민 전체의 이해와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보

건·복지 분야의 주관부서에서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협력을 요청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자체장 직속의 TF팀 형태로 운 되는 것이 하나의 대

안이 될 수 있음을 강동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성을 

위해 만들었던 기존조례들이 선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자체 각 부서

간의 연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내용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조례에서 계

획의 수립을 제시할 경우, 고령자·복지·주거·도시·환경 등의 기존 관련 계획

을 포괄하는 최상위 시책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친화 실증 데이터와 연계된 통합 추진체계가 마련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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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포괄적

인 목표 설정 프로세스에 대해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는 전체적인 계

획 목표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미리 정해 놓고, 그 후에 세부 사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지

역맞춤형 계획의 상세 목표를 수립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생활 실증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세부 계획목표 도출 방식을 모색

하여 주민 전체, 더 나아가 시민 실생활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근거 기반 

근린환경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구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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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쟁점 기반의 실천적 계획:

서울시를 대상으로

4.1.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고령화 반영 요소

4.1.1.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검토

이론적 검토 과정에서 밝혔듯, AIC 실천을 위한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실제 계획 차원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린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와 국내 사례간의 문

헌 비교 분석을 통해 AIC 실천을 위해 구비되어야 할 계획 요소를 정할 때

의 쟁점을 실증적 데이터의 활용, 추진체계의 위상,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

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기존 국

내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제고방안을 제시하 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IC 실천을 위해 기존의 ‘고령친화형’ 실

행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통한 방법만을 추구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논의까지는 진행되지 못하 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쟁점’ 중 하나인 

‘추진체계의 위상’측면에 있어 법적 근거와 강제성이 없는 지자체의 고령친

화도시·건강도시 관련 조례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새롭게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은, 특정 지역이 고령친화형이 되고자 하는 주민의 요

구와 지자체의 의지가 있을 경우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의 실현 방법

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격적으로 ‘이슈 중심의 전략

계획, 시민 참여를 통한 하향식 계획, 세부 권역별 구체화된 계획’을 표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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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김수현, 2014)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 과 「서울 생활권계획」이 가장 

최신의 사례이자 대표적인 사례로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

행 도시계획 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도

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정

비 사업 등의 개별 필지 단위로 작동하는 사업을 지칭하며, 이에 대한 지침

을 제시하고 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다. 그

러나 이 두 가지 계획 간의 연계가 저조하고, 그 간극이 크다는 점은 많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황금회, 남지현, 백성호, 2016; 양재

섭 외, 2018). 이는 특히 서울과 같은 기성 시가지를 가지는 대규모의 도시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성장·고령화시대의 서울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이나 새로운 인프라의 확충보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가깝

게 경험하게 되는 근린환경, 즉 생활권36)의 유지·관리·개선이 더 중요한 실

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수립된 「2030 서울플랜」과 2018년 발표된 

「서울 생활권계획」은 아직 우리의 도시계획 체계에 익숙하지는 않으나 새로

운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36) 서울시 생활권 계획의 생활권은 3~5개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여, 10만명 내외의 인

구를 포함하며, 5개 권역의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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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상위계획: 2030 서울 플랜의 고령화 반영

1) 2030 서울플랜의 개요

앞서 언급하 듯, 서울시의 기존 도시기본계획은 추상적인 내용과 성격으

로 인해 도시관리계획과 개별 건축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었다. 실제로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서울

시, 2014b) 결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수가 각각 

36.5%, 24.6%로 높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도시기본계획보다 민선시정의 

비전과 목표가 우선이기 때문’ 이며, ‘도시기본계획보다 해당 국실의 장단기

계획이 우선하기 때문’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계획 체계 

및 운 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도시기

본계획이 여타 국·실과 같은 위계의 도시계획국에 의해 수립되어, 그 위상과 

역할이 미흡하 다. 둘째,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 방식의 기본계획으로 정

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셋째, 중간 단위의 공간계획이 부재해 

일률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 하기 어려웠다. 넷째, 도시기본계획

과 부문별 계획 간 정합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미흡하 다. 다섯째, 시민 참

여가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다. 여섯째, 계획 수립 이후

의 모니터링 절차가 부족하 다. (양재섭 외, 2014)

이에 ‘서울 플랜’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부터 도출된 이슈를 중심으

로 한, 목표지향적 전략계획의 형태를 띄고자 고심했다. ‘복지·교육·여성, 산

업·일자리, 역사·문화, 환경·안전, 도시공간·정비’의 5가지의 핵심 이슈별 계

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 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으로 구성하 으며 이

와 더불어 비물리적 계획의 성격을 강화, 전 부서의 협력적 계획이자 최상위

계획으로서 그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 다. 이와 더불어 생활권 계획을 본격

적으로 추진하 으며,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의 실효성

을 제고하고자 하 다. 

각 핵심 이슈별 계획방향, 주요지표, 목표와 전략은 총괄조정분과(총괄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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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MP, 시의원,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연구원 연구진으로 구

성)와 핵심이슈분과(시민, 전문가, 시의원, 관련 실·국·본부 공무원, 서울연구

원 연구진 등 분과별 20~30명)에 의해 수립되었다. 분과별로 10개월간 10

여 차례의 회의를 걸쳐 핵심 이슈 설정, 목표와 전략 도출을 수행하 고, 각 

분과 간 조정 및 조율은 총괄조정분과에서 수행하 다. 이와 더불어 시민참

여단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전체 회의를 3차례 개최하 다.

2) 2030 서울플랜의 노인 관련 목표와 전략

‘서울 플랜’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핵심이슈 1: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에 대해서는 총 5개의 목표가 제시된다. 이 중 ‘초고령 사회

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

한 교육시스템 구축’ 네 가지 목표에서 그 구체적 초점을 노인 문제에 둔 부

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1> 와 같다. 대체로 

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에 많은 수가 

살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를 고려,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직접적

으로 참여하면서 살던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안되

었다. 그 외에 소득을 포함한 생활 보장, 사회참여 기회의 증대, 건강관리 

및 교육 서비스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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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 1.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목표 1.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기반 구축

▷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기업 및 노인분야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 은퇴후를 대비한 평생 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고용지원서비스

 최저소득보장 사각지대 노인가구의 지속적 발굴·지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한 빈곤노인 지원 확대

▷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소득원 확보,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교육

 돌봄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부가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공공과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가사지원, 돌봄서비스 등 제공

▷ 가족지원서비스, 보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 주야간 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10분거리 내 이용 가능하도

록 지속적 확대

고 령 인 구 의 

사회참여 기

회 확대와 세

대통합 문화 

조성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

▷ 노인이 참여하는 여가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공급

▷ 단순 취미, 오락 프로그램보다 생산적이고 주체적인 여가프로그램 중심 지원

▷ 집단활동보다 구별로 비용부담이 적은 식당, 영화관, 기원, 만담공연장 등이 어우러진 노인 놀이공간 조

성

 노인 사회공헌활동 기회 확대

▷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하는 전문봉사활동을 발굴 및 연계하는 서비스 강화

▷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세대갈등 완화에 기여하도록 노인의 사회공헌활동을 발굴, 인생이모작

센터의 확대 공급

 세대간 통합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확대

▷ 복지대상 별 개별적 형태의 복지시설을 대신하여, 복합시설로 확대

▷ 복지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 세대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개방형 주민복지시설로 운영

▷ 노인시설과 아동청소년시설의 교류 확대, 노년단체·청소년단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 지원 등

목표 2.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효율적 공공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건

강 사 각 지 대 

해소

 생활권역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무료간병서비스, 호스피스, 노인 치과진료 등 의료취약계층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확대

▷ 보건지소를 추가 설치,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의 의료서비스 접근 향상

▷ 보건기관을20만명당 1개소에서 5~7만명당 1개소로 줄여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보조, 야간·휴일진료 

기관 지정과 병행

▷ 24시간 전문의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울건강콜센터 확대 추진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형평사업 추진

