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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抄 錄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송 준 호

지도교수   백    진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20%이상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세대는 도시화로 인해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아왔기 때

문에 전원과 같은 환경으로 이주하여 살기보다는 친숙한 환경과 의료시설 및 문

화여가시설과의 접근성과 인프라가 뛰어난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거주(Aging in 

Place)하기를 원한다. 이런 배경에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이 설립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영리법인에 의한 수익성을 전제로 설립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중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형 노

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연계’에 초점을 맞춰 개방과 소통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내부적

으로는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커뮤

니티연계 활성화 계획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노인섬(the 

elderly island)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시설로서 발전해갈 수 

있는 세부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는 크게 내부커뮤니티연계와 외부커뮤니

티연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부/외부 커뮤니티연계를 통해 공동체성과 지역사

회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황과 입주자만족도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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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부, 외부커뮤니티연계를 저해하는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내부 커뮤니티

연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거시설에서는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문

제, 주거-부대시설에서는 가족 및 세대연계의 문제와 커뮤니티공간과 코어계획

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고 외부 커뮤니티연계에서는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문제,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과의 연계 문

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부재 등이 문제로 도

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연계현황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은 내부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1)연속보호 은퇴주

거단지(th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를 통한 거주의 지속

성(Aging in Place) 확보, 2) 55세 이상 노인1인 이상시 가족거주 가능과 영유

아시설/대학시설의 내부연계를 통한 세대교류, 3) 복도나 엘리베이터홀의 적극

적인 커뮤니티공간 활용과 자립시설/개호시설의 코어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외부커뮤니티의 연계를 위하여 1)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gated community에서 open community로의 전환 2) 지역사회시설과

의 적극적인 연계, 특히, 대학시설과의 연계인 UBRCs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ies)의 활성화 3) 시설의 복합화와 More than a Cafe 같은 cafe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일본의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활성화는 1)「자립+개호시설」을 통한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2)65세 이상 노인1인 이상시 가족거주 가능과 3세대교

류의 권장과 세대교류의 범위를 시설에서 지역으로 전개, 3) 복도나 엘리베이터

홀의 적극적인 커뮤니티공간 활용과 자립시설/개호시설의 코어분리를 통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외부 커뮤니티연계는 1) 부대시설(1층이나 최상층)의 적극적

인 지역사회 개방 2)지역사회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 특히, 세대가 공존하는 

intergenerational community의 지향 3) 시설의 복합화와 유우지적, 세컨드 라

이프살롱 같은 salon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현황과 외국의 시사점을 토대로 내부 커뮤니티연계와 외부 커뮤니

티연계의 계획방향을 제시 및 제안하였는데 먼저 내부커뮤니티연계를 활성화하

는 계획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시설과 함께 개호시설을 설치하여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에 대응하는 주거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CCAC(The continuing care accreditation 

commission)와 같은 인증 및 평가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둘째, 가족 및 세대연계의 강화를 위한 가족상주공간(가족실, 방문자실, 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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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주택, 타시설과의 복합화 등)의 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커뮤니티공간의 확보와 개방을 고려한 주거시설-부대시설, 자립시설-

개호시설의 코어분리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외부커뮤니티연계를 활성화하는 계획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닝(zoning)을 고려한 수평적 연계와 시설 영역별 선호하는 층을 고려

한 수직적 공간구성은 시설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증가시켜 개방과 연계활성

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HBRCs(hospital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대학교가 중심인 UBRCs(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종교단체가 중

심인 RBRCs(religion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비영리기관이 중심인 

NPFs(non-profit facilities)등의 적극적인 연계시스템과 국가적 차원의 보조나 

세금혜택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조 및 권장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시설영역별 연계를 총괄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교육-일-여가활동이 같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설과 프로그램이 제

공되는 커뮤니티센터의 설치가 요구된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적인 

커뮤니티연계를 통한 open community, intergenerational community, age 

friendly community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연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

뮤니티연계 활성화요소를 제시하고 계획의 방향을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제안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개방을 통한 커뮤니티연계시 

시설만족도, CCAC(the continuing care accreditation commission)을 통한 인증시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평가항목이나 시설수준의 등급화, 입주자특성이 자립/개

호시설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설복합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지침, 

UBRCs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ies)의 파생 문제들과 적용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조금 늦

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의 노인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主要語 : 도시형 노인복지주택, 커뮤니티연계, 거주의 지속성, 자립시설, 개호시설,

         커뮤니티센터

學  番 : 2003-3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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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선행연구고찰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현재 급속한 고령

화과정을 겪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UN의 분류1)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535.7

만 명으로 전체인구 4,887.5만 명의 11%에 해당함으로써 고령사회로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속도는 계속 빨라져 다른 OECD가입국가보다 급속도로 빠

르게 진행되고 있는데‘고령화 사회’에서‘고령사회’로의 진입기간을 살펴보

면 프랑스 115년, 미국 75년, 캐나다 65년, 스위스 52년, 영국47년, 일본24년, 

한국 19년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된 요인은 저 

출산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가장 대표적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

계획사업은 1980년대까지 잘 추진되어 인구증가억제에 성공하였으나 1990년대

에 들어서면서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미만으로 낮아져 2020년대에는 인구증가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UN의 정의-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한 국가의 인구 유형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

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미만인 국가를 유년 인구국(young population), 4~7%인 

국가를 성년 인구국(mature population), 7%이상인 국가를 노년 인구국(aged population)이라고 

함. 또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이상인 사

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이상,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20%이상인 사회를 각각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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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7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전체인구 32,241 47,008 48,138 48,875 49,326 48,635 42,343
65세이상 991 3,395 4,367 5,357 7,791 11,811 16,156
기대수명 61.9 76.0 78.6 79.6 81.5 83.1 86.0
구성비율 3.1 7.2 9.1 11.0 15.6 24.3 38.2

노년화지수 7.2 34.3 47.3 67.7 125.9 213.8 429.3
노년부양비 5.7 10.1 12.6 15.0 21.7 37.7 72.0

율이 0%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은 노인인구의 급속

한 증가를 들 수 있는 데 그 원인은 보건위생의 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 사망률의 감소 때문이다. 

다음 표는 노인인구의 증가추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01. 노인인구의 증가추이                 (단위:천명)

 * 주 : 1)노년화지수는 (65세이상인구/0~14세인구)x100

        2)노년부양비는 (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x100

 2005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어린이:노인=3:1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50년에는 어린이:노인=1:1로 변함으로써 급속한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가져

오게 될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는 현재 생산계층이 많은 항아리형에서 역피라

미드형 구조를 가져와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2) 

  

그림 1-01. 연대별 인구구조

이러한 고령화의 대표적인 문제들을 크게 나눠보면, 노인 부양에 대한 국민부

담의 증가,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노인주거시설의 부족, 국가경제 성장률 둔화, 

노인 일자리 부족,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등 다양하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새로마지플랜(2010)’등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2) 2006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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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3),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보미 바우처

서비스와 같은 복지서비스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는 노

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켰고 노인들도 자녀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감각적인 노인세대를 일컬어 통크족(TONK : Two 

Only No Kids)이라 칭하는 데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거부하고 노년의 부부가 독

립적인 생활을 즐기는 노인들로 이들은 새로운 경제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아래의 기사는 2010년 5월 2일자 조선일보 심층 분석의 내용이다.

-----------------------------------------------------------------
 10명 중 9명 “은퇴 후 자녀와 따로 사는 게 편해”

 “능력이 되면 따로 살 겁니다. 며느리 있으면 속옷 바람으로 집에서 왔다갔다  

하기도 불편하잖아요. 친구들만 봐도 처음엔 같이 살기도 하지만 결국엔 다 분가

합디다.”용인에 사는 자영업자 박모(54)씨는 현재 어머니(83)와 함께 살고 있

다. 하지만 박씨 자신은 나중에 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함께 살진 않겠다는 생

각이다. 자녀와의 동거(同居)대신에 독거(獨居)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박씨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따로 살아야 각자의 생활이 지켜질 수 있다”면서“대신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예전에는‘노후’라고 하면‘자녀에게 부양받는 생활’을 떠올렸다. 하지만 요즘

은 박씨처럼 나이가 들어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 

~

‘은퇴 후에 자녀와 함께 살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61.6%의 응답자가 ‘따로 

살고 경제적 도움도 받고 싶지 않다’고 답했으며‘경제적 돌봄은 받더라도 따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24.4%에 달했다. 결국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자녀

와 따로 사는 형태를 원한 셈이다.  

--------------------------------------------------------------------

그림 1-02. 은퇴 후 자녀와의 동거선호도

3)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11년도에는 387만 명이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였

으며 수급률은 57.5%였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4만원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18.4만원이하

다.(2011. 1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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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와 노인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노인복지주택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매우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율로 인해 기존의 정부주도형 노인복지주

거시설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느낀 정부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1993년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노인복지주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주도의 개발을 유도하였다.

90년대 민간주도의 노인복지주택은 전원이나 도시근교에 대부분 설립되었다. 

하지만 도시에서 자란 베이비부머세대나 도시의 삶에 적응한 노년세대는 전원이

나 도시근교보다는 활기차고 익숙한 환경의 도심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Aging in Place)을 희망한다는 것을 간과함으로써 저조한 분양율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민간업체들은 2000년 이후로는 도시형

이나 교통이 편리한 도시근교형의 노인복지주택을 설립하고 분양하기 시작하였

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수익성이라는 경영

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내부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체성이나 지역

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전제로 한 커뮤니티연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설립된 노인복지주택은 대부분 지역사회와 단절된 폐쇄적인 커뮤니티

(Gated Community)4)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시설의 고립화를 야

기할 수 있고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커뮤니티연

계’는 내부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상호보완과 교류를 통한 지역사

회연계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에 관련된 연구도 시설선호도나 계획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며 커뮤니티연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 커뮤니티연계  

계획시 참고할 만한 연구와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1.2 연구의 목적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노인복지시설 특히, 노인주거복지시

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

요하다. 특히, 도시화와 노인의 도시선호증가를 고려해 볼 때 도시형 노인복지

4)‘Gated Community’는 주거단지 입구에 게이트(Gate)와 단지 주변에 담(Fence)을 둘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단지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커뮤니티로 정의할 수 있다. 내부인의 안전과 프라

이버시를 지켜주는 장점이 있어 미국에서는 70~90년대까지 선호되었으나 현재는 주변 커뮤니티

와의 단절, 도시맥락의 파괴, 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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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정부나 지역사

회의 지원, 법적지원이나 세제 혜택, 시설과 서비스의 다양화와 복합화, 운영의 

전문화, 커뮤니티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공공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사람

들의 공동체인 노인복지주택도 커뮤니티연계가 중요한 계획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 요소 중‘커뮤니티연

계’에 초점을 맞춰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 커뮤니티연계를 통하

여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

하는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좀 더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필요성을 ‘Aging in Place’ 개념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커뮤니티 연계의 필요성과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서의 커뮤니티연계

를 고찰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입지적 유형으로 보면,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지형으

로 나눌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이 왜 필요한가를 사회

적 패러다임의 변화와‘Aging in Place’개념을 비롯한 다각도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 있어서 개방과 교류의 커뮤니티연계의 필요

성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시설·프로그램 측면에서 제시하고 도시

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를 고찰한다.

둘째, 서울지역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 중 대표사례를 선별하고 커뮤니티연

계를 내부 커뮤니티연계와 외부 커뮤니티연계로 분류하여 연계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

지 22개소가 설립될 정도로 증가했지만 아직 초기단계여서 이와 관련된 대부분

의 연구들은 실입주자들보다는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내부 커뮤니티연계와 

외부 커뮤니티연계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특히, 내부 커뮤니

티에서는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거주(Aging in Place)에 근

거한 주거시설의 연계현황, 가족 및 세대연계현황, 커뮤니티공간과 개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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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어계획의 현황을 살펴보며 외부 커뮤니티에서는 공적영역이라 볼 수 있는 

부대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의 연계현황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내부 

커뮤니티연계와 외부 커뮤니티연계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민간기업 주도의 미국과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역할분담으로 운영되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노인복지시설의 발전하여 왔고 앞서있어 적용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 두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현황을 내부커뮤니티와 외부커뮤니티로 나누어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우리나라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넷째, 외국의 시사점을 토대로 커뮤니티연계 활성화를 위한 요소를 중심으로 

내부 커뮤니티연계와 외부 커뮤니티연계의 방향을 제안한다. 

 3장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와 관련된 문

제점과 4장에서의 외국 현황의 시사점을 토대로 내부 커뮤니티연계와 외부 커뮤

니티연계 측면에서 개방과 교류의 커뮤니티연계의 계획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계획방향을 통하여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이 도심의 노인섬(The Elderly 

Island)이 아닌 지역사회에 개방되고 교류함으로써 상호 공존하는 관계로 발전

하길 기대하며 차 후 설립될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 계획을 위한 

지표로도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서울, 경기지역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한다. 

현재, 22개소의 노인복지주택 중 16개가 서울,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경우, 도시형보다는 도시근교형이 많아 제외하였다.

분석을 위한 대표사례 선정은 도시형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좀 더 대상을 한정

하기 위하여 시간적으로는 2000년 이후 개설한지 3년 이상이며 공간적으로는 서

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세대 규모는 100미만부터 400세대이상까지 다양화하였

다. 일반적인 입주의향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50~100세대를 선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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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주요 내용 비고
시간적 범위 개설한 지 3년 이상 연구범위를 만족시키는 노

인복지주택들은 비교적 안
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간적 범위 서울 도시지역, 대지면적 10,000㎡이내
세대수규모 100세대미만 ~ 400세대이상

입주율 50% 이상

표 1-02. 연구의 범위

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인 운영 측면에서 보면, 도시형의 경우 50~100세대

로 구성시 입주자의 입주비용과 관리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시설들은 200세대 전후로 제공되고 있으며 요양시설까지 포함하는 경우 200세대

를 넘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요소 중의 하나는 입주율로 입주율

이 50%이상을 만족하는 시설만을 선별하였다.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일반적 고찰은 연구 논문과 관련 서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문헌자료 외에도 통계청과 법제처 등의 웹사이트와 신문 기사를 비롯해, 

관련 실무자와 설계사무실 등의 자료를 통해 도면을 비롯한 1차 자료가 수집되

었다. 사례조사 및 분석은 도면과 현지답사, 그리고 설문조사와 만족도조사 자

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서적이나 연구자료, 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분

석하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대상과 범위, 

그리고 연구의 방법을 밝힌다.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2장. 도시형 노인복지주택과 커뮤니티연계의 이론적 고찰로 국내·외 연구 문

헌과 이론을 배경으로 노인복지주택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으

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으로 국한하여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등장배경과 필요

성, 계획요소 등을 고찰한다. 또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 있어서 커뮤니티연계

의 개념을 살펴보고 커뮤니티연계의 필요성을 신체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시설 및 프로그램측면에서 고찰하고 연계범위를 제시한다. 또

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의 이론적 틀로써 내부 커뮤니티연계

와 외부 커뮤니티연계로 분류하고 내부연계를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외부연

계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커뮤니티연계 활성

화를 통한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 지향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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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2장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시형 노인복지주

택의 시설현황과 커뮤니티연계 현황을 내부 커뮤니티연계와 외부 커뮤니티연계

로 나누어 분석한다. 내부 커뮤니티연계는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이 연관되며, 외

부 커뮤니티연계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이 연관되어 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부대시설은 6가지 영역(의료시설, 생활편의시설, 문

화여가시설,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시설, 외부공간시설)에서의 현황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4장.  3장에서 도출된 내부 커뮤니티의 문제와 외부 커뮤니티의 문제를 외국

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지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하

여 우리보다 앞서있고 비슷한 형태로 발전한 미국과 일본의 대표사례를 중심으

로 내/외부 커뮤니티연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5장.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개방과 교류의 커뮤니티연계를 위한 공간계획을 

제시하기 위하여 내부 커뮤니티연계요소와 외부 커뮤니티연계요소를 중심으로 

활성화방향을 제안한다.  

내부 커뮤니티연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을 강조하고 가족 및 세대연계성과 커뮤니티공간과 개방을 고려한 코어계획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외부 커뮤니티연계에서는 부대시설의 지역사회 개

방을 고려한 공간구성과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활성화,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으

로서의 커뮤니티센터의 계획을 제안한다.

 

6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 및 제시하고, 세부적인 커뮤니티연계 방안

을 제안하며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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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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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제 한 국 미 국 일 본
노인시설

무료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요양시설

특별양호노인홈
너싱홈

노인주택
유료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노인주택일반 규모 및 시설기준
외국노인주택

디자인·시설
서비스, 환경
외국노인주택

공영주택
지역노인주택
외국노인주택

기타
3대 동거주택
노인주거환경
노인여가시설

노인주거관련문제

노인주택정책
노인주거연구방법
노인주거관련문제

주거환경 및 생활
안전 및 신체특성

(피난행동, 생활동작
실내안전성)

1.3 선행연구고찰
1968년 대한 노인병학회가 설립되었지만 본격적인 노인관련연구가 이루어지

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 한국 노년학회의 창립, 1981년 노인복지법이 개정 공

포되면서부터이고 적극적으로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은 1990년대부

터라고 볼 수 있다.

노인문제의 연구 범주는 크게 사회학 분야와 건축학 분야로 나눌 수 있는 데 

사회학분야는 인구학적 관점, 가정학적 관점, 보건·의학적 관점, 사회 일반적

인 관점, 사회 복지적 관점(노인부양,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책 등)에서 진행되

었고 건축학분야는 양로원등 노인시설의 건축 환경과 주거현황, 노인전용주거

의 개발과 계획, 노인동거주택, 외국 노인주거시설, 노인 여가시설 및 주거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5) 미국이나 일본의 노인주거와 관련된 주요 주제

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노인시설, 노인주택 일반, 기타 노인주거관련문제 

등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3. 한·미·일 노인주거관련 주요주제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양로시설의 계획이나 환경개선에 대한 연

구가 많았다. 1989년에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에 추가되면서 노인복지주

택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1993년 민간기업체나 개인

도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졌으며 2000

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야를 나눠보면 ① 노인심리 및 행태 ② 노

인주거 현황 및 공간구성특성 ③ 주거계획 및 개발방향  ④ 선호도분석 및 거주

자 만족도  ⑤ 주거환경 및 평가 ⑥ 제도 및 정책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

5) 정무웅외1인, 노인주거 관련 연구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11호 통권

97호, 1996.11,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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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분야 연구내용
노인심리 및 행태6)

노인의 환경심리와 행태를 분석하여 건축계획에 적용하려는 연구들
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복지관을 대상
으로 대부분 진행되었다.

노인주거현황 및 
공간구성특성7)

1990년대에는 주로 공간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맞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다 2000년대에는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공간사용에 대한 
의식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용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와 특징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계획 및 개발
방향8)

노인주거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계획특성에
서부터 배치계획, 시설계획, 모델 및 개발방향제시에 이르기까지 매
우 다양하다.

선호도분석 및 
거주자만족도9)

미래의 실버타운 수요자가 될 예비 노인층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경향을 파악해 보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실버
타운 선호경향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은퇴 후 선택할 수 있는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검토하였고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주거환경 및 평가10)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이론과 노인주거시설의 실제적인 환경간의 
연계성을 연구, 분석하고 노인주거의 치유환경 서비스의 가이드라인
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평가한 후 그 문제점
을 도출하고 개선 및 활성화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도 및 정책11)
제도 및 정책에 관련된 논문들은 건축분야보다는 사회학과 관련된 
사회복지학이나 부동산학전공에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고 건축
분야에서는 주거관련 제도나 건축법,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다
루고 있다.

지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4. 노인복지주택관련 선행연구

6) 노인심리 및 형태 관련논문 : 

   김상숙,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가족

문화소비자과 박사논문, 2008.08

   정준수, 지역노인복지관에 관한 공간구성과 이용행태의 특성에 의한 건축 계획적 연구, 한양대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논문, 2006.02 

   신나리외1인,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행태분석에 의한 공간구성 및 건축요소 연구, 대한건축학

회 제6회 우수졸업논문전 수상논문 개요집 제6권 제1호, 2010, 04

7) 류현화외1인, 노인주거 연구경향 분석, 한국주거학회 제21권 제5호, 2010, p55 

   송준호외1인, 우리나라 도심형 노인복지주택의 현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10호, p71 

   최웅외1인, 실버타운 사례를 통한 공용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

권 제2호, 2006.04, p91 

   김영철외1인, 한국노년학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02, p115 

   정기남,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공간구성 및 규모계획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건축계획전공 

박사논문, 1998.02  

8) 주거계획 및 개발방향 : 

   이진혁외1인, 도시형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동향과 건축계획적 제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

문집 제21권 제3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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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심리와 행태부터 계획

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만을 생각해 볼 때 연구 사례가 부족한 편이며  

특히,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와 관련된 연구나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범위를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하고 개방을 전제

로 한 교류와 소통의 공동체성 강화와 지역사회연계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연계

의 활성화계획방향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가장 큰 차별성을 갖는다. 

   고완자, 한국 유료 노인주거시설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00.06 

   서기형, 도시형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모형개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9) 선호도분석 및 거주자 만족도 :

   권오정, 예비노인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경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제2호, p71 

   김기환외2인, 실버타운 부대시설 및 서비스 선호도 분석, 한국 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0, p279 

10) 주거환경 및 평가 :

   최은영외1인,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디자인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제23권, 

2009, p241 

   최영옥, 한국의 실버타운 운영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논문, 2005.02

11)제도 및 정책 :

   박신영외6인,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저출산 고령사회화위원회, 2006.01

   황성철, 서구 복지국가 노인주택정책의 특성과 동향, 주택보장과 주택정책 제3권제1호, 1998

    류현화외1인, 노인주거 연구경향 분석, 한국주거학회 제21권 제5호, 2010,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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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형 노인복지주택과 커뮤니티연계의

    이론적 고찰

2.1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개념과 필요성

2.2 커뮤니티연계의 개념
과 필요성

2.3 도시형 노인복지주택
    커뮤니티연계의 이론적 

틀
2.4 소결

2.1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개념과 필요성
 2.1.1 노인복지주택의 개념과 유형
1) 노인복지주택의 개념 

노인복지주택은 광의의 개념에서 본다면 노인주택의 한 형태라 볼 수 있으며 

노인복지법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버타운이

라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

다. 실버타운의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한국토지공사(1995)1)는 실버타운이란, “노인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노후

의 안정된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주거․의료․휴양 등 복합기능을 갖춘 주거단지

로서 유료양로․요양시설보다 큰 규모의 노인전용 복합시설단지”라고 정의하였다. 

권오정(2005)은 “여러 가지 노후의 주거대안들 중에서 일상생활에 자립이 가

능한 건강한 노인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생활서비스는 물론 여가 및 

취미 서비스, 운동 및 건강관리 서비스, 문화서비스 등을 지원해 주는 복합기능

의 노인주거단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인수(2006)는 “노인을 위한 의식주 및 문화시설, 기본 의료시설을 구비한 

1) 한국토지공사, 실버타운 개발 계획에 관한 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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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시 설 종 류

노인복지법
제4장31조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종류 정의 입소자격 및 특징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60세 이상의 자
․ 보증금(종신형/임대형)+월 생활   
비 납부/급식제공
․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개인
․ 시설규모 : 입소정원 5인 이상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가정형 그룹홈
(재가와 시설의 중간 형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계속생활 가능으로 정서적 안정
․ 5~10인 정도로 구성

노인
복지
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
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

․ 60세 이상의 자
․ 분양, 임대+월생활비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
․ 사업주체 : 건축업체, 개인 
․ 사업규모 : 30세대 이상

현대적 개념의 종합 노인주거시설이 집단으로 모여 형성된 지역으로서, 노인들

이 자녀로부터 독립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광범위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2)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보다 규모면에서 광범위

한 공간, 즉 단순한 노인전용 주거시설이 확대되어 단지나 지역으로 확대된 형

태라 할 수 있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의 정의를 ｢노인복지법｣ 제4장 31조에 근거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주택은“노인(60세 이상)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2-01. 노인복지주택의 정의 및 특징

표 2-0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2) 전영진, 실버타운 입주의향자의 입주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

논문, 2009.0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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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에 관한 업무 담당

  

노인복지주택은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3)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으로 구분하여 각 호를 정의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노인복지주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면, 

‘자립생활이 가능한 활동적인 노인(active adult)에게 취사가 가능한 독립

된 주거시설과 함께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의료영

역, 생활편의영역, 문화여가영역, 스포츠영역, 안전관리영역, 외부공간영역에

서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편안하고 안정한 생활을 보장하는 복합기능을 갖춘 시

설’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도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01.  노인복지주택의 개념도

3) 노인복지법 제4장 제31조. 2007.8.3 개정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개정 전에는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의 5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노인 장기 요양보제

도 시행에 대 비하여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을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

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개편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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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주택의 유형 

노인복지주택의 유형은 입지특성에 따른 유형, 주거형태에 따른 유형, 입주방

식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입지특성에 따른 

유형에는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지형이 있으며 입주방식에 따른 유형에

는 시설이용에 따른 소요비용 부담 방법에 따라 종신형(이용권형, 연금형), 임대

형, 분양형, 회원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입지특성에 따른 유형

① 도시형

도시형은 도시에 위치하기 때문에 종래 생활권이 연장되어 가족과 교류가 가

능하고 도시의 각종 편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입주를 희망하

는 수요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지가로 부지확보가 어렵고 이는 입주자의 입주부담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사업성으로 인해 건물이 고층화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근교형이나 전원형이 누리

는 자연환경의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 도시근교형

도시근교형은 도시형과 전원‧휴양지형의 중간 형태로서 이 두 형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도시와 가깝고 교통이 정비되어 있어서 도시에 기반을 둔 입주

자에게 유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전원‧휴양지형과 같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시설계획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그린벨트 등 건축제한지역이 많아 입

지선정의 어려움도 있다.

③ 전원‧휴양지형

전원‧휴양지형은 일반적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온천, 명승지등 관광요소

를 갖춘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관련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있다. 응급상황발생시 종합병

원 등의 의료시설이 멀고 교통이 불편한 점, 도시형의 장점인 생활권 연장의 어

려움, 가족 간의 교류 및 도시기능의 활용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있다. 각 유형

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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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형
입지
특성

· 대도시 교통이 편리한 곳
· 의료 및 공공, 상업시설의 
  이용편리
· 기존 생활권의 연장 가능

· 도시형과 전원휴양형의 중간  
  형태 
· 도심접근성 용이
· 조망, 일조권 확보용이

· 자연경관, 관광자원요소를 갖춘  
  지역
· 경관과 일조권 확보
· 가족, 도심생활권의 단절

시설
형태

· 토지비용에 의한 고층형
· 자립노인세대의 공동주택
· 생활편의시설 등의 복합시설

· 중, 저층 자립노인 단지
· 레저와 건강시설의 복합시설

· 중층 분산형 노인타운
· 농원, 밭을 통한 전원체험
· 레저와 건강시설의 복합시설

규모
구조

· 도시생활을 고려한 중소규모
· 최소 100인 이상을 수용 
· 최소대지면적- 2,000㎡이상

· 노인주거단지
· 200인 이상을 수용하는
· 최소대지면적- 7,500㎡이상

· 복합화시설을 고려한 대규모
· 300인 이상을 수용하는
· 최소대지면적-100,000㎡이상

교통
여건

· 대중교통접근용이
· 지하철과의 연계

· 도시에서 1~1.5시간 이내
· 고속도로, 국도, 전철연계

· 중소도시와의 연계
· 기존 국도, 지방도 연계

장점
· 기존도시기능의 활용
· Aging in Place
· 가족교류, 편의시설 용이

· 전원형의 지향과 통근가능
· 양호한 주거환경
· 토지가격의 적정성

· 낮은 토지가격
· 전원의 자연환경 영위
· 복합적 시설완비

단점
· 높은 지가에 따른 고사업비
· 신규적정부지확보 문제
· 일조권 등 자연환경 불리
· 입주보증금, 월생활비 고가

· 그린벨트로 인한 건축제한
· 부대시설이 필요
· 도시기능의 확산으로 지가
  상승폭이 높음

· 도시기능으로의 접근 불리
· 고립감과 단절
· 개발비용 및 시설운영비용의
  증가

선호
특성

· 여성과 건강한 노인
· 고령자일수록 선호도 감소

· 전체적으로 고르게 선호
· 고령자일수록 선호도 감소

· 고령자일수록 선호
· 개호(care)희망자 선호

표 2-03. 노인복지주택의 유형4)

(2) 입주방식에 따른 유형

입주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종신형, 임대형, 분양형, 회원권형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임대형이나 분양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① 종신형

입주자가 입주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종신에 걸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를 갖는 것으로 소유권은 갖지 않으나 일정기간 내에 사망 또는 퇴거할 경우 입

주기간동안의 사용료를 제외한 입주금을 반환해 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불가하고 생활비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사업자가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입주자의 거주권에 대한 법적보장이 

미흡하고 관리비 징수 시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

② 임대형

전세와 유사한 것인데 전세금에 해당되는 입주보증금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지

불하고 주거부분의 거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4) 한국토지개발공사, 실버타운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1995, p66과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실

버타운건립 타당성조사 분석 및 기본계획, 1997. 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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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장 점 단 점

종
신
형

종신
이용
형

· 입주금 일시 지급
· 종신이용권 획득
· 타인에 대한 양도/상속 불가

· 소유권 이전 불필요
· 준공시점에서 초기투자전액
  회수 가능

· 입주자의 거주권에 대한
  법정보장 미흡
· 관리비징수에 대한 마찰우려

연금
형

· 보증금 또는 종신 연금
  형태로 입주금 예탁 
· 보험에서 나오는 연금,
  배당, 보험금으로 충당

· 입주 후 추가부담 없음
· 투자액 조기 회수 가능
· 보험, 연금 등에서 비용부담

· 장기 인플레이시 예탁금
  변동의 어려움
· 입주자에게 추가비용의
  징수가 불가능

임대형
· 입주시 보증금 지불,
  임대형태로 계약후 입주
· 생활비 매월 별도 지급
· 사업주는 관리 및 운영
  전반 책임

· 계약 해지가 자유로움
· 입주초기에 많은 비용
  부담이 없음

· 투자비 회수 장기화
·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 상승 우려
·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입주자 퇴거 우려

분양형 · 건물의 소유권 획득
· 추가서비스는 별도 계약

· 부동산 소유권 획득
· 입주자 재산가치의 인정

· 건물의 개, 보수 및 증축
  시 문제

회원권형
· 초기투자비를 회원권 판매
  가격으로 충당
· 가격설정은종신이용권과동일 
· 회원가 10%명의 변경료로
  징수(90%는 퇴거시 반환)

· 소유권 이전이 없어
  약관으로 조정 가능
· 운영관리 측면에서 유리
· 관리비 징수가 용이

· 가격 상승분의 보장이 필요
· 운영회사의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야 함

별도로 계약을 맺어 서비스 제공비와 주거비를 매월 제공하는 방식이다. 입주자

는 입주 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퇴거시 부담이 

적고 계약해지가 자유로우며 입주 시 초기부담금이 적다. 반면, 물가상승에 따

른 임대료 상승의 우려와 월 이용료가 비싸 유동자산이 적은 노인은 입주가 어

렵다. 사업자는 사업의 안정성은 있으나 초기부담액이 크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진다는 점도 있다.

③ 분양형

분양대금을 지불하면 주거부분에만 한하여 소유권을 갖으며 노인계층에 한하

여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소유권은 갖지 않기 때문에 각종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월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며 시설의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속이나 양도 등에 제약이 있고 장래의 대규모 수리

와 재건축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

④ 회원권형

기본적으로 종신형과 같은 것으로 주거부분과 공용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골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매매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노인계층에 한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입주방식별 유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5)

표 2-04.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방식별 유형

5) 한국토지개발공사, 실버타운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1995, p6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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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980 1990 2000 2005 2011
전체인구 5,423,198 8,364,379 10,612,577 10,373,234 10,297,004 10,038,905
세대수 1,096,871 1,849,324 2,820,292 3,540,492 3,871,024 4,192,752

노인인구 100,176 207,953 362,653 560,446 735,902 986,596

 2.1.2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등장배경
도시에서 살아온 노인들은 조용한 전원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잘 적응하며 살

아온 활력이 넘치는 도시에서 다양한 의료 및 편의시설, 문화, 여가, 교육 프로

그램을 누리면서 동료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삶을 더 선호한다. 이러한 개념

이 “Aging in Place"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기존의 지역사회에 머무

르는 경우(aging in society)가 80%이상을 보이고 있다.6) 최근 도시 중심부에 

다수의 민간주도의 노인복지주택이 설립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

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업화로 인한 노인의 도시집중현상 증가

농경위주의 사회에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이동은  도시집중화뿐만 아니

라 노인인구의 도시 집중화를 생각해야하는 상황에 당면하게 되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총인구는 10,038,905명이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

구는 9.8%인 986,596명으로 11년 전인 2000년 560.446명보다 76%나 늘어난 수치

로 집계됐다.7) <그림 2-02>에서 보듯이 서울시 각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

율은 7∼1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노인의 도시화 현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년화되고 있는 중장년층이 사회적 서비스 특히, 주거환경과 교통

이 양호하고 의료시설, 복지 및 생활편의시설 등이 우수한 도시를 선호하는 것

이 큰 이유 중에 하나다. 2009년 우리나라의 도시화비율은 90.8%로 90%대를 넘

어섰으며 90년 79.6%보다 11.2%증가하였다.8)

        표 2-05. 서울시 인구통계 현황 (2011년)

2) 노인 부부/ 단독가구세대의 증가(핵가족화)

전통적인 노인부양체계 및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붕괴, 자녀세대와의 동거보

다는 독립적인 노년을 선호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부부세대나 노인단독세대

6) 이진혁외 1인, 도시형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동향과 건축계획적 제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1권3호, 2005년 3월, p.14 

7) 2011 서울시 통계연보

8) 2009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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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 서울노인 지역분포도 

가구수 2000 2005 2008 2010 2020 2030
전체 14,507,010 15,971,000 16,673,162 17,152,277 19,011,815 19,871,144

노인전체 1,733,525 2,432,247 2,785,312 2,982,240 4,231,578 6,410,665
노인부부 572,911 821,596 948,115 1,015,618 1,447,568 2,229,984
노인단독 543,522 776,996 930,572 1,021,008 1,512,082 2,338,354

노인수 2001 2005 2010
전체 노인수 585,805 711,775 1,007,572
독고 노인수 83,875 124,879 202,980

비율 14.3% 17.5% 20.1%

의 가구를 구성하는 핵가족화의 비율을 

높아지게 만들었다. <표2-06>에서 보듯, 

2008년 전체 가구수중 노인가구수는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노인부부

나 노인 단독가구 수는 67.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치수는 2030년 더욱 증가하

여 노인가구수는 32.3%, 노인부부나 노인 

단독가구 수는 71.3%에 달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9)

       표 2-06. 노인가구의 구성별 추계가구 (전국)

자녀세대와 동거하지 않고 노년을 보내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건강상의 문

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노인복지주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큰 규모의 주택보다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노인복지주택을 선호되고 있다.10)

                표 2-07. 서울시 독거 노인수 (2010, 통계청)

3)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유교문화의 영향아래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한 접촉, 그리고 자녀의 노부

모 부양을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여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주거문화, 즉 대

가족집단을 강조하고 개인의 독립성과 능력보다는 상호의존, 결속력이 강조되

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그 정도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인들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져오는 세대 간의 편리함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 

변화,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 등으로 자

9) 2008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10) 권오정, 예비노인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 경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권2호, 2005

년 2월,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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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빈 도(%)

 은퇴 후
 바람직한
 생활형태

 한 거주지에서 자녀와의 동거 10.7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자녀와 동거 4.4
 자녀 주변에서 독립적 생활 36.0
 시골 또는 휴양지에서 독립된 생활 39.1
 실버단지에 입주 6.7
 기타/ 시스템 결측값 3.1
 계 100.0

 노후에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부부 또는 혼자 77.3
 자녀 11.6
 친구 3.6
 형제 1.3
 기타/ 시스템 결측값 6.2
 계 100.0

 노후에
 생활하고
 싶은
 주거유형

 단독 주택 41.8
 빌라/ 타운하우스 19.6
 저층 아파트 21.3
 고층 아파트 12.0
 3세대 동거형 1.8
 기타 3.6
 계 100.0

녀로부터의 독립된 삶, 독립된 주거를 선호하게 되었다. 다음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부부 또는 혼자살고 싶다-77.3%)가 잘 나타나고 

있다.     

표 2-08. 노후선호주거에 대한 의식조사11)

4)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시장성

실버산업은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노인의 경제력 향상, 여

성의 사회참여 증가, 정년퇴직 제도의 도입12) 등을 사회적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그 규모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버산업은 201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3) 

일본의 경우, 2000년 38조 엔에서 2025년에는 무려 112조~155조 엔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도 민간소비 전체에서 고령자 소비비중이 30%에 이른다고 한다.14)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림2-03>에서 보듯이 실버산업의 시

장 규모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15) 특히,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시

11) 윤지영외, 실버타운 계획을 위한 의식 및 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

권 제1호, 2008.01, p56

12) 유현순,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숙면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박사논문,  2003년 12월

13)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연구보고서, 2006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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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전략 품목 시장규모(억원)
요양 재가요양 서비스 129

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진단서비스, 한방 의료기기 등 7,008
정보 홈 케어, 정보통신 보조기기, 노인용 컨텐츠 2,446
여가 고령친화 휴양지 24,387
금융 역모지기제도, 자산관리 서비스 10,407
주택 고령자용 주택개조, 실버고령자용 임대주택 5,871
한방 항노화 한방기능성식품, 화장품, 한양제제 등 10,188
농업 전원형 고령친화농업 테마타운, 친화귀농교육 3,383
합계 63,820

장규모를 외국의 경험적 조사결과에 의해 살펴보면,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주희

망자중 실제로 입주하는 비율은 입주희망추정치의 약10%로 보고되고 있다.16) 

따라서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357,000명으로 현실적인 입주시장규

모는 53,57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대비 약 1%로 수준17)임을 알 수 있으며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양로시설(11,906명),노인공동가정생

활(618명),노인복지주택(4,746명)을 합해도 입소인원은 17,270명으로 입주시장

규모의 약32% 정도에 그치고 있어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시장의 규모도 계

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도시형의 노인복지시설은 베이

비붐 세대 이후 노년화하는 장년층(예비노인)에서 더 큰 선호도를 보임으로써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03. 실버산업 연평균성장률 전망(2010~2020년)18)

        표 2-09. 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2010년 추정)19)

15) 이견직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보건복지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1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화성부지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1995 

17) 외국의 경험적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버타운 입주희망자중 실제로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비율은 

추정치의 약 10%로 보고되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화성부지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1995

18)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2006

19) 이견직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보건복지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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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경기지역
시설명 지역 개설년도 시설명 지역 개설년도

S-강서타워 강서구 등촌동 2003.03 노블카운티 용인시 기흥구 2001.05
클라시온 은평구 녹번동 2006.02 수동시니어타운 남양주시 수동면 2002.10

그레이스힐 강서구 등촌동 2006.11 S-분당타워 성남시 분당구 2003.08
후성누리움 강동구 둔촌동 2007.04 유승앙브와즈 파주시 탄현면 2003.12

노블레스타워 성북구 종암동 2008.01 엘펜하임 용인시 남동구 2006.12
S-가양타워 강서구 등촌동 2008,01 벽산블루밍더클래식 하남시 신장동 2010.08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원구 중계동 2008.06
골든팰리스 종로구 무악동 2008.08
정동 상림원 중구 정동 2008.11
하이원빌리지 용산구 한강로 2009.05

 2.1.3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필요성: Aging in Place

노인복지주택은 입지 특성에 따라 크게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지형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는 노인들은 공기 좋고 조용한 환경의 장소를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원형

이나 도시근교형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저조한 입주율로 대부분 실패하였다. 

도시에 근거를 두고 살아온 노인들도 도시를 선호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도시 선호는 최근에 계획되거나 설립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교통이 

편리하고 종합병원이 근접한 도심에 설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표 2-10. 최근 노인복지주택의 설립현황(2010년 12월 기준)

1) Aging in Place/ Aging in Community20)

노년기에 들어서면 새로운 환경이나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익숙한 과거에 집착하기 쉽다. 오랜 세월동안 개인적인 경험과 추억을 저장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주택에서 계속적으로 늙어

가기를 희망하는 데 이를 ‘Aging in place’라 칭하며 노년화 될수록 이러한 

성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유엔의 권고안(고령화 관련 국제 행동계획과 노

인을 위한 유엔원칙 권고 19조,22조,2002)을 살펴보면, “가능한 오래 동안 노

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적합하게 리모델링 및 개량을 위한 법

20) www.ageinplace.com

    Aging in place is a term used to describe a senior living in the residence of their 

choice as they age, while being able to have any services (or other support) they might 

need over time as their needs change, for as long as they are able.

   노인주거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인 추세는 “Aging in Place", 혹은 ”Aging in Society" 즉, 

기존 삶의 터전에서 지속적으로 오래 머물게 하자는 정책 방향이다.

   제갈 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Aging in Place"의 개념으로서의 노인용 코하우징 계획안, 홍

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논문, 2004, p15

   Battisto, Dina G, Environmental Influences on aging in place, University of Michiga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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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거주공간 백분율(%) 선호하는 거주공간 백분율(%)
개조한 현재 주택 30.4 요양시설 7.7

서비스부가 고령자전용주택 28.6 양로시설 7.4
고령자 전용주택 25.9 계 100.0

령을 마련해야 하며” 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산

다는 것은 신체적 독립성과 함께 경제적 독립성을 확인하고 나타내는 것이며 특

히, 자신에게 친밀하고 호의적이며 적응하고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은 사회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Jeffrey W Anderzhon(2007)이 미국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은퇴주

거시설인 The Hallmark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주 후 평가(P.O.E)21)를 

보면“멋진 전망이 있는 곳에 정착하게 되면 거주자는 병약해지고 보호가 필요

하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한다”고 한다.

표 2-11. 노후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선호하는 거주공간22)

이러한 성향은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부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베

이비부머는 대체로 전쟁이나 불경기가 끝난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안

정된 상황이 지속되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베이비 붐(baby boom)’시대에 태어난 사람

들로 나라에 따라 연령대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

난 7200만 명, 일본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출생한 806만 명이 베이비 붐 세

대에 속하며 우리나라는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3만 명이 여기에 해

당된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젊은 세대를 보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후도 

계속적으로 도시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이들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은 낯선 환경에 새로이 적응하기보다는 의

료, 문화적 혜택이 다양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에서 독립적으

로 살기를 바라며 또한 살면서 익숙해진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길 희

망한다. 자택에서 계속거주, 시설→시설 내부이동을‘Aging in Place’의 좁은 

의미라 한다면 자택→지역시설, 시설→지역시설은‘ Aging in Place’의 넓은 

의미로 지역사회(community)를 포함한다. 

21) Jeffrey W Anderzhon, Ingrid L Fraley, Mitch Green Design for aging post-occupancy 

evaluations : lessons learned from senior living environments featured in the AIA's 

Design for Aging Review, Hoboken : John Wiley & Sons, 2007.

22)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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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내용 장소 시간 대상자 서비스기관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가사지원 취사, 장보기, 청소, 생필품
구매, 세탁, 관계기관 연락

집
주1일
(3.3
시간
/1일)

무료
실비
유료
(예산
지원
없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개인활동

지원
식사시중,목욕,외출동행,의복교

환,신체청결,용변수발 노인종합복지관
정서지원 전화및방문, 말벗, 편지써주기,

생활상담서비스 서울시 가정도우미센터
노인 자립생활 상담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노인 수발자 상담 및 교육 사회복지관무위탁노인 결연사업

주간
보호
사업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지원서비스

기관
주5일
(6시간
/1일)

무료
실비
유료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등 여가생활 서비스

지역사회복지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이용노인 가족상담교육

단기
보호
사업

목욕, 식사, 작업치료, 물리치료
기관 45일

이내
무료
실비
유료

단기보호시설건강점검
교육프로그램
취미프로그램

가정
봉사원
양육교
육사업

양성교육과정
기관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보수교육과정

그림 2-04. Aging in Place의 개념도   

‘Aging in Place’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 살고 있는 장소에서 

병들거나 보호가 필요할 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에서는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단기보호 사업을 통해 재가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1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23)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노인의 자

립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주택개조서비스가 없는 실정이어서 노후화된 주택에서 

23) 조인숙외 2인, 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8권 제1호, 2007,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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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Aging in Place’ 개념의 큰 특징은 노인이 살고 있는 주택뿐 아니라 

주택이 위치한 커뮤니티, 나아가 사회구조적으로 노인이 해당 주택에서 노후생

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다는 것이다.24)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를 위한 의료지원서

비스도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안전에 대한 문제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제공도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의 삶을 마감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도시의 삶에 익숙한 사람이 도시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가 가능하도

록 하려면 의료적인 지원이나 주택개조서비스와 같은 시스템이 제공과 함께 도

시형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시설의 제공도 필수적이다. 또한 도시형 노인복지주

택 입주자가 건강상태에 따라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계획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2) 종합의료시설과의 접근성과 문화여가의 편리성 

뇌∙심혈관질환(뇌출혈, 뇌졸중, 심근경색)과 암, 당뇨 등의 질환은 시간과 정

밀한 진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에 근접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도 종합병원이 근접하여 연계가

능한 도시형이 선호되고 있다.25) 

표 2-13.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병원 연계현황

명칭 위치 연계병원 자연환경
클라시온 은평구 녹번동 클라시온 상생클리닉 녹번서공원, 은평문화원

SK그레이스힐 강서구 등촌동 신촌 세브란스병원 허준공원, 월드컵공원,한강시민공원
S-강서타워 강서구 등촌동 강서 송도병원 우장산
노블레스타워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 안암병원 홍릉수목원, 개운공원, 북한산
하이원빌리지 용산구 한강로 중앙대 용산병원 용산민족공원, 가족공원, 효창공원
정원속 궁전 분당구 정자동 분당 서울대병원 정자공원

또한, 도시의 다양한 문화여가서비스의 제공도 선호요인 중 하나로 노인들도 

활력이 넘치는 도시에서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 여가, 교육 프로그램을 누리

면서 동료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삶을 더 선호하고 있다. <표 2-14>는 이러한 

24) 김석경,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지향하는 미국의 노인 주택 계획 -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집, 한국주택학회 논문집, 주택과 사람들 224, 2008, p 68-71

25) 이인수, 노인주거와 실버산업, 도서출판 하우,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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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적당한 분양가 1 4.8 2 8.0  0  0 3 10.0 2 5.3 1.3 4.1
편리한 교통 6 28.6  0 6 17.1 30 71.4 4 13.3 8 21.0 9 28.3

자녀와의 근접 0 0  0 2 5.7 1 2.4  0 1 2.6 0.7 2.2
적당한 월이용료 1 4.7 3 12.0 1 2.9  0 3 10.0 2 5.3 1.7 5.3

좋은 환경 1 4.7  0 3 8.6  0 5 16.7 2 5.3 1.8 5.7
편리한 부대시설 6 28.6 5 20.0 15 42.9 8 19.1 7 23.3 15 39.5 9.3 29.2
근접한 종합병원 3 14.3 6 24.0 2 5.7  0 6 20.0 2 5.3 3.2 10.1
자녀로부터 독립 3 14.3 9 36.0 6 17.1 3 7.1 2 6.7 6 15.7 4.8 15.1

합계 21 100 25 100 35 100 42 100 30 100 38 100 31.8 100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26) 

표 2-14.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을 희망하는 이유

희망 이유 비율(%) 희망 이유 비율(%)
자녀에게 폐 끼치기가 싫어서 35.7 가사노동이 어려울 것 같아서 6.8

부대시설이용 등 편리성 때문에 31.2 배우자 사별 등 외로워서 3.2
비슷한 노인들끼리 모여 살려고 13.6 기타 2.7

의료 혜택을 받기 때문에 6.8 계 100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

하여 서울 시니어스 강서타워는 편리한 부대시설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클라시

온은 자녀로부터의 독립된 생활을, 그레이스힐은 편리한 교통을, 노블레스타워

도 편리한 부대시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노인복지

주택을 선택할 때 부대시설과 편리한 교통을 가장 중요한 선택요소로 보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내며 그 만큼 부대시설의 계획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2-15. 현재 거주 노인복지주택 선택 이유27)

3)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부족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 할 수 있는‘유당마을’28)이 수원 장

안구에 1988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이후  많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설립되었지만 

대부분 전원‧휴양지형이나 도시근교형으로 지어졌고 도시형의 노인복지주택은 

26) 윤지영외3인, 실버타운 계획을 위한 의식 및 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

권1호, 2008년 1월, p.57 

27) 송준호,심우갑, 우리나라 도심형 노인복지주택의 현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

계, 제26권 제10호, 2010.10, p76

28) 대지면적-11,306㎡(3,420평), 건축면적-4,965㎡(1,502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53-162㎡까지 

8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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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2009 2010 2011
시설수 인원수 시설수 인원수 시설수 인원수

노인주거복지시설 36 3,880 30 2,462 41 5,676
서울시 노인인구 ‐ 890,052  ‐ 935,757 ‐ 1,002,770

비율 ‐ 0.4% ‐ 0.3% ‐ 0.6%

최근 들어 선호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주거복지시

설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6. 서울시 노인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2010.12.31기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서울시의 노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00만을 넘어

서고 있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노인인구대

비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

울, 경기지역의 노인복지주택의 좀 더 구체적인 현황은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1.4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시설계획요소
1) 노인의 특성과 행태를 고려한 주거환경계획

주거환경이 노인에게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파(Parr)의 상호작용29)을 살펴

보면 그 중요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0)

① 환경은 노인들이 감각적으로 정상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   

     을 한다.

② 이동성과 접근성이 좋은 적절한 물체의 배치는 노인이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여 자율적이며 능동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③ 환경의 쾌적성과 물체의 합리적 운용은 장애의 가속화를 막을 수 있으   

     므로 중요하다.

④ 환경은 정신적 기능(인지, 사고, 기억, 학습)의 도구역할을 할 수 있다. 

   주거환경은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시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 여기서는 커뮤니티연계와 관련된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계획요소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특성의 고려한 주거계획요소 

29) Parr, J.L., "The Interaction of Persons and Living Environmen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1980, p393-406

30) 천진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디자인, 집문당, 2009, p24-25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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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화 특징 고려 사항 계획 요소

사회
적
특성

사 회 참 여
의 변화‧
사 회 적 지
위와 역할
의
변화‧
경제능력
변화 

긴 여가시간
(직장으로부터 은퇴)
역할축소
(전통적지위 상실)
수입절감
(경제력 상실, 저하)
(핵가족화, 가족형태 
변화), 사회적 고독
감, 허무감, 역할상실
감(행동반경 축소, 
배우자 상실)
젊은 세대와의 문화
적 차이(갈등,세대차)

지역사회로의 개방, 
주택서비스 제공
취미활동, 여가선용 장소
계획(클럽 활성화, 취미,
오락 등) 소일거리제공,
취업기회부여
새로운 정보제공, 
취업지도 (재교육)
주거 및 주거시설의 다양화, 
가족적 분위기 조성
교육 (교양) 기회 부여,
각종 상담실시

각종서비스 시설로 심리적 안정 
확보, 지역사회 교류 확대
여가시설 조성
(취미, 오락의 교류공간)
접객, 집회공간, 노인인력은행
노인주거ㆍ거주시설, 유ㆍ무료
실버시설, 복지회관, 노인정, 각
종 서비스, 종교 시설
사생활공간의 프라이버시 확보
공동생활지도
사적공간 확보 (수납공간)
교육공간, 상담실, 노인상담소

디자인 고려사항 내 용
Regnier
&
Pynoos

거주 만족성
(Resident satisfaction)

유지관리, 운영, 안전, 심미, 단위세대 디자인은 자립노인주거에
서 거주 만족성에 가장 영향력있고 강력한 요소이다. 

사회적 교류
(Social interaction)

노인들은 주거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교류와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가활동, 사

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의 설치와 프로그램의 운영이 노인주

거 계획시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교류를 높일 수 있도록 

건물 내‧외부에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자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표 2-17. 노인의 사회적 특징과 주거계획요소

(2) 노인의 행태를 고려한 디자인 고려사항

레이니어와 파이누스(Victor Regnier & Jon Pynoos)는 남가주대학(the Univ.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노인 시설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로 1987년에 

노인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저서 “노인주거시설의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정책 고

려사항"를 출간31)하였다. 그들은 거주 만족성, 사회적 교류, 관리, 감각기관 고

려, 생리적 제한, 길찾기를 노인행태를 고려하는 디자인 고려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8. Regnier & Pynoos의 노인 행태를 고려한 디자인 고려사항

31)Victor Regnier & Jon Pynoos, Housing the Aged: Design Directives and Policy 

Considerations, Elsevier Science Publishing Co.,Inc. p4

   이 책에서는 노인건축 환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노인인구와 관련된 주택, 건설업, 도시계

획, 디자인의 각 전문분야의 글을 한곳에 모음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연구 분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디자인 고려사항은 1987년 이전에 Carp와 Cranz를 비

롯한 미국의 저명한 학자 16명이 연구한 주제들을 추출하여 6가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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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설명 영역 비고

서울

GP시설 의료·간호/ 생활/ 사회복지/ 운동/ 식사
CL시설 의료·간호/ 생활편의/ 문화여가/ 안전관리/ 건강식사
GS시설 의료·간호/ 생활편의/ 문화여가/ 건강관리/ 안전관리/ 건강식사
GH시설 의료/ 생활편의/ 사회복지/ 건강/ 건강식사 
NT시설 의료·간호/ 생활편의/ 사회복지/ 질병예방운동/ 안전관리/건강식사
GY시설 의료·간호/ 생활편의/ 문화여가/ 건강관리/ 안전관리/ 건강식사

경기
SN시설 의료/ 생활/ 문화여가/ 스포츠/  
BD시설 의료·간호/ 생활편의/ 문화여가/ 건강관리/ 안전관리/ 건강식사
EF시설 건강·의료/ 생활(식사, 생활편의, 안전관리)/ 문화여가/ 평생교육 
HT시설 의료/ 생활편의/ 취미·문화/ 스포츠/ 

관리(Management) 장비의 기술적 이해, 회계능력, 사회적 지출, 상담 능력
감각기관 고려

(Sensory aspects)
미각을 비롯하여 촉각, 시각, 청각 등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며, 
이러한 감각이 감쇠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생리적 제한
(Physiological constraints)

물리적인 환경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장비, 가구, 그리고 
디자인 디테일 등에 대한 물리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길찾기(Way-finding) 새로운 건물을 사용할 때 길을 잃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인복지주택의 계획요소

노인복지주택을 계획하려면 사용자를 위한 시설과 공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설을 크게 분류한다면 주거시설, 부대시설(외부공간시설포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거시설은 주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주요소로는 현관, 거실, 침

실, 주방, 화장실(샤워실), 발코니 등이 속한다. 

노인복지주택 내·외부 이용자의 공적활동이 이루어지고 교류와 소통이 가장 

활발한 장소는 공용의 성격이 강한 부대시설이다. 따라서 부대시설의 계획요소

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조금씩 다르게 부대시설을 분류하고 있는 

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19.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영역별 분류

사례에서 보듯이 각 시설들을 조금씩 다른 분류를 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 

스포츠시설을 생활편의시설로 분류하기도 하고 문화여가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분류하기도 하고 있어 정확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중복되는 영역을 좀 세분화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부대시설의 영역별로 나눠보면, 의료시설, 생활편의시설, 문화여가시설, 스

포츠시설, 안전관리시설, 외부공간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문화여가시

설에는 교육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고 건강 식사는 생활편의시설에 포함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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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외부공간시설(조경, 데크, 정자, 정원, 주차장등)은 부대시설로부터 따

로 분리시킬 수도 있지만 부대시설의 일부로 볼 수도 있으므로 부대시설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시설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료 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입주하신 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입주자

가 응급 상황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주거시설에는 비상 호출 시스템, 무동작 감

지 센서 등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추고 있다. 비상 호출 시스템은 방, 거실, 욕실 

등에 비상벨을 둠으로써 긴급 상황 시 의료진이 바로 알 수 있다. 버튼을 누르

면 의료진 모니터에 사고가 발생한 방의 호수와 인적 사항 개인 질환 등 기본 정

보가 뜨고 상주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집 안

에는 무동작 감지 센서도 설치되어 있어 일정 시간(1~2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

지되지 않으면 경보가 작동된다. 일부 노인복지주택은 휴대용 위급 호출기를 지

급해 주기도 한다. 부대시설로는 내부에 간단한 응급조치나 건강관리를 체크할 

수 있는 클리닉센터나 소규모 입원실과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종합

병원과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병원이 멀거나 운영주

체가 병원일 경우에는 내부에 병원을 설치하고 외부에 개방하기도 한다. 

(2) 생활편의시설

생활편의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노인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식당이다. 식당은 일정 시간대에 일시적, 집중적으로 몰리고 외부의 방문자

들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이 요구된다. 

식당외의 시설들을 살펴보면, 프런트 데스크, 게스트룸, 사우나32)(찜질방), 

편의점(마트), 약국, 세탁실, 미(이)용실, 유아놀이방, 근린생활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주변에 큰 마트나 상가가 없는 경우, 또는 상권이 좋은 경우에는 근린

생활시설의 비율을 높이고 1층에 위치시켜 외부에 임대를 주어 수익사업으로 운

영함으로써 입주자와 시설 경영자가 동시에 혜택을 보기도 한다.

(3) 문화여가(교육)시설

페르난도 트리아스 데 베스의 풍자소설‘시간을 파는 남자’를 보면, 주인공 

32)사우나시설을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넣는 경우도 있으나 사우나(찜질)는 스포츠라기보다는 일상

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설이므로 생활편의시설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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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남자 여자 평균
자원봉사활동 17.9 14.6 16.0

종교활동 21.2 35.4 29.3
자아개발활동 29.6 20.8 24.6

여가 및 취미활동 34.1 32.5 33.1
근로활동 48.9 28.1 37.0

TC는‘당신을 위한 완벽한 자유시간 5분’이라는 상품을 플라스크에 담아 $1.99

에 판매하여 성공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데 작가는 결론에서 

여가시간은 늘어났지만 진정한 자유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꼬집고 있다.

여가를 그리스어의 어원에서는‘scole(자기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행

위)’이라 하여 단순히 남는 시간을 한가롭게 보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

다.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1)신체적 건강의 증진, 2)사회적 접촉기회의 

제공, 3)노후 삶에 대한 사기 및 만족감의 증진, 4)노인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

기 신체에 대한 자신감 부여, 5)유용감과 자기가치성의 확인, 6)자율적인 생활

에 대한 기술과 기능의 증진, 7)재미있고 즐거운 삶 등을 얻을 수 있

다.(Leitner & Leitner, 1985) 이처럼 여가활동은 삶의 질과 만족감을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다양한 시설들을 포함한다. 

동호회 활동을 위한 취미실, 도서실, 영화(음악)감상실, 컴퓨터실, 다목적

실, 노래방, 갤러리, 오락실 등이 주된 계획요소가 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에 대한 조사33)에서도 근로활동 다

음으로 여가 및 취미활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0.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조사                   (단위:%)

* 희망 정도를 5점 척도로 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응답비율임. 

이처럼 여가 및 취미시설 내에서 교양강좌, 컴퓨터나 어학교육, 영화감상, 음

악감상,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종교활동 등이 진행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소극적으로 변하기 쉬운 노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성을 강

화하게 된다. 

(4) 스포츠시설 

스포츠시설에는 크게 휘트니스센터, 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탁구장, 

운동처방센터, 샤워실 등이 포함되며 외부에는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

스장 등이 설치된다. 운동은 노인들에게 있어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타인과의 접

33) 보건복지가족부, 2008노인실태조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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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5. 수원 유당마을 외부공간
 

촉기회를 높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골프를 선호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들은 주변의 C.C

(컨트리클럽)와 협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권 소지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시설 내부에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를 설

치하여 필드를 대신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안전관리시설 

안전관리시설은 사무실이나 관리실, 방재실(MDF), CCTV관제실, 당직실 등 주

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들로 직원용 식당이나 직원 락커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CCTV관제실의 경우, 노인들은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CTV관제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6) 외부공간시설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주된 요소는 정원

(조경), 데크, 정자, 그리고 외부주차장 등의 

시설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서는 계획하기 

어렵지만 대지규모가 비교적 큰 도시근교형이

나 전원∙휴양지형에서는 텃밭이나 원예농장, 

조각공원과 같은 테마파크 등의 시설을 설치하

기도 한다. 외부공간은  단순한 산책을 하거나 

바람을 쐬는 소극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공동

체의식을 함께 느끼며 사회성을 강조하는 적극적 공간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시형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옥상정원이나 중정, 필로티 등의 요소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조경시설과 더불어 입주자나 방문자를 위한 정자, 파고라 등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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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계획요소 프로그램(서비스)
주거시설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샤워실), 발코니 청소, 침대시트교체, 방역, 

세탁, 식사 및 주방정리 

부
대
시
설

의료시설  클리닉센터, 입원실, 수술실
종합건강진단, 병원연계,
간변 및 건강상담, 입원비 
할인(가족포함)

생활편의시설
 프런트 데스크, 접객실, 커피숍, 게스트 룸, 
 식당, 내부정원, 사우나, 찜질방, 편의점,
 약국, 세탁실, 미(이)용실, 유아놀이방, 
 근린생활시설, 세탁실, 상담실

1일3식서비스(맞춤식, 웰빙식), 
우편물, 민원상담, 셔틀버스, 
프런트 데스크, 

문화시설
 갤러리, 컴퓨터실, 영화(음악)감상실,     
도서실, 다목적실, 노래방, 취미(동호회실),
 종교실, 노래방, 오락실

수지침, 음악치료, 제테크 
등 교육 및 교양강좌, 
유명강사특강, 대학연계교육,
레저(여행, 콘도회원권)

스포츠시설  휘트니스센터, 수영장, 골프연습장, 샤워실
 당구장, 탁구장, 베드민턴장, 운동처방센터

골프회원권, CC연계시스템,
단전호흡, 스포츠마사지,
운동치료시스템

안전관리시설  사무실, 관리실, 방재실(MDF), 직원식당,
 당직실, CCTV관제실, 직원락커룸

CCTV관제시스템, 각종감지기
(재실유무, 가스, 건강이변),
위급호출시스템 

외부공간시설  조경, 데크, 정자, 지상주차장, 옥상정원 산책 및 휴식, 운동

   

그림 2-06. 노블카운티의 산책로 및 내부연못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1.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계획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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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개념
생물학적

관점
같은 환경을 공유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체의 모임으로 인간사회에서는 의도, 믿음, 
자원, 선호, 욕구, 위험과 많은 상황들이 나타나거나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참여자
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영향을 준다.

사회학적
관점

전통적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며 때로는 지리적
인 장소를 공유하면서 공통의 가치와 사회적 연대로 구성된 모임을 언급하기도 한다. 일반
적으로 가정보다 큰 사회적 단위로 언급한다. 

2.2 커뮤니티연계의 개념과 필요성
 2.2.1 커뮤니티의 개념과 구성요소
 커뮤니티(community)는‘함께’를 의미하는‘cum’과‘의무나 책임’을 의미

하는‘munus’,혹은‘함께’를 의미하는‘cum’과‘하나’를 의미하는‘unus’

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유래되었다.(Fernback & Thompson,1995)

커뮤니티는 사전적으로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데 상호간의 의무에  

기반을 둔 개인들의 모임 혹은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개인들의 

모임을 의미한다.34)  크게 생물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2. 커뮤니티의 개념35)

커뮤니티와 비슷한 개념으로‘근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데 근린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까이 거주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근린은 단순히 공동

주거 또는 이웃 간에 일상적으로 대면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보다 좁은 지역을 

의미하는 반면, 커뮤니티는 하나의 도시보다는 적지만 근린지역보다는 넓은 지

역에서 강한 지역적 정체성과 집단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폭넓은 사회적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Mumford, 1954)36)

캐나다의 사회학자 M.G.Ross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요소를 지역성, 공동체

성, 유기체성이라고 보았다.37) 

34) 김상욱, 온라인 커뮤니티의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산경논집, 제19권 제1호,  

2004.2

35)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36) 천현숙,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주택

연구, 제9권 제1호, 2001, p150

37) Murray George Ross, Case Histories in Community Organizations,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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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내 용

지역성
정비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특정 공간을 기반으로 하며, 물리적인 측면
의 범위 및 지역에 대한 인지도 등을 뜻하며 물리적 경계선만이 아닌 심리적 경계선도 중
요하게 고려된다.

공동체성
주민들의 접촉을 유도하고 관계를 맺는데 관련되는 공간이나 시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
들이 느끼는 동질감, 소속감 등을 포함하며 사회적 유사성이나 공통의 관념 등의 특성이 
포함된다.

유기체성 지역의 경제적 자족성과 지역생활의 만족성 및 그와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다.

표 2-23. 커뮤니티의 구성요소

사회학자인 힐러리(George A. Hillery)는 커뮤니티를 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지역(territorial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통의 유대(common ties)를 언급하고 있다.38) 

이 두 사람의 정의는 커뮤니티의 요소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데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Ross와 Hillery가 언급하고 있

는 지역성과 지역은 물리적 장소나 환경을 공유하는 지역 커뮤니티(local 

community)로써의 성격이 강하다. 과거의 커뮤니티는 이처럼 물리적 장소를 공

유하는 지역 커뮤니티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지역 커뮤니티와 더불어 사이버공

간에서 공유되는 네트워크 커뮤니티(network community)나 디지털 커뮤니티

(digital community)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네트워크 커뮤니티나 디지털 커

뮤니티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이나 공간

의 제한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Edelman Digital사의 부사장인 David 

Armano는 디지털 커뮤니티의 4C를 ‘Content(컨텐츠)’, ‘Context(문맥)’, 

‘Connectivity(연결)’ 그리고 ‘Continuity(지속성)’로 보고 이 4가지 요소

가 성공적인 커뮤니티의 필수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2-07. 디지털 분야의 커뮤니티 구성요소

38) George A. Hillery,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ety, Vol.19-2, 

1995,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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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통적인 커뮤니티는 지리적인 접근성을 전제로 한 지역성이 강한 요

소였다면 현대의 커뮤니티는 도시와 사회구조의 변화, 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커뮤니티까지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티는 인종, 지역, 나이, 성별, 직업, 지식수준 

등에 관계없이 형성되며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차단하거나 회피할 수 있기 때

문에 낮은 책임감과 소속감, 익명성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익명성은 지역 커뮤니티와 같은 지속성(sustainability)이나 결속력

(cohesiveness)을 약화시킬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컴퓨터나 이동전화와 같은 통신수단을 통한 교류와 소통이 취약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면(對面)적 지역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체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2.2 커뮤니티연계의 개념과 필요성
1) 커뮤니티연계의 개념

연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 

또는 그 관계’(네이버 국어사전)라 정의하고 있다. 즉,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함께 나눔, 공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서 유료화39)된 이후 지금까지 노인들만

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개방은 영역의 침범

처럼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 

한 예로, 1990년대 한창 번창했던 미국의 은퇴주거단지(retirement community)

는 최근 들어 그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데 그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특정(부

유층) 노인들만 모여 사는 폐쇄형 주거단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의 전 법무부장관이자 브레멘시의 시장이었던 헤닝 쉐르프40)는 그의 저

39)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3호로 일부개정

   1993년 12월 27일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또다시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경제행정

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다. 

40) 헤닝 쉐르프(HENNING SCHERF)

   1938년생. 25살의 나이에 독일 사회민주당에 입당하여 1975년 브레멘 시의회에 진출하였고, 교

육 장관 및 법무장관을 역임하였다. 1995년 브레멘 시장에 당선되었고, 이후 화려한 정계활동을 

한 독일의 저명인사이다. 브레멘 시장 재임시절인 2005년 11월, 전격 시장직을 사임하고 새로운 

노후 생활을 열정적으로 보내고 있다. 은퇴 후 그는 아내와 함께 독일에서 명성이 높은 주거 공

동체를 만들어 독일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아름다운 노후 생활'의 모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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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41)에서 미국의 은퇴주거단지를 언급하면서“한편으로는 우아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공동체와 떨어져 노인들만 따로 떨어져 사는 모습이 괴기스럽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공동체를 벗어나 폐쇄형 주거단지를 만들고 자기들

만의 세계에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덴마크를 중심으로 북유럽에서 시작된 코하우징(cohousin

g)42)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 그 중심에는 공동체에 대한 강한 인

식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서의 커뮤니티연계는 내부적으로는 연계를 통한 공동

체성을 강화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시설과 프로

그램의 개방적 교류와 소통으로 노인복지주택의 노인섬(the elderly island)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인적교류뿐 만아니라 시설과 프로그램

의 교류는 노인복지주택과 지역사회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 커뮤니티연계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병, 빈곤, 고독, 역할상실의 4

고(苦)를 겪게 된다고 한다. 지역사회나 이웃, 공동체와의 단절은 이러한 고통

을 가중시키며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역사회나 

이웃과의 접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활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장수연구의 권위자인 가천의대‘이길여 암·당뇨 연구원’박상철 원장

은 ‘장수문화’라는 화두를 제시하면서 경인일보와의 2011년 8월8일 <인터뷰

“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실천해 가고 있는 중이다.(책 내용 중 저자소개 인용)

41) 헤닝 쉐르프/김현정역,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후, 휴먼비즈니스출판, 2007

42) 코하우징(cohousing) 

    여러 세대의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한 개인주택을 통하여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거주자들

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공유공간과 공동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

로 하지 않으며 다양한 가구와 연령층을 통합하여 어떤 이데올로기로부터도 자유로운 커뮤니티

를 만들려는 새로운 주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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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 장수는 수명 연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연령이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는 새로운 계층의 출현으로 봐야 한다. 장수문화도 같은 맥락이다. 나

이가 많은 노인 중심의 문화가 아니다. 연령을 초월해 남녀노소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우러지는 사회, 건강하게 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장수문화다. 나이가 들면 퇴물 취급을 하는 게 문제다. 정

년도 그런 개념 아닌가. 정년을 새로운 조직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

회로 받아들이려는 변화도 필요하다."

---------------------------------------------------------------------------

박상철 교수는 서울대학교‘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 재직 당시 '장수집짓기

모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장수를 집짓기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유전자·

성별·성격·사회문화·환경생태를 집의 토대, 운동·영양·관계·참여를 집의 

기둥, 사회안전망·의료시혜·사회적 보호를 지붕으로 상정했다.

그림 2-08. 장수집짓기 모델

 그는 지역사회(community)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데 조선일보 2011년 1월7

일<why-박은주의 쾌설, 박상철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 인터뷰에서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이웃을 잘 만나야 오래 산다.

가족은 이미 해체됐어요.… 孝문화서 友문화로 바꿔야 한다.

"100세인 중에는 후손이 200명인 사람도 있다. 적어도 30~40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 일 년에 전화 한 번 하는 자식은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다. 100세  

노인 중 10%가 독거노인이다. 가족은 이미 해체됐다. 그러나 어느 지역의 

100세 노인은 잘 살고 있고, 어느 지역 노인은 형편없이 산다. 이웃이 있으

면 잘 살고, 없으면 처참하다. 고령사회는 가족이 아니라 이웃,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 효(孝)문화를 우(友)문화로 바꿔야 한다. '근린 문화'라고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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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도 있다. 자, 노인을 요양원에 집어넣어야 시원하겠나. 그 돈은 누가 

또 감당하나. 요양원에 갇히면 노인은 친구, 이웃, 자기 환경과 다 인연이 

끊어진다. 그 소외감, 고적감은 우울증, 치매, 자살로 이어진다. 살던 데서 

장수하게 하자, '향거(鄕居)장수'를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웃관계고 이걸 위해선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

― 장수 집짓기 이론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은 뭔가.

"우리의 장수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만큼 사회 전반이 괜찮다는 것이

다. 산에 다니는 사람 늘면서 운동도 문제없고, 영양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너무 많은 편이다. 문제는 '관계' '참여'가 부족하다는 거다. 그 증거는 높

은 노인자살률이다. 원인은 우울증인데, 우울증을 부르는 것이 소외다. 관계 

증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적극적 생활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외향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인가.

"대부분 장수하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격이다. 소심하면 오래 못 산다.“

―성격이란 바꾸기 힘든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노력하면 개선이 된다. 관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면 된다.

---------------------------------------------------------------------------

위의‘장수집짓기모델’과 인터뷰에서 보듯이 참여와 관계는 노년의 삶에 있

어 매우 중요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나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절에서는 커뮤니티의 연계의 필요성을 개인의 관

점과 노인복지주택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관점

① 신체적 측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치수의 축소, 활동능력의 저하, 감각기관의 퇴화

는 새로운 환경이나 타인과의 접촉에 적응을 둔화시킴으로써 기피하게 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러한 위축은 신체적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데 이럴 때

일수록 더 많은 활동과 접촉을 통하여 저하되는 신체적 약화를 막아야 한다. 또

한 내, 외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하여 부족한 접촉의 기회를 충족시키고 지

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여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건

강을 지키고 활동능력을 증진시켜 감각기관의 퇴화를 감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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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9. 생애주기 신체기능 변화도43)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파키스탄의 훈자마을 등은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뽑힌다. 이 중 사르데

냐는 독특하다. 세계적으로 100세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7배 많은데, 유독 

여기선 남녀 비율 똑같이 100세를 누리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한

국 남성들은 70세가 넘으면 대접받기를 원하고 집에만 머물러 활동성이 떨어지

는 데 반해 이들은 평생 해발 416M 산간 지역을 매일 오르내리며 하루 평균 12㎞

씩 걷기 때문이다.(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제공)

걷기와 함께 교류와 소통을 통한 내, 외부 커뮤니티와의 활발한 접촉이 노화

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파키스탄의 훈자마을도 마찬가지다.‘세계의 지붕’파미르고원 밑 해발 2500M

의 열악한 조건과 만년설이 녹은 석회질이 많아 식수로 사용하기에 좋지 못한 

물을 마시지만 100세가 넘는 노인들이 수두룩한 것은 70~80세 된 노인이 청년 

취급을 받고 100세가 넘는 노인들도 밭농사와 양치기를 할 정도로 활동적이기 

때문이다. 

② 심리적 측면

노년화는 자기중심적, 보수적, 의존적, 내향적, 수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을 보

이며 고립감과 고독, 소외감으로 이어지고 좀 더 강해지면 정신장애(우울증, 치

매, 정신분열, 편집증)나 자살로 발전할 수도 있다.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일반 노인의 4.4%가 외로움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갈수록 증

43) 이연숙외, 노인주택의 개념과 유형화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7권1호, 2007.02,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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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 독거노인 가구추이

가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9.5%가 외로움을 꼽았다.

                            표 2-24. 독거노인 가구추이 44)               (단위: 가구)

연령 2006 2007 2008 2009 2010
65세 이상 833,072 881,793 933,070 987,086 1,043,989

2010년 현재 독거노인의 가구수는 104만이 

넘어 전체가구수의 6%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233만 명으로 약 11.8%를 차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은 

1994년 13.6%에서 2009년 20.1%로 16년 만에 

7%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11~12월 전국 65세 이상 노인 6,745명에 대해 조사한‘2009년도 전국 노

인학대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운데‘친구가 없다.’고 답한 비

율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41%에 달했다.‘친구가 1명’이라는 응답자도 16.9%나 

되는 데 비해‘6명 이상’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3.7%에 그쳤다. 독거노인 가운

데 36%는 주2회 이상 단체 활동에 참가하고 있었지만 전혀 참가하지 않는 비율

도 25.8%에 달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 세계1위로 올라선 

점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의 주요 이유로 질병(35%)과 

우울증(19.6%), 자녀와의 갈등(9.8%) 등을 꼽았다. 가족, 사회와의 관계와 소통 

악화가 자살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표 2-25. 노인자살률 증가추이45)        (단위: 명/10만명)

연령 1999 2009 비 고
10대 5.1 6.5

-10대 자살률과 80대 자살률은 20배 차이
-전체자살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자살자
  비중 ; 해마다25~30%를 차지하며 증가하는
  추세

20대 13.1 25.4
30대 17.3 31.4
40대 21.3 32.8
50대 23.2 41.1
60대 28.9 51.8
70대 38.8 79

80대이상 47.3 127.3

44) 2010 통계청‘장래가구추계’자료

45) 통계청, 2009년 사망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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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OECD국가 노인자살률 통계

최근에는‘근거리 가족(invisible family)’46)이라는 신개념 공동체가 늘어

나고 있다. '근거리 가족'이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진 않지만, 부모와 자식 간

의 유대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소비·문화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 관계라 정의할 수 있다. 부모세대는 "나이가 들면 건강 문

제나 정신적 소외감, 고독감 때문에 불안해지는데, 자녀와 가까운 이웃으로 살

면 심적으로 의지할 곳이 있다는 생각에 정신적인 안정감과 충족감을 느끼고 맞

벌이를 하는 자녀 세대는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도움

을 받아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노년화 될수록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소외감이나 고

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사회적 접촉을 통한 커뮤니티연계

는 이러한 고독감이나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경제· 사회적 측면

노년에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우

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체 노년을 맞게 

된다. 커뮤니티 연계를 통한 노인고용의 촉진은 노인들에게는 정신적으로는 아

직도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음을 확인하는 존재감과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

속감을 줌과 동시에 일정한 소득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지역사회나 국가적 측면에서는 노인부양과 관련된 지역사회(국가)의 재

정 부담을 줄여주며 구매력을 갖춘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은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제공하여 저성장의 위험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46) 노무라종합연구소(NRI)는 이러한 가족 형태를 '보이지 않는 가족(invisible family)'이라는 개

념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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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월평균)

연금소득
(월평균)

전체소득
(월평균) 일반재산 자동차

(환산액)
보유비율(%) 8.9 28.3 33.1 60.4 16.2

평균(보유가구) 1,335,590 403,332 703,548 206,184,041 287,209
월평균액(전체) 118,613 114,337 232,650 124,554,450 46,402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미만 300~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노후일자리 희망 여부
희망 63.9 71.7 66 54.2

비희망 36.1 28.3 34 45.8
계 100 100 100 100

노후일자리 희망 사유
소득을 위해 58.5 73.5 58 39.9
건강을 위해 16.2 14.6 16.6 17.8

자기발전을 위해 14.4 7.3 14.4 23.3
여가시간활용을 위해 7.5 2.6 7.6 13.9
사회·타인을 돕기 위해 3.4 2 3.3 5.1

계 100 100 100 100
노후일자리 희망 유형

이전과 똑같은 일 35.3 35.4 35.9 34.4
이전과 유사한 일 34.7 34.7 33.7 35.7

새로운 일 30 29.9 30.4 29.7

 다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에 필요한 

기초조사47)의 내용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이다. 

표 2-26.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현황  

표에서 보듯이 단지 노인가구의 8.9%가 일반소득을, 28.3%가 연금소득을 보유

하고 있고 총 33.1%의 가구가 소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있는 

노인가구의 평균소득은 70만원이며, 노인 가구 전체의 월평균소득은  23만3천원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재산의 가구보율은 60.4%로 보유가구의 평균 재산시가

총액은 2억618만원이며, 노인 가구 전체의 평균은 1억2천455만원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베이비부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보면, 노인들도 계속적으로 일하길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48) 따라서 커뮤니

티 연계를 통한 재취업이나 재교육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표 2-27. 베이비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일자리 희망 및 유형       (단위:%)

47) 전수자료 분석을 통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7. 1. 시점 DB중 주민번호상의 19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

자(2008년도 기준 65세 이상 노인; 향후 ‘노인’으로 지칭)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복지분야 조사통

계, 2010



45

기타 0.1 0 0 0.2
계 100 100 100 100

그림 2-12. 65세 이상 노인의 
       주된 여가활동

다음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다 은퇴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

응하지 못하고 역할상실감을 갖게 되며 이것은 스트레스와 사회참여의 저하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예로  W.D.Rees와 S.G.Lutkines는 55세 이상 홀아비 4,486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213명이 부인과 사별한지 6개월 이내에 사망했음을 알아냈다. Maslow의 

동기부여이론(motivation theory)에서도 인간욕구 5단계 중 3단계의 소속 및 애

정의 욕구, 4단계 자아욕구, 5단계 자기실현의 욕구는 노인에게 있어 사회적 관

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연계

는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

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고 도심공동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들에게 있

어 사회봉사욕구는 가장 큰 욕구중의 하나로 지역

사회에서 봉사가 필요한 부분에 참여함으로써 자

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자신도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강한 유대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통계청의 자료49)에 따르

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주된 여가활동은 단

순히 TV나 비디오시청이 가장 많아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참여나 관계는 부족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는 사회참여의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2009년을 기준으로 각 국의 65

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외국을 살펴보면, 미국 23.9%,영국 31%, 캐나다 36%, 호주 

27.3%, 일본 25.7%인 반면 우리나라는 5.3%로 선진국의 23~36%와 비교해보면 너

무도 적음을 볼 수 있다.“자원봉사를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의

료비 증가율이 훨씬 낮아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각종 

연구결과가 말해주듯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건강한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다.50) 

49)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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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 참가자비율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 중에는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퇴직하신 분들이 많은 데 이분들

을 자아실현욕구나 사회참여의식을 가지고 지역사

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도록 한다면 역

할상실, 존재감, 그리고 소속감 등의 문제를 해결

해 주고 시설의 고립화를 막아줄 수 있다. 또한 지

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도심공동화를 막고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

노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봉사 연

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7%정도에 그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요구된다.

                     표 2-28.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51)                  (단위: %)

연령 1999 2003 2006 2009
전체인구 13.0 14.6 14.3 19.3
15~19세 33.8 52.4 59.5 79.8
20~29세 7.8 10.3 8.3 13.9
30~39세 13.2 11.6 10.2 13.6
40~49세 13.0 14.2 13.9 18.6
50~59세 10.8 12.2 12.4 15.5
60세이상 6.7 6.7 6.5 7.0

사회적 측면에서 커뮤니티의 연계가 필요한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도시노인들

의 공동체의식 결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앞에서 커뮤니티의 구성요소를 설명하

면서 미국의 사회학자 M.G.Ross가 언급한 커뮤니티 구성요소( 지역성, 공동체

성, 유기체성)를 보면 공동체성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2005년 발표한 광역시 거주노인과 농촌거주 노인의 공동체의식 정도

를 보면, 광역시 거주노인들은 3.26점으로 3.38인 농촌거주 노인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52) 

5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원봉사활동 연계기관으로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대한 노인회를 

꼽을 수 있는 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전국 200여개 노인복지관에서는 신노년문화운동의 

핵심을 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전국 440개 봉사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역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조직을 만들어 700개 자원봉사 클럽 조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원봉사 클럽은 20명 내외의 노인봉사자로 구성되고, 클럽별로 자체 발굴·기획한 과제

를 주 1회 이상 수행하게 된다. 

51) 임옥빈, 노인의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자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0

52) 이형하, 대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의 공동체의식 관련요인 비교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Vol.28, 2005,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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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시의 노인들은 농촌노인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적기 때문에 커뮤니

티 연계를 통해 공동체성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표 2-29. 광역시 노인과 농촌노인의 공동체 의식정도                  

구분 광역시(n=181) 농촌(n=140) 전체(n=32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상호영향의식 3.03 .64 3.13 .52 3.07 .59 -1.53
연대감 3.65 .67 3.85 .49 3.73 .61 -2.91*

정서적친밀감 3.29 .69 3.54 .59 3.40 .66 -3.39**
충족감 3.16 .68 2.99 .69 3.08 .69 2.19*

공동체의식전체 3.26 .52 3.38 .37 3.32 .47 -2.77*
 *:p<.05, **:p<.01 평균은 5점 만점에 대한 것임

(2) 노인복지주택 관점

① 시설적 측면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들은 다양한 계층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다

양한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노인복지주택내의 시설만으로는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또한 지역사회도 노인복지주택이 제공하는 시설을 공유한다면 좀 더 근접

한 복지시설을 편리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시설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찾게 되고 시설 

입주자는 지역시설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고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지역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와 소통

은 노인복지주택의 고립화를 막고 노인섬(the elderly island)화 하는 것을 막

을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도 시설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주택 내 수영장이나 헬스시설을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커뮤니티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에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 입장에서도 

시설 내에 설치할 경우 규모나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등을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문화센터와 연계함으로써 입주자의 외부활동

을 증가시켜 더 많은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적 측면

프로그램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복지시설내의 프로그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여가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현대의 노인

들은 영화나 연극, 콘서트를 즐기며 자신의 다양한 취미생활에 적극적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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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각
(視覺)

커뮤니티연계의 필요성 연계목표개인(노인복지주택) 지역사회

개인
적

관점

신체적
측면

건강 유지
감각기관의 퇴화감속 노령화감속

노인의료비용 감소
지역 및 도시노화 감속

개방과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심리적
측면

고독감, 소외감 약화
자살률 감소
‘근거리가족’ 등을 통한 안정감

우울증 노인환자 감소
자살률감소를 통한 이미지제고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사
회적
측면

경제적 자립유지(재취업, 재교육)
존재감과 소속감 증대
사회성, 참여의식 회복
공동체의식 강화

지역사회의 재정부담 감소
생상인력의 증가
고령친화산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기회 제공

노인
복지
주택
관점

시설적
측면

부족한 시설 보완
유지관리비용부담 감소
시설의 고립화(the elderly island) 
방지
외부와의 접촉(소통)기회 확대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제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증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복지에 
기여하는 기회제공
도심공동화 방지효과프로

그램적
측면

다양하고 부족한 프로그램의 
제공기회
지역에 대한 애착, 공동체성강화

를 만족시키려면 지역사회와 연계함으로써 가능하다. 지역사회도 노인복지시설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유명인사 초청특강이나 제테크 특강, 노

인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등에 참석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연계를 통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과 친밀

감, 공동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도심의 공동화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의 대학과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이 진행되는 곳이 많다. 대학의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의 혜택뿐만 아니라 젊은

이들이 주는 활력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림 2-14. 시설 및 프로그램의 연계

위에서 언급한 커뮤니티연계의 필요성(효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0. 커뮤니티연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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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커뮤니티연계의 범위 
온라인 커뮤니티(디지털 커뮤니티)에서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커뮤니티의 크기, 또는 범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한정된 지역 

내의 물리적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경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노인들은 행동반경이 작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디까지를 커뮤니티로 볼 것인가 정하기 위하여 커뮤니

티의 조성을 강조한 근린주구이론과 New Urbanism이론을 통하여 커뮤니티의 크

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린주구이론에서의 커뮤니티

1929년 C.A.Perry의『근린주구단위계획(neighborhood unit formular)』53)이라

는 책에서 제안한 주거단지 계획이론으로 도시의 가장 기초적인 지역사회단위이

며 동질적인 공동체(community)로써의 개념이 강조된 사회단위를 근린주구로 

보고 초등학교의 학구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를 설정하고 교회를 커뮤니티의 중

심으로 하여, 근린주구 내에서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편리성과 쾌적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규모, 경계, 오픈 스페이스, 공공시설, 상업시설, 내부도로체계의 6가

지 계획원칙54)을 제시하고 있다.