▷ 건강불평등 지표 분석 및 체계적 건강 불평등 모니터링 실시, 건강형평사업 기술지원

 환자 안심병원 운영, 재가 중증환자 지원 및 환자권리 보호체계 구축

표 4-1 2030 서울 플랜의 고령친화 관련 내용



- 74 -

▷ 시립병원 활성화,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환자 안심병원 운영, 재가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상대적 약자인 환자에 대한 권리구제사업 지속적 확대

생 애 주 기 별 

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

 민관협력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증진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마련

▷ 환자의 진료 및 교육상담 등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 향후 검사나 예방접종에 사용할 수 있는 참여 유도 

프로그램 마련

▷ 도시의 숲과 농어촌의 자연환경 매체 등을 연계, 정신건강을 포함한 만성적 질환을 완화·치유하는 예방

적 건강증진 사업 확대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년기 건강관리 강화

▷ 치매예방, 낙상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시행

▷ 치매검진 실효성 향상을 위해 치매발병률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 선별검진 및 집중 관리

목표 3.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차별받지 않

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적 약자의 권

리 보장 강화

 차별 개선 및 인권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신체적조건·연령·성별·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증진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및 이행 모니터링 추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화

▷ 인권전문가 등 조사요원 전문화를 통해 실태점검 및 인권 향상 교육 실시

 교육권, 이동권 등 권리 보장 강화

▷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특성별·욕구별 맞춤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및 확대

▷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확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무장애 건물 인증제 강화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립·자활 목표의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확보,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맞춤형 자립·자활 지원정책 수립

목표 4.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누 구 에 게 나 

차별없는 교

육 지원

 사회적 약자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기회 확대 제공

▷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탈북자, 빈곤노인 등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 정비

학습사회 구

축을 통한 시

민역량 강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확립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

▷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지역내 학교시설을 이용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평생학습 포털 서비스 구축 

 개방형 시민대학 운영 확대

 평생학습공동체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 조기정년을 맞는 수많은 시민들의 정년이후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도록 평생직업교욱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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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생활권계획의 구성과 주요 내용

(양재섭, 성수연, 2017) 발췌

 4.1.3. 서울 생활권계획의 고령화 반영

1) 생활권 계획의 개요

2030 서울 플랜에서 제안된 생활권 계획은 추상적인 도시기본계획을 공간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의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

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 다. 이는 생활권 계획의 내용 측면에 있

어 두 가지 계획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이슈별 계획」으로,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자치구의 정책상황 조사 및 기초 현황조사, 그리고 주민 

워크샵을 통해 ‘지역과제’를 도출한다. 지역과제는 압축되어 ‘지역이슈’로 제

시되며, 이에 대응하는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 다음은 「공간관리지침」으로, 중심지, 용도지역, 경관, 생활서비

스 시설 배치 등에 대한 계획 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중간단위계획, 각종 계획을 통합하고 가이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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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시민 생활과 밀착된 과정 중심의 도시계획, 주민 참여에 의한 상

향식 계획으로서 생활권 계획의 목표상이 제시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37), 이 과정에서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38). 이는 시 뿐 아니라 자치구·지역 주민과 함께 지

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상향식의 도시계획으로서 서울의 도시계획에 새

로운 전기를 제공하 다는 평가 (양재섭, 2016)를 받았다.

2)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 나타나는 고령친화 관련 목표와 전략

116개 생활권 계획 중 2018년 서울시 평균 고령인구 비율인 14.4%를 넘

는 50개 생활권39)을 대상으로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계획 내용이 있는지 확

인하 다. 그 중 도봉 생활권이 20.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번동, 청

량리, 상계, 수유, 미아, 홍제, 장위·석관, 필동·장충, 불광 등의 순서로 이었

다. 

유관계획 분석, 인구 구조를 포함한 기초현황 조사, 주민 참여 등을 통해 

도출된 이슈들을 종합하여 고령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생

활권 계획은 그 중 5개(홍제, 필동·장충, 불광, 충정, 응암)로 많지 않았다. 

특히 기초현황 조사과정에서 노인 인구 비율을 서울시 전체 또는 생활권이 

37) 사전연구 및 기획 (2012~2013), 권역별 총괄계획가 선정 및 수립 원칙 마련(2013 

~2014), 서울시 주관회의와 권역별 회의를 걸친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 

주민참여 워크숍 운 (2014~2016)  
38) 주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워크숍이 잘 운 되었다는 평가가 89.9에 

달했다 (양재섭, 2016)
39) 도봉, 방학, 쌍문, 초안산 (도봉구) / 번동, 수유, 미아, 삼각산 (강북구) / 청량리, 

전농·답십리 (동대문구) / 상계, 월계, 하계 (노원구) / 홍제, 가좌, 충정 (서대문구) /  

장위·석관, 정릉, 종암·월곡 (성북구) / 필동·장충, 소공·회현, 신당·황학 (중구) / 불

광, 응암, 수색, 연신내 (은평구) / 여의도, 신길 ( 등포구) / 후암·용산, 한남, 이촌·

한강 (용산구) / 청운·효자·사직, 평창·부암, 창신·승인, 혜화·이화 (종로구) / 시흥 

(금천구) / 흑석, 사당, 노량진 (동작구) / 면목, 신내·망우 (중랑구) / 고척·개봉, 오

류·수궁 (구로구) / 신월1, 신월2 (양천구) / 난곡, 대학 (관악구) / 압구정·청담, 개

포·일원 (강남구) / 천호·성내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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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18년 3분기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속해 있는 자치구와 비교하여 문제의식을 드러내거나 지역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하 으나, 이를 직접 지역 이슈로 제시하고 목표 및 전략을 제안하는 단

계에 이르지 않은 생활권 계획이 다수 있었다. 그 예시 중 하나로 2018년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보인 도봉생활권의 계획을 들 수 있다. 도봉 생

활권 계획은 기초현황 조사를 통해 감소 추이에 있는 인구 추세, 도봉구 대

비 높은 노인인구비율을 확인하 으나, 주민 참여 워크숍 과정에서는 그 점

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여 지역 과제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또 다른 예로 번

동이나 청량리의 경우, 높은 노인인구비율이 마찬가지로 발견되었는데, 워크

숍 과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노인들이 많은) 저층 아파트 비율이 

높음’과 같은 시설 중심의 논의로 전환되어 지역 과제로 제시되었다. 지역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주거

지 관리방안 마련’(청량리), ‘오패산자락 구릉지변 저층주거지 재생방안 마

련’(번동) 등의 비슷한 형태로 재생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 고령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생활권 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면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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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워졌으니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마을 만들기사업 등을 대신해

서 진행하자’는 내용이었다.

노인 대상의 직접적 전략을 제시하는 5개의 계획은 다음 표 <4-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크게 복지시설의 추가 설치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강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홍제생활권에서는 향후 생

활서비스시설을 설치할 시 노인 및 주민 특성에 알맞게 설치하도록 정하 으

며, 동시에 공공시설의 활용이나 복합화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 다. 응

암생활권과 충정생활권은 예정되어 있는 인근 개발 및 정비 사업 시 노인 

복지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정되어 있는 관리계획과의 연계를 꾀한 측면

을 볼 수 있다. 필동·장충에서도 기존 공공시설을 연계 및 활용할 수 있도

록, 유니버셜 디자인 방법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불광에서는 노유자 시설과 연계하여 무료급식, 가사지원, 돌봄 서비

스 등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충정에서도 노인 복지시설과 연

계한 어르신 통합돌봄 서비스, 치매통합 관리 등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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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내용 및 개선 방향

홍제 

(서대문구)

지역과제: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어르신복지서비스 강화 /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필요 / 문화공간 및 공공시설 확충·연계 필요

이슈: 문화생활 서비스시설 확충 필요

목표: 생활밀착형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전략: 주민 특성에 맞는 문화·생활편의시설 

합리적 공급

 정비사업 추진 시 인구특성을 고려한 생

활서비스시설 설치

▷ 정비사업시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수요에 따른 

문화복지시설 확충 유도

전략: 노령인구를 고려한 복지기능 강화

 공공시설의 활용 및 복합화를 통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확보

▷ 공공시설(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수도사업소) 복합화를 

통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주차장시설 확보 검토

필동·장충 

(중구)