근린주구의 개념은 교통수단, 통신, 미디어 등의 급속한 발달로 더 이상 근린

주구의 필요성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 위주의 환

경조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고,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생활공간을 연결하는 

53) Perry, Clarence Arthur, Neighborhood Unit Formula, 1929

54) C.A.Perry의 근린주구이론의 6가지 계획원칙:

①규모(size): 한 개의 초등학교 학생 1,000~1,200명에 해당하는 거주인구 5,000~9,000명 정도이

며, 어린이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도록 주구의 반경은 1/4마일(400M), 면적은 약 64ha(약 

160Acres)

②경계(boundary): 단위는 통과교통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가 용이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간선도로(arterial street or high way)에 의해 구획되어야 한다.

③오픈스페이스(open space): 개개의 근린주구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계획된 소공원과 레크레이션의 

용지비율이 전체면적의 약10%로 한다.

④공공시설(institution): 단지의 경계와 일치한 서비스구역을 갖는 학교나 공공건축용지는 중심 

위치에 적절히 통합 배치하여야 한다.

⑤상업시설(shopping district): 주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소 이상의 상업지구가 

주거지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교통 결절점이나 인접 근린주구내의 유사지구 부근에 설치되어야 

한다.

⑥내부도로체계(interior streets): 단지는 특수한 가로체계를 가져야 하고, 각각의 외곽 간선도로

는 예상되는 교통량과 균형을 이루며, 내부 가로망은 전체가 단지내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통

과교통에 사용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cul-de-sac과 Loop형 집분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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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을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는 최근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6가지 계획원칙 중 근린주구의 규모(범위)를 보면 반경 400M정도로 제

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학자들은 근린주구의 크기는 근린주구 내에서 

주민들의 문화관/경험 및 그들의 활동 등이 공감대로서 같은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가치관을 공유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단

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최근의 근린환경에 대한 연구55)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인시설의 설치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2-31. 생활권에 따른 노인시설 설치기준 제시                 

구분 노인이용권 설치기준 기타
공원 430m 근린주구 당 1개 -

버스정류장 313m 근린분구 당 1개
마을버스 중심의 근린분구 단위의 정류장 설치
버스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시설 필요
(저상버스도입, 승강장 단차 조절 등)

시장 403m 근린주구 당 1개 -
식료품 263m 근린분구 당 1개 -
경로당 398m 근린주구 당 1개소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및 타경로당과의 연계

프로그램 필요
노인복지관 1,190m 지구중심생활권 당 

1~2개소
시설의 대형화·복합화 필요
지역 경로당과의 연계 필요
셔틀버스 등의 접근수단 필요

보건소(병원) 1,607m 지구중심생활권 당 
1개소

시설의 대형화·복합화 필요
보건지소, 보건분소 설치 및 순환진료 프로그램
필요

종교시설 1,596m 지구중심생활권 당 
1개소 -

* 근린분구 유치거리-약250m, 근린분구 유치거리-약500m, 지구중심생활권 –약 1,000m 

2) 뉴 어바니즘(New Urbanism)이론에서의 커뮤니티

뉴 어바니즘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이론인 신-

전통주의(neo-traditionalism)의 하나로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도시

계획운동으로 기존의 엄격한 조닝(zoning)으로 인한 교외화, 무분별한 시가지

의 확산(urban sprawl), 도심공동화현상, 그리고 심각한 교통문제 등을 비판하

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도지역간의 엄격한 구분보다는 어느 정도

의 복합(MXD)과 고밀개발을 통하여 불필요한 장거리 통행을 감소시키고 커뮤니

티 내의 보행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만족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제

55)김용진, 도시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요소,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도

시설계전공 박사논문, 2012.02,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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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린주구이론 New Urbanism
TOD TND MUD

커뮤니티크기 반경400-800M 반경600M
(10분이내거리) 반경 1/4마일(400M) 반경 900M

근린의 밀도 30-50세대/ha
(64ha적당)

45세대/ha(도시적용)
(80ha적당) 45세대/ha(교외적용) 60-120세대/ha

(도시적용)
커뮤니티중심 초등학교 커뮤니티시설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대중교통의 센터
토지이용구성 용도혼용 가로활성화를 위한 용도혼합
주요이동수단 보행자중심 대중교통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행중심의 가로
가로/블록체계 cul-de-sac

loop형 중규모 블록으로 구성되는 그리드
가로의 기능 보차분리 보차혼용(보행로 우선)
건물 형태 복합건물 측벽공유 하우징(Party wall housing)

중정형 블록하우징(Perimeter Block Housing)

공, 그리고 커뮤니티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이상적인 커뮤니티 계획이념이라 할 

수 있다.

뉴 어바니즘은 Peter Calthope, Andres Duany, Elizabeth Moule, Elizabeth 

Plater-Zyberk, Stefanos Polyzoides, Daniel Solomon 등 6명의 건축가들에 의

해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1996년 헌장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설계의 기본원

칙56)과 커뮤니티 형성방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주창하는 비영리조직(CNU-the 

Congress of New Urbanism)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뉴 어바니즘에서는 적정한 규모를 TOD(Traditional Oriented Development), T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MUD(Mixed Used Development)로 각 각 다

르게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표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2. 근린주구이론과 뉴 어바니즘 커뮤니티이론의 비교분석57)

3) 고령자 걷기지침서로 본 커뮤니티

사단법인 골든에이지포럼58)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소 김남진 소

56) New Urbanism의 6가지 기본원칙:

① Walkability - 집과 직장은 걸어서 10분 이내, 보행자에게 친근한 가로 디자인, 차로부터 자유  

              로운 보행가로

② Connectivity - 분산되어진 교통과 쉽게 걸을 수 있는 상호 연결된 격자형 가로 네트워크 

③ Mixed-Use & Diversity - 주상복합, 근린주구와 블록 그리고 빌딩 내에서의 복합용도, 사람들의  

                        다양성

④ Mixed Housing - 유사한 범위내의 주택의 유형, 규격, 규모

⑤ Quality Architecture & Urban Design - 미, 편의성 그리고 장소성의 창출 강조

⑥ Traditional Neighborhood Structure - 중심과 경계의 명확성, 중심에 공공공간 마련,          

                                          공공영역의 질의 중요성, Transect Planning.

57) 임희지,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신-전통주의 계획이론 분석연구-우리나라 도시개발 기법

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32호, p105 수정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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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고령자 걷기지침서’를 개발하여 발표했는데 고령자의 1분당 평균 보행

수는  60대-120보, 70대-110보, 80대-100보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고하였다. 또

한 1일 권장 보행수로 보통의 활동능력수준을 기준으로 60대-5,000~6,500보, 70

대-4,000~4,500보, 80대-2,500~4,000보 정도를 권고량으로 제시하였다. 노인복

지시설 거주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70대를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해 보면,

4,000보(1일) x 0.6M(보폭)59) = 2,400M(2.4㎞) 정도이며 TOD에서 제시하고 

있는 10분이내의 거리로 산정해 보면, 110보(1분) x 10분 = 1100보(660M) 정도

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노인에게 있어 걸어서 가능한 커뮤니티의 크기는 

반경 최소400M에서 최대 1,200M까지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 내에서의 커뮤니티를 내부커뮤니티로 본다면, 반경 1.2㎞ 까지

는 외부커뮤니티 중 도보가능형 커뮤니티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거리는 외

부커뮤니티 중 차량이용형 커뮤니티로 볼 수 있다. 한 예로 종합병원과의 연계

시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10㎞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이용

형 커뮤니티로 볼 수 있다.

외부커뮤니티연계의 경우, 가능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의 시설이나 프로그

램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58) http://www.goldenageforum.org

59) 일반적으로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수치로 계산하는데 보폭은 신장(키)과 걷는 속도,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가장 적당한 보폭비(보폭의 크기)는 보폭에서 신장을 나눈 수에 

100을 곱한 수(보폭÷신장×100), 즉 신장의 40% 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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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형 노인복지주택 커뮤니티연계의 이론적 틀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서 유료화60)된 이후 지금까지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개방은 영역의 침범, 프라이

버시의 침해처럼 간주되어 소위‘가진 자들을 위한 주거’처럼 인식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생각은 최근 들어 점점 바뀌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80~90년대 열광적이었던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폐쇄적인 공동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방과 소통의 오픈 커뮤니티

(open community)를 지향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Asherville City Council’

은 2007년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금지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61) 

-----------------------------------------------------------------------

The Asherville City Council took a bold, progressive step recently when it 

passed an ordinance to ban gated communities within the city limits. This 

vote joined Asheville with a growing number of North Carolina 

municipalities in adopting public policy that promotes "inclusiveness" 

rather than "exclusiveness."

 The move sent a clear message about what kind of a community we want to 

foster in our city. It rejected the growing "gated community" trend, a 

developer marketing tactic based in fear and elitism.

 Asheville's gated community ban will also result in a higher standard of 

urban design, as gated communities contribute to sprawl by closing 

themselves off from the transportation network and creating traffic 

problems outside their "island." The gating of communities also creates 

access issues for emergency vehicles.

 Asheville urban planner Joe Minicozzi, the president of the Coalition of 

Asheville Neighborhoods, told me that gated communities lead to a big 

problem for the territory surrounding them. "It's like having a bicycle 

wheel with a bunch of spokes missing ... the circulation [of 

traffic/development] has to travel around it."

-----------------------------------------------------------------------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본이 최근 효고현의‘복지마을 만들기’처럼 마을

60)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3호로 일부개정

   1993년 12월 27일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또다시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경제행정

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다. 

61) Heather Rayburn, "Gated communities: why banning them makes sense", New Life Journal, 

Oc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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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도 유형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형, 도

시근교형, 전원‧휴양지형이든 상관없이 개방적인 커뮤니티연계를 통해 공동체성

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도

시형의 경우,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커뮤니티연계

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3.1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 방식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이 다양화, 복잡화, 개인화되고 있는 시대에 다양한 입주

자들로 구성된 노인복지주택 내부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지역사회와 공

존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개방을 통한 내·외부적 교류와 소통의 커뮤니티연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커뮤니티연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도시형 노인복지주

택에서의 커뮤니티연계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내부 커뮤니티연계로 노인복지주택 입주자들 사이에서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연계로 공동체성의 강화 측면이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외부 커뮤니티연계로 노인복지주택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교류와 소

통의 지역사회연계 측면으로 주로 부대시설에 국한된다. 

1) 내부 커뮤니티연계 

내부 커뮤니티연계는 입주자나 시설이용자가 시설내부에서 거주하거나 시설

이나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친밀감, 소속감, 공동체의식 등을 강

화하는 연계로 정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주거시설 내의 내부 커뮤니티연계는 주로 입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커뮤니티연

계이거나‘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를 포함한다. 커뮤니티연계에서 가

장 기본적인 요소는 같은 지역,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이웃이

나 지역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다.

노인의 특성상 주거지의 변화는 커뮤니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환경과 이웃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며 또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될 수 있다. 특히, 건강상태가 변하더라도 같은 장

소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다면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이나 연계성은 강

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시설이 노인들만의 거주공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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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족이나 세대와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가 불가능하고 활기가 저하될 수도 있

으므로 가족, 세대연계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부대시설에서의 내부 커뮤

니티연계는 입주자-입주자, 입주자-시설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계로 부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시설 

내부에서 입주자뿐 만 아니라 외부의 시설이용자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설의 개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효

율적인 관리 및 개방을 위한 계획적 모색이 요구된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5.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개념 및 요소
 2) 외부 커뮤니티연계

외부 커뮤니티연계는 노인복지주택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맺

음을 의미한다. 주거시설에서는 내부 커뮤니티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외

부 커뮤니티연계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부대시설은 개방을 통한 지역

사회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커뮤니티연계가 가능하다.

외부 커뮤니티연계를 통하여 노인복지주택과 지역사회는 상호간에 다방면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노인복지주택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서비스만으로 입주자들의 다양한 욕구나 기대를 

만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시설의 고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

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입주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시설의 고립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부대시설의 효율적이

고 합리적인 공간구성이 가능하고 입주자의 입주비나 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줄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종합병원, 대학교, 노인복지관, 판매시설, 체육센터, 

공원 등의 시설과 연계를 통해 교류함으로써 시설의 중복도 피할 수 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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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장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의 개방된 시설과 프로그램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

사회를 더 활성화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 특히, 지역의 노인들에게 편리한 접

근과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없이 좋은 호응을 얻

을 수 있다.

그림 2-16. 외부 커뮤니티연계의 개념 및 요소

 2.3.2 노인복지주택 커뮤니티연계의 지향점 : Age-Friendly   
       Community
노인복지주택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AFC(Age-Friendly Community)에 있다.

내부적으로 건강한 노인복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이주가 많은 사람들보

다 공동체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62) 대표적인 예가 <표2-29>에서 본 

것처럼 농촌의 노인이 도시의 노인보다 공동체성이 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노인복지주택에서 내부적인 공동체성의 회복의 기본은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가족, 세대, 입주자 사이의 연계가 활성

화된다면 공동체성의 강화를 꾀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커뮤니티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62) 천현숙,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특성과 커뮤니티특성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주택연

구, 제9권 제1호, 2001,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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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도시속의 노인섬       b) 연계를 통한 교류와 소통 
    그림 2-17. 노인복지주택의 지향점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연계는 노인복지주택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개방을 전제로 시설의 복합화를 통

하여 크게는 지역복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다.  

다음 표는 노인복지주택의 복합화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18. 노인복지주택의 복합화효과

노인복지주택은 커뮤니티연계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 강화, 외부적

으로는 지역사회가 연계된 고령친화커뮤니티(age-friendly community)를 지향

해야 한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시형 노인복지주택

의 커뮤니티연계 현황을 주거시설과 부대시설로 나누어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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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의 노인세대로의 

진입은 노인복지주택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들은 전원

이나 휴양지 등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할 것이라는 기존

의 고정관념은 변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이 살아왔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살

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도시생활에 적응해 있는 도시거주자들은 계속적으로 활기

차고 의료와 문화여가시설이 뛰어난 도시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희

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추세를 인식한 민간업체들은 더 이상 전원이나 휴

양지에 노인복지주택을 설립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도시나 도시근교에 

설립하고 있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계속 거주(Aging in Place)’의 차원

이나 지역사회연계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생활에 익숙한 노인세대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커뮤니티연계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는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내부

에서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연계는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

와의 연계를 통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방, 교류와 소통으로 노인복지주택의 

노인섬(the elderly island)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세대의 여가활동을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만족시키는 것

은 쉽지 않으며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설규모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비용부

담은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시설을 노인복지주

택이 공유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시설을 지역사회가 상호 공유하는 공존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고령친화 커뮤니티(age-friendly community)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도 80~90년대 입주자보호와 특권의식에서 선호했던 폐쇄적인 

커뮤니티(gated community)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변했으며 최근에는 교류와 소

통의 개방적인 커뮤니티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방

보다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가진 자들을 위한 주거’처럼 인식되고 

있어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커뮤니티연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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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요
위치 서울시 중구 신당3동 366-97

외부
이미지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세대수/계약 144세대/ 입소보증금방식

층수 지하3층, 지상14층(연면적 7,500평)
시설규모

49.6㎡(15평, A, B, C type) - 68세대
76.03㎡(23평, A, B, C, D type) - 40세대
99.2㎡(30평, A, B, C type) - 36세대

Ⅲ.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

    현황분석 및 문제점도출

3.1 도시형 노인복지주택
    의 일반현황
3.2 입주자만족도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3.3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현황 및 문제점
3.4 외부 커뮤니티연계의
    현황 및 문제점
3.5  소결

3.1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일반현황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본격적인 등장은 서울시니어스타워의 등장 이후라 할 

수 있다. 송도병원이 모체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1998년 서울 중구 약수동에 최

초의 도시형 양로시설을 세운 이 후 대부분의 시설이 서울 도심에 설립되었다.

표 3-01.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개요

노인들은 한적한 전원이나 공기가 좋은 곳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접근이었고 의료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에서의 거주를 희

망하며 특히, 도시에서 살아온 노인들은 더 도시를 선호함에 따라 서울타워의 

성공과 함께 민간업체 중심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전국적인 시설현황을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형의 입지 및 시설현황, 만족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내부커뮤니티연계와 

외부커뮤니티연계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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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소 시설명 설립년도 유형 입소/정원
(세대수) 운영주체 세대수

서울 10

 후성누리움 2007.04 도시형 51/51 블루바이오에너지

1,544

 서울시니어스강서타워 2003.03 도시형 142/142 서울시니어스타워
 그레이스힐 2007.03 도시형 134/182 워터트리AMC 위탁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 2008.01 도시형 386/391 서울시니어스타워
 노블레스타워 2008.04 도시형 167/205 백마씨엔엘
 클라시온 2007.09 도시형 21/137 화진복지산업
 정동삼림원 2008.11 도시형 40/98 경향신문
 골든팰리스 2008.01 도시형 36/83 개인
 하이원빌리지 2009.09 도시형 29/85 재단법인 원불교
 중앙하이츠 아쿠아
(2010.5.31. 사업폐지) 2008.06 도시형 210/219 봄내건설

부산 2  낙원대실버타운 2004.07 도시근교형 58/63 낙원대실버타운(창대교회) 283 흰돌실버타운 2000.09 도시형 207/220 사회복지법인 로사사회봉사회

경기 6

 명지엘펜하임 2006.12 도시근교형 198/336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2,423
 유승앙브와즈 2003.12 도시근교형 977/1,080 개인
 수동시니어타운 1984.04 도시근교형 91/148 한국지체장애인협회(성북교회)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2003.08 도시근교형 249/249 서울시니어스타워
 더 헤리티지 2009.09 도시근교형 297/390 서우로이엘
 벽산블루밍더클래식 2010.08 도시근교형 48/220 포시니어스

인천 1  보미골드리즌빌 2009.02 도시근교형 53/216 이토플러스 216
강원 1  아름다운 은빛농장 2009.01 전원형 2/30 농업회사법인 덕진유한회사 30
전북 1  부영노인복지주택 2000.10 전원형 150/150 부영 150
경북 1  월명 성모의집 1999.08 전원형 100/100 사회복지법인 

바오로복지재단(천주교) 100
합계 22 4,746

 3.1.1 시설개요
 2011년 현재 서울에는 10개, 경기도에는 6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2개의 

노인복지주택이 설립되어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광역시단위로 1개 

정도씩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시설이 서울과 경

기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방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 부산 수

영구 망미동에 2000년 10월 개설된 흰돌실버타운이 유일하다.

 이처럼 최근 대부분의 노인복지주택은 도시형이나 도시근교형이 설립되고 있

으며 이는 노인들의 도시선호를 반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3-02. 전국의 노인복지주택 현황(2010.12.31기준)1)

1) moazine, 2011.5.11.일자, p49 

   도시근교형은 수도권 혹은 서울과 1-2시간 거리에 있고 교통여건이 좋은 도시근교에 조성된 유

형으로 토지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전원형과 같은 쾌적

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시설계획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그린벨트 등 건축제한지역이 

많아 입지선정의 어려움도 있다. 



61

구 분 개 요
위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3

대지면적 11,306㎡(3,420평)
건축면적 4,965㎡(1,502평)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109세대

시설규모

A동(2층)
53㎡ (16평/1인실)
70㎡ (21.2평/1인실)
162㎡ (49평/부부용)

47세대

A동(3층)
70㎡ (28.1평/1인실)
93㎡ (16평/부부용)
106㎡ (32평/부부용)
136㎡ (41평/부부용)
162㎡ (49평/부부용)

35세대

B동
(너싱홈) 1인실~5인실 27세대

1) 경기지역의 노인복지주택 시설개요

경기지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복지주택이라 할 수 있는 수원의 유당마을

이 1988년 7월에 설립하였지만 본격화된 것은 2001년 5월 기흥에 문을 연 노블

카운티 이후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동 시니어타운, 서울 시니어스분당타

워, 명지 엘펜하임 등이 설립되었고 최근에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고급스러운 분

위기의 더 헤리티지가 분당구에 세워졌으며 하남시에도 벽산블루밍더클래식

(2010년)이 설립되었다.

초기 삼성노블카운티2)의 경우를 보면,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도시의 문화생활과 생활의 편의를 제공받기에 어려운 도시 근교형인 

까닭에 분양율이 낮았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운영의 신뢰로 어

느 정도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노인들의 이러한 도시선호성향에 맞춰 최근

에는 분당이나 용인 등 도시 한복판의 의료시설이 잘 갖춰지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우선적인 설립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표 3-03. 유당마을 개요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5곳을 시설규모면과 입주방식면에서 살펴보

면, 시설규모면에서 노블카운티,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명지 엘펜하임, 더 헤

리티지는 비교적 넓은 대지에 200세대 이상의 규모를 갖는 반면, 수동 시니어타

운은 작은 대지면적에 18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평형구성은 노블카운티와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가 10여개의 평형을 제공하여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

2) 삼성 노블카운티는 양로 및 노인요양시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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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노블카운티 시니어스분당타워 명지엘펜하임 더 헤리티지

일
반
사
항

위치 용인, 기흥 성남, 분당 용인, 남동 성남, 분당
입지유형 도시근교형 도시형 도시형 도시형
개설년도 2001.05 2003.08 2006.12 2007.08

개념
주거, 의료, 요양, 문화 
스포츠가 어우러진 
복합 실버타운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 
속 전원형 실버타운

국내 최초로 대학이 연
계된 고품격 실버타운

편안하고 좋은 집
(Classic & Joy)

전경

     
     
   
시
설
규
모

대지면적 150,868㎡
(45,637.6평)

8,668㎡
(2,622평)

59,700㎡
(18,059평)

96,756㎡
(29,269평)

건축면적
(평/건폐율)

14,549㎡
(4,408평/9.64%)

6,135㎡
(1,856평/70.8%)

5,831㎡
(1,758평/9.77%)

19,332㎡
(5,848평/19.98%)

연면적
(평/용적율)

161,036㎡
(48,798평/72.5%)

40,618㎡
(12,287평/272.5%)

59,260㎡
(17,926평/66.83%)

128,207㎡
(38,873평/132.5%)

규모
주거-B3/20F
생활문화, 의료

-B4/4F
스포츠-B3/3F
요양-B1/6F

주거-1F/8F
생활편의-1F
의료, 문화
-B1/1F

스포츠-B2F

주거-B1/9F
복지관-B2/5F

(개별동)
(생활편의, 문화, 
스포츠클리닉센터)

주거-1F/4F
의료-1F/5F

(개별동)
생활지원-1F

세대수 542(2동) 254(1동) 336(7동) 390(19동)

평형구성
(㎡/평)

99(30), 106(32)
119(36), 152(46)
165(50), 172(52)
185(56), 231(70)

238(72)

83(25), 93(28)
137(41),142(43)
150(45),155(47)
160(48),165(50)
168(51),195(59)
218(66),264(80)

311(94)

140.93(42)
158.80(48)
189.99(57)

84.39(25)
135.36(40)
173.25(52)
198.08(59)
231.34(69)
282.68(85)

 입
 주
 방
 식

계약방식 임대 분양+임대 분양+임대 분양+임대
입주비용 3억~9.64억 3.6억~14.8억 3.58억~4.98억 5억~17억

월생
활비

독신 143만원~218만원 66만원~116만원 37만원~49만원 시설운영
선 납 금
( 관 리 비
별도)

3,500만원
부부 244만원~319만원 109만원~159만원 54만원~73만원 6,000만원

는 데 비해 나머지 3곳은 5개 이하의 평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주방식과 비용을 살펴보면, 노블카운티와 수동 시니어타운은 임

대방식인데 반해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와 명지 엘펜하임, 그리고 더 헤리티지

는 임대+분양의 계약방식을 취하고 있다. 분양가도 임대나 분양 모두 1000만원/

평 정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04.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주택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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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GP시설 CL시설 GS시설

일
반
사
항

위치 종로, 무악 은평, 녹번 강서, 등촌
입지유형 도시형 도시형 도시형
개설년도 2008.01 2006.02 2003.03

개념 유럽풍의 
도심 속의 궁전  도심속의 고품격 실버타운

우장산의 상쾌함과 한강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도심
형실버타운

전경

2) 서울지역의 노인복지주택 시설개요

서울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 29년 전통의 송도병원을 모기업으로 하는 서울

시니어스타워가 1998년 신당동에 서울타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송도병원의 서울타워는 설립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144세대

의 입주가 완료되고 입주를 원하는 대기세대가 증가하자 2003년 등촌동에 강서

타워와 성남시에 분당타워를 잇달아 분양하였고 2008년에는 등촌동에 다시 가양

타워, 현재는 전라북도 고창에 골프장, 펜션, 대형 온천장(休스파), 병원, 노인

복지주택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형 은퇴주거단지인‘고창 웰파크시티’를 

1,420,111.2㎡(약43만평)규모의 대지에 부분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니어스타워를 계기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필요성과 사업성이 증가

하자 많은 민간 기업들이 도시 내에 노인복지주택을 설립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녹번동 클라시온, 등촌동 그레이스힐과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종암동 노블레

스타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종합병원인 세란병원이 주체가 되어 문

을 연 무악동 골든팰리스와 원불교재단에서 개설한 용산 하이원빌리지, 노인요

양시설에 속하는 더 클래식500이 도시 중심에 개설되었다. 위에서 보듯, 노인복

지주택의 최근 경향은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선정대상에 속하는 골든팰리스(GP시설), 클라

시온(CL시설),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GS시설), 그레이스힐(GH시설), 그리고 

노블레스타워(NT시설),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GY시설)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

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05.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도시형 노인복지주택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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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규
모

대지면적 1,924㎡(582평) 2,510㎡(760평) 3,444㎡(1,042평)
건축면적
(평/건폐

율)
961㎡

(291평/50%)
1,353㎡

(409평/54%)
1,905㎡

(576평/55%)
연면적

(평/용적
율)

8,783㎡
(2,657평/243%)

15,267㎡
(4,618평/387%)

23,724㎡
(7,177평/398%)

규모
전체-B4/8F

주거시설-2/8F
부대시설-B2/1F

주차,기계실-B4/B3F

전체-B4/12F
주거시설-1/12F

부대시설-B3/B1F
주차,기계실-B4/B2F

전체-B4/14F
주거시설-3/14F

부대시설-B2/2F
주차,기계실-B4/B3F

세대수 85(1동) 137(1동) 142(1동)

평형구성
(㎡/평-
세대수)

22(6.6)2세대
  24.1(7)25세대

25(8)2세대
31(9)3세대

34.4(10)-8세대
39(12)-2세대

40.1(12)-3세대
46(14)-7세대

49.2(15)-31세대
51.3(16)-1세대
53.2(16)-1세대

73.3(22)14세대
97.7(29)36세대

119.9(36)75세대
140.7(43)12세대

83.1(24)12세대
118.8(34)78세대
163.8(46)48세대
189.8(53)4세대

 입
 주
 방
 식

계약방식 분양+임대 임대 분양+임대
입주비용 2.3억~5.7억 2.68억~5.32억 3.34억~7.54억
월생
활비

독신 92만원~160만원 87만원~104만원 57만원~77만원
부부 137만원~196만원 156만원~182만원 97만원~117만원

시설명 GH시설 NT시설 GY시설

일
반
사
항

위치 강서, 등촌 성북, 종암 강서, 등촌
입지유형 도시형 도시형 도시형
개설년도 2006.11 2008.04 2008.01

개념
품격을 높여주는 영국풍의 

호텔식 실버
레지던스

가족과 함께하는
고품격 도심형

실버타운
 4번째로 지어진

 도심형 실버타운의
 결정체

전경

     
     
   
시
설
규
모

대지면적 4,230㎡(1,280평) 5,349㎡(1,618평) 8,651㎡(2,617평)
건축면적
(평/건폐

율)
2,326㎡

(703평/55%)
1,991㎡

(599평/37%)
3,752㎡

(1,135평/43%)
연면적

(평/용적율)
26,630㎡

(8,056평/397%)
23,138㎡

(6,999평/297%)
51,367㎡

(15,539평/405%)

규모
전체-B3/15F
주거시설-2/15F

부대시설-B2/2F
주차,기계실-B3/B2F

전체-B2/14F
주거시설-2/14F

부대시설-B2/1F
기계실-B2F

전체-B3/15F
주거시설-2/15F

부대시설-B2/1F
주차,기계실-B4/B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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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182(7동) 205(1동) 419(1동)

평형구성
(㎡/평-
세대수)

70.9(21)56세대
116.1(35)70세대
161.6(48)14세대
163.6(49)42세대

62.9(19)20세대
72.7(22)58세대
108.3(32)52세대
120.0(36)52세대
126.6(38)13세대
146.3(44)10세대

40(12)-22세대
45(13)-60세대
53(16)-23세대
65(20)-20세대
71(21)-54세대
75(23)-6세대

84(25)-116세대
87(26)-6세대

103(31)-20세대
108(32)-12세대
114(34)-12세대
118(35)-60세대
163(49)-8세대

 입
 주
 방
 식

계약방식 분양+임대 분양 분양+영구임대
입주비용 2.41억~5.51억 2.85억~6.64억 2.49억~7.13억
월생
활비

독신 59만원~85만원 74만원~111만원 37만원~82만원
부부 107만원~145만원 118만원~156만원 44만원~89만원

대분류 중요도 소분류(중요도)
접근성 0.269 도심(0.258), 대형병원(0.330), 대형편의시설(0.260), 대중교통정류장(0.152)
주거 0.145 자연경관 및 조명(0.230), 일조 및 채광(0.257), 통풍 및 환기(0.184), 소음

표 3-06. 입주선택요인의 중요도

 3.1.2 입지현황
1) 입지현황 분석요소

일반적으로 입지현황은 사업의 타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여러 가

지 건축계획요소 중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 데 아래 표에서 보듯이 대지의 조건, 접근성, 주거환경, 경제성, 법적 

규제사항, 도로 및 교통현황 등이 포함된다. 다음 표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의향

자를 대상으로 입주선택요인의 중요도3)를 조사한 결과로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입주시설을 선택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경제성(0.384)임을 알 수 있다. 경제

성 중에서도 입주금액(0.314)이 가장 중요하며 운영주체의 신뢰도(0.299)도 매

우 높은 반면, 입주방식에 대한 중요도는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경제성 다음

으로 접근성(0.269)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접근성에서도 대형병원(의료시설)

의 접근성(0.33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시설의 근접에 대한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전영진, 실버타운 입주의향자의 입주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년 6월,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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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0.161), 사생활보호(0.168)
단지
시설 0.084 실내구조 및 동선(0.208), 부대시설(0.163), 녹지공간 및 단지경관(0.206), 운동공

간(0.143), 보안 및 고령자안전시설(0.280)
서비스 0.118 의료간호(0.207), 건강관리(0.222),식사(0.324), 생활편의(0.156), 문화여가(0.091)
경제성 0.384 입주방식(0.090), 입주금액(0.314),운영주체의 신뢰감(0.299), 월사용비용(0,297)

항 목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거
리

의료
시설

세란병원 서울병원 강서
송도병원

세브란스
병원

고려대
의료원

강서
송도병원

0.08㎞ 1.03㎞ 0.0㎞ 9.94㎞ 2.08㎞ 1.74㎞ 2.48㎞
교통
시설

독립문역 녹번역 발산역 가양역 고려대역 증미역
0.08㎞ 0.65㎞ 0.54㎞ 0.0㎞ 0.87㎞ 0.2㎞ 0.39㎞

공원
시설

독립문공원 녹번서공원 우장산공원 구암공원  개운공원 염창공원
0.4㎞ 0.42㎞ 0.82㎞ 0.88㎞ 0.7㎞ 1.6㎞ 0.8㎞

사직공원 녹초공원 원당
근린공원

서낭당
근린공원

홍릉
근린공원

서낭당
근린공원

2.1㎞ 0.36㎞ 0.3㎞ 0.54㎞ 1.51㎞ 1.19㎞ 1.0㎞
판매
시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홈플러스 홈플러스 할인점
2.91㎞ 1.11㎞ 1.54㎞ 0.95㎞ 0.96㎞ 0.53㎞ 1.3㎞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백화점
3.64㎞ 6.3㎞ 3.83㎞ 5.5㎞ 1.45㎞ 4.67㎞ 4.2㎞

노인
복지
시설

무악동
노인복지관

녹번종합
사회복지관

등촌4종합
사회복지관

등촌9종합
사회복지관

성북노인
종합복지관

가양7종합
사회복지관

0.13㎞ 0.25㎞ 0.35㎞ 0.36㎞ 0.33㎞ 1.02㎞ 0.41㎞
서대문노인
종합복지관 녹번실버홈 등촌1종합

사회복지관
강서노인

종합복지관
길음종합

사회복지관
강서노인

종합복지관
1.12㎞ 0.66㎞ 0.82㎞ 1.33㎞ 1.71㎞ 1.23㎞ 1.15㎞

체육
시설

중구회현
체육센터

은평구민
체육센터

KBS88
체육관

KBS88
체육관

고려대화정
체육관

KBS88
체육관 체육관

3.51㎞ 4.13㎞ 0.87㎞ 1.03㎞ 1.17㎞ 1.14㎞ 2.0㎞
서대문청소
년수련관

은평청소년
수련관

화곡청소년
수련관

화곡청소년
수련관

동대문청소
년수련관

화곡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

2.98㎞ 1.44㎞ 4.14㎞ 3.73㎞ 2.42㎞ 3.0㎞ 2.95㎞
대 학
시설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폴리텍1
대학교

그리스도
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스도

대학교
1.54㎞ 2.99㎞ 1.52㎞ 1.95㎞ 1.41㎞ 1.55㎞ 1.83㎞

2) 시설간 거리의 접근성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시설의 입지현황을 다양한 분석요소 중 접근성에 맞

춰 분석해 보려한다.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한 세부 분석지표로는 종합병원을 비

롯한 각종 시설로부터의 거리, 교통, 진입환경, 경계, 지형, 가시성 등을 들 수 

있는 데 커뮤니티연계 관점에서는 타시설과의 거리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각종

시설로부터의 거리(의료시설, 교통시설, 공원시설, 판매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대학시설)와 진입환경을 분석하였다.

표 3-07. 사례 시설의 입지현황 - 시설간 거리 (도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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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1. 노인복지주택과 시설간의 거리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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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첫째, 교통시설(지하철)과의 거리는 평균 390M로 근린주구에서 제시하는 반

경400M를 만족시키고 있다.

연세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천용민 교수는 걷는 구간은 일반인의 경우 하루 

1.5~2㎞가 이상적이라 말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의 킴 크노프스 박

사는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게재된 연구보고서에서 매일 3㎞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440m이하 걷는 노인보다 2배 

적다고 밝혔다. 위의 내용들은 일반인의 경우로 노인은 이보다 적게 봤을 때 교

통시설, 특히 지하철로부터의 거리를 1㎞이하로 할 경우 왕복 2㎞이하가 되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의료시설(종합병원)은 대부분 10㎞내외에 위치하고 있다.

노인질환 중 대표적인 심근경색의 경우 6시간 이내에, 뇌경색의 경우 3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취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은 가능한 가까이 

인접해 있을수록 좋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그런 최적의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지가도 높아 힘들지만 대부분이 10㎞내외에 있어 신속한 응급조치는 가능

한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연환경은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평균 1㎞내에 인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원들이 근린주구 밖에 위치하고 있어 도보로 접근은 가능

하나 노인들이 희망하는 공원까지의 거리(500M 이내 - 51.6%, 1㎞이내 - 29.4%)

로 볼 때는 편리한 접근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도시형임을 감안할 때 양

호하다고 볼 수 있다.4) 

넷째, 할인마트나 백화점은 쇼핑후의 물품까지 고려할 경우 도보로 이동하기

에는 부담이 있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이 필요해 보인다.

사단법인 골든에이지포럼5)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소 김남진 소장

은 ‘고령자 걷기지침서’를 개발하여 발표했는데 고령자의 1분당 평균 보행 수

는  60대-120보, 70대-110보, 80대-100보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1일 권장 보행수로 보통의 활동능력수준을 기준으로 60대 - 5,000~6,500보, 70

대 - 4,000~4,500보, 80대 - 2,500~4,000보 정도를 권고량으로 제시하였다. 노

인복지시설 거주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70대를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해 

4) 채준섭, 노인주거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건축·도시공학과 박사논문, 

2008.8, p.70

5) http://www.goldenage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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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AVG.(평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적당한 분양가 1 4.8 2 8.0  0  0 3 10.0 2 5.3 1.3 4.1
편리한 교통 6 28.6  0 6 17.1 30 71.4 4 13.3 8 21.0 9 28.3

자녀와의 근접 0 0  0 2 5.7 1 2.4  0 1 2.6 0.7 2.2
적당한 월이용료 1 4.7 3 12.0 1 2.9  0 3 10.0 2 5.3 1.7 5.3

좋은 환경 1 4.7  0 3 8.6  0 5 16.7 2 5.3 1.8 5.7
편리한 부대시설 6 28.6 5 20.0 15 42.9 8 19.1 7 23.3 15 39.5 9.3 29.2
근접한 종합병원 3 14.3 6 24.0 2 5.7  0 6 20.0 2 5.3 3.2 10.1
자녀로부터 독립 3 14.3 9 36.0 6 17.1 3 7.1 2 6.7 6 15.7 4.8 15.1

합계 21 100 25 100 35 100 42 100 30 100 38 100 31.8 100

그림 3-02. 생활편의시설 희망이용거리

보면,

4,000보(1일) x 0.6m(보폭) = 2,400m

(2.4㎞)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걸어서 근처의 백화점이나 할인

마트까지 다녀올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왕

복으로 산정하면 가고 오는 데 각 1.2㎞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노인시설(사회복지관)은 400M 정

도에 위치하고 있어 도보이용이 가능하다.

접근성의 측면에서 종합병원의 근접성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살펴보면, 시설의 지하1층에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GS시설과 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GP시설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들

은 대중교통 면에서 전철을 선호6)하기 때문에 내, 외부인의 시설로의 접근이나 

도심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전철이나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GH시설은 시설에서 바로 전철역으로 연결되고 있어 교통

시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실제로 아래 표의 설문조사에서도 GH시설의 선택이

유로 편리한 교통(71.4%)이 가장 높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과 의료시설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 지 알아볼 수 있는 설

문조사가 진행되었다.7) 

표 3-08. 현재 거주하는 노인복지주택을 선택한 이유

6) 만 65세 노인에 대한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의 무임승차(경로우대)에 따른 철도이용선호가 증

가하고 있다.『국토해양부, 가구통행실태조사, 2010년』

7) 1차 설문조사로 2010년 4-5월사이 약 4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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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이론 거리 해당시설
근린주구이론 반경400M GH시설>GP시설> GY시설
뉴 어바니즘 반경900M GS시설>CL시설> NT시설

고령자걷기지침서 반경1200M -

GP시설 CL시설 GS시설

보행
환경

진입시꺾임회수
(가시성) 1회 보행

환경
진입시꺾임회수

(가시성) 2회 보행
환경

진입시꺾임회수
(가시성) 0회

표 3-10. 사례 시설의 입지현황 - 진입환경(보행 및 차량)

위의 설문결과를 보면 편리한 교통이 근접한 종합병원보다 매우 높은 선호도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H시설의 경우, 지하철이 시설과 즉 실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시설의 근접성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의료시설보다 중요

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의 범위를 적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09 . 시설-전철역 사이의 거리

노인복지주택도 복합건축물로 볼 때,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입지결정요소의 

가중치를 분석한 논문8)에서는 교통접근성(0.379), 경제성(0.277), 문화지원시

설9) 및 공원연계성(0.230), 문화시설연계성(0.114)로 교통접근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3) 진입환경(보행 및 차량)의 접근성

거리와 함께 중요한 사항은 보행시의 용이한 접근을 유도하는 보행로와  교통

수단의 이용시 차량진입로, 보차분리, 진입로의 경사, 건물과의 레벨차, 지상주

차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는 보행환경과 차량환경으로 나누어 현황을 살

펴보았다.

8) 심재춘, 복합문화시설의 입지결정요소 조사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권 10호, 

2005,10, p.111 

9) 문화지원시설에는 쇼핑, 숙박, 영상, 전시시설 등을 포함하며 경제성에는 부지매입비, 부지매입

의 용이성, 도심재개발효과, 지역경제효과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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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수(가로유형) 2면 진입로수(가로유형) 1면 진입로수(가로유형) 2면
정면보행로의 폭 0 정면보행로의 폭 0 정면보행로의 폭 3M
보차분리(안전성) O 보차분리(안전성) X 보차분리(안전성) O

진입구경사 0.68° 진입구경사 0.74° 진입구경사 0
건물-대지높이차 0 건물-대지높이차 0.05M 건물-대지높이차 0.03M
보도-차도높이차 0.02M 보도-차도높이차 0 보도-차도높이차 0.1M

출입구의 수 2 출입구의 수 1 출입구의 수 2
진입로담장 유무 X 진입로담장 유무 O 진입로담장 유무 X

차량
환경

전면도로의 폭 4M 차량
환경

전면도로의 폭 6M 차량
환경

전면도로의 폭 40M
지상/지하주차 상/하 지상/지하주차 상/하 지상/지하주차 상/하

GH시설 NT시설 GY시설

보행
환경

진입시꺾임회수
(가시성) 0회

보행
환경

진입시꺾임회수
(가시성) 0회

보행
환경

진입시꺾임회수
(가시성) 1회

진입로수(가로유형) 1면 진입로수(가로유형) 1면 진입로수(가로유형) 3면
정면보행로의 폭 7.5M 정면보행로의 폭 1.2M 정면보행로의 폭 1.8M
보차분리(안전성) O 보차분리(안전성) X 보차분리(안전성) X

진입구경사 0 진입구경사 0 진입구경사 1.76°
건물-대지높이차 0.15M 건물-대지높이차 0.05M 건물-대지높이차 0.4M
보도-차도높이차 0.1M 보도-차도높이차 0.1M 보도-차도높이차 0.1M

출입구의 수 3 출입구의 수 2 출입구의 수 3
진입로담장 유무 X 진입로담장 유무 X 진입로담장 유무 X

차량
환경

전면도로의 폭 30M 차량
환경

전면도로의 폭 35M 차량
환경

전면도로의 폭 6M
지상/지하주차 지하 지상/지하주차 지상 지상/지하주차 상/하

계획요소 단위 GP
시설

CL
시설

GS
시설

GH
시설

NT
시설

GY
시설

평균
값

설치
기준10)

진입시 꺾임횟수
(가시성) 회 1 2 0 0 0 1 0.67

진입로수(가로유형) EA 2 1 2 1 1 3 1.67
정면보행로의 폭 M 0 0 3 7.5 1.2 1.8 2.25 1.2M이상

보차분리 O X O O X X -
진입구경사 ° 0.68 0.74 0 0 0 1.76 0.53 1/18이하(2.5°)

건물/대지의 높이차 M 0 0.05 0.03 0.15 0.05 0.4 0.11 3㎝이하
보도/차도의 높이차 M 0.02 0 0.1 0.1 0.1 0.1 0.07 3㎝이하

출입구의 수 EA 2 1 2 3 2 3 2.17
전면도로의 폭 M 4 6 40 30 35 6 20.2

표 3-11. 입지계획요소에 대한 시설의 평균값

9개 입지계획요소에 대한 시설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10) 시정개발연구원,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2006, 

    보도 종단경사 기준을 1/18이하로 권장하고 있지만 「편의증진법」은 부득이한 경우 1/12로 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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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대로변에 위치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가시성

이 뛰어나 길찾기(way-finding)가 용이하다. 둘째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령운

전자에게 접근이 용이하다. 최근 들어 노인 승용차 이용율(18.8%, 2010년)이 10

년 전보다 8.6%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령운전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고령운전자

가 판매시설을 이용할 경우, 거리상으로나 구입물품의 이동상 승용차나 대중교

통을 이용하게 되는 데 시설이 대로변이나 전철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쉽

게 접근이 가능하며 운전하기에도 쉬울 수 있다.  