지역과제: 대학가 중심의 지역 특성화 계획 수립 / 지역별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방안 마

련 / 보행중심 문화거리·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활성화 / 낙후한 구시가지 정

비를 통한 환경개선 / 지역의 인구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주여건 조성 

/ 도로적치, 불법주차 등 도로혼잡도 완화 방안 마련 /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맞춤형 환경 조성 필요

이슈: 지역의 인구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 조성 필요

목표: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 

전략: 1~2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관리

 높은 비율의 청장년층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

▷ 보육시설 등 생산계층의 사회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 주차장 등 공공시설과 연계·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지원

 노년층 1~2인가구의 독거노인을 고려하여 유니버셜 디자인에 접목된 (주거지 및 공공

시설 등) 환경정비방식 등을 권장

불광 

(은평구)

지역과제: 기반시설 공공지원 강화 필요 / 어르신 복지서비스 강화 / 저소득층을 위한 복

지지원체계 강화 필요 / 생활기반시설 확충 필요

이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 필요

목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전략: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한 복

지시설 확충 유도

 개발사업과 연계한 복지시설 공급 검토

▷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활용, 장애인, 노약자 등

전략: 노약자,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을 위한 복지지원체계 구축

 노인지원서비스 강화

▷ 노유자시설 및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노인들을 위한 

표 4-2 서울시 생활권 계획의 고령친화 관련 목표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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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 독바위지구단위게획구역 일대 노인 및 아동을 위한 

노유자시설 입지 유도

▷ 불광1동, 대조동 일대 개발사업 추진 시 국공립어린

이집 확충 검토 

일자리 창출 및 무료급식, 가사지원,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지원 강화

충정 

(서대문구)

지역과제: 거주인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유형 및 주거지 관리 / 공공시설 공공성 강화 / 

어르신 복지서비스 강화 / 주거지 내 소규모 공원 확충 필요

이슈: 인구특성을 고려한 문화·복지 기능 강화 필요

목표: 다양한 인구특성을 고려한 복지기능 및 지원체계 강화

전략: 노령인구를 고려한 복지기능 강화

 북아현 재정비촉진기구 내 개발사업 시 복지시설 확보

 천연동 어르신지원 복지기능 강화

▷ 어르신돌봄서비스, 치매통합관리 등 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

응암 

(은평구)

지역과제: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 어르신 복지서비스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 및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 / 지역간 공공서비스 불균

형 해소 필요 / 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확보 필요 / 어르신 안전증진사업 추진 

필요

이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 필요

목표: 노유자 복지서비스 확대와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전략: 어르신 및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

원체계 구축

 응암3동 노인복지센터 활용 어르신 여가

활동 참여기회 확대

▷ 응암3동 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 등 생활권 내 공공시

설을 활용하여 청춘극장 운영 (어르신 문화향유기회 

증대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전략: 지역 간 생활서비스시설 불균형 해소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을 통한 동별 부

족한 생활서비스시설 우선적 확충

 정비사업 등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시설 확보 유도

▷ 공공시설 확보 시 인근 개발사업의 추진과 연계한 

주차장, 체육시설,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공급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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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령친화 핵심 쟁점 중심 분석

4.2.1. 기존 도시계획체계의 고령화 반영 특징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에서 볼 수 있는 노인 관련 계획을 종합해 

본 결과, 기존 도시계획 체계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의 특징을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령친화적 관점의 계획은 대부분이 공간계획이 아닌 서비스 계획으

로서 다뤄졌다. 서울시 전체를 다루는 2030서울플랜에서 구체적인 공간 계

획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더라도 현실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

으나, 개별 생활권의 고령친화계획에서조차 대체로 노인 지원 서비스의 강화 

(불광), 생활체육대회 개최, 청춘극장 운 을 통한 어르신 여가복지서비스 강

화 (응암) 등이 주로 제시된 것은 생활권계획 계획 과정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이슈 형성 과정에서 ‘고령친화적 

근린환경’의 가능성과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기에, 기존의 

서비스 중심 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둘째, 몇몇 생활권 계획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정비와 확대라는 형태로 공

간계획이 제시되기도 했다. 특히 기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거나 (불광), 공

공시설의 복합화 (홍제)를 통한 시설의 개선 아이디어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

해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도 나타나듯, 1차적인 

도시계획의 고령친화 관련 공간 진단은 ‘특정 시설의 수 부족’이다. 생활권 

계획에서 제시되는 대응 방안 역시 이에 따라 시설 수의 증가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 공간의 계획을 통한 공간의 질 향상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도시계획을 통한 고령친화 근린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시

설계획과 서비스계획의 이분법을 벗어나는 통합적 접근이 이뤄지기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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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건강·의료·복지, 문화·커뮤니티, 지역기업·민간활동·일자리, 보행·교

통 등 다양한 이슈들을 연계하는 공간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 생활권 계획에서 나타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관심과 

더불어, 실현할 수 있는 주민 실생활의 반 이라는 생활권 계획의 목표 달성

에 있어서도 난항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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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생활권계획의 개선방안

생활권계획이 고령친화형으로 제시되는데 있어 겪는 난점을 확인하 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쟁점을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30 서울 플랜과 생활권계획에 대해, 기존의 고령친화근린환경계획 (건강

도시 가이드라인;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분석한 기존의 틀 <표3-9>을 그

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는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

이 고령친화라는 단일 주제를 갖는 프로젝트성의 실행계획이 아니라, 서울시

의 비전을 제시하고 각 생활권 별 주민 요구와 과제를 분석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권 계획

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기존의 비판적 분석과 제시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실증적 데이터의 활용, 통합적인 추진체계, 지역사회의 뜻을 모으

는 목표설정 프로세스라는 세 가지 핵심 쟁점요소와 비교 분석하여 고령친화

형의 생활권계획 구성에 필요한 계획요소들을 새롭게 도출하 다. 기존 연구

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 <표 4-3> (양재섭, 2016; 양재섭, 

2017)와 같다. 이는 생활권계획의 기반연구부터, 실제 수립 과정에 깊게 참

여한 연구자로부터 제시된 것으로, 실천적 경험을 토대로 한 지적이라는 데

에 그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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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 

문제점
내용 및 개선 방향

연관 

핵심쟁점요소

대표성이 

부족한 주민 

참여단

 통반장·주민자치위원 등 50~60대 전업주부가 대부분

 자발적 참여가 부족, 지역활동 경험자가 대부분

▷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 제공, 운영기준 마련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

:주민참여체계
형식적인 

워크숍 운영

 4시간씩 2차례에 걸쳐 형식적으로 운영, 워크숍 진행자의 생활권 

계획 이해도 부족

▷ 워크숍 운영 확대, 사전교육 및 피드백 강화

모호한 

역할과 위상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성격 강조, 총괄계획가는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강조

▷ 자치구 도시 기본 계획 중 하나로 지역생활권 계획의 역할 설정

▷ 지역생활권 계획 운영 및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 필요

▷ 생활권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예산에 우선 반영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

:행정체계 내 

확고한 위상

자치구의 

역할미흡

 당초 계획 (자치구 자체 수립)과 달리, 주민 참여단 모집 및 

운영만 담당하는 자치구

▷ 자치구 주도 이슈 발굴 및 계획 수립

▷ 장기적으로 지역생활권계획을 자치구 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는 

방안 마련

▷ 자치구 추진 계획 및 사업 중 생활권계획 포함내용에 우선 지원

총괄계획가 

권한 모호

 당초 계획 (내용과 진행과정 총괄)과 달리, 서울시의 개입이 커져 

역할과 권한이 형식적인 차원으로 축소

▷ 총괄계획가에게 걸맞는 권한 부여

계획 수립 

과정의 

일관성 부족

 5개 권역 전체 총괄 기능 미흡, 담당공무원 교체에 따른 

시행착오

▷ 총괄 및 지원 기능 강화, 담당공무원 인사이동 자제
목표설정 프

로세스

획일화되는 

계획 내용

 지역생활권 별 이슈가 유사하여 차별화된 발전방향이 도출되지 

못함

▷ ‘명소화 전략’ 등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발전방향 제시 

표 4-3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생활권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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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쟁점 중심 분석

1)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대표성이 부족한 주민 참여단’ ‘형식적 워크숍 운

’ 은 주민참여체계가 생활권계획 내에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고, 대부분 자치구에서 선정

한 지역활동 경험자가 참여하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워크숍 운  또한 생활권 별로 2차례에 불과해 내실 있는 주

민참여 과정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자체 평가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운  기준을 마련하며, 사전교육 및 피드백 강

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더해 AIC의 실천을 생활권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면 1회성의  

이벤트로 이뤄지는 참여주민 선정과 워크숍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령친화적인 근린환경은 한 번의 투자를 통한 시

설 건설로 해결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주민 전체의 

이해와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대표성 있고 다양한 거버넌스의 형성, 

그리고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 관리 전문가의 육성과 활용이 

필요하다. 성별·연령대·경제력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과, 지역 상인, 

기업,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의견 교환과 토론을 수행

할 수 있는 주기적인 소통의 장이 자치구 차원의 생활권계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담당하고 소통·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체

계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총괄계획가’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일의 커뮤니티매니저 <그림 4-3>와 같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호한 역할과 위상’, ‘모호한 총괄계획가의 권한’, ‘자치구

의 미흡한 역할’에 대한 지적은 생활권계획의 구성과 추진체계가 다양한 분

야와 부서를 아우를 수 있을 만큼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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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독일 지역재생전략 커뮤니티관리 실시체제

(室田昌子, 2010) 발췌 및 편집

정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국토계획법과 도시·군관리

계획수립지침,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으며,  2019년 7월에 생활권계획의 수립·관리에 대한 사항이 도시계

획조례에 신설되기도 하 으나40) 여전히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

이다. 이로 인해 생활권계획의 성격에 대한 해석을 놓고, 서울시에서는 도시

관리계획의 지침, 총괄계획가와 참여 주민들의 해석은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라는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또한 생활권계획의 핵심 수립 

및 운  주체가 되어야 할 자치구에서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원인이 되었

다.

이와 같은 생활권계획의 모호한 위상을 극복하는 것은 생활권계획을 고령

친화형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치적·학술적 노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도시기본계획이 그 내

용에서 생활권계획의 위상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2030 

서울 플랜은 생활권계획의 역할(하위계획의 지침과 방향, 핵심이슈별 계획 

내용 구체화, 권역별 고려사항 종합·조정)등의 역할을 제시하 으나, 생활권

계획과 다른 기존 계획과의 상하관계·관리체계를 설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시기본계획 운 상의 문제점을 다뤘던 기존 연구(양재섭 외, 

2014)에서 수립 및 운  조직 위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 민선 시정계획과 

4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 4조의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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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上) 생활권계획의 TF 운영. (양재섭, 2017)

(下) 야와타시의 ‘건행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체계. (国土交通省, 2018) 발췌 및 편집

국·실별 계획이 우선되는 모습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권계획의 시민

참여 성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선순위가 밀린 것으로 보이며, 동일

한 위계를 갖는 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

국, 안전건설교통국 등의 부서 간 연계를 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 요청에 따라 생활권계획 수립 초기단계인 2014년에

는 13개 자치구에서 TF(태스크포스)를 운 하 으나, 2015년에는 8개 구만 

운 되었다(양재섭, 2017_서울시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의 수립경험과 과

제). 이에 참고할만한 사례로 ‘지구차원의 진단과 처방’에서 소개된 야와타시

의 경우, 2017년의 「제5차 종합계획」에서 고령친화형 ‘건행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부서를 명기하고, 그 횡단적 연계를 꾀할 수 있는 부처의 구성과 

정책의 수립을 전면에 목표로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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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설정 프로세스

2030 서울 플랜과 생활권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지

고, 홍보가 이뤄진 부분은 새로운 도시계획이 시민의 손을 통해 직접 만들어

진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계획 수립 과정의 일관성 부족’, ‘획일화된 계획 

내용’에 대한 지적은 아직 생활권 계획에서 그 목표 도출 과정이 명확히 제

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일관성 부족’에 대해서

는 담당자 인사이동의 자제를 통한 연속성의 확보, 수립 및 운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및 총괄기능의 강화를 제시하 다. ‘획일화된 계획 내용’에 대

해서는 명소화 전략 등을 통해 지역특성을 강화하고, 자치구 차원에서의 지

역생활권별 문제 파악을 통한 선별적 계획의 수립이 제안되었다.

목표 설정 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구성하기 위해 그 일관성 확보의 중요성

은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쟁점요소 도출 과정에서도 제시되었던 부분이

다. 그러나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자제하는 것만으로 그 일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모니터링과 총괄기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의문을 

해소해주고 있지 못하다. 또한 ‘명소화 전략’, 기존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휴먼웨어 지원방안’이라고만 소개되어 있는 그 ‘전략’이 무엇인지

에 대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생활권의 지역별 문제 

파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생활권계획의 ‘지역과제파악-지역이

슈도출-전략제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아직 자치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생활권계획의 상위계획 역할을 하는 도시

기본계획은 이러한 점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니터링과 총괄기능의 확보, 지역 특성(과제·이슈)의 도출에

는 지역 주민과 행정이 모두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한발 더 나아가 AIC를 반 한 생활권계획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반 되지 못했던 ‘실증적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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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적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지금까지의 쟁점요소 중심의 분석에서,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 ‘목표설

정 프로세스’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생활권계획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이며,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사항들과 그 연관성을 쉽게 찾을 수 있

었다. 그러나 특히, 목표 설정 프로세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AIC의 실천을 위한 생활권계획의 수

립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의 고령

친화 목표설정에서 그 근거로써 제시되어 온 데이터를 우선 살펴보았다.

2030 서울 플랜에서의 각각의 핵심이슈 별로 주요 지표가 제시된다. 고령

화와 관련된 목표를 다루는 핵심이슈인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

시’에서는 그 주요지표로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지역 공공보건기관수, 노인

여가복지시설수, 평생교육 경험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분담률을 설정하

다. 특히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구 천명 당 노인여가 복지시

설 수의 목표 수치를 제시하 다. 다소 복지·시설 서비스 공급자 위주의 지

표 선택 및 활용으로, 실생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생활권계획 역시 센서스 형식의 현황 조사가 주축이 되어 주민 

생활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 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역 이슈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현황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역 과제가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 과제와 통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때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제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도봉 생활권에서는, 높은 노인 

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내 노인복지시설 비율이 다른 생활권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지 않았지만, ‘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이 

더 중요한 지역 이슈로 부각되었다. 

문제로 지적된 ‘지역별 유사한 이슈로 인한 획일화된 계획 내용’, ‘형식적

인 워크숍 운 ’ 같은 문제는 실증적 데이터의 확보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

다.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개별 생활권이 타 생활권에 비해 어떠한 문제를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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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숍에 적용함으로서 밀도 있는 주민참여·목표설정 프로세스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동시에 이는 ‘계획 수립 과정의 일관성 부족’ 문제의 개선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생활권 계획 수립 과정을 ‘총괄하고 지

원’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그 활용 방법의 제안을 함께 시

도할 수 있다. 생활권계획에서는 자치구 보건소·찾동 서비스 등을 통해 건

강·보행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적된 빅데이터의 관

리 체계를 계획한다. 그 관리에는 생활권의 고령친화 근린환경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생활권계획의 주민참여·목표설정 단계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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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AIC실천을 위한 공간기획형 생활권계획

본 장에서는 생활권계획의 개선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고령친화형

의 생활권 계획을 구성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쟁점요소 별로 

제시하고, 이를 다시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의 계획 요소로 정리하 다.  

대체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

의 핵심 요소 중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 ‘목표설정 프로세스’ 두 가지와 

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두 가지의 핵심 쟁점 요소가 기존 

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계획을 관

리 및 운 하는 계획으로서, 생활권 계획의 포괄적 위상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중심의 수립 체계와 통합적인 업무체계 구성에 대해 계획

해야 하며, 생활권계획을 운 하는 총괄 계획가를 ‘거버넌스 전문가’로 성장

시키기 위한 교육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고령친화형 생활권계획에

만 해당되는 계획 요소가 아니다.