  

그림 3-03. GS시설과 CL시설의 진입로 비교
GS시설에 비해 CL시설은 진입시 꺾임의 횟수가 많아 건물의 가시성이 떨어졌

고 진입로수도 정문으로의 진입밖에 없었으며 진입시 보행로가 없어 차량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보행로와 차로를 겸용함으

로써 야간에 보행할 경우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며 진입로의 측면은 담

장을 설치하여 접근성 및 개방성도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인들의 보행환경에서 보차분리는 노인의 안전한 접근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

소이므로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사례시설 

중 3개 시설은 보차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3개 시설은 보행자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고 있어 접근성과 안전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 GS시설은 출입구부

분에서 비교적 넓은 보행로를 계획하여 접근의 용이하다. 

 

그림 3-04. GS시설의 보차분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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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요 소
입지조건 주변환경 ‐ 근린공원, 종합병원, 상업지역 등 인접

교통체계 ‐ 접근이 편리한 위치, 대중교통 체계

단지계획
배치유형 ‐ 지역연계 및 단지 내 거주자 교류증진을 고려한 단지배치

‐ 가로형, 광장형, 가로형+광장형 등
주거동 배치 ‐ 남향을 우선시하는 배치

‐ 성･절토를 저감시킬 수 있는 지형계획

외부공간
계획

공간종류 ‐ 공동체 공간, 여가생활공간, 운동 및 산책공간 조성

공간구성 및
동선계획

‐ 주동 및 복리시설과 연계한 외부공간 조성
‐ 생활동선과 광장, 휴게공간과의 연계
‐ 가로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기법
‐ 단순한 동선, 공간의 인지성 제고
‐ 보차 분리
‐ 콜로네이드(colonnade)설치

지역과의
연계

‐ 지역커뮤니티를 고려한 외부공간 조성
‐ 지역문화, 봉사활동, 바자회 개최 등을 위한 공간 조성
‐ 거주자와 외부인의 동선분리

무장애설계
‐ 길 찾기(way-finding)가 용이하고 기후변화 등 고려
‐ 안전시설물, 단차제거, 경사로 설치
‐ 안내표지 및 싸인계획, 조명계획

4) 국민임대 노인주택과의 입지 및 단지계획 비교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국민임대 노인주택11)의 기본개념을 보면 “주거+복지

+의료”기능을 혼합한 다기능 주거공간을 갖는 새로운 개념의 노인주택12)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복지주택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제안하

고 있는 기본 모델은 크게 3가지의 계획요소, 즉, 입지 및 단지계획, 주거시설

계획, 부대복리시설계획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입지 및 단지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임대 노인주택 모델은 단지 내/외부공간과 주변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며, 해당지역의 거점으로서 중심적 역량을 발

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계획의 경우, 노인의 생활특성을 고려하여 남향을 우

선적으로 하는 주동배치가 바람직하며, 외부공간은 주거단지 전체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노인의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공동체 공간, 노인의 여가생활 및 

문화∙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여가생활공간, 노인의 건강 및 치유를 위한 운동 

및 산책 공간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은 대부분의 

요소를 만족시키고 있는 반면,‘지역과의 연계’부분은 좀 더 개방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2. 국민임대 노인주택 모델의 계획요소 - 입지 및 단지계획

11)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책임연구원 박준영외 2인), 고령사회에 대응한 국민임대 노인주

택 모델개발, 2006.04

12) 국민임대 노인주택 모델의 8가지 계획원칙에는 가변성, 편의성, 쾌적성, 공동체성, 안전성, 안

정성, 접근성, 관리이용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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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GP시설 CL시설 GS시설
주거전용율(%) 36.7 46.9 37.0

배치형식 동서남향(중복도형) 남북향(중복도+편복도형) 남북향(중복도형)

단위세대
평면구성
(㎡/평)

 60.6(18.3)-2세대
66.2(20.0)-25세대
 69.2(20.9)-2세대
 84.2(25.5)-1세대
 85.9(26.0)-2세대
 94.8(26.7)-8세대
105.1(31.8)-1세대
107.3(32.5)-1세대
109.5(33.1)-3세대
124.2(37.6)- 1세대
125.9(38.0)- 6세대
133.9(40.5)-31세대
139.4(42.2)-1세대
144.9(43.8)-1세대

85
세대

73.3(22) - 14세대
97.7(29) - 36세대
119.9(36)-75세대
140.7(43)-12세대

137
세대

83.1(24)- 12세대
118.8(34)-78세대
163.8(46)-48세대
189.8(53)- 4세대

142
세대

평균세대면적 103.3(31.2평) 111.6(33.6평) 133.0(40.2평)
세대수 85 137 142

주거시설 층 2F8F 1F12F 3F14F
기본모듈(m) 6.3 x 10.0 3.75 x 9.0 6.9 x 7.2
중복도 폭 좁은 복도-2m

넓은 복도-2.4m
좁은 복도-1.9m
넓은 복도-2.4m

좁은 복도-1.8m
넓은 복도-3.2m

엘리베이터 17인승2대 승객용2대, 환자15인승1대 18인승2대, 15인승2대 

기준층평면

 3.1.3 주거시설의 일반현황
1) 주거시설의 개요

 주거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 전용율, 배치형식, 단위세대 평면

구성, 평균세대면적, 세대수, 주거시설 층, 기본모듈, 기준층 평면 등 시설개요

를 살펴보았다. 

  표 3-13. 대표사례시설의 주거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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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GH시설 NT시설 GY시설
전용율(%) 36.9 47.6(발코니확장-61.0%) 45.0
배치형식 남서향(편복도형) 남북향(중복도형) 동서남북향(중복도형)

단위세대
평면구성
(㎡/평)

70.9(21)- 56세대
116.1(35)-70세대
161.6(48)-14세대
163.6(49)-42세대

182
세대

62.9(19)- 20세대
72.7(22)- 58세대
108.3(32)-52세대
120.0(36)-52세대
126.6(38)-13세대
146.3(44)-10세대

205
세대

40(12)-22세대
45(13)-60세대
53(16)-23세대
65(20)-20세대
71(21)-54세대
75(23)- 6세대
84(25)-116세대
87(26) - 6세대
103(31)-20세대
108(32)-12세대
114(34)-12세대
118(35)-60세대
163(49)- 8세대

419
세대

평균세대면적 116.7(35.3평) 99.8(30.2평) 83.6(25.3평)
세대수 182 205 419

주거시설 층 3F15F 2F14F 일반시설 2F14F
개호시설 2F4F

기본모듈(m) 4.2 x 8.0 3.2 x 10.3 3.3 x 8.6
중복도 폭 편복도-1.5m 중복도-2.4m 중복도-2.0m
엘리베이터 17인승2대, 환자용11인2대 승객용17인승2대, 

환자용24인승1대 일반용4대, 개호용2대 

기준층평면

위 표에서 살펴본 기준층평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과 공통점을 찾

을 수 있다. 

첫째, 평균 주거시설 전용율 42.4%, 남북방향의 배치, 중복도형의 평면, 4~6

개 정도의 평면유형, 평균세대면적 108㎡(32.7평), 평균 195세대를 보이고 있으

며 이는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비율이 공동주택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GH시설과 NT시설은 발코니확장을 통해 전용면적을 넓히고 있다. 

NT시설의 경우, 계획된 전용면적비율은 51%였으나 발코니확장을 통해 거실의 크기

를 넓힘으로써 61%까지 전용비율을 높여 주거시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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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규모
영국 독신형 : 32.6~33㎡, 부부용 : 47.5~50㎡

덴마크 독신형 : 33~38㎡(1실+부엌), 부부용 : 42~50㎡(2실+부엌)
스웨덴 독신형 : 44㎡(1실+간이부엌), 부부용 : 54㎡(2실+간이부엌)

네덜란드 독신형 : 24~30㎡, 1침실형 : 29㎡, 부부용 : 55㎡
벨기에 독신형 : 33.5~44㎡, 부부용 : 47~62㎡
미국 Efficiency unit : 26㎡, 1침실형 : 35.3㎡, 2침실형 : 46.5㎡
호주 부부용 : 51.69㎡
일본 경비A형 : 29.2~29.5㎡/인, 경비B형 : 29.2~32.9㎡/인

둘째, 최소 기본모듈은 조금씩 다르게 계획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가로 : 세로

=1 : 2인 장방형을 취하고 있다. 이는 가능한 많은 세대를 넣고 동일한 일조를 

얻는 데 장방형 평면이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향의 거주자

들은 불리한 일조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기준층 평면을 보면, GH시설을 제외한 5개 시설 모두는 중복도형을 취

하고 있다. 적은 대지에서 용적율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대표적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형 노인

복지주택의 선호하는 주호크기는 1인실은 전용면적 23~40㎡, 2인실은 전용면적 

36~56㎡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표 3-14. 주요 선진국의 일반적인 주호크기13)

2) 주거시설의 내부 현황

대부분의 주거시설 내부는 유니버설 디자인14)에 입각하여 계획되고 있으며 

노인의 행태와 안전을 고려한 가구와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

적 측면에서는 단차의 제거는 기본이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스템 창호, 친환

경 벽지, 미닫이문 등을 들 수 있고 노인의 신체를 고려한 자동높낮이 세면대, 

빌트인 가구(드럼세탁기, 냉장고), 안전을 고려한 비상호출시스템, 무작동 감

지센서, 카드키(도어록), CCTV관제시스템 등을 통하여 편리한 거주와 안전을 보

장하고 있다. 

13) 박태환, 노년건축학, 보성각, 1997

14) Wikipedia defined it as “broad-spectrum architectural planning ideas meant to produce 

buildings, products and environments that are inherently accessible to both the 

able-bodied and the physically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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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GP시설 CL시설
현 관 · 홈오토메이션(홈네트워크)

· 카드키도어(도어체크)
· 홈오토메이션
· 디지털 도어록

거실
침실

· 외부 시스템창호, 단차제거 
· 에어컨(스탠드형, 벽걸이형)
· LCD TV, 무동작 감지센서(천정)

· 외부 시스템창호, 소음 방지용문
· 온돌 마루판, 천장 매립형 에어컨
· 친환경 실크벽지

주 방 · 빌트인 가구(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 전기 쿡탑 

· 빌트인 가구(드럼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 고품격 에넥스 주방가구 및 자기질타일
· 전기 쿡탑, 주방 라디오폰

화장실
샤워실 

· 안전손잡이, 욕조 응급호출기
· 건강비데
· 미끄럼방지 바닥타일

· 판넬형 안마샤워기
· 고급 욕실장, 최고급 건강비데
· 미끄럼방지 논슬립 바닥타일

기 타 · 침실과 발코니사이 한식문양의 미서기창 설치
· 에어컨 천장 매입형

· 침실과 발코니사이 한식문양의 미서기창 설치
· 에어컨 천장 매입형

특 징
· 응급호출기에 의한 응급시스템
· 현관거실 단차제거 
· 휴대용 위급호출기
· 카드키의 의한 전원차단 기능

· 위급호출버튼, 동체감지센서
· 현관거실 단차제거, 각종 안전관리시스템
· 휴대용 위급호출기
· 카드키의 입출력에 의한 전원차단 기능

평면
사례

(계약면적 60.6㎡/주거전용 22㎡) (계약면적 119.9㎡/주거전용 56.3㎡)

  

그림 3-05. GP시설의 안전관리시스템 사례

사례시설 6곳의 주거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5. 사례시설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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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GS시설 GH시설
현 관 · 접촉식 카드키, CCTV관제시스템

· 현관거실 단차제거, 재실유무시스템
· 현관앞 CCTV 안전시스템, 카드키설치 
· 골프채, 우산수납, 대형신발장, 보조의자

거실
침실

· 인터폰 및 너스콜, 무동작 감지센서
· 비상호출시스템, 목걸이형 위급호출기
· 미닫이문 설치, 고급 붙박이장

· 안방붙박이장, 드레스룸, 파우더룸
· 디지털 홈 오토메이션
· 건강이변 감지센서, 응급호출센서 설치

주 방 · 빌트인가구(드럼세탁기)
· 전열형 렌지

· 빌트인가구(드럼세탁기, 냉장고)
· 전열형 쿡탑(외출시 자동 잠금장치)
· 연기감지기, 자동정수 시스템

화장실
샤워실 

· 비상호출시스템
· 자동 높낮이 세면대
· 미끄럼방지 바닥재

· 높낮이 세면대, 마사지기능의 비데
· 반신욕 욕조, 위급상황 비상버튼
· 미끄럼방지 타일, 단차제거, 슬라이딩도어

기 타 · 카드키 빼면 냉장고, 세탁기를 제외한 전원차단
· 에어컨 천장 매입형

· 발코니 확장공사, 실외기실(발코니)
· 에어컨 천장 매입형

특 징
· 접촉식 카드키, CCTV관제시스템
· 현관거실 단차제거, 각종 안전관리시스템
· 자동 높낮이 세면대, 미끄럼방지 바닥재
· 카드키를 빼면 자동 전원차단 기능

· 디지털 홈 오토메이션에 의한 리모콘
  조절 전등과 화재경보 열감지기
· 붙박이장에 의한 합리적인 수납
· 전열형 쿡탑(외출시 자동잠김,세라믹 전기호브)

평면
사례

(계약면적 118.9㎡/주거전용 55.3㎡) (계약면적 116.1㎡/주거전용 53.6㎡)

   
구 분 NT시설 GY시설
현 관 · 복도와 현관, 거실의 단차 없음 

· 신발장과 신을 신을 수 있는 의자 배치
· 현관, 거실의 단차 없음 
· 접촉식 카드키, CCTV관제시스템

거실
침실

· 공간분리를 위한 미닫이문 설치
· 화재감지기, 무동작 감지센스, 응급호출버튼

· 인터폰 및 너스콜(nurse call), 목걸이형호출기
· 무동작 감지센스, 응급호출시스템
· 미닫이형식 출입문, 고급붙박이장 설치

주 방 · 드럼세탁기 빌트인으로 시공 
· 할로겐 레인지(타이머와 알람기능)

· 빌트인 가구(드럼세탁기, 냉장고)로 시공 
· 전열형 레인지

화장실
샤워실 

· 화장실출입구 단차 없음(미닫이문) 
· 응급호출버튼과 안전손잡이 설치
· 욕조가 없고 샤워기 설치  
· 수신전용전화기(화장실에서 수신가능)

· 자동 높낮이 세면대
· 응급호출버튼과 안전손잡이 설치
·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기 타
· 베란다가 없는 확장형  
· 열기 쉬운 손잡이  · 파우더 룸 설계
· 에어컨 천장 매입형 설치  
· 중앙공조시스템, 중앙정수처리

· 카드키에 의한 전원차단(냉장고, 세탁기 제외)
· 에어컨(스탠드형, 벽걸이형) 설치

특 징
· 이동 공간 모든 단차 제거  
· 휠체어사용 감안 출입문 미닫이 설치
· 각종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 
· 중앙공조시스템, 중앙정수처리

· 접촉식 카드키, 현관 앞 CCTV설치  
· 카드키에 의한 전원차단,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 
· 자동 높낮이 세면대 

평면
사례

(계약면적 59.7㎡/주거전용 32.1㎡) (계약면적 84.2㎡/주거전용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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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요 소

 주
 거
 동

주동구성
‐ 상층부 : 복층형, 최상층 활용
‐ 저층부 : 발코니, 공용부분과 연계된 옥외광장 및 1층 진입
‐ 테라스형 주택 : 노인의 여가공간 활용(접근성 배려 필요)

진입공간
‐ 인지도를 고려한 진입공간 및 색채계획
‐ 노인 공용게시판, 안내표지 설치
‐ 휴식공간설치, 완만한 경사로 설치

공용공간
‐ 이웃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공용공간 계획
‐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에 휴식 공간 설치
‐ 휠체어 사용을 고려한 복도 폭 확보
‐ 계단보다는 완만한 경사로 설치
‐ 거주자 작품전시벽, 조망창 설치

 단
 위
 세
 대

거주유형 ‐ 독신 노인형, 노인 부부형, 2세대 동거형, 3세대 동거형 등
가변형 계획

‐ 세대 가벽 : 노부부→독신, 노부부→3세대동거
‐ 세대내 가변 : 간이벽, 수납벽체 활용
‐ 최소한의 벽체 적용, 실의 단순화 : 노인의 방향감각 지원

공
간
별
고
려
요
소

현관 ‐ 신발탈착 편리를 위한 보조의자 설치/  ‐ 미닫이문 설치
‐ 범죄예방 및 길 찾기(way-finding) 가능한 창호설치

침실 ‐ 휠체어 사용을 고려한 침실 폭 확대
‐ 누워서도 밖을 볼 수 있는 창턱 높이 계획

주방/
식당

‐ 주방에서 거실을 보거나 대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계획
‐ 할로겐렌즈, 높이 조절 조리대 설치

욕실
‐ 미끄럼 방지 타일 및 습기 공간 최소화
‐ 좌욕 및 앉을 수 있는 욕조 설치
‐ 핸드레일, 비상벨, 미닫이문 설치

발코니
‐ 취미 및 생활보조공간으로 활용
‐ 피난공간으로 활용 : 경량벽체 적용
‐ 이웃간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기타 ‐ 수납공간(벽체, 바닥, 천장 등), 다락
‐ 설비공간(보일러실, 환기실 등)

3) 국민임대 노인주택과의 주거시설계획 비교

 국민임대 노인주택의 주거시설의 계획모델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동 및 단위세대 계획이 필요하며, 노인의 

생활특성을 고려하여 자립과 개호가 가능하고 거주자의 접촉 및 교류를 증진시

킬 수 있는 주거시설계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인이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및 라이프사이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세대통합 및 분리 등)계획도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16. 국민임대 노인주택 모델의 계획요소-주거시설계획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노인복지주택의 주거시설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은 만족시키고 있으며 특히, 단위세대의 공간별 고려요소는 계획요소를 만족시

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웃 간의 교류증진을 위한 공용 공간(휴식 공

간)의 계획이나 가변형 계획은 노인복지주택에서는 부족하여 좀 더 세심한 배려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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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의료
시설

클리닉센터 ● ● ● ● ●
입원(수술실) ● ●

간호사실 ●

생활편의
시설

로비(프런트 데스크) ● ● ● ● ● ●
접객실(커피숍) ● ● ● ● ● ●

게스트룸 ●
식당(주방) ● ● ● ● ● ●

내부정원(sunken) ● 옥상정원 ● 2층외부정원 ● ●
사우나(찜질방) ● ● ● ● ● ●
편의점(마켓) ● ● ● ● ● ●

약국 ● ●
세탁실 ● ●

미(이용실) ● ● ● ● ●
유아놀이방 ●

근린생활시설 ● ● ● ●

문화여가
시설

갤러리(아트) ●
컴퓨터실 ● ● ● ● ●

도서실(북카페) ● ● ● ●
다목적실(영화/음악) ● ● ● ● ● ●

노래방 ● ● ● ● ●
동호회(취미)실 ● ● ● ● ●

종교실 ●
비지니스센터 ●

스포츠
시설

휘트니스센터 ● ● ● ● ● ●
수영장 ● ● ● ● ●

골프연습장 ● 지상3층 ● ●
샤워실 ●
당구장 ● ● ● ● ●
탁구장 ● ●

안전관리
시설

사무실 ● ● ● ● ● ●
관리실 ● ● ● ●

방재실(MDF) ● ● ● ● ● ●
직원식당 ● ● ● ●

직원라커룸 ● ● ● ●
당직실 ● ● ●

외부공간
시설

조경 ● ● ● ● ● ●
데크 ● ● ● ● ●
정자 1개소 3개소 1개소 1개소

지상주차장 11대 5대 4대 비상1대 32대 6대
옥상정원 ● ● ● ● 게이트볼 ●

 3.1.4 부대시설의 일반현황
1) 부대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현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대시설은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시설

별 부대시설의 영역별 시설현황과 서비스현황을 살펴보려 한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부대시설의 규모현황을 분석한다. 

 표 3-17. 부대시설의 영역별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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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6. GS시설의 사례 

부대시설의 특징적인 것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의료시설에서는 GP시설이 클리닉센터가 없음을 볼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바로 

옆에(10M) 세란병원이 있어 간호사실(34.5㎡)만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GS시설

은 시설 내에 강서병원을 개원하고 외부에 개방하여 외부환자를 받아 수익을 창

출하고 입주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생활편의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식당, 로비, 사우나, 편의점 등은 모두 

설치하고 있으며 약국이나 게스트룸을 설치한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지하철

과 바로 연결되는 GH시설이나 중심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NT시설은 임대용 근린

생활시설을 1층에 계획하여 임대수익과 함께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돕고 있다.

문화여가시설은 다목적실과 동호회(취미)실을 중심으로 컴퓨터실, 도서실, 

노래방 등을 설치하고 있다. 특징적인 시설을 살펴보면, CL시설은 소규모 갤러

리를 설치하여 입주자 전시를 돕고 있으며 NT시설은 종교실(기독교, 천주교, 불

교)를 설치하여 입주자들의 다양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스포츠시설은 휘트니스센터와 수영장을 중심으로 골프연습장이나 당구장등을 

설치하고 있다. CL시설만이 수영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데 CL시설은 수영장의 

규모와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주변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체육센터를 이

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탁구장과 당구장은 좀 더 활동적인 탁구장보다는 

여성들도 무리없이 즐길 수 있는 당구장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당구장을 더 많

이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골프연습장은 넓은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내부에는 간단한 퍼팅장을 설치하고 있다.

안전관리시설은 사무실과 관리실이 주된 공간으로 입주자보다는 직원들이 주

로 사용하며 응급상황이나 CCTV 화상감시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외부공간시설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의 작은 대지로 인한 제한과 법적 조

경면적(대지면적의 15%) 등으로 순수하게 파고라를 설치하거나 옥외정원을 설

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붕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옥상정원, 골프연

습장, 그리고 파고라를 설치한 휴게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GS시설의 외부공간시설 사례로 1층에

는 야외정원이 있으며 3층의 지붕층에는 골프퍼팅장과 

스윙연습장이 설치되어 있고 15층 양단에는 파고라와 

함께 옥상정원(휴게공간)으로 구성하여 좁은 대지에서 

외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세심한 계획을 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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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항목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의료
서비스

년1~2회 종합건강검진 ● ● ● ●(희망자) ● ●
24시간 응급치료시스템 ● ● ● ● ● ●
종합병원 연계체계구축 ● ● ●(직영) ● ● ●

간병서비스 ● ● ●
건강관리서비스 ● ● ● ● ● ●

입원비할인서비스(직계) ● ● ●

생활
편의

서비스

1일3식 식사서비스 ● ● ● ● ● ●
맞춤식 식단 ● ● ●

웰빙 및 노화방지식단 ● ● ● ● ●
청소 및 가사 대행서비스 ● ● ● ● ● ●
우편물, 각종민원서비스 ● ● ● ● ● ●

셔틀버스서비스 ● ● ● ●
프런트서비스 ● ● ● ● ● ●

각종 상담서비스 ● ● ● ● ●
콘도회원권서비스 ● ● ● ●

이벤트서비스 ●

문화
여가

서비스

교양강좌서비스 ● ● ● ● ● ●
대학연계 프로그램 ●

취미교실서비스 ● ● ● ● ● ●
레저서비스(여행) ● ● ● ● ●

전시회서비스 ● ● ●
문화이벤트서비스 ● ● ● ● ● ●
영화상영서비스 ● ● ● ● ● ●

스포츠
서비스

골프회원권서비스 ● ● ● ●
단전호흡 등 교양강좌 ● ● ● ● ● ●
운동처방(치료)서비스 ● ● ● ● ●

안전
관리

서비스

위급호출서비스 ● ● ● ● ● ●
건강이변 감지시스템 ● ● ● ● ●

생활리듬센서 ● ● ●
CCTV관제시스템 ● ● ● ● ● ●
방문객확인인터폰 ● ● ● ● ●

원스톱카드키 ● ● ● ● ●
재실유무 감지시스템 ● ● ● ● ● ●

층별관리시스템 ● ● ●
공동현관 관리시스템 ● ● ● ● ●

가스감지기 ● ● ●

6개의 사례시설은 6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를 위해 종합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검진 

및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식사도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식 식

단과 웰빙식단, 제철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활발한 부분은 문화여가서

비스로 교양강좌, 제테크 강좌를 비롯하여 전시회, 여행(콘도회원권), 문화이

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포츠부분에서도 골프회원권이나 수영, 단전호

흡, 운동처방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희망하는 분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개 사례시설의 서비스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8. 부대시설의 서비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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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분류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전용면적 비율(%) 전용면적 비율(%) 전용면적 비율(%) 전용면적 비율(%)

주거
시설

3,219
(973.7) 36.7 7,168

(2,168) 46.9 8,773.3
(2,654) 37.0 9,833.4

(3,705.6) 36.9
의료
시설

34.5
(10.4) 0.4

26.8

152.8
(46.2) 1.0

11.6

2,333.5
(705.9) 9.8

21.4

840
(254.1) 3.2

19.4

생활편의
시설

1,173.7
(355) 13.4 1,047.4

(316.8) 6.9 1,277.2
(386.3) 5.4 3,135.9

(948.6) 11.8
문화여가

시설
532.8

(161.2) 6.1 293.5
(88.8) 1.9 503.8

(152.4) 2.1 221.7
(67.0) 0.8

스포츠
시설

448.9
(135.8) 5.1 162.0

(49) 1.1 642.4
(194.3) 2.7 713.6

(215.9) 2.7
안전관리

시설
161.8
(48.9) 1.8 101.9

(30.8) 0.7 331.5
(100.2) 1.4 238.5

(72.1) 0.9
외부공간

시설
963.6

(291.5) 11.0 1,157.7
(350.2) 7.6 1,539

(465.5) 6.5 1,904
(575.8) 7.1

기타공용
면적

3,212.3
(971.7) 36.5 6,341.4

(1,918.7) 41.5 9,862.3
(2,983) 41.6 11,646.9

(3,523.2) 43.7
연면적
 합계

8,783
(2,657) 100 15,267

(4,618) 100 23,724
(7,176) 100 26,630

(8,056) 100
시설
분류

NT시설 GY시설 평균
전용면적 비율(%) 전용면적 비율(%) 전용면적 비율(%)

주거
시설

11,003
(3,328) 47.6 23,116

(6,993) 45.0 10,519
(3,182) 42.4

의료
시설

127.1
(38.4) 0.6

27.7

1,355.3
(410) 2.6

14.0

807.2
(244.2) 3.3

18.8

생활편의
시설

3,480.9
(1,053) 15.0 3,542.2

(1,071.5) 6.9 2,276.2
(688.5) 9.2

문화여가
시설

1,319.6
(399.2) 5.7 1,045.5

(316.3) 2.0 652.8
(197.5) 2.6

스포츠
시설

1,139.2
(344.6) 4.9 770.7

(233.1) 1.5 646.1
(195.4) 2.6

안전관리
시설

354.6
(107.2) 1.5 515.6

(156) 1.0 284
(85.9) 1.1

외부공간
시설

3,367
(1,018.5) 14.5 4,898.8

(1,481.9) 9.5 2,305
(697.3) 9.3

기타공용
면적

5,713.6
(1,728.3) 24.7 21,054.7

(6,369) 41 9,638.7
(2,915.7) 38.8

연면적
 합계

23,138
(6,999) 100 51,400

(15,549) 100 24,824
(7,509.3) 100

2) 부대시설의 규모현황

대표사례시설 6곳의 영역별 연면적에 대한 부대시설의 비율을 살펴보면 주거전

용율은 42.4%로 기존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반면, 부

대시설의 전용율은 18.8%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사례시설 영역별 연면적에 대한 비율  (㎡/평, 기준 : 전용면적)

* 외부공간시설은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거시설의 전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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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요 소
부대
복리
시설

노인복지시설
‐ 문화공간 : 다목적실, 교육실, 취미실, 정보 문화실
‐ 복지공간 : 공동식당, 공동목욕탕, 공동세탁실, 집회실
‐ 의료공간 : 건강상담실, 물리치료실, 노인보호실
‐ 관리공간 : 생활상담실

공간구성유형 ‐ 입체 가로와 연계된 외부공간 연계

0
2
4
6
8

10
12
14
16

GP CL GS GH NT GY Avg.

연면적에대한 비율을 고려한 규모현황(%)

의료시설 생활편의시설 문화여가시설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시설 외부공간시설

그림 3-07. 부대시설의 연면적에 대한 비율
연면적대비 부대시설의 비율을 크기순으로 보면,

외부공간시설 ≥ 생활편의시설 〉의료시설 〉스포츠시설 = 문화시설 〉 안전

관리시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영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표 3-20. 영역별 규모가 큰 구성요소

영역별 규모가 큰 구성요소
의료시설 클리닉센터

생활편의시설 식당, 사우나(남/녀), 근린생활시설(임대)
문화여가시설 다목적실, 취미실(동아리실), 도서실
스포츠시설 휘트니스센터, 수영장, 당구장(탁구장)

안전관리시설 사무실
외부공간시설 조경, 데크, 주차장

3) 국민임대 노인주택과의 부대시설계획 비교

부대복리시설은 노인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 의료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

록 외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시설계획이 필요하다. 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 등을 고려한 공동체 공간 등의 조성계획도 

필요하다. 특히,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시설을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도 고려해야 한다.

표 3-21. 국민임대 노인주택 모델의 계획요소 - 부대복리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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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연계 : 조망 및 휴식공간
‐ 독립형, 주동일체형, 분산형 등

가변형 공간계획 ‐ 다목적 공간
‐ 가변벽체 및 수납벽체 활용

지역과의 연계 ‐ 건강상담실, 간의의료시설, 약국 외부개방
‐ 외부인과 내부인의 동선분리 필요

무장애공간설계
‐ 공용화장실, 비상구 등에 야간조명 설치
‐ 길찾기(way-finding) : 안내표지, 싸인 설치로 등 동선 유도
‐ 엘리베이터 내 응급비상등 설치
‐ 게시판 설치

주차장계획 ‐ 노인주택 인근에 지상주차장 확보
‐ 장애인용 주차장 법적대수 이상 확보

국민임대 노인주택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요소를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

이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지만 지역과의 연계요소를 비교해 보면, 외부개방이나 

동선분리에 있어서는 폐쇄적이며 동선분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

된다. 

앞에서 살펴본 국민임대 노인주택과의 입지 및 단지계획, 주거시설계획, 부대

시설계획의 비교를 통해 개선해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2. 국민임대 노인주택 계획요소비교를 통한 개선사항

영역별 규모가 큰 구성요소
입지 및 단지계획 지역과의 연계

‐ 지역커뮤니티를 고려한 외부공간 조성
‐ 지역문화, 봉사활동, 바자회 개최 등을 위한 공간 조성
‐ 거주자와 외부인의 동선분리

주거시설계획

공용공간
‐ 이웃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공용공간 계획
‐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에 휴식 공간 설치
‐ 휠체어 사용을 고려한 복도 폭 확보
‐ 계단보다는 완만한 경사로 설치
‐ 거주자 작품전시벽, 조망창 설치

거주유형 ‐ 독신 노인형, 노인 부부형, 2세대 동거형, 3세대 동거형 
등

가변형 계획
‐ 세대 가벽 : 노부부→독신, 노부부→3세대동거
‐ 세대내 가변 : 간이벽, 수납벽체 활용
‐ 최소한의 벽체 적용, 실의 단순화 : 노인의 방향감각 
지원

부대시설계획 지역과의 연계 ‐ 건강상담실, 간의의료시설, 약국 외부개방
‐ 외부인과 내부인의 동선분리 필요

개선사항을 종합해 보면,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주거시설계획에서는 

이웃 간의 교류증진을 위한 공용공간계획이나 휴식공간, 세대동거형 거주유

형, 가변형 계획 등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도

시형 노인복지주택이 내, 외부 커뮤니티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개방적이고 

교류, 소통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는 것이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86

구 분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AVG.(평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성
별

남 7 33.3 5 20.0 13 37.1 17 40.5 7 23.3 13 34.2 10.3 31.5
여 14 66.7 20 80.0 22 62.9 25 59.5 23 76.3 25 65.8 21.5 68.5

연
령
별

60대 4 19.0 6 24.0 10 28.6 23 54.8 5 16.6 7 18.4 9.2 26.9
70대 11 52.4 12 48.0 18 51.4 13 30.9 16 53.3 21 55.3 15.2 48.6
80대 6 28.6 7 28.0 7 20.0 6 14.3 9 30.1 10 26.3 7.4 24.5

주
거
별

단독 9 42.8 12 48.0 17 48.6 20 47.6 16 53.3 18 47.4 15.3 47.9
부부 11 57.2 13 52.0 18 51.4 22 52.4 14 46.7 20 52.6 16.5 52.1

이
전
거
주
지

단독주
택 4 19.0 10 40.0 6 17.1 14 33.3 6 20.0 9 23.7 8.2 25.5

공동주
택 13 61.9 8 32.0 27 77.2 19 45.2 15 50.0 21 55.3 17.2 53.6

연립주
택 3 14.3 7 28.0 2 5.7 7 16.7 4 13.3 5 13.2 4.7 15.2

기타 1 4.8  0  0 2 4.8 5 16.7 3 7.8 1.7 5.7
합계 21 100 25 100 35 100 42 100 30 100 38 100 31.8 100

3.2 입주자만족도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입

주자들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3.2.1 설문조사개요
 설문조사는 2010년 4월-5월에 약 4주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 노인들

의 특성상 설문 진행의 어려움이 있어 한 번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번 방문하

면서 주로 로비나 휴게실에서 대면면접형태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수는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데 GP시설 21명, CL시

설 25명, GS시설 35명, GH시설 42명, NT시설 30명, GY시설 38명으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로 가능한 많은 인원을 조사하여 정확도를 높이려 노력하였다. 성

별을 보면 평균적으로 남자가 31.5%, 여자가 68.5% 정도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

며 연령별로는 60대가 26.9%, 70대가 48.6%, 80대 이상이 24.5%정도로 분포하고 

있다. 주거유형별로는 단독세대와 부부세대가 비슷하거나 부부세대가 약간 많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 거주지는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이주

하였고 다음으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다 이주한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나 

재산정도는 대답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 관계로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표 3-23.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주거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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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AVG.(평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만
족
도

매우만족 3 14.3  0 3 8.6 7 16.7 8 26.7 5 13.2 4.3 13.2
만족 11 52.4 6 24.0 25 71.4 18 42.9 20 66.7 20 52.6 16.7 51.7
보통 6 28.6 13 52.0 7 20.0 14 33.3 2 6.6 10 26.3 8.7 27.8

불만족 1 4.7 6 24.0  0 3 7.1  0 3 7.9 2.1 7.3
매우불만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개
선
사
항

거실 4 19.0 2 8.0 10 28.6 10 23.8 3 10.0 6 15.8 5.8 17.5
방 3 14.3 5 20.0 2 5.7 7 16.7 8 26.7 7 18.4 5.3 17.0

부엌 2 9.5 1 4.0 6 17.1 5 11.9 4 13.3 4 10.5 3.7 11.1
욕실 2 9.5 2 8.0 4 11.4 3 7.1 5 16.7 4 10.5 3.3 10.5

발코니 1 4.8 1 4.0 1 2.9 1 2.4 3 10.0 0 0 1.2 4.0
수납공간 9 42.9 14 56.0 12 34.3 16 38.1 7 23.3 17 44.8 12.5 39.9

합계 21 100 25 100 35 100 42 100 30 100 38 100 31.8 100

 3.2.2 주거시설에 대한 입주자만족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제공해 주는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

도와 개선사항을 설문조사15)한 결과를 보면 64.9%가 만족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보통까지 합치면 92.7%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선

사항으로는 수납공간의 부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거실과 방에 대한 개선비율이 합했을 때 34.5%로 나타나고 있어 

계약면적을 고려하면 주거전용면적을 적게 느낄 수밖에 없다. 설문개요에서 보

았듯이, 설문자 중 아파트에서 생활하셨던 분이 53.6%로 반 정도라 볼 때, 이분

들은 같은 계약면적을 비교해보면 80%대의 전용율을 보이던 아파트에서 42.4%의 

전용율을 보이는 노인복지지설에서 느끼는 면적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즉, 계

약면적에 대한 주거시설의 전용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표 3-24. 주거시설 만족도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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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8. 주거시설의 개선사항

15) 부록-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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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AVG.(평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주거시설 2 9.5 2 8.0 3 8.6 3 7.1 3 10.0 2 5.3 3.2 8.1
식사 1 4.8 1 4.0 4 11.4 0 0 4 13.3 3 7.9 2.2 6.9

부대시설 10 47.6 14 56.0 22 62.8 7 16.7 14 46.7 17 44.7 14.0 45.7
교통 6 28.6 1 4.0 5 14.3 30 71.4 7 23.3 11 29.0 10.0 28.4

자연환경 2 9.5 5 20.0 0 0 0 0 1 3.3 1 2.6 1.5 5.9
비용 0 0 2 8.0 1 2.9 2 4.8 1 3.3 4 10.5 0.9 5.0
합계 21 100 25 100 35 100 42 100 30 100 38 100 31.8 100

 3.2.3 부대시설에 대한 입주자만족도
노인에게 있어 어떻게 여가를 보내느냐하는 문제는 건강 다음으로 중요하며 

노인복지시설내의 부대시설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편리한 부대시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선

택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것은 이를 반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대시

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주자들에게 만족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16)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대시설의 만족도는 평균 45.7%로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 내에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

며 다음으로는 교통의 편리함이 28.4%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이나 자연환경, 

주거시설, 식사 등은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표 3-25. 입주 후 가장 만족하는 사항

그림 3-09. 입주 후 가장 만족하는 사항
비록 부대시설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부대시설을 항목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스포츠시설에서 가장 높은 개선을 요구했으며 특히, 수영장에 대

한 부분이 가장 높은 불만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측면에서 층별 시간대를 

16) 부록-2,부록-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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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AVG.(평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주거시설 2 9.5 4 16.0 2 5.7 4 9.5 1 3.3 3 7.9 2.7 8.6
부
대
시
설

의료시설 2 9.5 5 20.0 1 2.9 5 11.9 3 10.0 5 13.1 3.5 11.2
교육시설 4 19.0 3 12.0 6 17.1 4 9.5 14 46.7 7 18.4 6.3 20.5
문화시설 1 4.8 1 4.0 4 11.4 6 14.3 2 6.7 2 5.3 2.7 7.7
외부공간 5 23.8 7 28.0 8 22.9 0 0 9 30.0 8 21.1 6.1 21.0
스포츠시설 7 33.4 5 20.0 14 40.0 23 54.8 1 3.3 13 34.2 10.5 31.0
합계 21 100 25 100 35 100 42 100 30 100 38 100 31.8 100

배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시 몰림 현상, 수영장

의 길이, 레인 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26. 입주 후 가장 불편한 사항

그림 3-10. 입주 후 가장 불편한 사항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의 전반적인 만족도결과를 요약해 보면,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64.9%이상이 만족 이상을 보이고 있어 양호하나 개

선사항에서는 수납공간의 부족이 39.9%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부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항목별로 봤을 때는 

스포츠시설에게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27. 입주자 만족도 분석결과

항목 내 용 비율(각 항목/100%)
주거시설 만족도 만족 이상 64.9%

개선사항 부족한 수납공간 39.9%
부대시설 만족도 만족 45.7%

개선사항 스포츠시설(수영장) 31.0%

규모현황에서 보았듯이 주거전용율의 낮음으로 인한 수납공간부족이 나타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납공간이나 수영장 등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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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현황 및 문제점
2장의 이론적 틀에서 제시한 것처럼 내부 커뮤니티연계는 주로 시설내부에서 

발생하는 입주자나 시설이용자, 방문자와 관련된 연계로 여기에는 주거시설의 

연계, 부대시설의 연계, 주거-부대시설의 연계를 포함한다. 주거시설의 연계는 

입주자와 관련되며 부대시설의 연계와 주거-부대시설의 연계는 입주자, 시설이

용자, 그리고 방문자 사이의 연계로 볼 수 있다. 주거시설 내의 내부 커뮤니티

연계는 주로 입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커뮤니티연계이거나‘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의 지속성을 포함한다. 부대시설 내의 내부 커뮤니티연계

는 입주자나 시설이용자, 방문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티연계로 부대시설

이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연계라 볼 수 있다. 주거-부

대시설의 연계는 두 시설 모두와 연관된 연계로 세대교류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내부 커뮤니티연계를 통하여 입주자나 시설이용자들은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좀 

더 친밀한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현황

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려 한다.

 
그림 3-11.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분석요소

 3.3.1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주거시설은 사적영역(private area)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

이나 연계보다는 내부적인 연계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건강의 변화가 생

겨 개호(care)가 요구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계속 같은 환경에서 

늙어가는‘Aging in Place’17)가 요구된다. 

17) 자신이 살던 주택에서 계속적으로 늙어가기를 희망하는 데 이를‘Aging in Place’라 칭하며 

노년화 될수록 이러한 성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유엔의 권고안(고령화 관련 국제 행동계획

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권고 19조,22조,2002)을 살펴보면,“가능한 오래 동안 노인들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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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설명 주거동(정원) 개호동(요양동) 비율(개호동/주거동) 분리유형

서울

GP시설 128인 X - -
CL시설 206인 X - -
GS시설 217인 X - -
GH시설 273인 X - -
NT시설 305인 30bed 9.8% 완전 분리
GY시설 473인 104bed 22.0% 복도 분리

경기
삼성노블카운티 1084인 178bed 16.4% 완전 분리

S-분당타워 381인 X - -
명지엘펜하임 672인 X - -
더 헤리티지 780인 230bed 29.5% 완전 분리

앞에서 살펴본 국민임대 노인주택의 주거시설계획에서도“노인의 생활특성을 

고려하여 자립과 개호가 가능하고 거주자의 접촉 및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거시설계획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신체적 쇠퇴현

상과 함께 새로운 환경이나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익숙한 과

거에 집착하기 쉬우며 오랜 세월동안 개인적인 경험과 추억을 저장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된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은 적응하는 데 있어 거부

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응력의 부족은 심리적으로 정신장애(우울증, 치

매, 정신분열, 편집증)나 커뮤니티와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

지주택에 입주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호가 

필요할 때 지역사회나 시설의 변화없이 계속거주가 가능한 개호시설로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립되고 있는 도시형 노인복지주택

은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이 가능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서울·경기지역의 대표적인 10개의 주거시설에 자립거주자(active 

senior)가 보호(care)가 필요할 때 자립시설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환경의 개호

시설18)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1)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문제

서울지역의 사례시설과 경기지역의 대표시설 4곳을 선정하여 개호시설의 유

무를 살펴본 결과 10개 시설 중 4개 시설이 개호시설(너싱홈)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주거동 인원수 대비 19.4%가 요양원 병상수(bed)로 나타났다.