결국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의 구성에 있어 AIC를 고려한 고령친화형

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쟁점요소는 ‘실증적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다. 건강·

보행 실증적 빅데이터 수집과 누적, 이를 활용한 지역 생활권의 현황 평가가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 ‘목표설정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자치구 내의 보건소운  기록, 찾·동사업을 통한 복지 서비스 수혜자 건강검

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실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생

활권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누적하여 계획 지표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

하며, 지표를 통한 평가가 다시 생활권계획에서 이뤄질 수 있다. 그 결과 생

활권계획의 AIC 달성을 위한 공간기획에 근거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4>

고령친화형 생활권 계획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생활권계획이 국

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주민참여형 법정 도시계획이며, 공간적 범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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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근린환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 그리고 최종적 제안이 지역발전구상도 <그림4-5>, 공간관리지침 등에서 

엿볼 수 있는 ‘공간기획’으로서 제안되기 때문에, 노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건

강·의료·복지, 문화·커뮤니티·민간단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보행과 

모빌리티, 교육과 세대간의 교류 등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통합적으로 인식

하고, 시설계획과 서비스계획을 포괄하는 전략으로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핵심 쟁점요소 중 추진체계의 위상과 목표 설

정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생활권계획이 추구하는 개선의 방향성이 ‘지역 주

민의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여, 지역

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과제와 이슈 파악이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원활히 

이뤄진다면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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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AIC 공간기획을 위한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그림 4-5 은평구 불광생활권의 지역발전구상도. (서울시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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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고령화는 유래 없는 속도로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며, 우리의 근린환경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어 왔다. 일상에서 겪

는 보행환경의 질에서부터 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시설, 그리고 고령자를 위

한 복지 서비스 등 고령화 사회를 위한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일환인 고령친화도시와 건강도시는 다년간의 

기반연구와 전문가들의 조사·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그 의미가 크

다. 그러나 지자체 보건·복지 부처의 일회성 주민복지·건강증진 사업으로서 

도입되어 실질적인 근린환경계획·도시계획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에는 그 

계획으로서의 구조적인 필요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서두에서도 언급

되었듯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하여 시설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계획하려 하

으나, 여전히 그 간극은 먼 듯하다. 하지만 주민 다수가 원하고, 이미 정

부 부처와 학계에서 그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는 Aging in Community의 

달성을 위해서는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립해야만 한다. 그

러나 해외사례의 소개가 개별 사업에 치중된 것에서 알 수 있듯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에서 ‘고령친화’ 개념에 그 연구가 치중되어있다. ‘근린환경계

획’의 구조적 개선 또한 고민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AIC 실천을 

위한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실제 계획 차원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근린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

서 출발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령친화 관련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 다. 일본의 고령친화형 근린환경계획을 분석하여 핵심 쟁점요소를 



- 96 -

도출하 다. 'Smart Wellness City'라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구 네트워크에

서부터 시작하여, <건강·의료·복지의 마을만들기>와 같은 정부 부처의 계획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세 가지 요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이다. SWC에서는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

해 조례화를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 으며,  「건강·의료·복지의 마을만

들기 가이드라인」에서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의 위상을 계획 수립에 앞서 반

드시 지자체의 최상위계획으로 정하게 한 것에서 다시 강조된다. 이는 AIC

가 지자체 내 관련 부처들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를 통한 시설과 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부처와 지역 주민의 거버넌스 형

성 과정에서 핵심 참여 인력이 ‘고령화 문제’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서로 

편중되는 현상을 경계하 다.

둘째, 실증적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다. 계획의 내용에 지속적인 실증 데

이터의 수집과 누적, 그리고 분석과 가시화를 명문화하 다. 이는 계획의 지

속가능성과 지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었다. 지자체가 매 번의 

계획마다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 누

적된 도시의 건강·보행 데이터를 통해 ‘사회통합·지속가능·건강친화·접근성·

상호의존·결속’과 같은 AIC의 추상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해 주었다. 

셋째, 지역사회 밀착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표 설정 프로세스가 제시

되었다. 정부부처·상위 계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AIC 실천을 위한 시

책의 ‘시점’을 제시하고, ‘실증적 근거’를 지자체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

록 그 시스템을 마련하 다. 한편, 지역사회 각 부처와 주민이 참여하는 거

버넌스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과제를 가시화하고, 구체적인 공간기획 전

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핵심 쟁점 요소 별 체크리스트를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존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에 해당하는 「서울 고령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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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실행계획」와 「강동구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각 

쟁점요소별 기존 국내 계획이 간과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은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 측면에서 추

진체계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이 보건·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계획 내 사

업간 연계가 추상적 목표 제시에 머물러 있었으며, ‘실증적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측면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데이터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

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동구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은 구청장 산하 태스크포스 구성, 위계가 높은 기획경제군 내의 

건강도시 팀 편성 등을 통해 다 부처 협력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비교적 성

공적이었으며, 타 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을 계획에 앞서 고려하 다. 또한 ‘도

시건강 프로파일’과 같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건강 데이터를 계획 

지표로 활용하여 비교적 지역 특성을 반 한 과제 설정과 전략 제시가 가능

하 다. 그러나 두 계획 모두, ‘지역사회 밀착형의 목표 설정 프로세스’가 적

절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고령친화도시의 ‘노인실태조사’와 ‘어르신 모니터링

단’은 상대적으로 넓은 역인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이

었으며, 강동구의 경우는 전형적인 상향식의 계획으로 해당 쟁점 관련 내용

을 찾기 어려웠다. 

한편 본 연구는 보다 실천적 대안 제시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검

토하고,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을 통해 제시된 「생활권계획」이 고령친화

적 근린환경계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고자 했다. 이는 생활권계획이 반

드시 고령친화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아니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고령친화형 근린환경계획’이 생활권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시민 참여를 통한 하향식 계획, 세

부 권역별 구체화된 계획’을 추구하는 생활권계획의 고령화 대응 방안, 계획 

전체에 대한 계획 연구·참여자의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고령친

화 근린환경계획의 핵심쟁점요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핵심쟁점요소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 분석을 통해 생활권계획이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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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형 근린환경계획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요소들을 고령친화 근린환경

계획의 핵심 쟁점요소별로 도출하 다.

첫째, ‘추진체계와 계획의 위상’ 이라는 쟁점요소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대표성이 부족한 주민 참여단’, ‘형식적 워크숍 운 ’, ‘모호한 역할과 위상’, 

‘모호한 총괄계획가의 권한’, ‘자치구의 미흡한 역할’과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자발적 참여가 부족했고 워크숍 운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

던 데에 대한 반성이 있었으며, 생활권계획의 법정계획화를 통한 위상과 일

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둘째, ‘목표설정 프로세스’라는 쟁점 요소는 ‘계획 수립 과정의 일관성 부

족’, ‘획일화된 계획 내용’이라는 지적과 그 연관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인사

이동의 자제를 통한 연속성의 확보, 명소화 전략 등을 통한 지역 특성 강화

라는 대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목표 설정 프로세스’ 쟁점요소와 비교 분석

한 결과 기존 생활권계획 프로세스인 ‘지역과제파악-지역이슈도출-전략제시’

와 명목상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보다 모니터링과 총괄기능의 확보, 지역특

성 도출을 위한 지역 주민과 행정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중

요함을 밝혔다.

셋째, 핵심 쟁점요소인 ‘실증적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그 근거 데이터

에 대한 논의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목표설정 프로세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서 계획에 반드시 반 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 동시에 ‘획일화된 계획 내용’, ‘형식적인 워크숍 운 ’, ‘계획 수립과정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다시 생활권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위계에 맞추어 ‘AIC 공간기획’으

로서 생활권계획의 전략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 요소들을 개념도

를 통해 제안하 다. 시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권계획의 위상 및 

일관성 확보, 그리고 생활권계획을 이끌 수 있는 거버넌스 전문가의 육성이 

있어야 하며, 생활권계획에서는 대표성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

넌스 워크숍을 통해 시설계획과 서비스계획을 통합한 공간 기획이 가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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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제시하 다. 특히 거버넌스 워크숍의 핵심적인 근거기반으로서, 생활

권계획에서의 빅데이터 수집 및 평가 체계,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누적 체계가 함께 계획되어야 함을 밝혔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AIC 구현을 위한 고령친화 근린환경계획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의 최근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쟁점을 기반으로 

서울시와 강동구의 최근 사례를 분석, 제고방안을 제시하 으며, 이를 다시 

실제 도시계획 체계 내의 생활권 계획에 적용하여 실천적 대안을 제안하

다. 그러나 분석 대상의 범위가 계획 문헌에 집중되어 이후 계획이 사업으로

서 어떻게 실행되었는가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등, 현재 고령친화 정책에서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추가로 지속적인 연계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반 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계획의 결과와 

고령친화 지표<부록 참조>의 변화를 통해 고령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효용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기존 계획의 구조적 분석이라는 초기단계 연구로서 본 연구는 이후의 

AIC 반  근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밑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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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Aging in Community Approaches to 

Elderly-Friendly Neighborhood Planning

Nam, Jungho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Various methods, including planning, design and design, are 

being considered to create a neighborhood environment that 

responds to rapid aging. In this regard, Aging in Community (AIC) 

is widely accepted as a concept that has taken a step further 

from the existing Aging in Place (AIP). In order to support 

continued dwelling in a place of residence rather than in a 

facility, consideration is needed for a variety of values that reflect 

AIC, such as the health of the elderly, the comprehensiv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and the aged life with community. In 

response, the we need to review existing examples of 

neighborhood environment plans such as ‘Age-friendly City’ and 

‘Healthy City.’ In particular, it should visualize the difficulties it is 

experiencing when applied on a community-wide basis and 

propose improvements with a focus on AIC. However, the 

methodology of the plan for the readjustment of the 

welfare-related space infrastructure and network of facilities in 

the neighborhood is still lacking. Although it has also achived 

tangible results, as it has been carried out as a for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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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business, such as health promotion projects and urban 

renewal projects, basic discussions are needed on what issues 

should be focused on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as a plan 

for an elderly-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

Therefore, the study explores how to plan an environment plan 

for elderly-friendly neighborhoods through three steps. First, we 

will look at the trends of research on elderly 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s that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and what attempts have been made with the proposed practical 

model. Based on this, the study presented the differentiations and 

needs to have. It attempted to improve the structure of 

plan-making by deriving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the plan, 

not 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plan-making routine, as well 

as access to local government-level plans, not in the case study of 

individual units of project. Second, draw key issues in the 

discussion of the planning elements. In the case of the Japan, 

successful recent cases are analyzed diachronically  to identify 

issues of repeated importance. Based on the agenda of Smart 

Wellness City (SWC) proposed by the "SWC Forum," a group of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y researchers, and the "Guidelines 

for promoting Machizukuri of health, medical and welfare" 

established and recommen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Based 

on the issues, the checklist is proposed and compared to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Korea’s ‘Age-friendly city’ and ‘Healthy city’. Thir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cases, explore ways to apply the issues within the 

Korean existing urban planning system. The governmen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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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measures to cope with the aging population that appear in 

the existing neighborhood environment planning system, such a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Basic Plan' and the 

'Neighborhood Plan'. In addi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pointed out by participating researchers are identified 

and compared to three issues. Finally, elements of planning for 

the elderly-friendly basic plan and the neighborhood plan are 

derived by issue by issue.

Through a case study of Japan, the three key goals of the SWC 

- 'Health Cloud', ''Baptism' and 'Reorganization of Village' - were 

identified as the "Guidelines for Machizukuri of health, medical 

and welfare' and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living 

neighborhood" plans and projects. The key issues of Japan's 

aging-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 plan, derived from this 

goal and concrete plans and project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empirical data. The 

status of facilities (traffic, commercial, medical, and welfare) in 

the living neighborhood and empirical data on residents' walking 

and health were continuously collected and accumulated to focus 

on ways to utilize them as diagnostic and planning indicators in 

actual planning.

The second is the higher status of the promoting system and 

the plan that enables the cooperation. It was intended to form 

governance to connect local governments and researchers, as well 

as to connect local communities, at the parties for planning. To 

this end, prior work was carried out for a cross-sectional and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system, such as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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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such as the ordinance and resetting of plans and the status 

of central ministries.

Third, the process of setting community based goal. In the 

course of presenting the guidelines for planning, it was clearly 

presented where to focus and focused on providing the systems 

and guidelines to use empirical data as evidence. Based on this, 

the governance of the community has been able to visualize the 

challenges of the areal community and incorporate the needs of 

specific and diverse fields.

Based on the above three issues,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elderly-friendly neighborhood plan is proposed in the form of a 

checklist. Among the Korean neighborhood plans, the analysis 

targets are ‘Action Plan for Age-friendly City Seoul’ and 

‘Gangdong-gu Healthy City Guideline,' analyzed through the 

checklist,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Meanwhile, it is 

true that the elderly-friendly cities and healthy cities, which 

proposed aging as their key goals, have found it difficult to have 

a status beyond short-term project in the nation's urban planning 

system due to their inherent limitations. Finally, draw out 

characteristics of goals and strategies related to aging as shown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urban basic plan' (2030 

Seoul Plan) and the 'neighborhood plan' (2030 Seoul 

Neighborhood Plan), which belong to the urban planning system, 

and present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comparison 

with the critical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 by the 

participa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reviously 

proposed plans, organize into elements of the 'urban basi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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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neighborhood pla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pointed out within the existing urban 

planning system were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s of ‘higher 

status of the promoting system’ and ‘process of setting community 

based goal’ that were derived through overseas cases. At the same 

time, it revealed that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empirical data’ 

is the most discriminating factor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ging-friendly environment plan including AIC concept. The 

results of summarizing the details for each plan’s planning 

elements are as follows. The urban basic plan at the city level 

should include securing higher status and consistency of the 

neighborhood plan, fostering governance experts and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the neighborhoo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big data. The neighborhood plan to be 

established at the county level should include the formation of 

governance consisting of representative and diverse participants 

and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through which to provide 

evidence through the health and walk big data collection system 

and evaluation system. Through this, the spacial plan for AIC, 

which incorporates the facility plan and the service plan, should 

be the future strategy of the elderly-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 plan.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alternatives 

by proposing the key issues for planning the environment for 

elderly-friendly neighborhoods as planning elements within the 

actual urban planning system. However, the scope of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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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oncentrated in the planning literature, which has the 

limitation that no separate assessment has been made of how the 

plan was implemented as a project. A first step for structural 

analysis of existing plans presented the basis for planning the 

spatial planning that reflects 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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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지표 데이터 수치 산출 식 단위

기초적 
지표

인구 
동태

시가지의 
컴팩트도

did41)면적율 did면적/지역 면적 %

did 인구 비율 지구 did내 인구/ 지역인구 %

지구 인구 밀도 지역인구/지구면적 인/ha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 지구 인구 %

독거고령자비율 65세 이상 단독가구 비율 65세 이상 세대원 있는 단독 세대수 
/ 지구 세대수 %

도시기
반지표

생활
서비스
시설
배치

생활서비스시설
커버율

의료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의료시설 도보권 인구/ 지구 인구 %

복지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복지시설 도보권 인구/지구 인구 %

상업 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상업시설 도보권 인구/지구 인구 %

공공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공공시설 도보권 인구/ 지구 인구 %

탁아소 등 도보권 인구 커버율 탁아소등도보권 유아인구/
지구유아인구 %

교류 
시설 
배치

교류 시설 
커버율

실내교류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실내교류시설 도보권 인구/지구 인구 %

야외교류시설 도보권 인구 커버율 야외교류시설 도보권 인구/지구 인구 %

교통

핵심공공교통노선 
커버율 기차역·버스정류장 도보권 인구 커버율 기차역·버스정류장 도보권 인구/지구 

인구 %

공공교통 분담률 대표교통수단에서 차지하는 대중교통 분담률 철도의 분담률+버스 분담률 %

도보·자전거 
분담률

대표교통수단에서 차지하는 
도보와 자전거 분담률 도보·기타 분담률+자전거 분담률 %

쇼핑 이동수단 중 
도보비율

쇼핑시 대표교통수단에서 
도보가 차지하는 비율 구매목적의 도보·기타 분담률 %

통원 이동 수단중 
도보비율

통원시 대표교통수단에서 
도보가 차지하는 비율 통원목적의 도보·기타 분담률 %

통근 
그린모드율42)