표 3-28. 주거시설의 커뮤니티연계현황

* 비율 산정시 주거동의 경우 부부용 평형은 2인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의 집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적합하도록 리모델링 및 개량을 위한 법령을 마련해야 하며” 라

고 강조하고 있다.

18) 개호시설(Care Residence)은 요양동, 너싱홈(Nursing Home)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의미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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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의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건

강상태에 따른 주거형태의 변화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운영주체들은 

활기찬 노인들만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생각은 조금

씩 바뀌고 있으며‘Aging in Place’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지만 적극적인 반영은 미비한 편이다.

2)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사례

도시형과 도시근교형에서는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을 함께 계획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 데 그 대표적인 예가 도시형에서는 NT시설과 GY시설을, 도시근교형에서

는 경기도의 노블카운티(noble county)와 더 헤리티지(the heritage)를 들 수 

있다. 먼저, 도시근교형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근교형의 사례 - 노블카운티와 더 헤리티지

표 3-29. 노블카운티와 더 헤리티지의 개호시설(너싱홈)개요

시설 개호시설개요
규모 지상7층(4층이 없어 실제는 6층)

7층/6층 치매층/중개호층(중풍요양실)
2-5층 경개호층/데이룸/간호사실/물리치료실

1층 사무실/ 접견실/ 공용공간/ 물리치료운
동센터/ 치료레크리에이션센터/주방

요양동
단면도

노블카운티 배치도
규모 지하1층, 로비층, 지상4층
4층 1인실/데이룸1/황토방/부원장실

1-3층 4인실/데이룸2/공용목욕실1/간이주방
로비층 원장실/행정실/재활실/사회복지실/식당
지하1층 주차장(45대)

조감도

더 헤리티지 배치도

노블카운티나 더 헤리티지의 배치도에서 보듯이 너싱홈(nursing home)이 모

두 주거동과 완전히 분리되어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도시근교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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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층별 개요
9층 특별실 4-8층 생활실
3층 로비, 원무과 2층 사무실, 식당, 목욕탕

우, 비교적 넓은 대지를 확보할 수 있어 가능하며 자립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주는 장점을 고려하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시형의 사례 - NT시설과 GY시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사례에서 개호시설(요양동)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NT

시설과 GY시설 두 곳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0. NT시설와 GY시설의 개호시설개요

시설 개호시설(요양원)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16-11
대지면적 157.0㎡
지역지구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규모 지하2층/지상7층(30beds)
건축면적/연면적 78.39㎡/609.52㎡
건폐율/용적율 49.92%/230.85%

평면도
 NT시설 배치도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7
대지면적 8,651㎡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규모 지상2층/지상4층(53beds)
건축면적/연면적 3,752㎡/51,367㎡
건폐율/용적율 43%/405%

평면도

GY시설 배치도

NT시설은 초기계획에서는 요양원이 없었으나  2011년 4월에 타워동 옆에 고령

자동(요양원)을 개원하였다. NT시설의 요양원(nursing home)은 기본적으로 치

매나 만성질환, 고령으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노인을 24시간 개호하는 시설로 

주거동에 거주하던 건강한 노인이 개호가 필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동함으로

써 환경의 큰 변화없이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표 3-31. NT시설 요양원의 층별개요 및 서비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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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재활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요양사실, 선큰 잔디광장, 간호사실
서비스 개요

의료서비스
촉탁의가 주2-3회 정기적인 진료와 수시진료
의료기관협약을 통한 연계진료(고대, 경희대)
24시간 대응 긴급환자 이송

간호서비스 투약관리, 건강체크, 피부관리, 튜브관리(도뇨관, 비위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지원

재활서비스 물리치료, 재활훈련, 작업치료
식사/생활서비스

의사처방 및 영양사에 의한 맞춤 식단
24시간 요양보호사에 의한 일상생활보조
이/미용실, 침상정돈, 세탁, 청소 등 환경위생관리

문화/종교활동
서비스 방문공연, 산책, 생신잔치, 어버이날행사, 가족만남행사, 종교활동 지원

인지기능
강화서비스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 레크레이션,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GY시설은 초기부터 장기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계획하였는데 10년 동안 기

존 3개의 타워를 짓고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

적 특성변화를 고려할 때 요양시설이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고 53bed 규모

의 요양원을 아트리움(atrium)을 경계로 2층-4층까지 계획하였으며 출입도 주

거동과 분리함으로써 동선의 분리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2. GY시설의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의 동선분리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자립시설은 정면에서 출입하는 반면, 개호시설은 배면

에서 출입하고 있으며 개호시설과 자립시설을 완전 분리하여 배치하기는 대지 

규모상 어렵기 때문에 한 건물로 계획하되 중간에 아트리움(atrium)을 설치하여 

두 시설이 영향을 가급적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복도를 통해 두 시

설은 연결되기 때문에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95

항 목 내 용 빈 도(%)

 노후에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부부 또는 혼자 77.3
 자녀 11.6
 친구 3.6
 형제 1.3
 기타/ 시스템 결측값 6.2
 계 100.0

 3.3.2 가족 및 세대연계성
주거 및 부대시설의 커뮤니티연계에서 언급할 수 있는 또 하나는 가족이나 세

대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주거시설에서는 가족 및 세대연

계가 가능하며 부대시설에서는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통한 세대연계가 가능하다. 

그림 3-13. 주거 및 부대시설에서의 가족 및 세대연계 
먼저, 가족 간의 연계에 있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노인세대도 자식세대

와의 동거를 희망하지는 않지만 근처에 거주하는 것은 희망한다. 

표 3-32. 노후선호주거에 대한 의식조사19)

일본의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2015년 일본 대 예측'이라는 보고서에서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살되 자녀를 중심으로 근거리에 사는 가족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가족'(invisible family)이라는 말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가족은 차로 10

분, 지하철로는 20분 사이에 바로 달려갈 수 있으며 평소에는 따로 떨어져 독립

적으로 편하게 살다가 문제가 있을 때나 육아의 지원, 건강상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비록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경제ㆍ정신적 의존 관계가 지속되고, 소비생활에서

도 부모와 자녀의 공유ㆍ공용화 경향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대 간 연계는‘세대가 다른 사람이 상호 교류하여 서로의 생활문화와 가치

관을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으로 미국에서는‘인터제너레이션

(intergeneration)’이란 개념이 사용되었다.20) 가족구성의 형태가 핵가족화, 

단독 세대화 함에 따라 과거 대가족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족이나 세대 간의 연

계, 교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19) 윤지영외, 실버타운 계획을 위한 의식 및 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

권 제1호, 2008.01, p56, 재인용

20) 박혜선, 노유복합시설 건축환경의 현황과 공간계획,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국제심포지움‘세

대간 소통을 위한 노유복합시설의 건축환경 연구’, 2009, 06.17,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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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및 세대연계의 필요성

가족이나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하여 노인세대는 젊은 세대와의 접촉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활력, 자아 존중감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의 빠른 변화를 인지할 

수 있고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자신들의 삶의 체험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젊은 세대나 유아들도 노인세대와의 교류로 경험과 지혜를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고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폭 넓은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세대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림 3-14. 가족 및 세대연계의 필요성
이처럼 세대 간 교류는 공동체의식과 상호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

며 이 외로움으로 죽기까지 한다. 일본은 고독사(孤獨死)21)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데 연간 3만2000명의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현

재 일본은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고독사 예방센터, 커뮤니티 및 노인 돌

봄 서비스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54만 가구

에서 2010년 102만 가구로 2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고독사’의 가능성도 높아

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고독사가 최초로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2010년 국

정감사였고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수도 정확한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22)을 통하여 정부, 민간기업, 자원봉사자가 연계 협

력하는 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대 간 

교류를 통한 안전망의 확보는 더욱 필요하다. 

21) 고독사(孤獨死)는 홀로 쓸쓸히 맞이하는 죽음을 의미하며 홀로 질병을 앓고 있지만 연고가 없

고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어 숨지고 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2)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확대’,‘응급안전돌보미 확충’,‘독거노인 사랑잇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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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3세대주택의 등장
(출처 : 매일경제신문, 1994.07.17. / 동아일보, 1999.05.31.)

우리나라도 가족 간의 세대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세대주택이 등장하였

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기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희망하는 시각의 변화, 상대적

으로 넓은 대지가 요구됨에 따라 드는 경제적인 문제들, 세대 간의 소통과 이

해, 단독세대의 증가 등의 이유로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다가만 최근에 들어서서

는 앞에서 언급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3세대형 주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으며 세대복합시설이 권장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3세대형 주거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부가 거주하는 공간과 별도로, 노부모가 생활하는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평면구조를 가진다. 노인세대와 자녀세대 가족 구성원 사이의 프라이버시를 확

보하는 동시에,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계획이 중요하다. 최근 계획되고 있는 가

구분리형 아파트는 비록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3세대형이 아닌 부분임대 아파

트를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지만 평면의 형태는 3세대형 주거와 유사하여 

살펴보면, 가구분리형 아파트는 동일가구 내에서 2가구 이상이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일부에 독립된 현관과 방,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형태

로 1980년대 서울목동1~6단지, 휘경 주공 1단지 등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별

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전월세 임대료의 상승과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감소, 법적제한 해제(85㎡이하도 부분임대가능, 2012.4/2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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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평면 특징

나눔형 
부분임대아파트

전용 74㎡, 84㎡용으로 자녀의 유학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가구인원수가 줄어든 경우, 여유 공간을 부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해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기존 민간아파트의 부분임대형 설계와 비슷한 
구조

쌍둥이형 
부분임대아파트

전용59㎡를 단독세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
로 공간을 균등하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공간을 
통합해서 사용할 때는 일반적인 표준가구(3인용)가 
거주할 수 있고 공간을 나눠 분분 임대나 재택근무 
공간으로 사용할 때는 별도의 현관을 설치해 상호 프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복층형 
부분임대아파트

전용84㎡를 복층으로 쪼갠 것으로 1층과 3층의 가구
가 2층을 절반씩 나눠 사용하거나 1,3층은 2~3인 가
구가 사용하고 2층은 부분임대를 주거나 재택근무 용
도로 시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도 최근 공동주택

에 부분임대아파트구조를 도입하기 위해‘투인원(2 in 1)’평면을 개발해 2012

년부터 건설하는 화성, 동탄 등의 아파트와 1~2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역세

권, 산업단지배후 사업지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다. 투인원 

평면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재구성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

록 설계한 것으로 나눔형, 쌍둥이형, 복층형의 3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3. 대한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부분임대아파트 유형 및 특징

3세대형 주거와 함께 세대분절(分節)적인 노후공동체 모델의 한계에 직면한 

서구에서는 세대통합적 노후공동체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현실적 대안으로 독

일에서는 어린이집 가까이에 실버타운을 짓기 시작했고, 일본의 일부 지역에선 

노인거주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동양식 집단주의와 서구식 개인주의의 혼합에 

기초한 공동체 모델 정립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함인희, 조선일보 아침논단, 

누구의 손을 잡고 老後를 지나갈 것인가?, 2011.12.07.일자 조선일보)

노인과 유아의 교류를 유도하는 노유복합시설은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복

합시설로 세대간 교류는 크게 노인과 유아가 직접 만나는‘직접 교류’와 문이

나 창문을 통해 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는‘간접 교류’로 나눠볼 수 있고 교

류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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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부대시설 보육시설

유아놀이방 ●

표 3-34. 세대간 교류의 분류 

명예학위구분 활동내용

직접교류

기획교류:
직원이 중심이 되어
교류의 기회와 내용을 
설정하는 것

행사교류 생일잔치, 계절행사(명절), 운동회, 각종 발표회

공동활동교류
합창, 악기연주, 그림그리기 등의 예술 활동/ 수
공예, 공작, 요리 등의 창작활동/ 게임, 전통놀이 
등의 레크리에이션/ 체조, 기능회복훈련을 겸한 
가벼운 운동

식사교류 함께 식사하기, 간식 먹기
거실방문교류 노인이 머무는 방을 아이가 찾아가기
육아지원형 교류 아이돌보기를 거들기/ 아이의 보호자와 교류하기

자주적 교류:
누구의 도움없이 노인
과 유아가 주체적으로 
행하는 것

우발교류 만나서 인사하기/ 손 흔들기/ 껴안기
자발교류 찾아가 놀기/ 이야기하기

간접교류 바라보기/ 소리듣기

2) 가족 및 세대연계의 문제

현재 노인복지주택의 주거시설에서 가족이나 세대 간의 연계는 전무한 상황이

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가족이나 다른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8월 4일부터 노인복지주택에 나이 제한과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60세 미만자에게 양

도·임대할 수 없도록 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입소 자격도 60세 이상에게

만 부여해 자녀들과 함께 살 수도 없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 세대 간의 단절을 

야기하였다. 한국은행 광주ㆍ전남본부가 2009년 10월 14일 발표한 '전남지역 은

퇴도시 조성과 시사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썬 시티'(Sun City)와 같

이 거주연령 제한을 완화해 가족 중 만 60세 이상이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대시설에서는 세대 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시설을 설치하거나 청소년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부대시설의 현황에서 보았듯이 세대교류를 위한 시

설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GH시설만이 유아놀이방이 계획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

나 이 유아놀이방도 매우 작은 규모(24.6㎡)인 동시에 외부에서 오는 가족이나 

손님과 관련된 아이를 위한 작은 볼풀, 놀이기구, 그리고 비디오게임정도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표 3-35. 세대연계시설의 설치현황

23) Ibid,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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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름 대상연령 정원 교사수 보육료
영아반 바람꽃반 만1세 10명 2명 347,000

솔나리반 만2세 21명 3명 286,000
유아반 비비추반 만3세 30명 2명 275,000

바위솔반 만4세 36명 2명 253,000
유치반 고마리반 만5세 40명 3명 253,000

계 137명 12명

 표 3-36. 노블카운티 어린이집 현황

현재, 이러한 가족 간의 교류와 세대 간의 소통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는 사례로 경기도의 노블카운티를 들 수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블카운티는 시설 내에 삼성어린이집을 지어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정원 137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친지들의 방문을 위한 게스트 

룸도 설치하고 있다. 단지 옆에 조성되어 있는 주말농장은 입주자들에게 1인당 

3.3㎡(1평)의 텃밭을 나눠주고 가족들이 함께 가꿀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서 주거시설을 통한 가족이나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실

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삼성어린이집의 현황 및 프로그

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성어린이집은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가 체계화된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세대

교류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는데 다음은 세대교류 프로그램의 한 사례이다.24)

● 주제 :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 대상 : 만 4~5세 유아

  ● 내용 : '어르신에게는 보람을, 아이들에겐 사랑을'이라는 취지로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육활동을 통해 세대 간 상호작용  

            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 목적 :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게 한다. 

           웃어른에 대한 예의 규범을 배울 수 있다. 

           노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24) http://child.samsungfoundation.org/children/forteacher/childcare/program03_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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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 연간계획안

교육주제 활동내용 교육주제 활동내용
나

 어른신을 만나요
 휠체어 교육
 함께 식사해요(결연식)

우리나라
 한지 공예
 추석 민속 행사
 송편 만들기

봄
 잔디 인형 만들기
 진달래 화전 만들기
 한송이 꽃 포장하기
 꽂꽂이 하기/ 향기 주머니 만들기
 산책하며 이야기를 들어요

가을
 고마리 미술관 초대
 작품 전시회
(도자기, 한지공예)
 고구마를 심어요

가족

 어린이날을 축하해요(어린이집방문)
 어버이날 감사한 마음을 전해요
 할머니 댁에 가요(할머니댁 방문)
 결혼식 초대(옛날과 오늘날)
 도자기 공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음악회 

겨울

 김장 담그기
 자선 바자회
 함께 트리를 만들어요
 송년행사 초대
 떡뽂이 만들기
 쿠키 만들기

여름  부채 만들기
 재생 비누 만들기

초등학교
에 가요

 설맞이 세배 드리기
 함께 식사해요(송별회)
 졸업식 초대

동물  공룡 전시회 초대 기타
 레크리에이션
 동화 듣기
 함께 운동해요(건강 체조)
 어르신 생신 축하

     

그림 3-16. 노블카운티의 세대교류 프로그램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가족연계나 세대연계에 대하여 적극적이

지 못한 실정이며 특히, 앞에서 언급한 법적인 제한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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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시설 CL시설

주거시설 평면형태 중복도형 주거시설 평면형태 중복도/편복도 혼합형
커뮤니티공간의 유무 X 커뮤니티공간의 유무 X 

복도의 폭 2.0~2.4M 복도의 폭 중복도 2.4/1.9M(내치)
편복도 1.8/1.3M(내치)

엘리베이터 홀:26.9㎡
승객용2대(17인승) 엘리베이터 홀:27.6㎡/승객용2대

병원용1대(15인승)

평면특징
향이 불리한 북향을 제외
한 3면을 최대로 사용하
고 엘리베이터 홀을 중심
에 배치하여 만남을 유도

평면특징
중복도와 편복도의 혼합
으로 직각세대 부근은 프
라이버시의 문제가 있으
나 개방감은 높다

 3.3.3 커뮤니티공간 및 코어계획
이 절에서는 주거시설의 커뮤니티공간의 현황과 주거 및 부대시설의 코어계획

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주거시설에서 커뮤니티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

다리는 홀 부분이나 복도로 이 공간은 자연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

류와 소통의 커뮤니티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공동체성 강화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수평적 공간인 복도나 수직적 이동공간인 엘리베이터 홀 부근에 커뮤

니티 공간을 설치하면 입주자들은 좀 더 개방적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고독감에

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웃 입주자와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비록 주거시

설의 공용면적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현재 공동주택이 처해있는 이웃과의 단절

을 고려할 때, 이러한 커뮤니티공간의 계획은 매우 필요하다.

 

1) 주거시설의 커뮤니티공간 현황 및 문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준층의 평면형태, 커뮤니티공간의 유무, 복도의 

폭,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홀의 크기, 평면특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3-38. 주거시설의 커뮤니티 공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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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시설 GH시설

주거시설 평면형태 중복도형 주거시설 평면형태 편복도형
커뮤니티공간의 유무 X(발코니:2개소) 커뮤니티공간의 유무 X

복도의 폭 1.8/3.2M 복도의 폭 1.5M/1.3M(내치)

엘리베이터 홀:21.2㎡x2개소
승객용4대(15인승) 엘리베이터

홀:16.0㎡x2개소
승객용2대(17인승)
병원용2대(11인승)

평면특징

중복도이지만 복도 끝에
발코니를 설치하고 엘리
베이터 홀 부분의 복도를 
넓혀 복도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작은 커뮤니티공
간을 형성하고 있다.

평면특징
중복도보다 시야와 채광
에 있어서 개방적이나
복도의 연속성이 끊겨 층
별 좌우세대간 교류가 단
절되고 있다.

NT시설 GY시설

주거시설 평면형태 중복도형 주거시설 평면형태 중복도형
커뮤니티공간의 유무 X(발코니:1개소) 커뮤니티공간의 유무 X

복도의 폭 2.4M 복도의 폭 1.8/2.0M
엘리베이터

홀:21.5㎡x2개소
승객용2대(17인승)
병원용1대(24인승)

엘리베이터 홀:17.0㎡x2개소
승객용4대

평면특징

중복도의 남북향 배치로 
북향의 주거환경은 불리
하며 전체길이가 70.6M
로 길고 단조로워 복도는 
단순히 이동의 공간으로
만 사용되고 있다.

평면특징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을  
복도와 open space를 이
용하여 분리시키고 있으
나 단조로운 복도와 4면
에 실이 배치되어 개방감
과 시야가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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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은 층별 내부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매개공간이 있다면 입주자

들의 교류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중복도의 단조로운 평면도 피할 수 있는데 대부

분의 시설은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으며 GS시설과 NT시설만이 소

규모의 외부발코니를 계획하고 있다.

사례 시설들의 복도를 보면, GS시설에서만 복도 폭에 변화를 주고 있을 뿐  

큰 특징없이 단조롭게 계획되고 있다. GS시설이 엘리베이터 홀 부분에서 폭을 

넓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적극적인 커뮤니티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복도의 혼잡을 피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GS시설과 NT시설에서 볼 수 있는 복도와 연결된 발코니는 커뮤니티 공간(GS시

설:6.7㎡x2개소, NT시설:11.1㎡)으로써는 협소하지만 소극적 커뮤니티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위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시설이 복도나 홀 등을 이동수단으로 간

주하고 커뮤니티공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주거 및 부대시설의 코어계획 문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은 취미활동을 비롯하여 교육, 여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입주자와 지역 주민이 교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

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부대시설이 활용되려면 무엇보다

도 시설의 개방을 전제로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개방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주거시설까지 개방을 할 경우 노인복지주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과 보안, 노인편의,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주거시설은 프라이버시가 강한 사적영역(private space)인 동시에 

방어적 공간(defensive space)이므로 공적영역의 부대시설과 상반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개방보다는 안전을 고려한 통제가 요구된다. 반면, 부대시설은 공적 

공간(public space)의 성격이 강하므로 개방을 통한 교류와 소통이 가능하다. 

결국, 주거시설은 통제하고 부대시설은 개방하는 계획 방법 중의 하나는 합리적

인 코어분리계획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계획된 사례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인복지주택은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과 시설 공유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안전과 보안, 프라

이버시의 문제라는 이유로 개방을 고려한 코어계획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또

한 대지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던 도시근교형의 사례들은 주거시설, 개호시설, 

그리고 부대시설을 분동형으로 계획함으로써 특별히 코어계획에 대하여 세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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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시설 CL시설 GS시설

• 주거-부대시설 공용코어
• 코어의 인지도는 높음 

• 주거-부대시설 공용코어
• 코어의 인지도는 낮음

• 주거-부대시설 공용코어
• 코어의 인지도는 낮음

GH시설 NT시설 GY시설

고려가 요구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개설된 노블카운티를 들 

수 있다. 도시근교형인 노블카운티는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생활문화센터와 스

포츠센터를 별동으로 계획하여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의 동선을 분리할 필요가 없

었다. 또한 자립시설과 개호시설(너싱홈)도 분동형으로 배치하여 코어분리를 

고려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이 노인들만 모여 사

는 곳이 아닌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변함에 따라 공적영

역(public space)인 부대시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

과 교류와 소통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형의 경우에는 개호시설을 자립시설과 일체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

황이 많아 코어분리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림 3-17. 노블카운티 배치 및 주거동 1층평면도

그럼 먼저, 주거 및 부대시설에서의 코어분리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주거시

설에서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이 함께 계획된 일체형은 없으므로 주거-부대시설 

코어계획을 위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39. 사례시설의 코어계획현황 (1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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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부대시설 공용코어
•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코어설치
• 코어의 인지도는 낮음

• 주거-부대시설 공용코어
• 코어의 인지도는 낮음

• 주거-부대시설 공용코어
• 코어의 인지도는 낮음
• 자립-개호시설 코어분리

항 목 내 용 항 목 내용
위 치 마포구 도화동 연면적 120,641.3㎡(36,494평)

대지면적 9,526.6㎡(2,881.8평) 용적율 852.69%
도로현황 전면50M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1,955.4㎡(591.5평) 규  모 지하6층, 지상37층
건폐율 29.96% 용  도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GH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일하게 GH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코어를 설치하고 있다.

사례시설에서 나타나듯이 주거-부대시설의 코어분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

며 오히려 외부 시설이용자나 방문자는 로비를 통과할 때 대면, 혹은 측면에 위

치하여 안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프런트 데스크가 통제와 감시를 하는듯한 

인상을 받음으로써 적극적인 출입을 저해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시설과 부대시

설이 코어를 공유하면 주거시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없으며 엘리

베이터의 효율도 떨어지고 부대시설의 개방과 공유도 어렵다. 

이러한 코어분리를 통한 동선분리계획은 대표적으로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찾

을 수 있다. 주상복합건축물은 주거-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용시설이 다양하

게 복합화된(mixed-used) 건축물로 노인복지주택과 유사하다. 주상복합건축물

도 하부의 부대시설과 상부의 주거시설이 복합화됨으로써 입주자와 방문자간의 

동선이 겹쳐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코어의 분리를 

통해 동선분리를 해 줌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데 대표적인 사례로 마포의 오벨리

스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0. 오벨리스크 시설개요25)    

25) 최미희 외1인, 도심지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의 저층부 공공접근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2호 2008.0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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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시설

층 평 면 도 특 징

1층

- 오피스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코어가 분
명하게 분리되어 임T으며 출입구도 분리되어 있어 
동선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일반 입주자를 위한 입구에는 보안시스템인 비밀
번호나 카드인식 도어록이 설치되어 입주자 외에는 
통행의 제한을 받는다. 

그림 3-18. 오벨리스크의 조감도, 단면도 및 주거층(2-15층) 평면도
표 3-41. 오벨리스크의 1층 평면도

주거와 오피스텔, 그리고 근생의 코어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

다. B출입구로 들어올 경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코어는 출입구에 보안시스

템인 비밀번호나 카드인식 도어록이 설치되어 비주거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3) 내부 개방감을 고려한 로비 및 선큰 계획의 현황

입주자나 외부이용자가 시설에 들어섰을 때 내부의 개방감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곳은 로비공간으로 개방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비의 면적과 폭, 로비의 

높이, 1층 복도의 폭, 휴게공간의 규모 등 로비공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3-42. 1층 로비의 개방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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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면적과 폭 104.3㎡/ 19.5M
특징

 로비에서 비교적 큰 복도를 거쳐 엘리베
이터 홀까지 연결되어 있어 길찾기가 쉬우
나 로비층으로는 층고가 좀 낮은 편이다.
주출입구-로비-복도-부출입구가 가시권
에 들어와 동선이 복잡하지 않다.

로비의 높이 4.5M
1층 복도의 폭 3.7M

휴게공간(로비)의 규모 52.3㎡
로비와 Elev.홀의 연계 O

CL시설

로비의 면적과 폭 112.5㎡/ 15.0M
특징

 출입구 맞은편의 개방된 게스트 룸이 있
어 로비의 깊이(16.5M)가 확장되어 더 넓
은 개방감을 주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가시
권에 없고 프런트데스크가 우측면에 있다. 

로비의 높이 5.4M
1층 복도의 폭 2.2M

휴게공간의 규모 90.4㎡
로비와 Elev.홀의 연계 X

GS시설

로비의 면적과 폭 79.6㎡/20.5M

특징

 출입구에서 프런트 데스크가 바로 정면에 
위치하여 방문자가 약간의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며 로비의 길이에 비해 폭(5.4M)은 
짧은 편이다. 엘리베이터가 로비에서 보이
지 않는다.

로비의 높이 6.0M
1층 복도의 폭 1.5M

휴게공간(로비)의 규모 49.0㎡
로비와 Elev.홀의 연계 X

GH시설

로비의 면적과 폭 190.0㎡/ 11.7M
특징

 로비 왼쪽의 다목적홀과 당구장이 벽없이 
구획되어 로비가 확장된 느낌을 주고 있다. 
로비의 높이는 공간에 비해 낮은 감을 주

로비의 높이 4.1M
1층 복도의 폭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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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공간(다목적)의 규모 204.2㎡ 고 있다. 엘리베이터홀이 직접 보이지 않는
다.로비와 Elev.홀의 연계 X

NT시설

로비의 면적과 폭 73.5㎡/ 6.6M
특징

 로비의 규모는 가장 작았으나 맞은편의 
휴게시설(만남의 광장)이 개방공간으로 연
계되어 로비가 연속됨으로써 개방감을 높
이고 있다. 로비의 높이가 너무 낮고 Elev.
도 가시권 밖이다.

로비의 높이 3.0M
1층 복도의 폭 2.1M

휴게공간(만남)의 규모 246.2㎡
로비와 Elev.홀의 연계 X

GY시설

로비의 면적과 폭 160.7㎡/16.9M
특징

 넓은 폭의 로비와 맞은편 북카페까지 확
장된 공간은 개방감을 증가시키고 있다. 프
런트 데스크의 측면위치로 거부감이 적고 
타시설과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는 복도 
양 끝에 있다. 

로비의 높이 5.1M
1층 복도의 폭 2.1M

휴게공간(북카페)의 규모 94.6M
로비와 Elev.홀의 연계 X

계획요소 단위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값
로비의 면적 ㎡ 104.3 112.5 79.6 190.0 73.5 160.7 120.1

로비의 폭 M 19.5 15.0 20.5 11.7 6.6 16.9 15.0
로비의 높이 M 4.5 5.4 6.0 4.1 3.0 5.1 4.7

1층 복도의 폭 M 3.7 2.2 1.5 1.8 2.1 2.1 2.2
휴게공간의 규모 ㎡ 52.3 90.4 49.0 204.2 246.2 94.6 122.8

표 3-43. 로비의 계획요소평균값

위의 사례들 로비의 계획요소평균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시설들은 대부분 비교적 큰 규모의 로비를 계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몇 개의 시설은 층고가 낮으므로 인해 개방감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2층까지 

개방한 곳은 더 넓은 개방감을 주고 있다. 로비 계획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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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시설

썬큰의 위치 B2F B1F
썬큰의 높이 8.4M 4.2M

썬큰 유효면적 42.2㎡ 17.7㎡
썬큰상부의 void 면적 42.2㎡ 17.7㎡

썬큰의 체적 354.5㎥ 74.3㎥
썬큰의 시각적 열림방향 수 2방향 2방향
썬큰과 연결된 복도의 수 0 0

특징
썬큰을 통한 빛은 지하공간을 활기차게 하
고 있으며 지하2층의 경우 바닥에 지압용 
돌 마감을 하여 건강까지 고려하고 있다. 썬큰과 연결된 주변공간구성 B1F-다목적실, 식당

B2F-오락실, 휴게실
Book Cafe,

당구장
CL시설

썬큰의 위치 B2F
특징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층의 사우나실이나 
수치료실에 썬큰을 설치하여 빛을 끌어들임
으로써 환기와 채광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
나 썬큰으로의 진입은 어려워 휴게실의 역
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썬큰의 높이 7.5M
썬큰 유효면적 33.2㎡

썬큰상부의 void 면적 33.2㎡

은 프런트 데스크로, 시설이용자나 방문자는 진입과 동시에 프런트 데스크를 바

로 마주하면 대면하고 있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보다는 

감시와 통제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 방문자 입장에서는 좀 더 자유스럽고 적

극적인 출입을 꺼리게 된다. 다음으로 선큰(sunken)의 개방감을 살펴보았다. 

표 3-44. 사례시설의 썬큰 개방감분석 



111

썬큰의 체적 249.0㎥ 바닥에는 대나무를 심어 자연친화적인 분위
기를 연출하고 있다.
썬큰의 길이에 비해 폭(2.25M)이 좁은 것
이 단점이다.  

썬큰의 시각적 열림방향 수 1방향
썬큰과 연결된 복도 수 0

썬큰과 연결된 
주변공간구성 B2F-사우나(여),수치료실

B1F-식당
GS시설

썬큰의 위치 B2F(좌) B2F(우)
썬큰의 높이 8.9M 8.9M

썬큰 유효면적 85.2㎡ 70.0㎡
썬큰상부의 void 

면적 85.2㎡ 70.0㎡
썬큰의 체적 758.3㎥ 623.0㎥

썬큰의 시각적 
열림방향 수 2방향 2방향

썬큰과 연결된 
복도의 수 0 0

특징
 양쪽의 측면에 지하2층까지 오픈되어 수영
장, 탁구장 등에 채광을 통해 실에 활기를 
주고 있다. 부분적으로 조경공간을 계획하
였고 벤치와 파고라를 설치하여 썬큰으로 
나가 쉴 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썬큰과 연결된 
주변공간구성

B2F-수영장
B1F-동호회실

   도서실
B2F-탁구장

B1F-물리치료실
NT시설

썬큰의 위치 B2F(썬큰3) B2F(썬큰1,2)
썬큰의 높이 10.9M 10.9M

썬큰 유효면적 121.5㎡ 166.4㎡
썬큰상부의 void 

면적 121.5㎡ 166.4㎡
썬큰의 체적 1,324.4㎥ 1,813.8㎥ 특징  썬큰3은 채광만을 위해 오픈되어 있으며 

썬큰1,2는 상부에 천창이 설치되어 비가와썬큰의 시각적 2방향 1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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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방향 수 도 문제가 없다. 
하부에는 나무벤치와 조경을 설치하고 휴식
공간으로 꾸며놓았다. 복도와 연결되어 개
방감이 훨씬 높게 느껴진다.

썬큰과 연결된 
복도의 수 1 1

썬큰과 연결된 
주변공간구성

B2F-복도, 홀
B1F-사우나,     

  복도
B2F-강당,복도
B1F-식당,골프

    연습장, 복도
GY시설

썬큰의 위치 B1F(썬큰1,2) B1F(썬큰3,4)
썬큰의 높이 6.0M 6.0M

썬큰 유효면적 176.4㎡ 193.8㎡
썬큰상부의 void 

면적 176.4㎡ 193.8㎡
썬큰의 체적 1,058.4㎥ 1,162.8㎥

특징
 썬큰1,2는 재활치료센터 내에 있고 썬큰
3,4는 식당 및 복도와 연계되어 있다.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 소나무를 비롯한 조
경이 식재되어 있고 바닥에는 잔디를 심었
으나 벤치가 없어 쉬기에는 불편하다.

썬큰의 시각적 
열림방향 수 4 4

썬큰과 연결된 
복도의 수 0 1

썬큰과 연결된 
주변공간구성 재활치료센터 식당, 복도,

당구장

계획요소 단위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값
썬큰의 높이 M 6.3 7.5 8.9 - 10.9 6.0 7.9

썬큰의 유효면적 ㎡ 59.9 33.2 155.2 - 287.9 370.2 181.3
썬큰의 갯수 개 2 1 2 - 3 4 2.4

시각적 열림방향 수 개 2 1 2 - 2 4 2.2
연결된 실의 수 개 6 3 6 - 9 3 5.4

표 3-45. 선큰의 계획요소평균값

위의 사례들 선큰(sunken)의 계획요소평균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NT시설은 기본적으로 선큰의 유효면적이 크고 2개 층으로 썬큰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많은 실과 연계되어 있는 반면, GY시설은 유효면적은 더 크고 열림 방향

수도 많았지만 연계된 실의 수가 적었다. 선큰은 어느 한 공간만을 위해 계획하

기 보다는 가능한 많은 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사례시설들은 부대시설의 개방에 대하여 소극적이

었기 때문에 로비나 선큰에 비해 개방을 고려한 코어분리의 계획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의 코어분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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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부 커뮤니티연계의 현황 및 문제점
내부 커뮤니티연계가 주로 시설 내부와 관련된 연계로 본다면 외부 커뮤니티

연계는 부대시설과 지역사회나 시설이용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연계라 할 

수 있다.  

부대시설의 외부 커뮤니티연계를 통하여 노인복지주택은 지역사회에 소통하

고 교류함으로써 도시 속에서 고립되어 노인섬(the elderly island)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시설과 프로그램의 공유를 통해 공간규모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사회도 노인복지주택을 통하여 부족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유함으

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지역사회와의 커뮤니

티연계현황을 시설영역별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려 한다.

그림 3-19. 외부 커뮤니티연계의 분석요소

 3.4.1 부대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성
부대시설은 공적영역(public area)의 성격이 강하고 공동체성을 많이 요구하

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교류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대

시설의 개방을 통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인복지주택의 영역별 부대시설은 어

느 정도 개방 및 연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의료시설

대부분의 사례시설은 내부 클리닉센터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지 않으며 종

합병원과 연계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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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사례시설의 종합병원과의 거리(도보기준)

항 목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의료시설 세란병원 서울병원 강서송도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강서송도병원
거리(㎞) 0.08 1.03 0.0 9.94 2.08 1.74 2.48
면적(㎡) 34.5 152.8 2,333.5 840.0 127.1 1,355.3 807.2

사례시설의 내부 의료시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P시설은 바로 옆에 세란병원이 있어 간호사실외에 별도의 클리닉센터는 존

재하지 않는다. CL시설은 노인전문클리닉‘클라시온 클리닉’에서 주치의선생

님의 무료진료와 맞춤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물리치료실, 수치료실, 건강

관리실, 당뇨병클리닉과 비만클리닉을 통해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GS시설은 시설 내에 병원을 개원하고 개방하여 외부환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복지주택의 경영에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좀 더 자세한 사

항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한다. GH시설의 경우, 외부에서 운영하는‘그레이스 힐 

의원’이 근린생활시설로 개원하고 있는데 입주자들은 최첨단 검진장비를 갖춘 

“그레이스 힐 의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족주치의 

개념의 1;1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운동처방과 식이요법 등을 통하

여 노인성 질환예방에 도움을 얻고 있다. 또한, 당뇨전문 클리닉, 종합건강 검

진센터를 통하여 건강을 돌보고 있다. NT시설은 최신 시설의 재활시스템을  구축

한 장수클리닉센터(의사1, 간호사5명 상시 상주)를 통하여 정기적인 건강 상담

과 한방약재 구입 및 처방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Y시설은 간병인이 필

요할 때를 위한 고령자 전용주거동과 거동이 불편한 분을 보호해 드리는 주간보

호센터(day care center),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는 최신시설의 재활치료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1층에 일반의원이 있어 시설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므

로 매우 편리하다. 이로 인해 다른 시설보다 의료시설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B

동에 장기노인요양시설로 53bed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료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들은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내부 입주자나 가족만을 위

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시설을 개방한 사례로 서울 등촌동의 GS시설을 들 수 있는데 계획초기

부터 종합병원을 내부에 계획하고 외부 지역사회에 개방하였다. 대부분의 노인

복지주택처럼 24시간 의료팀이 상주하는 응급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연 

2회 무료로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운영주체인 송도병원과 연계한 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계열사 병원의 신경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 11개과에서 진료

를 받고 치료비가 1만원 이하로 나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기공명단층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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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MRI), 자기공명혈관검사(MRA),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거나 입원 시 50%의 

할인 혜택을 준다. 하지만 특진과 암 등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입주자 가

족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는 데 질병에 따라 10~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시설은 자체 개발한 헬스 마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

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있다.

그림 3-20. GS시설의 강서송도병원 및 지하1층 진료실
GS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강서송도병원을 외부에 완전 개방함으로써 외부환자

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노

인복지주택의 경영은 대부분 입주자의 입주 및 관리비용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초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데 내부 의료시설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수익을 냄으로써 시설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GS시설의 관리팀장은 “초기 강

서송도병원으로부터의 수익이 시설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고 현재도 큰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시설의 외부 개방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입주자들이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다양한 접촉의 기회를 가질 수 있

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생활편의시설

생활편의시설에서 입주자나 외부인 사이의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용율이 

높은 장소로는 식당과 사우나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들 수 있다. 

① 식당

식당의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설은 입주자의 가족이나 시설방문

자는 티켓을 구입하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식사만을 위해 시

설을 개방하지는 않는다. 외부인에게 제한 없이 식당을 개방하고 있는 사례로는 



116

분당에 위치하고 있는 최근 개설된‘더 헤리티지’를 들 수 있다. 

더 헤리티지의 경우, 워커힐호텔이 운영하는 ‘레스토랑M’, 중식당 ‘금룡’

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입주자는 40% 할인된다. 워커힐호텔은 헤리티지 

홀에서 예식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 데 하루 한 커플에게만 식당음식 및 결혼준

비 일체를 서비스한다. 500석 규모의 헤리티지 홀에서는 각종 모임과 파티, 세

미나, 가족연회, 연예인 초청콘서트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 외에

도 와인바, 브런치 뷔페(레스토랑: 비스트로)도 운영되고 있다. 외부인들도 제

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커뮤니티연계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GS시설은 타

시설과 다르게 최상층인 15층에 식당을 배치하여 좋은 전망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방문자들은 1회용 티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 점에서 다르지만 외부에 개방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② 사우나시설

사우나시설을 대부분 입주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부에 개방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부 개방을 통해 커뮤니티연계 활성화에 노력하는 곳

도 있다. NT시설이 대표적인 예인데 NT시설은 운영주체인 백마씨엔엘을 통해 시

설의 외부개방운영을 힘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토목시공 중 온천이 발견

되어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적극적으로 사우나시설을 외부에 개방하였다. 

                표 3-47. 시설별 사우나의 규모 및 외부개방여부     (단위: ㎡)

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위치 B2F B2F B2F B1F B1F B1F -

사우나(여) 130.9 163.1 98.4 271.9 513 335.8 252.2
사우나(남) 98.5 177.9 67.2 272.9 585.6 213.3 235.9 
면적합계 229.4 341 165.6 544.8 1,098.6 549.1 488.1

생활편의대
비비율(%) 19.5 32.6 13.0 17.4 31.6 15.5 21.4
외부개방 X X X X O X -   

표에서 보듯이, NT시설의 면적합계는 1,098.6㎡로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초기 계획안에서는 사우나시설을 크게 계획하지 않았으나 온천이 발견된 후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고려하여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생활편의시설에서 

사우나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NT시설의 관리자는 온천의 개방으로 지역주민들이 온천수를 체험하기 위하여 

시설을 찾음으로써 입주자들의 지역주민들과의 접촉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하

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인식도 바꾸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있

다. NT시설은 일반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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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라고 의견을 모으고 온천사우나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스포츠회원이나 쿠폰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그림 3-21. 노블레스타워 온천수 및 수영장내부
시공 당시 지하 800M에서 1일 300ton의 알칼리성 중탄산염 나트륨 온천수(성

북구청승인 10419호)의 발견은 온천사우나를 외부에도 개방하는 기회가 됨과 동

시에 사우나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수익과 커뮤니티 교류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22. 노블레스타워 지하1층 평면도

③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외부연계는 지역주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커

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GH시설은 좋은 입지조건을 잘 활용하

고 있다. GH시설은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직접 접하고 있어 판매시설로써의 상

권을 만족시키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근린

생활시설을 계획하고 입주시킴으로써 내·외부인이 부담없이 시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원, 커피숍, 은행(ATM기 설치), 판매시설 등의 임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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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의료시설 클리닉센터 ●

생활편의
시설

로비/접객실 ● ● ● ● ● ●
게스트룸 ●

식당(주방) ● ● ● ● ● ●
사우나(찜질방) ●

유아놀이방 ●
근린생활시설 ● ● ● ●

스포츠시설 수영장 ●

설의 수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암동의 NT시설은 1층에 대규모의 근린생

활시설(557.2㎡)을 임대함으로써 입주자들과 외부인들의 접촉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3-23. GH시설의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그림 3-24. NT시설의 
근린생활시설(1층)

문화여가시설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부

분이 많다. 다목적실, 컴퓨터실, 도서실, 취미실 등은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설들은 입주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있다. 

스포츠시설도 비교적 큰 면적을 요구하는 휘트니스 센터나 수영장 등을 외부

에 개방하지 않고 내부 입주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폐쇄적인 운영

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영역별 시설의 개방 사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3-48. 부대시설의 영역별 지역사회 개방현황

표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에 대한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개방과 연계가 부족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당이나 근린생활시설 외에는 대부분의 시설은 입주자만

을 위한 시설로 존재하고 있으며 외부에 개방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

론 모든 시설이 다 폐쇄적이진 않으며 시설개방의 좋은 사례도 있지만 그런 사

례는 매우 적으며 대부분의 시설들은 개방보다는 내부 입주자만을 위한 시설로 

존재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시설의 개방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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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설명 프로그램 연계병원
서울 GP시설

· 세란병원을 통한 진료, 24시간 응급의료구축, 
· 매년 1회 종합검진
· 24시간 의료팀 상주대기 및 건강관리 서비스

세란병원(10m)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그림 3-25. GS시설의 외부공간 그림 3-26. GY시설의 외부공간

④ 외부공간시설

사례시설 중 GS시설과 GH시설을 비교해 보면, GS시설은 주변을 담으로 두르고 

있고 외부공간의 진입이 시설 내부에서만 가능하므로 시설 내부로 진입하지 않

을 경우 시설을 공유할 수 없다. 반면, GY시설은 전면의 휴게공간과 외부공간이 

담장이나 경계 없이 외부에 개방되어 있어 개방감을 주고 있으며 노인복지주택

을 지나는 보행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3.4.2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성
앞 절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이 영역별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개방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 지역사회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연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의료시설의 연계

지역사회연계가 가장 활발한 영역은 의료시설의 연계로 가까운 지역의 종합병

원과 연계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종합검진, 무료진료, 실비치료 등 각종 혜

택을 입주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점은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

점으로 위급 상황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연계된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경

기지역 대표적인 시설을 포함한 사례시설의 연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9. 종합병원과의 의료연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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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란병원 진료 우선 예약서비스
· 본인 30%, 직계가족 10% 할인혜택 강북삼성병원

GS시설
· 클리닉센터
· 1년 2회 무료건강검진
· 24시간 의료지원 서비스(전담 간호사)

강서 송도병원직영
(시설내부)

CL시설
· 클라시온 클리닉(물리치료, 수치료, 비만, 당뇨 등)
· 1년 2회 무료건강검진
· 주치의시스템의 맞춤의료서비스

서울병원(1.6㎞),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GH시설
· 그레이스힐 클리닉(주치의 시스템)
· 간호사 24시간 상주 ‐ 응급호출서비스
· 1년 2회 주치의의 개인별 맞춤건강검진
· 1년 1회 종합병원연계 건강검진   · 가족 무료진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10.89㎞)

NT시설
· 노블레스 클리닉센터
· 장수클리닉센터 ‐ 재활시스템의 개인별 맞춤의료
· 1년 1회 무료건강검진
· 1일 진료비 1만원 이하시 무료진료

고려대학교 의료원
(1.96㎞)

GY시설
· 클리닉센터
· 1년 2회 무료건강검진
· 24시간 의료지원 서비스(전담 간호사)

강서 송도병원

경기

노블
카운티

· 의료센터운영(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 자체 종합검진 가능
· 물리치료센터(수치료, 열전기&운동치료, 물리치료)
· 케어가 필요한 노인 ‐ 너싱홈으로 연계

삼성의료원
(삼성서울병원‐34.05㎞)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워

· 클리닉센터
· 1년 2회 무료건강검진
· 물리치료실/ 웰파크 건강관리센터

송도병원 연계
분당서울대병원인접

명지
엘펜하임

· 클리닉센터
· 1년 2회 무료건강검진
· 간호사 방문 및 케어서비스
· 재활센터, 주간보호센터, 건강관리실 운영

명지병원

더 
헤리티지

· 메디컬센터
· 3년 동안 매년1회 무료건강검진서비스

보바스 기념병원
보바스 어린이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노인에게 있어 건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의료연계는 잘 이루

어지고 있는 편이며 근접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2) 문화여가시설의 연계

취미생활, 자아개발(교육 및 강좌), 그리고 여행 등 문화여가활동은 노인들에

게 있어서 시간을 보내고 커뮤니티와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으로 외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1) 레저연계

입주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여가활동의 하나로 여행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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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연계시설
GP시설 골든빌리지(가평)-크리스탈밸리C.C+전객실 Suite Room 회원가 이용
GS시설 정은휴양소(인제), 오색그린야드호텔
GH시설 클럽 메스티아 무료이용, 필리핀 수빅휴양지 OPEN
NT시설 백마리조트 무료이용, 대명리조트 회원가 이용

데 대부분의 시설들은 명소의 호텔이나 콘도와 협약을 맺고 회원 비용으로 저렴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몇 군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0. 레저서비스를 위한 연계휴양시설

외부 휴양시설과 가장 활발한 연계를 보이고 있는 GH시설을 살펴보면, 클럽 

메티아스가 운영하는 휘트니스 센터, 수영장, 사우나 및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부산 씨클라우드호텔, 워터트리호텔, 리조트 레지던스 제주를 

특별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휴양레저시설과 

연계하여 입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데 대표적으로 필리핀 수빅빌라 

연계를 들 수 있다.26)입주자들은 필리핀 수빅빌라에 거주하는 동안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으며 빌라내 수영장과 헬스클럽 등 전용시설의 무료이용도 가능하다. 

필리핀 클락공항에서 수빅빌라까지 무료 픽업서비스를 해 주며 쇼핑센터나 관광

지까지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줌으로써 여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양

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골프를 선호하시는 입주자들을 위하여 양평TPC, 가평 프리스틴밸리 그리고 대명

(홍천)골프장과 연계하여 주중 회원가로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한다. 또한 클럽 메스티아와 연계를 통하여 휘트니스센터, 수영장, 사우나 및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림 3-27. 수빅(Subic)빌라 및 골프장 전경

26) http://www.skgracehill.co.kr/pre/preLeisure_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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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항목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대학
연계

대학연계 프로그램 ●
평생교육시스템 ●

대상 연계를 통한 상생(win-win)

노인복지주택
• 부족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보완
• 전문화된 평생교육 및 재취업 교육의 수혜
• 노인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
• 사회의 빠른 변화를 인지하고 젊은 세대의 생각과 활기를 공유
•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

대학교
• 젊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와 경험 공유
• 입학정원의 감소에 따른 수익대체효과
• 다양한 세대교류의 폭 확대
• 대학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2) 교육연계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 환경과 계속적인 수명 연장으로 더 이상 은퇴

노인들은 가만히 남은 생애를 보낼 수만은 없게 되었으며 계속교육(learning 

while aging)과 계속취업(working while aging)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은 이러한 노인들에게 교육과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의 하나다. 대학의 경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이나 재취업을 위한  프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문화여가나 스포츠를 위한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입학정원을 고려해 볼 때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

구는 대체요소로서 가능성이 높으며 젊은 학생들에게도 노인들의 향학열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노인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노인세대를 이해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도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

켜 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도서관이

나 체육시설의 공유를 통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과

의 연계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공유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대학연계를 통하여 젊

은 학생들의 활기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표 3-51. 노인복지주택-대학 연계의 장점

이처럼 다방면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 사례시설의 대학연계현황을 

보면 NT시설만이 대학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2. 사례시설의 대학연계현황

NT시설은 근처의 고려대학교와 연계협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시스템을 제공

받아 학점이수를 통하여 명예학사(40학점), 명예석사(20학점)를 취득할 수 있

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NT시설에서 고려대학교까지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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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셔틀을 타고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 시설의 공유는 쉽지 않다. 

도시형은 아니지만 대학교내에 노인복지주택이 위치하여 좀 더 젊은이들과 소

통하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노인세대가 좀 더 

대학생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명지 엘펜하임은 대표적인 사례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노인대학과 교육연계를 맺고 운영되고 있다. 비록 서울지역에 위치

한 선정사례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명지 엘펜하임은 미국대학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 캠퍼스(명

지대학교) 내에 위치하여 입주자들은 명지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사회교육원 프

로그램에 따라 노인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학점을 취득하면 총장명의의 명예졸업

장을 수여받을 수 있다. 노인대학의 가입회원은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일정 

학점이상 수강시 명예학위를 취득한다.27)  

 표 3-53. 명지대학교 노인대학 명예학위 구분 

학점취득 명예학위구분 활동내용
20학점 명예전문학사 각 과목 2학점

명예석사 취득시 노인대학강사 추천40학점 명예학사
60학점 명예석사

개설강좌를 살펴보면, 외국어교실, 노인영양학, 가족복지론, 생활교양, 대체

의학, 컴퓨터, 경제, 문예창작, 기타 등 다양하다.

‘더클래식500’도 입주자들에게 건국대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원‘미래지식교

육원’의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미래지식교육원’

강의 수강생들은 공유하는 관심분야로 가까워져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한

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도자기 공예를 배운 입주자 다섯 명이 직접 만든 공예품

을 건물 로비에 전시한 뒤, 판매 수익금을 건국대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3) 스포츠시설의 연계

스포츠시설에서 외부와의 연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골프를 들 수 

있으며 수영장은 대부분의 노인복지주택이 내부에 설치하고 있어 외부연계가 적

은 편이다. 하지만 수영장이 없는 CL시설은 가까운 복지관의 수영장과 연계하여 

수영을 즐기는 분들을 배려하고 있다. 

(1) 골프

27) http://www.elfenheim.co.kr/html/04_elfenheim/04_servic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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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연계시설
GP시설 크리스탈밸리C.C(가평), 골든빌리지 - 준회원대우
CL시설 티클라우드CC(동두천) - 준회원
GH시설 양평TPC, 프리스틴밸리(가평), 대명CC - 주중 회원가
NT시설 대명콘도 – 평생 MVP회원

명칭 연계공원
GP시설 독립문공원(0.4㎞), 사직공원(2.1㎞), 인왕산 인접
CL시설 녹번서공원(0.42㎞), 녹초공원(0.36㎞), 북한산 국립공원, 옥상테마공원
GS시설 우장산공원(0.82㎞), 원당근린공원(0.3㎞)
GH시설 구암공원(0.88㎞), 허준공원, 월드컵공원,한강시민공원
NT시설 홍릉근린공원(1.51㎞), 개운공원(0.7㎞), 북한산 국립공원
GY시설 염창공원(1.6㎞), 서낭당 근린공원(1.19㎞)

그림 3-28. CL시설 테마공원

골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역의 CC와 연계하여 저렴하게 회원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없는 이용과 외부접촉기회를 늘리고 있다. 

표 3-54. 골프 연계현황

외부와의 연계가 없는 시설들은 내부에 골프연습장이나 퍼팅장을 설치하여 취

미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대표적인 예로 GS시설을 들 수 있으며 NT시설

의 경우, 지하1층에 실내골프장을 설치하고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와 연계를 통

해 석·박사급이 시니어 골프교실 및 건강관리 스포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 외부공간시설의 연계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 제한된 대지로 인해 외부조경이나 휴식공간을 여유있

게 조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사례시설들은 주변 지역의 산이나 공원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5.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연계공원현황

CL시설은 뒤편 만여 평의 녹지 아래 조성된 야외 바비큐 장에서 열리는 정기

적인 바비큐 파티를 통하여 입주자들의 만족

도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5개의 계단식 옥

상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였고 다양한 운동

기구를 배치한 운동공원, 지역주민들의 노래

자랑과 음악회가 가능한 무대공원, 산책공

원, 커뮤니티공원 등으로 입주민들의 커뮤니

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부시설과

의 연계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25

분류 항목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 ● ● ● ● ●

문화여가시설 레져(호텔/콘도) ● ● ● ● ●
대학(교육) ●

스포츠시설 골프 C.C ● ● ● ●
외부공간시설 공원 ● ● ● ● ● ●

표 3-56. 외부시설과의 커뮤니티연계현황

외부시설과의 커뮤니티연계를 강화한다면 입주자들이 지역사회와 더 많은 교

류와 소통을 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의

료시설임을 알 수 있었고 여행이나 골프C.C의 연계도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사회의 시설이라기보다는 

이벤트를 위한 연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연계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주로 근접해 있는 지역사회의 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을 

공유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의 대학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도서

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연계한다든지, 지역의 문화행사나 이벤트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

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3.4.3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은 취미활동을 비롯하여 교육, 여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입주자와 지역 주민이 교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복

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지역사회도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주민자치센터(community center)28)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읍‧
면‧동사무소를 전면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최소한의 민원사무와 사회복지 사

무를 제외하고 남은 공간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공간으로 제공하고 

28) 주민자치센터(community center)는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주민 자치 여건 조성을 

위해 1999년에 도시 지역 289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왔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공간이 되기

도 하며, 문화 여가를 즐기거나 마을문고 등 지역 복지 기능 또는 교양 강좌, 평생교육 등 시민 

교육 기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주민자치센터라고 칭하고 

있다.(서울대 조승연, 2002) 주민자치센터의 기본목표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

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복지향상기

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등을 들 수 있다. 2008년 9월 기준 서울시에는 442개의 주

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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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인구수
(만명)

시설수
(개소)

시설당
인구수
(만명)

구별 인구수
(만명)

시설수
(개소)

시설당
인구수
(만명)

구별 인구수
(만명)

시설수
(개소)

시설당
인구수
(만명)

강남구 56.10 26 2.16 도봉구 37.60 14 2.69 양천구 50.37 20 2.52
강동구 46.45 17 2.73 동대문 37.64 22 1.71 영등포 40.82 18 2.27
강북구 34.55 13 2.66 동작구 40.60 15 2.71 용산구 23.58 16 1.47
강서구 56.04 20 2.80 마포구 39.27 16 2.45 은평구 45.92 16 2.87
관악구 53.56 21 2.55 서대문 34.86 14 2.49 종로구 16.58 19 0.87
광진구 37.66 15 2.51 서초구 40.60 18 2.26 중구 13.00 15 0.87
구로구 42.05 17 2.47 성동구 33.35 17 1.96 중량구 42.71 16 2.67
금천구 24.91 10 2.49 성북구 47.00 20 2.35
노원구 61.68 21 2.94 송파구 62.39 26 2.40 계 1,019.

27 442 2.31

있다.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공간은 미비한 실정이다.

표 3-57. 서울시 주민자치센터의 일반현황(2008.9월 기준)

이 절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인식하고 최근의 경향과 각 사례시설

의 문화여가공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복합문화공간

으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복합문화공간(community center)의 역할

노인들에게 있어서 복합문화공간은 첫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수명의 연

장과 건강상태의 양호는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

으며 베이비부머와 같은 세대는 계속교육의 욕구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자리를 

가지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커뮤니티센터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나 지역 노인

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주고 더 나아가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

하는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복합문화공간은 지역사회의 세대교류와 소통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복

합문화공간은 다양한 세대가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

유하는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소외되거나 독거하는 노인들, 말벗 등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쉼터가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외로움을 

없애고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셋째,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생활의 여유와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와 여

가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 취

미생활, 봉사활동,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각종 전시회, 이벤트를 위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자아 욕구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다. 

넷째, 복합문화공간은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교육, 문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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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설립연도 2000.10 2001.11
대지면적 1,708㎡(연면적:2,757.4㎡) 1,574㎡(연면적:1,958.4㎡)
이용이원 1,200여명/1일 1,500여명/1일
지하1층 다목적실, 관리실, 포켓당구장, 경로식당, 

기계실, 주차장 이미용실, 세탁실, 샤워실, 소모임실, 경로식당
지상1층 데이케어센터, 사무실, 물리치료실, 쉼터, 

건강관리실, 이미용실, 게이트볼장(외부)
데이케어센터, 진료실, 상담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서예실, 취업알선센터
지상2층 종합상담실, 바둑장기실, 학습교실(x3), 

컴퓨터실, 도서실, 바둑장기실, 소강당
배움터, 나눔터, 컴퓨터실, 사무실, 행정실, 

관장실, 도서실
지상3층 대강당, 관장실, 총괄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창고 강당, 당구장, 헬스클럽, 장기바둑실, 상담실
옥상층 실내탁구장, 옥상공원 -

가활동과 함께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 노인복지주택에서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 문화여가

시설이므로 문화여가시설의 현황과 규모를 살펴보도록 한다.     

2) 복합문화공간의 경향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구민체육센터가 

대규모의 공간과 시설을 통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는 노인복지관을 들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수영장 같은 

큰 공간을 요구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비교적 중규모의 시설로 운영된다.29)

도봉구와 동작구의 노인복지관 층별 구성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8.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층별 공간구성 사례

하지만 노인복지관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노인들은 이용이 편리할 수 있으

나 노인복지관이 먼 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서

울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내 32개소에 운영 중이며 각 시설별 평균 등록회원수가 

1,3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좋아 2016년까지 7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2011년 신규로 건립된 8개소의 건립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노인복지관은 대도시의‘노인종합복지관’,중소도시의‘노인복지회관’과 같은 의미로 노인복

지법 36조의 개정(2007.8.3.)으로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

조 제1항에 의해 복지관의 규모는 연면적 500㎡이상이어야 한다. 노인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과 조리실, 상담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

비시설 등을 각 1실 이상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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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구분 개요 주요프로그램 전경사진

강서구

시설명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사회교육/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문화행사/

위 치 화곡본동 산41-16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288㎡(데이케어 226㎡포함)
설립주체 구립(상록복지재단)
등록회원수 979명

동작구

시설명 사당 노인복지관 상담/사회교육
의료재활/
웰다잉/

취업알선센터/
경로식당/

데이케어센터

위 치 사당동 1044-42

건축규모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2,931㎡(데이케어 230㎡포함)

설립주체 구립(구청직영)

등록회원수 2,991명

강동구

시설명 해공 노인복지관 노노상담센터/
사회교육/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물리치료실

위 치 천호동 302-4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98㎡(데이케어 52㎡포함)
설립주체 구립(한국사회복지회)
등록회원수 250명

금천구

시설명 금천호암 노인종합복지관 이·미용실/
사회교육/
물리치료/
경로식당/

경로당
(150㎡)

위 치 독산동 917외 1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213㎡(데이케어 139㎡포함)
설립주체 구립(성지복지재단)
등록회원수 2,000명

은평구

시설명 신사2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실/
노래교실/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강당

위 치 신사동163-13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060㎡(데이케어 240㎡포함)
설립주체 구립(행복창조)
등록회원수 850명

강남구

시설명 대치노인복지센터 사회교육/
물리치료실
데이케어/
요양시설
(206㎡)/
경로식당

위 치 대치동901-4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751㎡(데이케어 239㎡포함)
설립주체 구립(대한불교조계종 봉은)
등록회원수 260명
시설명 강남시니어프라자

명의명강/
사회교육/

아트갤러리/
키즈룸

위 치 역삼동682-8
건축규모 지하3층/지상6층

연면적 3,727㎡
설립주체 구립(자광재단)
등록회원수 2,309명

마포구

시설명 아현실버문화센터
한글교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위 치 아현동 710
건축규모 지상7층

연면적 1,097㎡(데이케어 213㎡포함)
설립주체 구립(행복의집)
등록회원수 698명

 표 3-59. 서울시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사례현황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사회교육, 정서함양, 복리후생, 기능회복, 자원봉사

자 육성, 지역복지협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지역사회 노인들의 중심

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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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진해
마실터

노원
실버카페

은평실버북카페
산아래카페

종로 실버북카페
삼가연정

개설 2006.05 2010.03 2012.08 2009.08

내부
전경

실버카페도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버카페의 

효시라 할 수 있는‘마실터’가 2006년 5월에 경남 진해에서 오픈한 이후로 지

속적으로 실버카페가 증가하고 있다. 커피나 전통차, 전통음료, 생과일주스, 수

제 쿠키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어 인기가 높고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

은 노인분들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인 경우가 많다. 전문 바리스타교육을 받은 노

인들이 커피를 만들어 주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식

사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교육, 취업프로그램보다

는 간단한 이벤트나 소규모 공연 등 여가프로그램에 치중하는 편이다.  

  표 3-60. 우리나라 실버카페의 사례

위의 사례에서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노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규모화되고 있다.

노인복지관의 최소기준은 연면적 500㎡이상이지만 기존 종합복지관은 일반적

으로 대지면적1,500㎡이상, 연면적 2,000㎡이상이 많고 현재 31개소의 노인복

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의‘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

터’의 현황에서 보듯이 연면적 500㎡가 겨우 넘는 것도 있을 정도로 소규모화

되고 있다. 그 대신 노인복지관이 멀어 이용이 불편하던 노인들은 지역사회에 

더 많이 생김으로써 접근성이 좋아 이용이 편리해지고 있다.   

둘째,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교육-일-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

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강과 문화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

다. 하지만‘third age’를 살아가야하는 베이비붐세대는 교육과 일을 통한 평

생교육, 재취업도 중요한 기능으로 나타나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를 겨냥한 

취업과 관련된 구인구직정보나 교육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다룬다.

셋째,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나 회원들의 다양한 욕

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바꾸면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데 교류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활용프로그램, 교양프

로그램, 재테크프로그램 등이 세분화되어 전문 강사들에 의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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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위치 B2/B1F B3/B2F B2/B1F 1F B2F 1F -

노래방 24.4 24.7 36.1 22.3 73.4 - 36.2
컴퓨터실 35 19.2 14.8 - 63.4 42.2 34.9

영화(음악)
감상실 - 다목적실공용 14.8 다목적실공용 다목적실공용 - -
도서실 75 59.3 40.4 - 63.4 - 59.5
B.센터 - - - - - 29.7

다목적실 186.7 124.4 189.9 199.4 279 463.2 240.4
강당 - - - - 432.4 245.2 -

아트갤러리 - 40.1 - - - - -
취미실 170.8 25.8 207.8 - 209.8 265.2 175.9
오락실 40.9 - - - - - -
종교실 - - - - 198.2 - -

면적합계 532.8 293.5 503.8 221.7 1,319.6 1,045.5 652.8
연면적대비
비율(%) 6.1 1.9 2.1 0.8 5.7 2 2.6
1인당면적
(㎡/1인)

532.8/128
=4.16

293.5/206
=1.42

503.8/217
=2.32

221.7/273
=0.81

1,319.6/305
=4.33

1,045.5/473
=2.21

652.8/267
=2.44

3) 사례시설의 문화여가시설의 현황

표 3-61. 시설별 문화여가시설 현황 및 규모(㎡)

위에서 보듯이, 다목적실을 비롯하여, 취미실(동아리실), 도서실, 컴퓨터실, 

영화감상실이나 음악감상실 등 다양한 기능의 실들이 있으며 규모면에서도 평균 

652㎡를 나타내고 있어30)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방하지 않음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문화여가시설은 연면적에 대한 비율로 2.6%를, 1인당 면적

은 2.44㎡를 나타내고 있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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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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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대비비율(%)

 

그림 3-29. 사례시설별 문화여가시설 규모

30)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2000년 이후에는 규모가 1,000~1,500㎡로 커졌지만 그 이전에는 

500~1,000㎡사이의 규모가 가장 많았다.

   이미숙외1인, 서울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형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20

권 제2호, 2009,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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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0. GS시설의 월 프로그램 사례

그림 3-31. NT시설의 월 프로그램 사례
두 시설의 프로그램사례를 살펴보면 오전에는 주로 스포츠관련 프로그램, 오

후에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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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설 개 요

시설
개요

위 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490번지
대지면적 150,868.0㎡(45,637.57평)
건축면적 14,548.91㎡(4,401.04평)/ 건폐율 9.64% 
연면적 161,036.89㎡(48,713.35평)/ 용적율 72.50%

규 모
⁃ 주거동(29,772평): 지하3층~지상20층 2개동, 540세대
⁃ 생활문화센터(10,631평), 의료: 지하4층~지상4층
⁃ 스포츠센터(3,964평): 지하3층~지상3층
⁃ 요양시설동(4,061평): 지하1층~지상6층, 197베드

공급방식 임대
입주년도 2001년 5월

입지 여건
⁃ 서울 강남 및 분당 30분 거리(40km)  
⁃ 영통신도시 5분내 위치, 수원IC 인접(3.5km)
⁃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 청명산과 신갈저수지가 인근에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 제공

입주자격 만60세 이상(부부 입주시 한 명만 60세 이상), 독립적인 노후 희망자
입주비용

보증금: 3억~9.64억원(2인입주시 0.8억 추가)
평당입주금: 1,000~1,338만원/1인, 1,266~1,450만원/2인
월이용료(식비포함): 143~218만원/1인, 244~319만원/2인

구 분 내 용 시설 사례
의료시설 클리닉센터(건강검진, 물리치료실,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생활편의시설
식당, 웨딩홀, 어린이집, 훼미리마트, 종
합용품점, 노래방, 전시관,  이미용실, 외
환은행

문화시설 문화센터, 세미나실, 취미실, 교실
아뜨리에, AV실, 도서관 

스포츠시설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스쿼시, 에
어로빅장, 체력단련실 등

관리 및
외부공간

홍보관, 자원봉사실, 텃밭, 옥외정원, 야
외퍼팅장

특 징
·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지역주민 개방
· 자원봉사자 운영
· 최고가시스템과 최고급지향

3) 복합문화공간(community center)의 사례 - 노블카운티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용인시 기흥에 2001년 개설한 노블카운티는 의료, 요양, 

생활문화센터, 스포츠 센터가 어우러져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표 3-62. 노블카운티 시설개요

표 3-63. 노블카운티 부대시설

노블카운티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생활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서예, 컴퓨터, 영어회화, 합창단, 음악

감상, 바둑, 노래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에서부터 골프, 당구, 배드민턴,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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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수영, 소림기공 등 스포츠관련 프로그램까지 동호회

가 50여개에 이른다. 

타시설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이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세대 간의 소

통과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대 간의 소통을 이

어주고 노인끼리만 어울려 사는 노인섬(the elderly island)을 막기 위하여 지

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정원 137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친

지들의 방문을 위한 게스트 룸도 있다. 단지 옆에 조성되어 있는 주말농장은 입

주자들에게 1인당 3.3㎡(1평)의 텃밭을 나눠주고 가족들이 함께 가꿀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돕기 위하여 스포츠센터와 문화공간도 개방함으로써 활

력을 주고 있는 데 특히, 스포츠센터는 최고의 시설을 자부하는 곳으로, 실내 

수영장과 휘트니스센터, 실내 체육관, 골프연습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이

곳도 인근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노블카운티는 지역사회에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자녀세대와의 접촉을 

위해 어린이집과 게스트 룸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족연계, 지역연계

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초기 노인시설이 들어오는 것

을 꺼려하던 지역주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다. 

이처럼 복합문화공간(community center)은 노인복지주택이 지역사회와 교

류하고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들은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은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노인

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은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역사회의 특징을 반영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역의 중

심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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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3장에서는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현황을 시설의 일반현황(입

지, 주거시설, 부대시설), 입주자만족도조사, 내부 커뮤니티연계 현황, 외부 커

뮤니티연계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일반현황에서는 시설개요, 입지현황, 주거시설의 일반현황, 부대시설의 일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도시형의 가

장 큰 장점인 교통시설이나 의료시설에 근접하고 있으며 크게 주거시설과 부대

시설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복지관이나 체육센터, 대학 등과 

근접해 있음에도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입주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64.9%이상

이 만족 이상을 보이고 있어 높았으나 개선사항에서는 수납공간의 부족이 39.9%

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부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5.7%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

역별로는 스포츠시설(수영장)에게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현황을 주거시설, 부대시설, 주거-부대시설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주거시설에서는 거주의 지속성문제, 주거-부대시설에서는 가족 

및 세대연계의 문제와 커뮤니티공간과 코어계획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첫째, 건강상태에 따라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이 가능한 순차적인 연  

        계가 결여된 상태다.

둘째, 주거 및 부대시설에서 가족 및 세대 간의 연계가 단절되고 있다. 

셋째, 주거시설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홀 등에서 커뮤니티공간이 소극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주거 및 부대시설의 코어계획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외부 커뮤니티연계는 노인복지주택과 지역사회와의 개방과 교류의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지만 소극적 연계차원에 머물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

설은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문제, 의료시설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이

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문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의 부재 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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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대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이 부족하다.

둘째, 지역사회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연계에 소극적이다.

셋째, 노인복지주택이 지역사회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32. 내/외부 커뮤니티연계의 문제점

결과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시설의 개방과 프로그램의 교류, 소통을 위한 커

뮤니티연계와 효율적이며 개방적인 공간계획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장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고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 우리나라의 현황에의 반영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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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커뮤니티연계의 

    시사점

4.1 미국의 커뮤니티연계 
현황

4.2 일본의 커뮤니티연계 
현황

4.3 소결

4.1 미국의 커뮤니티연계 현황
 4.1.1 미국 노인주거의 일반현황 
먼저, 미국의 노인사회규모와 노인주택정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 기준 39,70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3%이었는데, 

2,015년에는 14%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또한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자의 가족 동거율은 18%이며 노인 인구 가운데 

독신자가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9백만 명이 혼자 살고 있고 이 중 2백만 

명은 무의탁노인이다. 

표 4-01. 미국 노인인구의 변화전망 (65세 이상)

연도 인구수(천명) 비율(%) 연평균 증가율
1990 31,242 12.6 ‐
2000 34,886 12.7 1.1
2010 39,705 13.3 1.3
2020 53,627 16.6 3.0
2030 69,839 20.2 2.6

미국노인들과 저소득층 보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제도로는 노인의료보험

1) 최성재, 미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통권 제21

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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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노인주택정책 및 특징
1950
년대

‐1950년 전국고령자회의 이후 본격적인 노인을 위한 주택의 필요성 제기
‐1959년 주택관련법 개정으로 민간업자들의 정부장기저리융자를 통한 노인주택 건설투자 현상 
증가

1960
년대

‐1960년대 초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주의 노인용 집합주택이 민간주도로 활발하게 건설됨
‐1965년 의료부조제도(medicaid) 도입으로 민간요양시설(요양원) 증가5)
‐1965년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재정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및 재건축 자금 지원

1970
년대

‐1970년대 노인들의 식사, 가사, 안전 등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
‐1974년 주택지역개발법의 재정으로 노인과 장애자를 포함한 가족의 경우 임대료 보조
‐1978년 집합주택원조법(the congregate housing act): 저소득층주택과 장애인 주택거주자의 
식사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위한 자금보조

1980
년대

‐레이건정부의 주택지원예산 삭감으로 민간위주로 증가
‐노인주택정책 후퇴(1988년 도시주택 개발예산 28%감축)

1990
년대
이후

‐정부도 노인주택관련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다양한 전개와 Aging in Place중심의 지원 강조
‐노인의 자가 주택 신축시 건축자금 최대 100% 융자
‐비영리단체의 노인전용 임대주택 설치공급시 연방정부가 최장40년간 저리융자
‐저소득층 노인의 임대용 노인주택 입주시 임대료 일부 연방정부나 주정부보조
‐영리, 비영리 민간단체의 저소득층 노인주택건설시 40년간 기한으로 건축자금의 무이자 
대부제도 운영

(medicare)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medicaid)2)를 들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노인의료비의 대부분과 전체요양비용의 41.4%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각종연

금제도 및 노인시설에 대한 대출완화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의 연금제도 및 

각종 노인보조재원이 고갈되어가는 사태에 대비하여 민간 차원에서 일반 금융회

사 연금 상품이나 개호보험 등으로 국민들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도 이

를 촉진하기위해 연금 상품에 한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3)

다음으로, 노인주택정책을 살펴보면, 선진 유럽의 국가들이 철저한 사회보장

제도아래 국가(연방정부)나 지방자체단체에 의해 노인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것

과 달리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연방정부는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본방향의 설정, 행정상 감독 및 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즉,‘위탁 및 민영복지’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발전하여 현

재는 HA(Housing Authority), HUD(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section8),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등의 재정적 보조와 민간의 상호

보완체제를 통해 노인밀집지역에 대규모 노인시설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4)

표 4-02. 연대별 미국 노인주택정책

2) 노인의료보험(medicare)과 공적부조(medicaid) 제도는 1965년 재정된 사회보장법으로 확립되었

는데 노인의료보험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의료보장제도라면 국민

의료보조는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와 신체장애자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의료보조제도이며 

2001년부터 연방정부에 속해 있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에서 관장하고 있다.  

3)노인주거연구소, 국내외 사례, 미국의 노인시설개요 참조

   www.seniorhouse.co.kr/SENIORHOUSE/html/ex/re_us_01.htm)

4) HA나 HUD는 노인주거시설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SSI는 일정자격을 갖춘 노인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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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의 종류
Single‐Family

Home
단독주택에서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없이 독립
적인 생활을 하는 형태의 주거시설

Cottage/ Bungalow
Villa/ Mansion 

Senior
Hous-

ing

Indepen
‐dent
Living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원하는 건강한 노인
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며 안전하고 안
락하며 관리가 쉬운 형태로 제공되는 형태의 
주택이나 공동주택

Accessory Apartment
Retirement Community
Retirement Homes
Senior Apartments(Housing)
I.L‐Communities/ ECHO Housing

Assisted 
Living

심각한 질병은 없지만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와 주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매우 
다양하다.

Board and Care Homes
Shared Housing
Congregate Housing
Assisted Living Facility

Nursing
Home

만성질환, 장애, 장기요양을 요구하는 노인을 위해 
24시간 의료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형태의 주거시설

Nursing Home
Continuing Care‐Retirement
Community

 미국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크게 분류해 보면 일반 자가주택(single-family home), 

자립주거시설(independent living), 생활보조주거시설(assisted living), 개호시설

(nursing home)로 나눌 수 있다. 

 표 4-03. 미국 노인주거의 형태(U.S census bureau)6)

 일반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중 65세 이상인 자가 75%정도이지만 대

체로 노후하고 관리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의 약 40%는 1950년 이전에 건축된 것이고 그 중 25%는 매우 노후한 상태라 보수

가 요구된다.(Profile of Order American, AARP 1994)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립주거시설인 

은퇴주거단지(retirement community,이하 RC), 노인홈(retirement home, 이하 

RH)을 들 수 있다. 대체로 건강한 노인들이 입주하여 생활하며 60세 이상 중 약

5%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75세 이상에서는 전체 노인의 12%내외가 여기

서 거주하고 있다.7) 너싱홈(nursing home, 이하 NH)은 개호시설 또는 요양시설

이라 할 수 있는데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한 노쇠현상, 질병(dementia, 

alzheimer)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이 거주하며 65세 이상은 약 5%내외이고 

85세 이상에서는 22%정도가 이러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개호시설인 연속보호

은퇴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이하 CCRC)는 자립주거시

설을 포함하므로 자립주거시설로 볼 수도 있다.

5) 미국 요양원의 대부분은 민간의 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비영리 민간기관

(20%),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5%)가 소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황성철, 서구복지국가 노인주택정책의 특성과 동향, 주택보전과 주택정책지 3권1호, 1998 

6) http://www.helpguide.org/elder/senior_housing_residential_care_types.htm 참조

7) Stephen M. Golant, Housing America's Elderly(New Bury Park London:Sage Publications, 

1992),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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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분류 규모(단지수) 월평균임대비/
생활비 적용

일반주택 단독 평균2,343sq 
ft(217.9㎡) $20,646 Aging in Place개념에 적합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노인주거로의 개조 필요
ECHO
주택 자립 1unit: 37‐74㎡ 1unit:$25,000 3세대의 독립성확보가 가능하며 도심보다

는 교외에 적합, 세대연계측면에서 장점
액세서리

주택 자립 max.900sq ft(83.4㎡)
주택연면적의 40%미만

1bed형:
$900‐1,850

도심 대규모 자가 노인의 수익성 창출과 
고독감 해소

은퇴주거
단지 보조 약 7,800단지

$1,950‐3,550/
$900‐1,000

(선시티의 경우)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에
게 적합하나 건강이 악화됐을 때 계속 거
주의 어려움이 발생

노인전용
하숙집 보조 50만 명(licensed) 

50만 명(unlicensed) $350‐3,000 저비용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가능하며 비
허가제이므로 선택시 주의가 필요

공유주택 보조 노인주택의 10% $350‐570/$200
(서비스정도)

너싱홈으로 가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적합하여 계속적인 연구 필요

노인집합
주택 보조 5,500단지, 66만 세대

$500‐4,000
(private:$1,100⁺

)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상주로 긴급사태에 
용이하게 대처 가능

생활보조
주택 보조 39,500개

$1,000‐6,000
평균:$2,969/

$80‐100
너싱홈보다 저렴하고 24시간 관리로 고령
의 노인에게 적합

너싱홈 개호 16,100개, 173만 beds $6,200(single)
$5,475(double)

개호, 간호서비스로 고비용이며 만성질환
이나 장애노인에게 적합

연속보호
은퇴주거

단지
(CCRC)

개호
1200단지, 

35만 명(1997년)
2,400단지, 

60만명(2007년)

$20,000‐400,000
평균:$115,000/

$400‐2,500
Aging in Place개념에 적합하며 거주의 변
화 없이 종신거주가 가능하며 서비스의 유
형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경 가능 

표 4-04. 미국 노인주택 형태의 비교 및 적용8)

미국의 커뮤니티개념은 주변 이웃을 기본단위로 하는 페리(Perry,1929)의 네이

버후드 유니트(neighborhood unit)가 본격화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Peterman, 

2000) 그리고 1972년 도시설계가인 오스카 뉴먼(Oscar Newman)이 주거단지내의 

방어적 공간(defensible space)이론9)을 제안하면서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가 199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10)에 따르면 담과 게

이트(gate)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커뮤니티가 안전이나 범죄에 있어서도 큰 차이

가 없음이 증명되고 있으며 오히려 개방적인 커뮤니티(open community)를 통한 

이웃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는 방향으로 제

안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3절에서 본 것처럼 

8) 송준호, 미국의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2호, 2010, 

p19. 재구성

9) 방어적공간이론(defensible space theory) : 오스카 뉴만이 1972년 발표한 이론으로 자신을 방

어하기 위해 사회적 구조물을 물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범죄를 방지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영역성(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이미지(image), 안전지역

(safe zone) 의 4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10) 김석경,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단지환경적 특성 및 범죄안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계획계 제23권 제6호, 2007, 06,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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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Sun City The Villages Univ. Commons

일
반
개
요

위치 애리조나주 Phoenix 플로리다주 Sumter 미시간주 Ann Arbor
입지유형 도시형 도시형 대학연계/도시형
설립회사 영리법인

(Del E. Webb개발)
영리법인
(Harolds Schwartz)

비영리법인
(U. Condominium)

개설년도 1978 1960s 2000
거주인원 26,000여 가구

(42,000명)
3,583가구
(8,333명) 92가구

연계의료
기관

Sun Health Boswell H.
Del Webb Memorial H.

Leesburg Regional
Medical Center

U. of M. Medical C.
St Joseph H.

근접공원 Park&Sons of S.C
Sunland Memorial Park Oakland Hills Gallup Park

시
설
규
모

대지면적 8,900에이커
(약36,000,000㎡)

3,556에이커
(14,400,000㎡)

18에이커
(72,900㎡)

연면적 ‐ ‐ 14,700㎡
층수/동수 다양 대부분1층 3층/3동

주요시설
대형 레크리에이션센터 7개/
골프장 18개/ 교회 30개/
금융기관(은행) 15개/쇼핑센터 
16개/ 소방서 3개/ 도서관 2개 
미술관/ 대규모 묘지단지 등

레크리에이션 센터 40개/ 
챔피언십 골프코스 8개/ 
골프장 20개/ 광장 2개
Rialto Theatre/ 교회/ 성당

Houghton Hall(교육센터 1,580
㎡)/ Recital Hall
The Brass Rail ‐ Cafe/
도서관

연계대학 Arizona State Univ. Lake‐Sumter/ Central Florida 
Community College

Univ. of Michigan/ Washtenaw  
Community College

입
주
방
식

입주자격 55세 이상 노인 최소1인
19세 이상 가족동거 가능

55세 이상 노인 최소1인
19세 이상 가족동거 가능 55세 이상 노인 최소1인

분양비용
월생활비

최소 $150,000(분양)
$925(골프장연회비포함)

최소 $159,000(분양)
$712(골프장무료)

최소 $300,000(분양)
$650(교육프로그램가입시)

Asherville City Council이 2007년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금지시킨 것도 같은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노인시설들은 1990년대까지는 세대교류나 지역사회교류의 중요성보다

는 단지의 영역성이나 차별성을 내세웠으나 현재는 의료연계, 문화이벤트연계, 

세대연계, 교육기관연계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좀 더 

개방적인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커

뮤니티연계현황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4.1.2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현황 및 시사점 
 3장에서 우리나라의 내부 커뮤니티현황을 분석하면서 문제점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고 이 절에서는 3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미국의 노인복지주택인 은

퇴주거단지(RC, CCRC)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980-90년대는 연속보호 은퇴주거단지(CCRC)보다는 폐쇄적인 은퇴주거단지

(RC)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05. 미국의 대표적 도시형 은퇴주거단지(R.C) 시설개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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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1. CCRC의 개념적 모형

하지만 RC시설들은 자립주거시설(independent living)에 속하여 나이가 들어 

개호(care)가 필요할 경우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거주 환경은 노인들의 커뮤니티 단절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

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Aging in Place'의 개념이 부각되면서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더 선호되고 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의 개념

과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CCRC를 통한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연속보

호 은퇴주거단지’로 continuing care retirement facilities, life-care facilities, 

life-care communities 로 불려 지기도 하는 데 자립주거(independent  living)이나 

생활보조주거(assisted living), 개호시설(nursing home)의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 건강상태에 따른 거주지의 변함없이 변경이 가능하여 이주할 필요가 없고 배

우자나 친구, 다른 이웃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종신형을 의미한다. 

미국의 노인주택은 건강의 상태에 따라 주거 유형이 다른 데 독립적이고 자립

적인 생활이 가능할 경우에는 은퇴주거단지(retirement community)에서 생활하

다가 독립적인 생활은 유지하되 일상생활에서는 약간의 개호(care)를 필요로 할 

때에는 생활보조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로 변경하게 된다. 약간의 개

호를 넘어 24시간 전문적인 개호와 간호를 제공받아야 할 경우에는 너싱홈

(nursing nome)으로 옮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노인들은 새로

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개념이

‘Aging in Place'라 볼 수 있다. CCRC는 이것을 

만족시켜주고 있어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주를 원

하지 않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호

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은퇴주거단지

(RC)들도 너싱홈(NH)을 추가하여 연속보호 은퇴

주거단지(CCRC)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11) 송준호, 미국의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2호, 201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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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설개요
위치 Falls Church, Virginia

시설유형 CCRC(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Special Care Units(dementia),
Skilled Nursing)/ Wellness Center, Fitness Center)

수용인원/대상 400명(기존 297명 + 추가 106명)/ 중산층-중상위층 노인
개념

기존 17년 된 CCRC에 15층 규모의 시설과 Wellness Center를 추가하면서 리모델
링하였으며 정원, 중정, 치료정원 등 자연과 연계된 도심 속의 복합단지
“Knits the new and old buildings together in a seamless way”

  

그림 4-02. CCRC의 개념도
--------------------------------------------------------------  

워싱턴의 한 라디오방송 그룹 회장으로 지내다 16년 전 은퇴한 딕 해리스(77)씨

는 은퇴 후 바로 따뜻하고 경치 좋은 플로리다 사라소타로 날아가 살았으나 조만

간 다시 대도시로 돌아갈 계획이다. 이유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은퇴촌의 무

료함이 싫어서다. 그가 새로 둥지를 틀 곳은 시카고 인근 골드 코스트의 럭서리 

고층 아파트인 ‘워터타워’내 클레어 CCRC. 가까이 유명한 아트 갤러리가 있어 

걸어갈 수 있는 등 활동적이며 문화적인 삶이 가능하다. 해리스 노인은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이라고 믿는다.12) 

---------------------------------------------------------------------------

CCRC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군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Goodwin House Bailey's Crossroads(GHBC)  

도시형 CCRC의 대표적인 사례로 Virginia, Falls Church에 위치하고 있으며

independent living -> assisted living -> special care units가 공존한다. 