통근 교통수단에서 차지하는 
그린 모드 비율

통근 교통 수단 중 그린모드 사용자/
지역의 통근 인구 %

노인 자동차 
의존도 65세 이상 단독가구에서 운전면허 보유율 65세 이상 운전 면허 소지자 수/지역

의 65세 이상 인구 %

보행 
공간

보도정비율 보도가 있는 도로의 비율 지역내 보도가 있는 도로 길이/지구내 
도로 길이 %

도로 그린화율 가로수가 있는 도로의 비율 가로수가 있는 도로의 길이/지구 내 
도로 길이 %

보행자 친화적 
도로 비율43) 보행자 친화적 도로의 비율 보행자 친화적 도로 길이/지구 내 도

로 길이 %

건강·
의료 
지표

수명
평균 수명 평균 수명 나이

건강 수명 건강 수명 나이

비건강 
고령자
비율

요 지원·요 개호 
인정자 비율 요 지원 1단계~5단계까지의 노인 비율 요지원 1~5단계의 인구 /노인인구 %

의료비 연간 의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의료비 지구내 연간총의료비/지구내국민건강
보험피보험자수

엔/

인·년

개호비 고령자 1인당 
연간 개호비 고령자 1인당 연간 개호비 지구내 개호보험제1호연간 총 개호비/

지구내 고령자인구
엔/

인·년

비건강
지수

대사증후군 또는 
그 예비군의 비율 대사증후군 또는 그 예비군의 비율 대사증후군 해당자+예비군해당자/지구

내 진찰자 수 %

생활습관병
환자비율 생활습관병 환자비율 생활습관병 환자 / 지구내 국민건강보

험피보험자수 %

생활기
능

요지원·요개호 
될 수 있는 
주민의 비율

요지원·요개호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비율 요지원·요개호 우려가 있다고 진단된 
고령자수/지구내 고령자 수44) %

BMI 25미만 
주민의 비율 BMI 25 미만인 사람의 비율 BMI 25 미만 인원 / 지구의 진찰자 

수 %

부록 (사례연구 문헌에서 사용된 데이터 목록)

건강·의료·복지의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국토교통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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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 일당 걸음 수 지구주민의 일당 보행수의 중앙값 지구주민의 일당 보행량 합계치/보행
량 피측정자 수 %

의식·
행동지

표

건강의
식

운동습관 
실천 비율 지역 주민의 운동 습관 비율 운동 습관45)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응답자 수 %

건강 습관 
실천의 비율 지역 주민의 건강습관 비율 건강 습관46)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응답자 수 %

외출

고령자의 
쇼핑 외출 빈도 쇼핑 목적의 외출 빈도가 높은 고령자 비율 쇼핑목적 외출 빈도가 높다47)고 응답

한 노인 수 / 응답한 노인 수 %

노인 산책 등 
외출 빈도

산책 등 목적의 외출 빈도가 높은 고령자의 
비율

산책목적 외출빈도가 높다고 응답한 
노인 수 / 응답한 노인 수 %

교류

고령자의
지역활동 
참가자 비율

고령자의 지역활동 참가자 비율
지역 홝동과 그룹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 / 응답한 노인 
수

%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노인의 비율

일상적으로 친구·지인과 만나는 노인의 비율 일상적으로 친구·지인들과 만난다고 
응답한 노인 수 / 응답한 노인 수 %

커뮤니티 활동 
단체 수 인구 1만명당 활성화된 사회활동 단체48) 수 

위치 또는 활동 지역이 지구에 있는 
커뮤니티 활동 단체의 수 / 지구 인구 
x 1만명

단체 

수

취업 고령자의 취업률 취업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율 취업 노인 수/ 지역의 고령자 수 %

41) 인구 집중 지역

42) 이용하는 교통 수단 중 도보, 철도·전철, 승합버스, 셔틀·스쿨 버스, 자전거 이용 비율

43) 도시구조 평가 핸드북에서 ‘보행자 도로, 커뮤니티 도로, 보도 정비된 도로’ 등을 상정

44) 카나가와현 체크리스트 참조

45) 후생노동성 기준 주2회 이상, 1회30분 이상, 1년 이상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46)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 활동이나 운동

47) 니가타 현 미쓰시에서는 주2회~3회 이상이어야 외출 빈도가 높다.

48)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NPO 법인 및 시에 등록하는 복지·아동지원·환경·음식·예능·자원 봉사 등의 

활동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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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지표 데이터 수치 산출 식 단위

건강

상태

사망

출생 시 기대여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통계청 「생명표」 나이

연령표준화사망률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 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자살률 전체 사망자수 대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연앙인구)
× 100,000 %

주요 사망원인 주요 사망원인 10순위

감염성

질환

결핵 발생률 질병관리본부 「법정 감염병발생 현황」 (연간 결핵 발생자 수/연앙 인구)
× 100,000 %

결핵 사망률 질병관리본부 「법정 감염병발생 현황」 (연간 결핵 발생자 수/연앙 인구)
× 100,000 %

B형 간염 발생률 질병관리본부 「법정 감염병발생 현황」 (연간 B형 간염 발생자 수/연앙인구) 
× 100,000 %

신종감염병 
발생률 질병관리본부 「법정 감염병발생 현황」

(연간 신종감염병 혹은 해외유입 
감염병발생자 수/연앙 인구) ×
100,000

%

만성

질환

암 발생률 보건복지부「암등록통계」 (연간 암 발생자 수/연앙 인구)
× 100,000 %

암 사망률 보건복지부「암등록통계」 (연간 암 사망자 수/연앙 인구)
× 100,000 %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분율

고혈압 평생 진단 경험자/19세 이상 
성인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분율

당뇨병 평생 진단 경험자/19세 이상 
성인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고혈압약물치료율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자 중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분율

혈압약 복용자/고혈압 평생 진단 
경험자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당뇨병 치료율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자 중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 주사 또는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분율

당뇨병 약물 복용자/당뇨병 평생 진단 
경험자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체중

관리

성인 비만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체질량지수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BMI 25 이상 인구/19세 이상 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체중조절 시도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또는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분율

1년내 체중조절 시도인구/19세 이상 
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환경성

질환

천식 
의사 진단 경험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천식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분율

천식 진단 경험자 / 19세 이상 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알레르기성 비염 
의사 진단 경험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알레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분율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경험자 / 19세 
이상 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아토피피부염 
의사 진단 경험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분율

아토피 피부염 진단 경험자 / 19세 
이상 인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온열질환 발생률 전체 인구 중 연간 온열질환 발생자 분율
(연간 온열질환발생자 수 ÷ 연앙
인구) × 1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청구자료

%

건강

인지
주관적 건강 수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평소에
자신의 건강이 ‘좋다’ 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정신

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거나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영유아

및

모성 

합계 출산율 가임여성1명당 출생아 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영·유아
필수(권장)
예방접종 비율49)

질병관리본부 「전국예방접종률 조사」 %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강동구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강동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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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

행동

성인 흡연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평생 5갑
이상 흡연자이면서 현재 ‘매일 흡연’
또는 ‘가끔 흡연‘ 중인 응답자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성인 금연시도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현재흡연자
이면서 최근 1년 간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고위험 음주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하였거나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걷기 실천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아침식사 결식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아침식사를
주 5일 이상 섭취한 사람의 분율 서울시민보건 지표조사 %