표 4-06. GHBC의 시설개요

12) 케빈 손, http://kr.newstarrealty.com/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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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평면형태 유형 평면형태 유형 평면형태
Annan-
dale 

Arling-
tonian 

Barc-
roft 

Studio: 
367 sq. 

ft.
2R+Den
: 1,180 
sq. ft.

1R+Den 
: 937 
sq. ft.

Bucking
-ham 

Clare-
mont 

Glencar
-lyn

1Room: 
590 sq. 

ft.
1R+Den
: 957 
sq. ft.

Corner
1Room:
570 sq. 

ft.
McLean 

The 
Ball-
ston 

The 
Blue-
mont

1R+Den
: 937 
sq. ft. 

1R+1-1/2Baths: 700 sq. ft.

1R+1-1/2Baths: 725 sq. ft.

Goodwin House Bailey’s Crossroad의 전경 및 증축배치도

  

그림 4-03. GHBC의 1층 평면도 및 외부 휴게공간
400명 정도가 거주하는 CCRC로 기존 건물에 106세대(units),15층 규모의 아파

트와 3층 규모의 Health and Wellness Center가 추가되었고 기존 건물도 리모델

링되었다. 버지니아주에서 5성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14%밖에 되지 않

는 데 GHBC가 여기에 속하며 건강상태에 따라 원하는 형태의 거주공간으로 이주

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를 만족시키고 있다. 치매환자를 위한 special care 

units도 갖추고 있어 정신적인 질환이 발생해도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GHBC는 다양한 평면 형태와 규모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입주자로 구성되어 있

다. 입주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거주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표 4-07. GHBC의 다양한 주거평면(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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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ren-

don
The 

York-
towne

1R+1-1/2Baths: 835 sq. ft.

1R+1-1/2Baths: 850 sq. ft.

항목 시설개요
위치 West Palm Beach, Florida

설립년도 1998년
시설유형 CCRC(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Skilled Nursing Home)
수용인원 265beds(기존 5층 120beds + 추가 13층 145beds)/ 2동

대지면적/연면적 8,614㎡(2,605.8평)/ 15,439㎡(4,670.3평)

층별구성

13층 팬트하우스
8-12층 자립시설(Independent Living)
6-7층 각종 부대시설, 옥상 Pool Deck(7F)
4-5층 개호시설(Skilled Nursing Home)

3층 생활보호시설(Assisted Living)-34실
2층 생활보호시설(Assisted Living) 로비, 식당, 간호사실, 교회
1층 출입구, 로비, 커피숍

개념
기존 건물과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CCRC
대서양의 파노라믹 전경을 볼 수 있는 V자 형태와 지중해풍의 입면
자립주거시설의 동선(출입문)을 생활보조시설이나 개호시설로부터 분리

  

Mckeen Towers의 전경/ 배치도/ 자립주거시설의 로비

  

(2) Mckeen Towers

Mckeen Towers는 플로리다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8,611.7

㎡(2,605평), 기존의 5층 120beds 규모의 skilled nursing home에 145units 규

모의 independent living(69units)+assisted living(34units), skilled nursing 

home(42units)을 증축하였다. 

표 4-08. Mckeen Towers의 시설개요

배치도에서 보듯이 independent living , assisted living에서 살던 입주자들

은 건강이 악화되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skilled nursing home으로 이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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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설개요
위치 Arlington, Virginia

시설유형 CCRC(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Nursing Home), In-Home Care,
Short Term Care(휴식, 알츠하이머, 전문요양시설, 호스피스)

수용인원 425beds
대지면적/연면적 6,070㎡(1,836평)/ 65,032㎡(19,672평)

규모 지하1층/ 지상21층/ 2동

층별구성

지상5층~21층 건강상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
지상4층 숙직실, Bar, 도서실
지상3층 식당, 관리실
지상2층 동호인실, 휘트니스센터, 공예실
지상1층 프런트, 로비, 사무실, 편의점, 수영장, 기포식 목욕탕, 우편실
지하1층 주차장, 기계실

개념
“No two people are alike, so the services and attention we provide should never 
be exactly the same“
자립주거시설, 생활보조시설, 전문요양시설의 동선 분리

있다. 설계의 주안점은 첫째, 새로 증축된 각 21beds의 skilled nursing home에

서 직원 관리실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 둘째, V자 형태의 

입면을 통해 입주자의 95%가 대서양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도시 맥

락과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수직의 초고층 및 지중해양식으로 할 것. 넷째,  

GHBC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시설은 출입구를 따로 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정할 것. 현휘가 없는 표면과 간접조명, 잔향처

리 등 감각과 이동성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디자인 할 것 등이다.

그림 4-04. 생활보조시설의 거실 및 주거/ 자립시설의 Cafe

(3) The Jefferson

Arlington, Viginia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The Jefferson은 independent 

living(325units) -> assisted living(39units) -> nursing home(31beds)을 비롯하

여 in-home care, short term care(respite, alzheimer's care, skilled 

nursing facility, hospice, 30beds)까지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주가 가능하다.

표 4-09. The Jefferson의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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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efferson의 전경/ 1층 평면도

항목 시설개요
위치 Chicago, Illinois(Loyola University Chicago Water Tower Campus)

시설유형 CCRC(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Memory Care-15units, Skilled 
Nursing Care-32units, Rehabilitation)

The Jefferson은 1992년에 Marriot Corporation에 의해 개발되었고 현재는 

Sunrise Senior Living에서 운영하고 있는 4성급의 고급 CCRC에 속한다. 도심에 

위치하여 5분 거리에 대중 교통수단이 있으며 0.9마일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Virginia Hospital Center Arlington은 최상의 의료를 제공한다. 

하부 1-4층은 부대시설이 위치하여 지역사회에 개방됨으로써 커뮤니티가 활

성화되고 있다. 상부 5-21층까지는 주거시설이 2개동으로 나누어져 탑상형으로 

올라간다.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1층에서 4층까지는 부대시설이 위치하며 지상

5층-21층까지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주거시설이 2개의 동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림 4-05. The Jefferson의 층별구성 및 평면사례

(4) The Clare at Water Tower

The Clare at Water Tower 는 2008년 12월에 완공되었고 5성급에 속하고 최고 높이가 

179M에 이르는 초고층의 CCRC로 independent living -> assistive living -> 

skilled nursing care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0. The Clare at Water Tower의 시설개요13)

13) http://www.thecl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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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년도 2008.12
수용인원 248units
연면적 55,742㎡(16,862평)
규모 지하1층/지상52층/ 1동

층별구성

21-52층 Independent Living
18-20층 Assisted Living
부대시설
(9-19층)

multiple dining venues, a fitness and aquatic center, media and 
entertainment center, business center, creative arts studio, 
performance center, interfaith chapel, and day spa

3-8층 Skilled Nursing Care/ Parking(교육시설 상부)
1-2층 교육시설(Loyola Classrooms & Education Areas, 4,600㎡)

개념
“ Clean, modern lines juxtaposed against the adjacent historical buildings and 
surrounding landscape — the perfect complement to the already stunning skyline. “
기존 Loyola대학의 교육시설을 대체하는 교육시설 추가(1-2층)

  

The Clare at Water Tower의 전경/ Lounge

1-2층 9층 19층 21-27층

시카고의 가장 중심부인 Michigan Avenue로부터 몇 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럭

셔리한 도시형의 CCRC로 최고의 미술관, 문화이벤트, 쇼핑, 다양한 종교행사 등

에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평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06. The Clare at Water Tower의 평면도
The Clare at Water Tower에서 보듯이 도시형 CCRC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는 도심의 대지의 규모제한과 대지비 등으로 인해  점점 더 고층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 274개밖에 없었던 CCRC가 1995년 1700개, 

2005년 2,240개, 2005년에는 2,400개로 증가14)했으며 현재도 RC(Retirement 

Community)보다는 CCRC가 선호되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현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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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위치 건강상태에 따른 거주형태(CCRC)
Goodwin House Bailey's 
Crossroads Virginia Independent Living → Assisted Living → Special Care 

Units
Mckeen Towers Florida Independent Living → Assisted Living → Skilled 

Nursing Home 
The Jefferson Virginia

Independent Living → Assisted Living → Nursing 
Home/In-Home Care, Short Term Care(Respite, 
Alzheimer's care, Skilled Nursing Facility, Hospice)

The Clare at Water Tower Chicago Independent Living → Assisted Living → Memory 
Support → Skilled Nursing Care/ Rehabilitation

Classic Residence in 
Yonkers New York

Independent Living → Assistive Senior Living → 
Alzheimer's and memory support care and skilled 
nursing care

Friendship Haven Iowa Independent Living → Assisted Living → Special Care 
Units

Mirabella Seattle Independent Living(289units) → Assisted Living(32) →
Memory Care(20) → Skilled Nursing Home(22) 

되고 있는 CCRC의 많은 수가 도시에 건립되고 있다. 다음은 연속보호주거협회의 

전 회장이었던 Kathryn L.Brod의 인터뷰로 “도심에 CCRC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There is increased interest in doing C.C.R.C’s in 

urban environments)”고 말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을 참고해 볼 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의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 미국 내에서 CCRC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군데 추가하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1. 미국 도시형 CCRC의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사례 

2) 가족 및 세대연계성

커뮤니티연계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작게는 가족연계부터 시작

해서 입주자연계, 세대연계, 그리고 지역사회연계까지 포함한다. 여기서는 미

국의 가족 및 세대연계의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07. 커뮤니티연계의 교류대상
14) the American Association of Homes and Services for the Aging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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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족연계

미국의 경우, 55세 이상의 노인이 1명만 거주해도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도

록 되어있으며 가족 동거의 제한규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가족 단위

의 개발을 하고 있는 곳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에 위치한 대규모 은퇴주거단지인 선 시티

(Sun City)의 경우 입주 자격을 보면, 55세 이상의 노인이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19세 이상의 가족은 함께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아

이도 1년 중 3개월 내에서는 단기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이긴 하지만 할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거주자가 노인이 아니며 

상주인구 중 63%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1978년 선 시티가 애리조나 주에 설립

될 당시 미국인들의 은퇴정서는 살던 곳에서 가족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은퇴

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선 시티가 개발될 당시 피닉스(Phoenix)시로부터 12

마일 떨어진 당시 목화밭이었던 지역을 은퇴주거단지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제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부머들은 더 이상 한적한 지역이나 

가족으로부터 먼 지역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도시나 가족의 근처에서 은퇴생활

을 계획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플로리다, 아리조나 등‘선 벨트’라 불리던 유명 

은퇴지역은 점점 유입 인구가 줄고 있다. 선 시티는 최근 젊은 세대나 가족을 

유치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젊은 세대를 위한 상점을 확충하고 있으며 

일부 골프장도 개방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플로리다주 중심부인 올란도(Orlando)로부터 45마일 떨어져있는 섬터(Sumter 

County)에 위치하고 있는 더 빌리지(The Village)도 선 시티와 마찬가지로 55세 

이상의 노인이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며 19세 이하는 1년에 30일을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가족단위로 개발되어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가족 연계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소개하면, 여름 8주 동안 진행하는‘Camp 

Village’를 들 수 있는 데 1세대와 3세대(5-16세)가 어우러져 게임과 수영, 활

쏘기, 공예, 라인 댄싱, 소프트 볼, 보트 투어(Sumter Lake)등 즐긴다.

그림 4-08. The Village의 가족연계 프로그램-CAMP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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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위치 가족거주 규정 및 특징
Sun City Arizona

19세 이상 가족 동거 가능
어린아이도 3개월내에서 단기체류 가능
젊은 세대나 가족을 위한 학교나 편의시설 확충

The Village Florida 19세 이하는 1년 30일 체류 가능
가족단위의 개발을 통한 젊은 세대의 유입

University Commons Michigan 55세 이상 최소 1인이 있으면 모든 세대의 동거 허용

항목 시설개요
위치 Dedham, Massachusetts 

미시간주 앤 아버(Ann Arbor)의 미시간대학 내에 위치하여 2000년에 설립된 

University Commons의 입주 자격은 최소 1인이 5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대학과 

관련된 교수진이나 학생, 스태프나 친척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University Commons의 연령층은 다양하며 젊은 세대와 노년세

대가 어우러져 활기가 넘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노인세대도 젊은 

세대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표 4-12. 미국 도시형 RC/CCRC의 가족거주 규정 및 특징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은퇴주거단지(RC/CCRC)는 55세 이상의 노인이 1

인만 거주해도 가족들이 동거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가족연계의 중요성이 증가하

면서 제한 규정도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2) 세대연계 

세대연계의 커뮤니티를‘Intergenerational Community’라 칭하는데 우리나

라의 현황에서 본 것처럼 장점이 부각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CCRC 중 젊은 세대와의 연계사례로 2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NewBridge on the Charles - 초등학교(유년세대)연계

노인복지주택 중 대표적인 세대교류의 사례는 미국 메사추세츠, Dedham에 위

치한‘NewBridge on the Charles’15), CCRC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NewBridge on the Charles에는 약75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independent living- 256units, assisted living apartments- 51units, memory 

support/assisted living- 40units, long-term care residences- 268beds로 구

성되어 있다. 

표 4-13. NewBridge on the Charles의 시설개요

15) www.hebrewseniorlife.org/new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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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2009년 7월
시설유형 CCRC(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Long-term Care Residence)

Cottage Homes(50), Apartments(182), Villas(24), and Community Center
수용인원 750명(기존 5층 120beds + 추가 13층 145beds)/ 2동
대지면적 655,591㎡(19,831.2평)

이념(철학) To never stop learning
To provide new and innovative ways to learn, grow, have fun, and be creative.

NewBridge on the Charles의 전경/ Village Center 출입구

NewBridge on the Charles는 Hebrew Senior Life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개설

과 함께 다세대가 공존하는 단지를 계획하고 2010년 9월‘The Rashi School’을 

단지 내에 개교하여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308명의 아이들이 노인들과 상호 공

존과 이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아이들은 생기와 기쁨을 노인들에게 제공하

고 거주 노인들은 책읽어주기, 교육지도, 함께 노래 부르기, 게임하기, 축하행

사 등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자원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림 4-09. NewBridge on the Charles 배치도/커뮤니티센터/The Rashi School
1.  Newbridg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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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설개요
위치 Ithaca, New York 
설립 현재 명칭:1998년 11월(시작: 1974년 Tompkins County Hospital을 개조)

시설유형 CCRC(Independent Living-100suites, Assisted Living-60suites, Enhanced 
Assisted Living )

규모 160suites
연계 Longview and Ithaca College enjoy a unique and active program-based 

relationship.

Ithacare Center & Longview 전경

2.  Respect for the environment -An on-campus trail system offers places for exercise and contemplation.

3.  Cottage Community- 50 two-bedroom cottages in 11 buildings sit atop a hill overlooking the main campus

4.  Villas  5.  The Apartments- community is connected with the Shapiro Community Center.

6.  The Carl J. and Ruth Shapiro Community Center for socializing, exercising, dining .......

7.  Health Care Center-  a 268- resident healthcare center 

8.  Jack Satter Center that houses the 91 apartments in an assisted living program

9.  Memory Support Assisted Living with 40 memory support apartments

10. President's House  11. Guest Residences

12. The K-8 Rashi School - approximately 300 students with daily activities that bring together community members of all ages.

장점 중의 하나인데 히브리 재활센터에서 작품 활동, 연극, 노래 등을 함께 

하면서 보조가 필요한 노인들을 돕는다.  

 
② Longview(an Ithacare Community) - 대학교(청년세대)연계

Longview(Ithacare Community)는 뉴욕의 Ithaca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4년 

Ithaca College와 Cornell University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Ithacare Center로 불렸고 1998년 11월에 Longview(an Ithacare Community)가 

개설되었다. 규모를 살펴보면, independent living- 100units, assisted living- 

60units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4. Longview(an Ithacare Community)의 시설개요

Longview와 Ithaca College는 독특하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토대로 강한 유

대를 맺고 노인과 청년 사이의 세대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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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설개요
위치 1100East Broad Street Columbus, Ohio

설립년도 2007sus(rebuilt)
시설유형 RC(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수용인원 200명(100units)

연계 Common area의 시설은 공공행사나 이용 가능
지역의 주거재해자는 우선순위로 입주하여 지역에서 거주거주 보장

Jenkins Terrace 외관 및 1층 평면도

노인 거주자들은 Ithaca College의 5개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 사회, 문화,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대학 내 수업이나 Longview 내에서의 수업에 참여하게 되

는데 여기에는 토론이나 건강증진활동, 건강관련평가, 레크리에이션활동, 음악 

공연 등이 포함된다. 거주자들은 대학의 시설, 도서관, 서점, 수영장과 휘트니

스센터를 사용할 수 있고 캠퍼스내의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Ithaca College의 학생들은 수강하는 거주자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열정을 

나눈다.  Longview와 Ithaca College의 파트너십은 세대연계적인 삶과 교육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Longview를 독특한 형태의 CCRC로 이미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3) 커뮤니티공간 및 코어계획

주거시설에서의 내부 커뮤니티연계는 주로 복도나 엘리베이터 홀 등에서 만남

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3장의 우리나라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도나 엘리베

이터 홀이 이동의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

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커뮤니티공간이나 코어에 대

한 계획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① Jenkins Terrace - 복도의 사례

 표 4-15. Jenkins Terrace의 시설개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개설된 Jenkins Terrace16)는 자립 R.C(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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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설개요
위치 225 Berry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설립년도 2006년
시설유형 RC(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level of care)
층수/층고 7층/24.95m
수용인원 178명(140units), 51units for chronically homeless

개념
To create a mixed-use civic building(public library, an adult day health center, 
a real estate office, a cafe, a community room) that fits well with the 
neighborhood and is welcoming and accessible to the community.

Mission Creek Community 외관 및 3층 평면도

community)로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100개의 units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

며 좋은 환경에서 도심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선호된다. 

주거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복도 사이에 작은 응접실(parlor)을 계획함으로써 

자연스런 만남과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 대부분의 주거평면이 중복도형을 취하고 있어 복도가 

어둡거나 답답하고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공간에 

응접실(parlor)을 부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단조로울 수 있는 공간에 활기를 주

고 자연스런 만남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룸(community room)을 로비와 연계시킴으로써 로비에서의 만

남을 커뮤니티 룸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② Mission Creek Community - 엘리베이터 홀의 사례

표 4-16. Mission Creek Community의 시설개요

Mission Creek Community17)는 엘리베이터 홀을 커뮤니티공간으로 적극적으로 

계획한 예로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다. 140units에 178명을 수용하는

16) The Images Publishing Group, Design for Aging Review, 9th edition, 2008, p24

   

17) Mission Creek Community는 2008.National Award for Smart Growth Achievement for the 

category of Equitable Development를 수상한 저소득의 노인들을 위한 자립(보조)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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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도 특 징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생활보조시설)의 출입  
   구가 분리되어 있다.
- 엘리베이터 코어도 분리되어 있다.
- 상호간의 독립성이 강하다.
- 개호시설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건강이 악화되  
   면 기존의 특별 개호시설로 이주할 수 있다. 
- 부대시설은 6-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7층의  
   외부에는 수영장과  데크가 있어 커뮤니티공  
   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Mission Creek Community’는 the San Francisco Redevelopment Agency(SFRA)

의 지원 아래  Mercy Housing California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695㎡(210평)규

모의 공공도서관과 the Adult Day Health Center(ADHC)를 함께 설치하여 지역사

회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ADHC의 경우 하루 보통 50명 이상이 의료나 물리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데 20명 정도는 입주자고 나머지는 지역의 이웃들이 이용

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엘리베이터 홀의 오른쪽에 바로 주거 유니트를 설치하

지 않고 커뮤니티공간을 설치하여 입주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4-10. Public Library 전경/배면 전경/내부중정

③ Mckeen Towers -코어계획의 사례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생활보조시설)의 코어가 분리되어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는 사례로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의 Mckeen Towers를 들 수 있다. 아래 배

치도에서 보듯이 자립시설은 주출입구를 통해 진입하는 반면, 생활보조시설

(assisted living)과 개호시설(nursing home)은 olive avenue쪽에 위치하고 있

는 출입구를 통해 진입함으로써 동선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표 4-17. Mckeen Towers의 코어분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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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외부 커뮤니티연계의 현황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외부 커뮤니티현황에서 제시된 3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미국의 노

인복지주택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부대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선 시티는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적

극적으로 외부에 개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설인 병원 및 응급의료 시스템

은 주(州) 내 최고 수준으로 대형 종합병원인 선헬스 델웹 병원과 전국적으로 

유명한 노인 전문 보스웰 병원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선헬스 델웹 

병원은 571병상 규모로 인근 도시의 '젊은' 환자들까지 선시티를 많이 찾아옴으

로써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하다. 

 

  그림 4-11. Del E. Webb Memorial Hospital & Boswell Memorial Hospital
생활편의시설로는 7개의 대형 레크레이션 센터, 공동소유 골프장7개, 퍼블릭 

골프장1개, 사설 골프장1개, 볼링장, 극장18), 도서관(2개), 미술관, 교회(30

개), 쇼핑센터(16개), 호수 등이 있는데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개방되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 문화여가 및 스포츠시설인 레크리에이션 센터(수영·테

니스·볼링·라켓볼·미니골프·보체·론볼·탁구·당구·헬스기구 등의 운동

시설 이용, 각종 취미·공예활동 클럽·각종 춤 등 수강, 주말에는 댄스파티)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렴한 골프장 연회비로 주민의 절반가량이 골프를 즐긴다. 

Sun City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원봉사단체의 연계를 들 수 있다.  ‘자

원봉사자의 도시’(city of volunteers)라고도 불릴 정도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노인들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18) Sundoime Center : 1980년에 문을 연 미국 최대의 실내 영화관으로 약 7,000명이 동시에 관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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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Area 개소

Sun City

Arizona Phoenix / Tucson / Anthem 5
Nevada Summerlin / Aliente / Anthem 3
Texas Georgetown 1

South Carolina Hilton Head 1
California Lincoln Hills / Roseville / Palm Desert 3
Illinois Huntley 1

Massachusettes Plymouth 1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다. 마을청소, 교통정리, 방법활동, 병원 등 모든 분

야에서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선 시티 거주자로 구

성되어 있다. 

최초 Sun City의 분양이 1978년에 완전히 끝나자 같은 해에 인구 3만1000명의 

선 시티 웨스트(Sun City West)를 계획, 분양을 시작해 1998년에 분양을 완료했

다. 그 후 1998년에 최초 선 시티 동쪽에 인구 1만7000여명의 선 시티 그랜드

(Sun City Grand)를 계획, 분양을 시작해 2005년에 분양을 완료했다. 그리고 

2005년 말부터 최초 선 시티 북쪽에 선 시티 페스티벌(Sun City Festival)을 다

시 계획해 분양이 계속되고 있다. 

Sun City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

사회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하여 입주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표 4-18. Sun City 주별 설립지역

 2)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성

미국의 노인복지주택은 다양한 연계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

로 의료연계, 교육연계, 스포츠연계 등을 들 수 있다.19) 대부분의 시설이 교통

이 편리하고 종합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과 연계가 잘 이루어져 신속하게 고품질

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이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대학과의 

연계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지적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이나 취

미관련 연계도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절에서는 의료(종합병원)연계, 교

육(대학교)연계, 스포츠(골프)연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 운영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병원이 운영주체일 경우, HBC형(Hospital Based Community), 대

학일 경우, UBC형(University Based Community), 종교단체일 경우, RBC형(Religion Based 

Community), 영리단체일 경우, POBC형(Profit Organization Based Community), 비영리단체일 경

우, N-POBC형(Non-Profit Organization Based Community)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시설이나 프

로그램의 개방정도에 따라 개방형, 부분 개방형, 폐쇄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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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Sun City The Villages Univ. Commons The Hallmark
의료연계

(Hospital)
Sun Health Boswell H.
Del Webb Memorial H.

Leesburg Regional
Medical Center

U. of M. Medical C.
St Joseph H.

N.Y.Downtown H. 외 
39개소

교육연계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

Lake‐Sumter/
Central Florida 

Community College
Univ. of Michigan

Washtenaw  
Community College

A Community for
Lifelong Learning

자연환경연계
(Park)

Park&Sons of S.C
Sunland Memorial Park Oakland Hills Gallup Park Battery Park

스포츠연계
(Sport) Recreation Center Golf Course

Recreation Center Univ. of Michigan -

항목 시설개요
위치 455 North End Ave. New York, NY 10282

개설년도 2000년
시설유형 RC(Independent Living, Assisted Senior Living)
수용인원 217units

대지면적/연면적 1,270㎡(0.31acre)/ 20,435㎡(6,181.6평)
규모 지상14층/ 1동

층별구성
3~14층 주거시설
1~2층 Wellness Clinic/ Whirlpool Spa/ 수영장/ Cafe/ 식당/ 도서관/ 

미용실/ 세탁실/ 손님접대실/ 당구장/ 체력단련실/ Community Room
개념

The premier place for elegant retirement living in Manhattan, just steps away 
from the Hudson River and historic attractions like The Winter Garden and 
Statue of Liberty.

The Hallmark of Battery Park City의 전경/ 기준층 평면도

표 4-19. 미국 도시형 은퇴주거단지의 연계사례

(1) 의료연계 - The Hallmark of Battery Park City(HBPC) 

표 4-20. The Hallmark of Battery Park City의 시설개요

뉴욕의 중심인 Battery Park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시형의 RC로 뉴욕의 편리한 

교통과 도심의 편의시설 등이 근접하여 이용이 편리하며 independent living에

서 생활하다 개호(care)가 필요하게 되면 2층에 위치하고 있는 assistive 

senior living으로 이주하여 좀 더 세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의료연계의 연계를 살펴보면, New York University Medical Center와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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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거주자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혈압을 점검하며 약물치

료, 검진,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거주자들의 

질문에도 응답해 준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인 New York Downtown Hospital은 

미국 의료평가에서 100대 의료시설 중 85위를 차지한 매우 우수한 시설과 의료

진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다. Battery Park City 주변에는 약 40개의 크고 

작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있어 쉽게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HBPC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과 연계함으로써 시설 내에는 작은 규모의 

Wellness Clinic을 설치하여 부대시설 규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4-12. NYU Medical Center & NY Downtown Hospital 
(2) 교육(대학)연계 - University Commons 

최근 미국에서는 대학교가 사업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은퇴주거단지(RC)가 대

학 캠퍼스 내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2007년 약 80개의 대학에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kurla, 2007) 

그림 4-13. 대학연계형 은퇴주거단지(UBRCs)의 대표적인 참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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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의 은퇴주거단지를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라 하며 1995년 20여개에 불과하던 UBRCs가 현재는 100여개 대학에서 설립되고 있

으며 4천개의 대학 중 향 후 20년간 약 10%수준인 440개 대학에서 UBRC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Andrew Carle, MHSA, 버지니아 조지 메이슨대학 조교수)

20년 이상 노인주거와 건강관리분야에서 연구해온 조지 메이슨 대학의 Andrew 

Carle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몇 년 전까지 볼 수 있었던 골프코스가 근처에 있는 은퇴주거단지에 대한 

생각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은퇴주거단지는 도시 안에 

있거나 대학 캠퍼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체적인 행동뿐만 아니

라 지적인 것을 만족시켜주는 환경을 기대하며 세대통합의 프로그램을 원하

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노인인 은퇴주거단

지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미시간대학의 Leon Pastalan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

"사람들은 더 이상 콘도나 골프 코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좀 더 가

치있고 의미있는 것을 기대합니다.(People are no longer satisfied with a 

condo and a golf course. They are looking for more value and meaning“

---------------------------------------------------------------------------

현재 UBRCs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코넬대, 다트머스대, 미시간 주

립대 같은 명문대학부터 러셀칼리지, 이타카칼리지 등 전문대학까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과 대학의 연계시 장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4. 노인복지주택의 대학연계시 장점
대학이 갖추고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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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대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대체할 인적자원으로써의 가능성, 지

적호기심과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에 진입한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베이비부머들은 평생교

육에 대한 열의와 재교육을 통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기 때문에 대

학과의 연계시 가능성은 더욱 높다. 한 예로, 미국의 NCE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3)는 1995년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 참여도는 

5.7% 였는데 2003년에는 21.4%까지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음식에 대한 

불만이나 관료적인 대학과의 협력문제 등의 문제로 UBRCs를 실패한 사례(인디애

나대학과 아이오와주의 그린힐대학)도 찾아볼 수 있지만 조지 메이슨대학의 프

로그램평가20)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UBRC에 성공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

표 4-21. 대학연계형 노인복지주택(UBRCs)의 사례

대학
Classis Residence 

by Hyatt at 
Stanford University

Oak Hammock at 
University of Florida

Lasell Village 
at Lasell College

The Village at Penn 
Stat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위치 Palo Alto, California Gainesville, Florida Newton, Massachusetts State College, Penn
설립년도 2005. 05 2004. 03 2000. 05 2003. 08

재정적관계
(운영주체)

Hyatt
(75년임대/ 22.4acre)

Praxeis(NPO)+
University
(136acres)

Lasell College
(13acres)

Cooperative Retirement 
Services of America 
(CRSA/ 80acres)

캠퍼스까지의 
거리(접근성)

근접
(across the street) 1.5 mile on campus 1.0 mile

문서화된 
프로그램

Lifelong Learning 
program

의료, 간호, 건강, 재
활, 치과, TV studio, 
입주자교육시자원봉
사학생의 애완견보호

고졸이상, 450h/1년
이상 교육의무화

문화, 스포츠 이벤트
운동요법, 세대연계활동
입주자가 수강, 교육, 연
구에 참여

거주지속성
(CCRC여부)

자립시설 388
생활보조 38
개호시설 44
기억보조 24

자립시설 269
생활보조 37
개호시설 42
기억보조 24

자립시설 188
개호시설 44

자립시설 150
개호시설 27

알츠하이머 29
대학관계자

비율 60% 12% 50% 70%

이미지

20) UBRC의 운영과 디자인에 대하여 조지 메이슨 대학의 프로그램에서는 5가지의 기준(1.6㎞이내의 

주요시설 접근성, 대학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참여보장, 입주자대표, 대학교, 주거사업자의 프

로그램 공동 모니터링 및 관리, 연속적 케어가 가능한 CCRC 접근, 적어도 입주의 10%이상은 학

교임직원이나 가족, 동문 타겟팅을 제시하고 있다. 

    The Journal on Active Aging, March/April 2007, p58

    노년시대신문,조한종의 시니어비즈니스칼럼, 미국의 UBRCs와 일본의 칼리지링크(College-Link)

    형 시니어 커뮤니티,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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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특 성

제1유형
‐ 대학이 교육프로그램과 시설(도서관, 컴퓨터실, 체육관, 행사 등)을 제공
‐ 인력, 대지, 경제적인 지원은 하지 않음
‐ 커뮤니티의 소유와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음

위의 사례를 보면, Classis Residence by Hyatt at Stanford University와 The 

Village at Penn State는 영리법인이 운영주체인 반면 Oak Hammock at 

University of Florida는 비영리법인과 대학이 공동운영주체인 경우이며 Lasell 

Village at Lasell College는  Lasell College가 운영주체로 조금씩 다르다. 이

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이 개발의 사업주체가 되고 운영도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비영리)법인이 개발의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 대학은 교육적 및 사회적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법인이 독자적으로 운영 

⦁대학+영리(비영리)법인이 개발의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 대학은 공동개발은 하되 커뮤니티의 운영에는 비참여

Classis Residence by Hyatt의 경우, Stanford University는 22.4 acre의 땅을 

75년 장기 임대해 주었을 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Hyatt는 

Stanford University의 명성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하지

만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함께 프로그램을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개선해 

나간다. 4개 시설 모두는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며 거주의 지속성을 만족시키는 

CCRC유형에 속하고 있다. Oak Hammock at University of Florida는 대학관계자 

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어 관계자 비율이 적은 편이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50%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관계자가 커뮤니티에 많으면 대학의 이념이나 정신을 

잘 계승할 수 있으며 시설에 대한 애착심도 크다. 또한 이들은 기부나 유산 등

을 남기기도 함으로써 큰 수입원이 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이들 모두 "Lifelong Learning Program" 을 통한 교육을 강

조한다는 점에 있다. Lasell Village는 1년 450시간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학은 노인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가장 좋은 장소이며 대

학도 새로운 수입원인 동시에 커뮤니티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을 강조한 캠퍼스형 은퇴주거단지로 

제2유형에 속하는 미시간 앤 아버(Ann Arbor)의 University Commons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표 4-22. 캠퍼스형 은퇴주거단지의 유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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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 대학이 교육프로그램과 시설(도서관, 컴퓨터실, 체육관, 행사 등)을 제공
‐ 민영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인력, 대지, 경제적인 지원
‐ 커뮤니티의 소유와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음

제3유형
‐ 대학이 교육프로그램과 시설(도서관, 컴퓨터실, 체육관, 행사 등)을 제공
‐ 민영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인력, 대지, 경제적인 지원
‐ 커뮤니티의 소유와 운영에도 관여

항목 시설개요
위치 Ann Arbor, Michigan

설립년도 2000년
시설유형 RC(Independent Living: Villas, Townhomes, Apartments)
대지면적/ 72,900㎡(18acre)/ 3층(3동)
수용인원 92units

개념 To provide a home with a living style which was as intellectually satisfying 
as they had found in their academic lives.  

University Commons 위치 및 외관/ Houghton Hall

먼저, University Commons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Ann Arbor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시간대학의 북쪽에 위치하여 쉽게 미시간대학의 캠퍼스로 접

근이 가능하고 미식축구 스타디움, Crisler 원형극장, 미시간대학 의료센터, St 

Joseph 병원, the VA 병원, Huron고등학교, Greenhills초등학교, M-14고속도로

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Huron Parkway의 서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어 울창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잘 조성된 Gallup Park와 Huron river가 2분 거

리에 있기 때문에 산책로로 매우 좋다. Ann Arbor의 인구는 약 120,000명이며 1

년 중 178일 정도가 해를 볼 수 있는 날씨로 매우 쾌적하기 때문에 많은 은퇴자

들이 선호하고 있다.

표 4-23. University Commons의 시설개요

대지는 3층으로 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1층에는 villas, 2층에는 townhomes, 

그리고 가장 상층부인 3층에는 houghton hall(교육센터, 1,580㎡)을 중심으로 

21) Tien-Chien Tsao, New models for future retirement: A study of college/university linked 

retirement communities, Dissertation of doctor of philosophy i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5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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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s가 남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합치면 92가구가 콘도미니엄

(ranch condo)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노년의 활기찬 삶을 위해 대학과 연계로 많은 시설들이 고려되었는데 대표적

인 것으로 recital hall, library, seminar and class rooms, exercise room, craft 

room, wood-working shop, 그리고 레크리에이션과 금요일 오후 “Common Time”을 

위한 The Brass Rail Caf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거주자가 쉽게 접

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으며 

특히, 정전 시에는 임시발전기가 가동되도록 설계되었다.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53.7%)이 남성(46.3%)보다 약간 

많으며 가장 많은 비율의 연령층은 75~79세로 전체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75.6%가 결혼을 했고 80.5%가 석사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학자)을 볼 때 고학

력자일수록 계속교육이나 다른 분야의 교육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심교육 분야로는 컴퓨터, 역사, 어학, 정치과학, 음악, 문학 등이 언급되었으

며 도서관이나 컴퓨터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뽑았다. 가장 중요

한 만족도에서는 90.2%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연계의 은퇴주거단

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22)

0 10 20 30 40 50

잘모름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비율(%)

설문자수

 그림 4-15. Univ. Commons 거주자 만족도
University Commons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

는 탁월한 프로그램의 구성으로 대학 교수진과 스태프, 그리고 Commons의 긴밀

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the school of music, 

theatre & dance, 그리고 Washtenaw Community College와 연계로 진행되는 요리 

예술(culinary arts)과정을 들 수 있다.

22) 상기논문 p65~77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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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설개요
위치 Ann Arbor, Michigan (설립년도: 1960s)

시설유형 RC(Independent Living: Villas, Townhomes, Apartments)
대지면적 14,400,000㎡(3,556acre)
수용인원 8,333명(3,583units)

개념 To create a retirement community where people’s dreams can come true. 
‘Florida's Friendliest Retirement Hometown’

 
The Villages 전경/ 단지 내 Golf Course/ 쇼핑센터

(3) 스포츠(골프)연계 – The Villages

플로리다주 중심부인 올란도(orlando)로부터 45마일 떨어져있는 섬터(sumter 

county)에 위치해 있는 더 빌리지는 ‘Florida's friendliest retirement hometown’을 

모토로 1960년대 개발이 시작된 이래로 2000년 현재 4,392세대, 3,583가구, 

8,333명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거지로 발전하였다.

표 4-24. The Villages의 시설개요

1994년에는 건축심의위원회(architectural review committee)가 발족되어 더 

빌리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거지 내외의 개발(주택과 주변 환경)을 일관성있게 

통제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연계로는 다양한 골프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거주자들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고 강습 받을  수 있는 초급, 중급, 상급

의 골프코스가 총 20여개나 있으며 8개의 챔피언십 골프 코스가 있어 유명한 골

프스타인 Arnold Palmer, Chi Chi Rodriguez 등이 참가하는 챔피언십 대회가 자주 

열린다. 거주자 주택단지는 골프장주변에 듬성듬성 있을 정도이어서 골프장에 

와서 사는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호수 및 단지 내 수영장,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매주 약 300개 이상의 각종 행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경비시스템 등을 제공받으면서 드는 비용은 대략 $119정

도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주거단지 내에는 40개 이상의 레크리에이

션 센터가 있어 각종 이벤트, 교육들이 항상 펼쳐지므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커

뮤니티 내에서 요트배우기, 도자기공예, 댄스, 수영, 요가 등 다양한 여가활동

이 가능하며 출신국가동호회, 학교동문회, 향우회, 독신자 클럽 등 각종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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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More Than a Cafe

활동도 외부인들과 함께 활발히 참여할 수 있다. 

lake sumter landing market square, spanish springs town square 2개의 광

장에서는 입주자들을 위한 댄스파티 등이 열리며, 교회/성당, 클럽, 그리고 최

신 개봉작을 상영하는 rialto theatre등이 있다.

 

 3) 지역사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 community center 

 미국의 커뮤니티센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기관이 운영주체가 되고 정부는 파트너십 체제로 재정 보조 등을 담당

한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는 대지의 제한으로 규모가 작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주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육, 여가, 문화, 스포츠, 직업교육 및 알선 등

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

들의 참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주거단지 내에 복합문화공간

이 개방적으로 운영된다면 지역의 주민과 노인들에게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

다. 첫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문화공간, 둘째, 지역사회의 공공시설과 

은퇴주거단지가 연계되어 운영되는 복합문화공간, 셋째, 은퇴주거단지나 시설

내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독립적인 복합문화공간 - More Than a Cafe 

More Than a Cafe는 시카고에서 CCRC인 The Mather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splendido, mather place of wilmette, mather pavilion)를 제공하고 

있는 매더 라이프웨이즈(Mather LifeWays)가 시카고에서 운영하는 카페 프렌차

이즈로 현재 시카고에서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카페 인근(약 3㎞)의 시니어들은 

이곳을 방문하여 커피를 마시고 서비스를 제공받

는데 하루에 보통 150~300명 정도가 방문할 만큼 

인기가 높다.

More Than a Cafe에서는 Ways to Age Well 프

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기술을 배우거나 다

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연회비로 약 40달러를 내면 

모든 프로그램을 할인해 주는 데 MAD(m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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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Programs Community Resources
Breakfast and Lunch Computer Classes Caregiver Resources

Friday Fish Fry Art Instruction Transportation Services
Seasonal Specialities Fitness Classes Handyman Referral Service

Financial Planning
Series

advantage discount)프로그램에는 헬스, 건강식, 각종 법률상담, 재테크, 컴퓨

터강좌, 문화 역사강좌, 이벤트, 여행 등이 포함된다. Cafe Plus(= More Than a 

Cafe)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세련된 카페분위기 속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아침7

시부터 비교적 저렴하고 질 높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4-25. More Than a Cafe의 제공서비스

Cafe Plus가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는 특별히 노인의 필요나 활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다음에 언급

할 일본의‘유우지적’도 Cafe Plus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다.  

매더 라이프웨이즈는 15개주 1000개의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600개의 노인주

거관련 조직의 설문을 통하여 10가지 노인들의 주거성향을 제시하면서 노인복합

문화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Senior living residents are choosing to “age in place.” 

2. Health and wellness programs and services are top priorities. 

3. Technology will be key to promoting and sustaining independent

lifestyles among senior living residents. 

4. Resident programs must focus on meaningful activities and intellectual 

stimulation. 

5. Senior living providers will provide services “beyond” their four 

walls. Senior living providers are going to be expanding “beyond” their four 

walls and offer services and programs to older adults living in their own 

homes. The majority of older adults live in their own homes and the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as boomers age. To that end, providers are planning to 

expand services to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cluding adult day 

programs, services to the homebound, and in-home care services. Social 

connections are just as important to one’s health, and thus programs to 

prevent social isolation are important for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For example, the Mather’s—More Than a Café model provides services and 

programs for older adults in a single location, serving as a dining venue and 

as a place for social engagement, learning, wellness activities, and 

community resources.

6. Long-term care is transforming to support person-directed care and 

meaningfu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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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sidents are demanding “customized services,” driving the need for 

senior living providers to offer a customer-driven portfolio of services and programs. 

8. Languag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care providers must be updated to 

reflect changing older adults’ needs and expectations. 

9. Senior living industry may become a hotbed for job creation. 

10. Above all, consumers want choices and value.23)

     

  2)지역사회시설과 연계된 복합문화공간 – Mission Creek Community

은퇴주거단지가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의 바로 옆에 연계하여 계획함으로써 시

너지효과를 주고 있는데‘Mission Creek Community’가 대표적인 사례로 San 

Francisco public library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주민들과 입주 노인세대가 자연

스럽게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17. Mission Creek Community & Public Library
앞에서 보았던 The Clare at Water Tower(Chicago)의 경우는 Loyola대학과 연

계하여 교육시설을 1~2층에 계획함으로써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림 4-18. The Clare at Water Tower & Loyola Classroom
그 외에도 다양한 시설과 연계되고 있는데 Goodwin House Bailey's 

Crossroads(Virginia)는 aquatic center & fitness center와 같은 스포츠시설

을 증축하여 커뮤니티센터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은퇴주거단지가 

커뮤니티센터 옆에 배치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23) http://www.aginginaction.com/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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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C(retirement community)내 복합문화공간 – The Brass Rail Cafe

 교육시설연계의 사례로 살펴보았던 University Commons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는 houghton hall은 도서관, 휴게실, 교실, 우편물 수취함, 목공예실, 주차

장, 체력단련실, Wellness Center, Brass Rail Cafe, 후원(Rear Courtyard), 

식사실(개인용 식사실), Recital Hall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The 

Brass Rail Cafe에서는 금요일 오후“Common Time”을 통한 교류가 진행된다.  