저염식 실천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평소 저염식50)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영양표시 독해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양표시를 읽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육류 섭취율 만 19세 이상 성인의 육류 섭취 빈도(1주 
기준) 서울시민보건 지표조사 %

채소 및 과일 
섭취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달 동안 생 
채소 및 과일을 일 1회 이상 섭취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생활 

환경

교통

및

주거

환경

대중교통 
통근 및 통학 
비율

통근 또는 통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대중교통(지하철, 버스)비율 서울서베이 %

체육시설 수
{공공 및 신고체육시설 수(당구장
제외) ÷ 인구 수 } × 10,000
행정자치부「한국도시통계」

공원 면적 1인 당 공원(도시공원, 생활권 공원) 면적 서울통계 ㎥

식음료 판매점 
분포

(치킨 판매점, 체인화 편의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기타 주점업 개수
÷ 인구 수) x 10,000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대기

환경

미세먼지 연간 평균 미세먼지 지수 서울시「대기환경정보」 ㎍/㎥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 지수 서울시「대기환경정보」 ㎍/㎥

오존 연간 평균 오존 지수 서울시「대기환경정보」 ppm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률

비흡연자 중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자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안전

환경

교통안전 지수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료(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
연장 거리 등)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
및 교통사고 희생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지역별 교통안전도 수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지수 보고서」 점

5대 범죄
발생 건 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 건 수 ÷ 인구 수 } ×
10,000
서울지방경찰청「5대범죄 발생현황」

범죄피해 
위험인식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10점 만점) 서울서베이 점

밤거리 위험인식 밤거리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10점 만점) 서울서베이 점

보건

의료

환경

의료기관 현황 자치구 별 의료기관 종 별 기관 수 서울통계

의사 1인 당
인구 수

자치구 별 의료기관에서 종사 중인 의사 
1인 당 인구 수 서울통계

간호사 자치구 별 의료기관에서 종사 중인 간호사 서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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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당 인구 수 1인 당 인구 수

1인당 보건예산액
(자치구 일반회계 중 보건예산 총액
÷ 인구 수) × 1,000원
서울통계

원

보건소서비스 
인지율 및 
이용률,
이용 만족도

자치구 주민 중 보건소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점

의료환경 만족도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의료서비스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환경에 

대한 

인식

안전수준 만족도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전반적 안전수준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자연환경 만족도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자연환경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생활환경 만족도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생활환경51)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대중교통 만족도 만 19세 이상 성인 중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건강

형평성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수준과 

건강 

행동

차이

만성질환
진단 경험률

고혈압 및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의 
소득분위52)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환경성 질환
진단 경험률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의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경험률의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의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과일 및 채소 
섭취율 과일 및 채소 섭취율의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서울통계 %p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이용 

차이

미충족의료 
경험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간 필요한 
의료서비스(치과 미포함)를 받지 못한 
사람의 분율에 대한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백신 접종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의 분율에 
대한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건강검진 수검률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2년 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에 
대한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p

노인

건강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평소에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노인 걷기 실천율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노인 우울감
경험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노인 낙상 경험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연간 낙상 
경험자의 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49) -만 0세 완전접종률: DTaP 3회,IPV 3회, HepB 3회 및 BCG 1회 접종

-만 1세 완전접종률: DTaP 4회,IPV 3회, MMR 1회, HepB 3회,BCG 1회, Var 1회 접종

-만 3세 완전접종률: DTaP 4회,IPV 3회, MMR 1회, HepB 3회,BCG 1회, Var 1회, JE 3회(또는2회) 접종

50) 평소 음식을먹을 때 싱겁게 먹고, 조리된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나 간장을 전혀 더넣지 않으며, 전, 부침, 

튀김 등을 먹을 때 간장에 찍어먹지 않는다

51) 전기,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스포츠시설 등

52) 1분위: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분위: 월 가구소득 100-300만원 미만, 3분위: 월 가구소득 

300-500만원 미만, 4분위: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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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지표 수치 산출 식

보행로

안전성

보행영역 구분 지역 보행로 길이 / 지역 도로 총 길이

보행영역 장애물 
제거 보행로 장애물 개수 / 지역의 보행로 총 길이

보행 안전구역 
지정 보행안전구역 내 보행로 길이 / 지역의 보행로 총 길이

접근성 주거지도보권 내 
보행로

주거용도지역 400m 반경 내 보행로 총 길이 / 주거용도지역 400m 반경 내 도로 총 
길이

편리성
보행영역 연속성 지역의 각 보행로 길이의 평균

보행영역 벤치 
설치 벤치 등 휴게지점 400m 반경 내 보행로 총 길이 / 지역 보행로 총 길이

횡단
보도 안전성

횡단 안전노면 
처리 안전한 횡단보도53)/지역의 총 횡단보도 수

횡단 안전신호기 
설치 시각·청각 신호발생기 설치된 횡단보도 수/  지역의 총 횡단보도 수

횡단 안전시간 
확보 횡단신호 시간(초)/ 지역의 싷노기 설치 횡단보도의 횡단거리(m) (평균값)

(필요시)교통섬 
설치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수 / 지역의 횡단보도 총 수

횡단 가시성 확보 조명시설 설치 횡단보도 수 / 지역의 횡단보도 수

공원

안전성
공원이용안전확보 cctv 등 cpted 기법 적용 공원 수 / 지역의 공원 총 수

공원보행안전확보 공원 내 보차분리, 보행장애물 없는(극히 적은) 공원 수 / 지역의 공원 총 수

접근성

주거지 도보권 내 
공원 주거용도지역 400m 반경 내 위치한 공원 수 / 지역의 공원 총 개수

공원시설 접근성 
강화 공원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 또는 대중교통 정류장 설치 공원 수/　지역의 총 공원 수

편리성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공원의 안내도, 휴게지점, 운동기구 등의 시설설치 개수 / 지역의 총 공원 개수

정류장

안전성

정류장 안전시설 
설치 조명, 지붕 및 투명벽면 등 이용안전 조치된 정류장 개수  / 지역의 총 정류장 수

보행자 등과 충돌 
없는 정류장 유효 보행폭 확보한 정류장 수 / 지역의 총 정류장 수 

접근성

주거지 도보권 내 
정류장 주거용도지역 400m 반경 내 정류장 개수 / 지역의 정류장 총 수

정류장 표지판 
설치 정류장 주변 정류장표지 설치 수  / 지역의 정류장 총 개수

편리성

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벤치 등 대기편의 및 휴게시설 설치 정류장 수 / 지역의 정류장 총 수

정보알림시설 시각·청각 신호기, 교통정보안내 시스템 설치 정류장 수  / 지역의 정류장 총 수

공중
화장실

안전성 고령자 안전 
실내설비 고령자 고려 설계54) 공중화장실 수  / 지역의 공중화장실 총 수

접근성

주요시설 화장실 
설치 고령자 주요 이용시설 400m 반경 내 공중화장실 수  / 고령자 주요 이용시설 수

화장실 위치 
표지판 공중화장실 400m 반경 내 해당 공중화장실 위치 표지판 수 / 지역의 공중화장실 총 개수

편리성
고령자 편의설비 
설치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수 / 지역의 공중화장실 총 개수

고령자 고려 개방 지역의 공중화장실 개방시간

휴게
시설

안전성 휴게안전 확보 조명 등이 설치된 벤치 등의 휴게지점 수 / 지역의 휴게지점 총 수 

접근성 충분한 개수간격 
확보 보행로에 설치된 휴게지점 간 평균설치 간격

편리성

고령자 신체특성 
고려 팔걸이 등 설치, 열전도율 낮은 재질의 벤치 개수 / 지역의 벤치 총 개수

주요 지역 
휴게시설 설치 고령자 주요 이용시설 400m 반경 내 휴게지점 개수 / 고령자 주요 이용시설 개수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연구 (AURI, 2018)

53) 낙상방지 노면처리, 횡단의 시작·끝 지점 보도 턱 낮춤 및 촉각·색상 구분 등으로 처리된 횡단보도

54) 미끄럼 방지, 무장애 출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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