그림 4-19. ‘Common Time’ in Brass Rail Cafe

이러한 시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되고 교류된다면 은퇴주거단

지는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중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은퇴주거단지들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복합문화공간을 공유하는 개

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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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총수(만명) 남자 여자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고령자인구(65세이상) 2,488 19.5 1,051 16.9 1,437 22.0
전기고령자(65‐75세) 1,381 10.8 644 10.3 737 11.3
후기고령자(75세이상) 1,107 8.7 407 6.5 700 10.7

생산연령(15‐64세) 8,508 66.6 4,270 68.5 4,238 64.8
연소자인구(0‐14세) 1,773 13.9 909 14.6 865 13.2

총인구 12,769 100 6,230 100 6,539 100

4.2 일본의 커뮤니티연계 현황
 4.2.1 일본 노인주거의 일반현황 
일본의 노인사회규모와 노인주택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50년에는 총인구의 5%미만이었으나, 1975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

에 들어섰으며 1994년에는 14%를 넘음으로써 이른바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고

령자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10월 현재 일본 총무국 

통계국의 「추계인구」에 따르면, 일본의 총인구 1억 2,769만 명중 65세 이상 

고령자인구는 2,488만 명으로 총인구의 19.5%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

령자 인구를 남녀별로 보면 남성 1,051만 명, 여성 1,437만 명으로 여성이 훨씬 

많음을 볼 수 있다.24)

표 4-26. 일본의 고령화현황

일본의 총인구는 2006년 정점에 달한 후 감소를 시작하였으나 고령화율은 계

속 상승해, 2015년에는 26.0%, 2050년에는 35.7%에 이름으로써 국민의 약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되어 초고령사회(20%이상)가 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또한 고령자용 주택시장도 2000년 현재 2조1000억엔에서 2015년에는 5

조엔으로 추정(日本電通, 소비자동향 시장규모조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주택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은 1963년「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1964년 고령자 세대주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영주택의 건설·

공급을 특별목적으로 하는 「공영주택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부터 본격

화 되었으며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은 국가(정부)

가 중심이고 미국은 민간이 중심인 반면, 일본은 정부, 지자체, 민간이 역할분

담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장수사회에 대비한 주택

정비, 고령자세대의 욕구에 대응한 안정적 거주환경의 정비, 주택정책과 복지정

책의 연계, 복지·의료서비스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간서비스

24)일본고령사회백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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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노인주택정책 및 특징
1960
년대

‐노인복지법의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노인주택을 건설
‐1964년 고령자 세대주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영주택의 건설·공급을 특별목적으로 
하는「공영주택제도」가 처음으로 시행

1970
년대

‐노인세대를 위한 할부융자제도 실시
‐1970년대 중반 노인세대와 자녀세대 근접형인 페어주택(fair-house) 공급

1980
년대

‐노인동거형 주택의 바닥면적기준이 5㎡로 상향 조정, 각종 금융지원제도가 보강, 자녀승계상환, 
주택할증대부 실시
‐1986년이후 지역의 고령자주거에 대한 실태와 장래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택과 
거주환경의 대책을 입안하는 지역고령자주택계획의 책정 진행
‐1987년 건설부와 보건사회부(후생성)가 공동으로 Silver Housing Project를 실시하여 노인의 
케어하우스 모델을 건설·공급
‐1989년「고령자복지계획 10개년 정책(골드플랜)」시행

1990
년대

‐노인주택정책이 확립된 시기
‐1992년「지역고령자주택계획」수립 및 전국 80여개 지자체에서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 정비
‐1994년「주택마스터플랜」,「신골드플랜」,「엔젤플랜」을 통한 고령자 주택계획책정
‐1995년「골드플랜의 개정법」,「장애자플랜」등 고령자세대를 위한 주택정책진행
‐1995년 6월「장수사회 대응 주택설계 지침」26)과 12월「고령사회대책기본법」발표
‐1998년「고령자에 대한 우량임대주택제도」제정, 고령자세대에 대한 거주 지원대책 추가

2000
년대
이후

‐2000년 4월「개호보험법」27)시행
‐2001년「제8기 주택건설 5개년 계획」시행으로 고령자들의 안정되고 여유있는 주생활 확보와 
양질의 주택 공급사업 진행
‐2015년까지 주택장애 제거(barrier free)28)를 목표로 난간설치, 복도개선, 단차해소 등의 
주택개조사업진행, 공적자금 건설주택 325만호 중 40만5천호는 개호지원주택에 사용예정.

의 원활한 이용, 편리성이 확보된 주택의 정비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건설성(현 국토교통성)과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설성의 경우는 주로 장수사회에 대응한 주택정책으로, 후생성

의 경우는 고령자와 장애자에 대한 주택대책을 담당하고 있다.25)

  표 4-27. 연대별 일본 노인주택정책

다음으로 노인주거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세대주로서 소유자

는 84.0%, 공영임대가 6.2%, 민영임대는 9.5%로 소유주 비율이 높은 반면, 임대

율은 낮은 편이다. 1997년 후생성 대신관방 통계정보부 「국민생활기초조사」

25) 박남희외 3인, 한국과 일본의 노인가구 주택개조 관련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 제

17권제6호, 2006

26) 주요 내용은 앞으로 건설될 모든 주택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기 편하도록 하고, 고령에 의한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장애가 생길 경우, 본인이 생활하던 곳에서 약간의 개조로 살아갈 수 있

도록 건축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7)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어도 계속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고, 인생의 최후까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

로 개호보험에는 거택서비스 중 “주택 개조비 지급”과 “복지 용구 대여 및 거택 개호(지원)

복지 용구 구입비의 지급”이라는 2종류의 주택에 관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28) 일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주택은 전 주택의 3%미만이며 특히,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0.3%미

만이어서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전 주택의 20%까지 노인이 주거하기 편한 장애인용주택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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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주택 종 류 소관부처
입주우대주택

독신노인의 공용주택 입주
건설성노인부양세대에 대한 공영주택 입주우대

노인부양세대에 대한 공단주택 입주우대
고령자 세대용 주택 다세대 공영주택의 공급 건설성특정목적 우대 공공임대주택

케어제공주택
실버하우징 건설성/후생성
시니어주택/ 클럽홈 건설성
유료노인홈/ 케어하우스(경비 노인홈) 후생성

구 분 실버하우징 케어하우스 시니어주택 유료노인홈

대상자
60세 이상의 고령자

60세 이상의 단신고령자 
및 부부세대로 독립생활
이 어렵고 가족의 보호가 
곤란한 자

60세 이상의 단신고
령자 및 부부세대로 
건강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한 자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
으로 60세 이상 노인

입주수입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수입제한 없음 집세 등 

일시지불 가능자
입주금 등 
지불가능한 자

주택․시설
공급주체

지방공공단체
주택․도시정비공단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공단․공사
민간사업자

민간기업, 개인
사회복지법인

주택 및
시설개요

거실, LSA31)가구
고령자생활상담소

거실, 사무실, 관리인실, 식
당, 욕실, 세탁실, 담화실 등

거실, 도서실, 담화
실, 식당, 건강관리실

거실, 식당, 오락실, 
욕실, 홀, 건강관리실

거실면적 25.0㎡/호 이상 21.6㎡/호 이상 30.0㎡/호 이상 개호:9㎡/일반:13㎡

현황
관리개시호수:
17,409호
(2002년 말 현재)

1,751개 시설
(정원:65,167명,2004년 
현재)

9단지 1,544호
(1997년,3월 현재)

2000년 296개
2004년 1,045개 
(정원:76,128명)
2005년 1406개로 계
속적으로 증가

에 근거하여 세대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독거가 18.2%, 핵가족 58.7%, 3세대가족 

16.9%로 과거에 비해 3세대가족은 줄고 핵가족은 증가하고 있다.29)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주거는 크게 입주우대의 공용주택(독신 노

인용), 공영주택이나 공단주택과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실버하

우징, 시니어주택, 클럽홈, 유료 노인홈, 케어하우스의 케어제공주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표 4-28. 일본의 고령자주택 공급과 소관부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과 가장 가까운 유형은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유료 

노인홈으로 2005년 현재 전국 유료 노인홈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동경의 도시형 

유료 노인홈은 23개구 내에서 18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30)

표 4-29. 일본의 케어제공주택 개요

일본노인복지시설의 커뮤니티연계의 특징은 1990년대까지의 시설 의존적 경

29) 김용택, 주요선진국의 노인주택정책,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통권제21호), 2001.02  

30) 이진혁, 일본 도시형 유료노인홈의 건축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논문집 계획계 22권2

호, 2006, p23

31) LSA : Life Support Adv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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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Lifenix Royal Life Okusawa Sun City Ginza East

일
반
개
요

위 치 동경 스기나미구(杉並区) 동경 세타가와구(世田谷
区) 동경 주오구(中央区)

유 형 건강형+Care형 건강형+Care형 건강형+Care형
설립회사 영리법인

(도큐 이라이후데자인)
영리법인
(株式会社 三菱地所)

영리법인
(Half Century More)

개설년도 1988.11 1990.10 2006.11
총호수

133 거실
(일반거실110+간호거실
23)

65 거실
(일반거실56+간호거실9)

375 거실
(일반거실275+간호거실
100)

연계 허베이 종합병원 대협병원(大脇病院) 성누가국제병원

향에서 벗어나 지역이나 세대연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 있다. 32)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훨씬 개인주의 사회인데 한 예로 한국의 1인 

가구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보다는 SNS 등을 통해 느슨하게라도 주변인과 연

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반면, 일본의 1인 가구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성향

이 강하다.(LG경제연구원, 한국소비자들의 7가지 라이프스타일) 하지만, 2000

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유료 노인홈과 같은 시설의 지역사회연계는 다양한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과 이웃이 함께할 수 있는 외부 공간(휴게정원, 중

정)을 개방하고 지역주민들과 식당과 카페, 커뮤니티센터, 도서실 등의 시설을 

공유하고 자원봉사, 전통문화교실, 복합화를 통한 세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

해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소강(2010)은 노인복지시설의 지역사회연계의 특

징을 개실화 및 소그룹화, 소형화 및 복합화, 지역교류 및 다세대공생으로 구체

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역사회연계는 최근 거대한 지진 해일과 원전사

고 등을 겪으면서‘가족의 소중함’과‘ 인간은 혼자살 수 없다는 점’등의 의

식변화를 가져와 지역사회연계나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  

 4.2.2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현황 및 시사점
도시형에서도 가장 대도시인 동경도 소재의 도시형 유료 노인홈은 주거지역에

서 가장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으므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라이프닉스

(Lifenix), 독특하게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의료서비스는 물론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고급노인홈인 로얄 라이프 오쿠사와(Royal Life Okusawa), 그리고 가

장 최근인 2005년에 개설된 Sun City Ginza East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30. 일본 도시형 유료 노인홈의 시설개요

32) 정소강, 노인시설의 지역연계모델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논문, 

2010,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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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위생문화협회 성서병원
후지무라 클리닉

하모니21(치과)
인목안과의원

근접공원 太田黒公園, 善福寺池 駒澤公園/ 砧公園 浜離宮恩賜庭園

시
설
규
모

대지면적 10,475㎡(3,168.7평) 1,269.26㎡(383.95평) 5,600㎡(1,694평)
연면적 14,408㎡(4,358.4평) 6,378.67㎡(1,929.5평) 39,668㎡(11,999.6평)
층수/동수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10층 지하1층/지상31층

주거시설
평면유형

일반
거실

Studio 형: 전용
46.44㎡(14.05평)
1LDK형:
전용60.35~62.91㎡
(18.3~19.0평)
2LDK형:
전용61.47~64.05㎡
(18.6~19.4평)

일반
거실

Studio 형: 전용
41.84㎡(12.7평)
1LDK형:
전용66.96㎡(20.3
평)

일반
거실

Studio 형: 전용51.6
㎡(15.6평)
1LDK형:
전용76.2㎡(20.3평)

간호
거실

전용20.0~28.4㎡
(6.05~8.59평)

간호
거실

전용16.27~20.17㎡
(4.9~6.1평)

부대시설
식당, 연주회장,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미술관,
커뮤니티 홀, 헬스센터 등

1~5층까지 구성
10층 식당
(수영장은 없음)

식당, 외부정원, 수영장, 
가족실, 체력단련실, 이·미
용실, 윈터가든, 대욕장, 
아트리움 등

입
주
방
식

입주자격 만65세 이상 노인 만65세 이상 노인 만65세 이상 노인
권리관계 종신이용권 종신이용권  종신이용권
분양비용

입주보증금: 5,790만엔~
15,540만엔(15년 상각)
2인시 1,500만엔 추가

입주보증금: 6,300만엔~
11,250만엔(15년 상각)
2인시 1,200만엔 추가

입주보증금: 3,510만엔~
7,980만엔

월생활비 최소 250,000엔 1인: 116,250엔
2인: 232,875엔

1인: 172,200엔
2인: 258,300엔

1)「자립+개호시설」을 통한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일본의 주거시설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미국보다 강하게 일반

거실(자립)과 함께 개호거실(care unit)을 계획한다는 점이다. 자립생활이 가

능할 정도로 건강할 때는 일반거실에 거주하다가 개호가 필요하게 되면 개호거

실로 옮겨 상시간호를 받을 수 있다.

(1) 「자립시설+개호시설」의 유형 및 사례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을 함께 계획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 데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을 완전히 분리하거나 한 건물 내에서 벽이나 

복도, Atrium 등에 의해 수평적으로 분리하는 분동형과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을 

코어는 함께 사용하거나 분리하되 층으로 분리하는 일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유사하여 자립시설과 함께 개호시설을 설치하는 시

설이 증가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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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동형(수평분리형)

분동형은 대부분 큰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근교형이나 전원·휴양지형에

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서로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대시설은 개호시설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만 도시형에서는 대지의 제한으로 일반적으로 부대시설은 자립시설과 함께 수직

적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동형은 크게 개호시설 분리형과 개호시

설 연결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호시설 분리형

개호시설을 자립시설로부터 완전히 분리 배치하는 개호시설 분리형의 대표적

인 사례로는 동경 마치다시에 위치하고 Sun City Machida를 들 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도시근교형에 속하는 삼성노블카운티, 더 헤리티지를 들 수 있다. Sun 

City Machida는 2003년 개설되었고 대지면적 12,150㎡, 연면적 19,000㎡로 지하

1층 지상9층으로 자립시설 103세대, 개호시설 12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자립시

설과 개호시설은 분리되어 있으며 시설 왼편으로는 협력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4-20. Sun City Machida-1의 자립 및 개호시설

그림 4-21. 노블카운티와 더 헤리티지의 자립 및 개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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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시설 연결형

개호시설연결형은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이 벽이나 atrium을 사이에 두고 분리

되어 있으나 복도에 의해 연결된다.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은 서로 다른 코어를 

사용함으로써 출입구가 다르고 사용 공간이 다르므로 동선상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부대시설은 코어로 연결되어 있

어 공유할 수 있다. 대지가 비교적 작은 도시근교형이나 대지가 비교적 큰 도시

형에 가능한 유형이다. 개호시설 연결형은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이 완전분리는 

되지 않지만 떨어져있기 때문에 건폐율에 있어 불리한 점도 있다.

ⓐ 벽체공유형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이 벽에 의해 분리되는 유형을 벽체공유형이라 할 수 있

는데 일본의 Lifenix33)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Lifenix는 자립시설과 개호

시설이 부대시설을 사이에 두고 공유하고 있으며 벽체에 의해 공간이 분리되고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호시설 입주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부대시설은 공유하되 출입구는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어 자립시

설과 개호시설 입주자는 상호간에 영향을 덜 주고 있다. 

  

그림 4-22. Lifenix 1-3층 평면도
33) 동경도 스기나미구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라이프닉스는 노인주택과 유료  노인홈을 관리, 운

영하는 ‘도큐 이라이후데자인’에 의해 1988년 개설된 개호서비스를 포함하는 유료 노인홈으로 

종신이용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거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 1~3층에 일본 맨션의 표

준인 18평에서 30평대의 총 110개 일반거실과 간호거실 23거실의 133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

주자의 절반이 18평형대에서 거주하고 있다. 입주자 구성은 부부가 16쌍, 독신이 70명으로 전체 

102명으로 입주자 중 남녀 구성비는 여자가 72%, 남자가 25%이며, 입주자의 평균연령은 81세다.

   1층에는 전용면적46.44㎡(14.05평), 발코니면적7.32㎡(2.2평)의 원룸형과 전용면적 60.35㎡

(18.3평)~62.91㎡(19평), 발코니면적8.46㎡(2.56평)~9.58㎡(2.9평)의 1LDK 형식을 갖는 일식(다

다미방)과 양식(침대)형태의 거실이 있고 2층에는 전용면적 61.47㎡(18.6평)~64.05㎡(19.4평), 

발코니면적9.08㎡(2.75평)~10.69㎡(3.93평)의 2LDK(2SDLK) 형식의 거실이 있다. 간호 거실은 개

인실로 20.0㎡(6.05평)~28.4㎡(8.59평) 정도의 면적을 갖으며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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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개요
위치 후쿠오카시 히가시쿠 카시이하마
개설년도 2005년
시설유형 도시형
대지면적 7,298㎡(2,207.6평)
연면적 14,351㎡(4,341.2평)
층수 지상11층(자립)/ 지상3층(개호시설)
세대수 자립-105세대, 개호-54세대

특징
-대형쇼핑센터와 캐널시티 하카타 근접 
-후쿠오카지소그룹(그랜드 하이얏트 
후쿠오카, 특별양호 노인홈 등 운영)이 
설립한 유료노인홈
-간호,개호의 고품질 추구 

ⓑ 벽체분리형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의 벽체가 공간이나 아트리움(atrium)에 의해  분리되고 

복도에 의해 연결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Will Mark Kashiihara를 들 수 있다.

표 4-31. Will Mark Kashiihara 시설개요

그림 4-23. Will Mark Kashiihama 1층/3층 평면도
 위의 평면도에서 보듯이 중정(patio)를 사이에 두고 복도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각의 시설은 독립적인 코어를 사용하고 있어 동선분리가 이루

어져 서로의 영역이 침해되지 않아 주거환경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일체형(수직분리형)

도시형의 작은 대지를 고려해 볼 때, 가장 유용한 유형이 일체형이라 할 수 

있다. 작은 대지에서 건폐율의 제한을 고려하면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을 분리하

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단일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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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개요
위치 Tokyo Bunkyo

(東京都文京区根津 2-14-18 )
개설년도 2005년 9월
시설유형 도시형
대지면적 1,600㎡(484평)
연면적 2953.8㎡(893.5평)
층수/구조 지상4층/목조
세대 자립-15세대, 개호-19세대

Withus Nezu의 자립시설(2-3층)평면도와 개호시설(4층)평면도

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체형은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이 동일 출입구

를 사용하거나 동일 코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설 상호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일체형은 대부분 작은 대지로 인해 제약을 받는 도시형에 유용한 

유형으로 여기에는 상부 개호시설형과 하부 개호시설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상부 개호시설형

부대시설의 상부에 자립시설을 배치하고 그 상부층에 다시 개호시설을 배치한 

형태로 일반적으로는 개호시설은 계속적인 보호(care)가 요구됨에 따라 관리상 

문제가 있어 많지 않은 유형이다. 일본의 도시형 사례인 동경의 Withus Nezu가 

여기에 속하며 우리나라는 도시근교형에 속하는 수동시니어타운34)이 있다. 

표 4-32. Withus Nezu 시설개요

구분 시설개요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361-6

개설년도 2003년

시설유형 도시근교형

대지면적 181,819㎡(55,000평)

연면적 13,538㎡(4,095.2평)

층수/구조
지하2층/ 지상10층, 철근콘크리트 조

7-10층 : 개호시설

평형 16평형-123세대, 23평형-13세대

연계시설
남양주시 복지회관(1,431㎡): 수영장/ 도서실/

 노래방/ 물리치료실/ 헬스클럽/ 영화감상실

34) 수동시니어타운의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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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구 분 개호시설 평면도
30-31층 부대시설
7-29층 자립주거시설
3-6층 개호주거시설

2층
부대시설

1층
지하1층

㈁ 하부 개호시설형

도시형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으며 특히, 대도시 중심부처럼 대지에 

대한 제한이 클 경우, 일체형으로 계획할 경우에 유용하다.

일본 동경의 경우, 거의 모든 유료 노인홈이 하부개호, 상부 일반거실(자립)

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동경의 중심인 긴자에 위치하고 있는 Sun 

City Ginza East, 고베의  Kaigandori Elegano Kobe가 여기에 속한다.

 표 4-33. Sun City Ginza East의 층별구성

위의 시설들은 모두 저층부에는 부대시설이 있으며 상부로 개호시설과 자립시

설이 배치되어 있다. 개호시설은 관리적 측면에서 저층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립

시설이 상부에 위치하게 된다. Sun City Ginza East35)의 경우를 살펴보면, 3-6

층까지 개호시설을 설치하고 자립시설은 개호시설 상부에 계획한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자립시설 상부 30층에 2개 층의 층고를 가지는 레스토랑을 설치하여 

하버 뷰를 감상하면서 저녁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외부인들

이 많이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뉴욕 중심인 Battery Park City에 위치하고 있는 The Hallmark of B.P.C

와 Hyatt에서 운영하고 Riverdale Avenue Yonkers에 위치하고 있는 Classic 

Residence in Yonkers가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35) http://www.hcm-suncity.jp/

   동경의 중심인 주오구(中央區)에 위치하고 있는 선 시티 긴자 이스트는 Half Century More. Co 

가 2006년 10월에 개설한 최초의 고층 도시형 유료 노인홈으로 고급형(5성급)에 속한다. 계획시 

중점사항은 3가지로, 

   1.고급형으로 노인 개호와 지역사회와의 강한 연계

   2.서비스, 양식, 편의시설의 고급화

   3.도시의 스카이라인, 거주자의 조망(Tokyo Bay & Down Town), 최고의 프로그램과 개호를 통한 

우아하고 위엄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입주자 1.5명 당 1명의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거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3층~6층까지는 

개호실(care unit) 100실, 지상 7층~29층까지 일반실(general unit) 275실로 합하여 375실로 구

성되어 있다. 개호주거는 7.4평~14.7평의 4가지 타입이 있으며 일반주거는 16평~23평까지 14가

지 타입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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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수평적 공간구성 수직적 공간구성

분
동
형
⁀
수
평
분
리
형
‿

개호
시설

분리형

개념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은 완전 분리되며 개호시설에서 부대시설은 연결되어 있는 
않기 때문에 자립시설을 통해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형태  

특징
· 대지가 넓은 도시근교형이나 전원·휴양지형에서 볼 수 있다.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 입주자가 서로의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부대시설도 개호시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사례 Sun City Machida, 노블카운티, 더 헤리티지

개념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은 완전 분리되며 개호시설에서 부대시설은 연결되어 있는 
형태   

특징
· 대지가 비교적 넓은 도시근교형이나 전원·휴양지형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 입주자가 서로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부대시설은 개호시설과 연결되어 있다.

사례 Mckeen Towers, Goodwin House Bailey’s Crossroads

개
호
시
설
연
결
형

벽
체
공
유
형 개념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의 벽에 의해 분리되고 복도는 연결된다.  코어는 따로 사

용하기 때문에 동선은 완전히 분리된 형태

특징
· 대지가 비교적 넓은 도시형이나 도시근교형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출입구를 분리할 경우에는 자립시설과 개호시설 입주자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출입구공유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 코어에 의해 동선은 완전히 분리되고 부대시설은 공유한다.

사례 Lifenix, Royal Life Okuzawa

위에서 분류한 연계유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4 . 자립시설-개호시설 연계유형



181

벽
체
분
리
형 개념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은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복도에 의해 연계되며 시설사이는 
아트리움같은 오픈 스페이스로 분리된다. 코어는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선은 
완전히 분리된 형태

특징
· 대지가 비교적 넓은 도시형이나 도시근교형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출입구를 분리할 경우에는 자립시설과 개호시설 입주자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출입구공유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 코어에 의해 동선은 완전히 분리되고 부대시설은 공유한다.

사례 Will Mark Kashiihama, GY시설

일
체
형
⁀
수
직
분
리
형
‿

상부
개호

시설형 개념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은 연결되어 있으며 개호시설은 시설의 최상부에 위치하제 
된다. 코어는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동선은 분리되지 않는 형태

특징
· 대지가 좁은 도시형이나 도시근교형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 입주자가 코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의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
· 코어의 공유로 개호시설로 인한 엘리베이터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 관리적인 측면과 대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다.

사례 Withus Nezu, 수동시니어타운

하부
개호

시설형 개념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은 연결되어 있으며 개호시설은 자립시설의 하단부에 위치
하제 된다. 코어는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동선은 분리되지 않는 형태

특징
· 대지가 좁은 도시형이나 도시근교형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 입주자가 코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의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
· 코어의 공유로 개호시설로 인한 엘리베이터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 관리적인 측면과 대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다.

사례 Sun City Ginza East, The Hallmark of Battery Park City, Royal Life Okus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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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지역 일반거실(자립) 개호거실 비율(개호/일반)
Lifenix 동경 스기나미구 110 23 20.9%

Royal Life Okusawa 동경 세타가와구 56 10 17.8%
Sun City Ginza East 동경 주오구 275 100 36.4%

Sun City Park Yokohama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480(자립:480
보조:25) 100 19.8%

Aria Matsubara 동경 세타가와구 92 8 8.7%
Life in Kyoto 토쿄 시니쿄구 226 82 36.3%

Comfort Garden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105 22 21.0%
Kaigandori Elegano Kobe 효고현 고베시 121 32 26.4%

(2) 「자립시설+개호시설」의 비율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은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을 함께 계획하여 주거의 지속

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5. 일본 도시형 유료홈 자립시설+개호시설의 비율

위의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도시형 유료홈은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36%

대까지 개호시설을 일반거실과 함께 설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24. 일본의 Aging in Place 개념도
일본의 유료 노인홈은 건강할 때 독립적인 삶을 살다가 개호(care)가 필요할 

때 큰 변화없이 바로 옆이나 다른 층의 개호시설로 이주하는 계속 거주(Aging 

in Place)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 및 세대 연계성

(1) 가족연계

일본은 1970년대부터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공존하는 주택에 대한 시도를 진

행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페어주택(fair-house)36)을 들 수 있다. 

36) 페어주택(fair-house)은 각 지자체에서 공급한 공영주택과 주택공단이 집합주택에 공급한 2세

대주택으로 노인세대주호와 자식세대주호를 인접시켜 각 주호에 현관·부엌·화장실 등을 별도

로 설치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식세대간의 생활상의 분리와 융합을 꾀하기 위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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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일본 Fair-House 평면유형
페어주택(fair-house)은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주호를 인접시키고 현관, 부

엌, 화장실 등은 별도로 설치하는 형태의 2세대주택으로 부모와 자식세대간의 

생활면에서 분리와 융합을 추구하는 주택을 통하여 자녀와의 교류를 모색하였다.

앞에서 사례로 살펴보았던 Lifenix의 입주조건을 보면 병원에서 건강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만65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만이 가능하며 자식들도 함께 입주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가족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부분의 노인복지주택

들이 가족들과의 동거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유료 노인홈은 가족실을 마

련하여 함께 살지 않더라도 옆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세대연계

윌리엄 토머스(Dr. William Thomas)는 노인의 가장 큰 질병은 신체적 질병보

다도 외로움이며 노인의 3가지 고통(plague)는 외로움(loneliness), 무기력감

(helplessness), 지루함(boredom)이라고 지적하고 있다.37)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라이프 패턴

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 아동과의 교류,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거환경, 

애완동물 등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유복합시설은 세대 간의 연계를 통한 유대를 높이고 노인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시설유형이라 할 수 있다.    

   페어주택 주거자의 거주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2권 제2호, 

2002.10, 곽희석

37) Thomas, William H., "Life worth living: how someone you love can still enjoy life in a 

nursing home:the Eden Alternative in action", Vanderwyk & Burnham, 1996



184

구분 시설개요
위치 동경시 아라카와구 히가시 닛포리
개설년도 2004년 6월
시설유형 임대형 시니어주택
대지면적/연면적 2,814.47㎡(851.4평)/ 7,078.5㎡(2,141.2평)
규모 지하1층/ 지상12층
총호수 84거실(자립시설:43거실, 개호시설:41거실)

층별 입주대상

12F 공동목욕탕
7-11F 자립거실(자립노인)
4-6F 개호거실(보호노인)
2-3F 컬렉티브하우스(젊은세대-28Units)
1F 보육원(유아), 식당, 강당, 클리닉, 

사무실, 다목적실
B1F 주차장

층 평면도 층 평면도

1
층
평
면
도 

2/
3층
평
면
도

.

① 닛포리 커뮤니티 하우스 (동경시 아라카와구) 

젊은 세대와의 공존을 실험적으로 계획된 도시형의 노인복지주택의 사례 중 

닛포리 커뮤니티 하우스를 들 수 있다.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6. 닛포리 커뮤니티하우스 시설개요

시설의 층별 구성을 보면 1층은 식당, 강당, 클리닉, 사무실, 다목적실, 보육

원 등이 배치되어 있다. 2층~3층은 젊은 세대가 모여 사는‘컬렉티브 하우스’

가 배치되어 있으며 28세대가 거의 다 입주를 완료했다. 4층~6층은 개호(care)

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시니어 하우스’7층~11층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

들의‘라이프 하우스’로 구성되어 있고 12층에는 공동목욕탕을 설치하여 전 세

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대 공존은 1층의 보육원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데 인기가 높아 들어오려는 어린이들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 층별 평면도

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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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층
평
면
도

7/
12
층
평
면
도

 그림 4-26. 닛포리 커뮤니티 하우스 평면

특이한 사항은 4-6층의 개호거실에는 따로 식당을 배치함으로써 세대 간의 불

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공간을 통해 유아원의 아

이부터 노년까지 세대교류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다음은 닛포리 커뮤니티의 입주자인 칸바라(金拂·78)의 사연이다.

  --------------------------------------------------------------

 "교류가 필요해" 

남편과 사별(死別) 후 넓은 집에 혼자 있기가 외로웠다. 새롭게 거주할 곳을 알

아보다 공익법인이 건설한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됐다.

그 곳에서 2년 가까이 생활했는데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노인들만 있다 보니 

침체된 느낌이라고 할까. 한마디로 ‘건물만 있고 교류는 없는’ 상태였다. 그러

던 중 다른 입소자로부터 닛포리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건립 계획 수

립, 부지 선정 등 모든 과정에 입주자가 참여한다는 사실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이후 (주)생활과학운영에 방문, 닛포리 커뮤니티의 건설계획에 동참하고 현재까

지 4년이 넘게 거주하고 있다. 건립초기부터 관여하다보니 이곳은 요양시설이 아

니라 집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소일 삼아, 운동 삼아 정원관리를 한다.

비슷한 이유에서 입주 노인들은 1층의 유치원 아이들을 돌보거나, 2∼3층 임대주

택 가정의 아이를 봐주며 즐거움을 느낀다.

---------------------------------------------------------------------------

건물의 기초부터 함께 세운 닛포리의 입주자들에게 세대 간 교류는 자연스러

운 일이며 입주자들은 세대교류를 통하여 생활의 편의와 활력을 동시에 얻는다.

② 고토엔(江東園) (도쿄도 에도가와구) 

도쿄도 에도가와구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고토엔(江東園)도 보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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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개요
위치/ 목표 도쿄도 에도가와구/ 가족의 원래풍경

(큰집에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
개설년도 1987년 복합시설화 (고령자시설:1962년, 

보육시설:1976.6 에도가와보육원 인가)
시설유형 양호노인홈(특별양호노인홈)
연면적 연면적-5,030㎡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총인원수 100명(일반;:50명, 치매:50명)/ 

보육원 : 5세이하 영아 105명
층별 구성
(본관)

2-3F 양호노인홈
1F 보육원

노인복지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교류하는 형태로 이곳에

선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어린이들에게 전해주고, 아이들은 노인들에게 활기

를 제공하면서 노인세대의 삶의 지혜를 배우면서 가족·공동체가 부활되고 있

다. 이곳의 아침은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체조를 하는 것으로 시작, 어린이

와 노인들이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표 4-37. 고토엔(江東園) 시설개요

고령세대의 욕구를 반영하여 설계된 요코하마의 고호쿠의 복지맨션 1호도 대

표적인 세대교류형 실버주택이다. 복지맨션 1호는 기업으로 전환한 ㈜생활과학

의 건설 노하우와 워커스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38)의 케어, 식사, 청소 

전문성 그리고 ‘NPO 복지맨션을 만드는 모임’의 입주자 조직, 입주자 욕구 조

정 및 지역교류 역량이 결합해 건설됐으며,‘육아에서 케어까지’를 목표로 어

린이집도 함께 운영하는 있다.

그림 4-27. 고토엔(江東園)의 노인-유아 세대교류

38)‘워커즈 콜렉티브(Wo.Co)’는 협동조합 정신에 기초하여,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

람이 출자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에 책임을 지고 일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생활을 충만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비영리 시민사업이다. 1982년에 시작되

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본래 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

설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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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개요
위치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yokouka)
개설년도 2004년
시설유형 케어형 고령자주택, 개호전용형 유료노인홈, 중소형 분양주택, 임대주택, 중대형 

분양주택, 웰시티 플라자, 웰시티공원

복합기능구성

케어형 고령자주택 156호
개호전용형 유료노인홈 59beds
중소형 분양주택 220호
임대주택 99호
중대형 분양주택 140호
웰시티 플라자 보건소, 중앙건강복지센터, 건강증진센터, 생애학습센터, 

청소년의 집, 주차장, 레스토랑, 보육시설, 임대점포

     

그림 4-28. 고토엔(江東園) 평면도39)

③ Well City Yokosuka (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에 위치하고 있는 Well City Yokosuka는‘마찌쓰쿠리(村作)’40)개

념을 도입한 지역교류 및 다세대 공생의 복합시설단지다.

표 4-38. Well City Yokosuka 시설개요

「건강, 생활, 도심」을 테마로 일반주택, 고령자주택, 청소년의 집, 건강증

진센터 및 문화센터, 광장 등이 어우러져 안심하고 활기찬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39) 권순정외 9인, 새로운 복지시설디자인, ㈜교문사, 2011 p.26 참조

40) 마짜쓰쿠리(村作)은 우리말로‘마을만들기’라 할 수 있는데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인문제를 사

회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다세대가 함께 교류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거주한다는 개념에서 지역 중심의 공동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시설개방과 복합화, 다양한 참여를 

통해 지역기반을 조성하는(마을을 만드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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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Well City Yokosuka 조감도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세대를 단지 내에 배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웰 시티는 시설개방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세대교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웃과의 접촉 기회를 늘려 이웃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992년「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자나 장애자 등의 시점에서

‘복지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 효고현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연

계와 세대연계, 시설연계, barrier free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재 효고현 내 

88개 시정의 150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점지구로 지정되면 현에서 1지구

당 900만 엔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성과를 살펴보면, 마을 만들기의 입

안, 계획, 실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류와 소통

의 지역사회, 주거와 서비스시설, 이동의 barrier free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은 단순히 시설 내에서의 세대연계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지역단위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30. 효고현「복지마을 만들기」시책의 연계
( 출처 : 효고현 복지마을 만들기 공학연구소「복지마을 만들기 면적 

전개 가이드라인」,199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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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개요
위치 6-chome, Kaigandori, Chuo-ku, Kobe, Hyogo
개설년도 2005년 
시설유형 유료 노인홈
대지면적 2,210.4㎡(668.6평)
건축면적/연면적 1,542.4㎡(466.6평)/17,485㎡(5,289.2평)
층수/구조 지하1층/ 지상25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조
실규모 153실(자립:121실-45.4～118㎡, 개호:32실-18～23㎡)

층별 입주대상

25F 스카이 라운지(La Via), 옥상정원
5-24F 자립시설(자립노인)
3-4F 개호시설(보호노인), 건강관리실, 개호욕실, 상담실

免震階:
(면진구조-
4~5층 사이)

2F 대욕장(온천), DVD실, 공예실, 다목적실, 도서실, 이(미)용실
Mini theater, 게임실, 상담실

1F 출입구, 로비, , 영업용식당, 오픈 카페, 클리닉, 사무실
B1F 주차장

(3) 커뮤니티공간 및 코어계획

미국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주거시설에서의 복도나 발코니, 엘리베이터 홀은 

입주자들의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커뮤니티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일

본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지 사례를 

살펴보고 개방을 고려한 코어계획의 사례를 제시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① Kaigandori Elegano Kobe – 엘리베이터 홀/ 복도 라운지사례 

표 4-39. Kaigandori Elegano Kobe 시설개요

고베시와 항구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도시 한복판에 설립된 Elegano Kobe는 

지적 자극과 함께 도시를 즐기려는 입주자를 위한(“to create a base for active 

elders to enjoy city life and to stimulate their curiosity”instead of“a 

suburban residence in nature setting to enjoy the rest of life calmly”) 

유료 노인홈으로 개호시설보다는 자립시설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1995년 고베 대지진후 건축주인 Shinmay Warehouse Co., Ltd.는 무너진 벽돌

조 상점자리가 사회적으로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인주거를 세우기로 결

정하였고 호텔같지만 내 집같은 분위기로 고베항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하버 뷰

(harbor view)를 즐길 수 있도록 25층으로 고층화하였다.

주거시설의 복도는 편복도로 하여 좋은 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홀은 5.5m x 7.0m(38.5㎡/11.6평)의 규모로 계획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좌우측면에도 2M폭의 피난 및 전망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스런 만

남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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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3층 LOUNGE

구분 시설개요
위치 東京都 中央區 晴海 1-6
완공/이축년도 1958년/1997년 
연면적 9,368.6㎡(2,834평)
층수/구조/동수 지상10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조/1동
세대규모 167세대

  

그림 4-31. Kaigandori Elegano Kobe의 엘리베이터 홀

개호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3,4층의 복도에는 비교

적 큰 규모의 라운지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개호

시설의 입주자들은 이 공간에서 담소를 나누며 자연

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한다. 또한 개호시설 입주자

들은 외부공간으로의 이동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옥상 정원(roof garden)을 설치하여 쉽게 외부와 접촉함과  동시에 커뮤

니티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33. Kaigandori Elegano Kobe의 3,4층 평면도

② 하루미 고층아파트 - 복도의 사례

표 4-40. 하루미 고층아파트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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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U-Court전경

구분 시설개요
위치 라꾸세이(洛西) 뉴타운, 교토
개설년도 1985년 
대지면적/연면적 3,300㎡(998.3평)/ 5,115㎡(1,547.3평)
단지 개념

유(友)코트-자유로이 어울리는 대인적인 환경
유(悠)코트-여유로운 생활리듬
유(裕)코트-풍요로운 환경과 동료, 풍요로운 생활

층수/구조/동수 지상3~4층/ 철근콘크리트 조/3동
세대규모 48세대(63～111㎡)

복도공간을 적극적인 커뮤니티공간으로 계획한 사례 중의 하나로 마에카와 쿠

오니(1905~1986)의 하루미 고층아파트(1958)복도를 들 수 있는데 알코브로 디

자인된 복도는‘골목공간’을 재현하고 있다.41) 

그림 4-34. 마에카와 쿠오니의 하루미 고층아파트 복도
마에카와는 커뮤니티영역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주민 교류가 가능한 장소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단위세대로의 진입이라

는 동선상의 목적만을 지닌 복도로 기능을 한정하지 않고 복도를 이웃이 만나는 

장소, 골목 공간으로 고층아파트에 재현하고자 함으로써 커뮤니티가 자연스럽

게 발생하는 교류의 장소로 활성화하고 있다. 

③ U-Court - 발코니의 사례

표 4-41. U-Court 시설개요

유료 노인홈은 아니지만 발코니의 개방을 통해 공동

체의식을 강화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주택단지(co-housing)

인‘U-Court’는 1985년 설립당시 '교토의집 만들기 

모임' 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자신들의 

생활패턴과 욕구를 반영한 집을 함께 만들어갈 입주자

들을 모집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살 집을 함께 설계해

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각계각층의 평범하면

41) 김경연외1인, 마에카와 쿠오니의 하루미 고층아파트의 건축특성과 유니떼 다비따시옹과의 상관

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7권 제8호, 2011,08,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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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다양한 가족들이 지원하였다. 각 세대마다 자신들의 생각이 반영된 주거를 

디자인하였고‘유-코트’라는 이름의 주택을 설립하였다. 3~5층 건물 3개가'U'

로 배열되어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 48가구 중 7가구만 변화가 있

을 뿐 대부분이 설립부터 30년 이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주거단지의 가장 특징은 48세대의 단위 평면과 규모가 다른 점과 중정의 

연못, 골목길형 공중보행통로를 들 수 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발코니는 옆집과 연결되어 빨래를 널 때나 발코니에 마련된 화분에 물

을 줄 때 옆집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된다. 열쇠없이 문이 잠겼을 때 

옆집으로 들어가 발코니를 통해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림 4-36. U-Court 발코니, 중정, 공동 집회소
2층 이상의 건물에는 골목형 계단이 있어 이웃과 인사가 가능하고 채광이 좋

은 복도가 있는데 이들은 '공중골목'이라고 표현한다. 벽면은 모두 풀이 자라는 

녹화 작업을 했고, 산책로는 비포장으로 자연에 가까운 공간에서 이웃을 만난

다. 이처럼 발코니와 복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소통은 의식적으로 친해

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웃을 가족같이 느끼게 하는 커뮤니티공간이다.42) 

42) 마을만들기 개요(Outline of machizukuri) 

* Residents formed cooperative and constructed condominium building. 

* Building and each houses were designed with residents’participation. 

* Wishes of residents were reflected in unique design of houses. 

* Residents also decided rules of living and building management. 

* Good Community was grown thorough participation in planning. 

--History-------------------- 

1982.3-5: Call for participant by architects - Organizing of residents 

1982.7-12: Study about housing, living etc. / Preparation of a draft plan 

1983.1-4: Formation of residents’committee / Project start 

1983.6-7: Examination of building design based on conversation with residents 

1983.8-10: Objection for Project Management / Confirmation of rules 

1983.10-12: Designing of site and building 

1984.1-9: Designing of each housing units 

1984.10: star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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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개요
위치 3-27-15 Ginza, Chuo-ku, tokyo 
개설년도 2006년 11월
시설유형 유료 노인홈, CCRC
대지면적/연면적 5,600㎡(1,694평)
건축면적/연면적 2,097㎡(634.3평)/39,668㎡(11,999.6평)
층수/구조 지하1층/ 지상31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조
실규모 375실(자립:275실-16~23평, 14type/ 개호:100실)-7.4~14.7평, 4type)
개념 • To develop a high-rise CCRC that offers high standards for design and senior 

care and strong community connections 

C동 1층에 위치한 공동 집회소(121.33㎡)는 다다미방, 나무바닥 홀, 탕비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미교실, 공동 보육, 음악회, 탁구, 담화장소로 사용된다. 

③ Sun City Ginza East – 코어계획

입주자들의 안전과 독립성,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지역사회에 개방적

인 부대시설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일반거실과 개호거실의 입주자 동선분

리와 입주자와 시설이용자사이의 동선분리가 요구된다. 동선을 분리하는 가

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일반거실-개호거실, 주거시설-부대시설의 코어를 

분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형의 경우는 대지나 건폐율의 제약으로 인하

여 각 각의 코어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본의 경우, 일반거실과 개호

거실의 코어는 분리하되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의 코어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 Sun City Ginza East는 일반거실-개호거실의 코어분리가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42. Sun City Ginza East 시설개요

   

그림 4-37. Sun City Ginza East의 코어분리(1층, 3층 평면도)

1985.11: completion 

출처:http://www.kanshin.jp/syukutai-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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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구 분 공간구성요소
30-31층 부대시설 레스토랑, 프라이빗 다이닝
7-29층 자립주거시설 일반거실(General unit)
3-6층 개호주거시설 개호거실(Care unit), 의료실, 케어스텝실, 레크레이션실

2층
부대시설

수영장, 휘트니스센터, 미용실, 탈의실, 마사지실, 아로마치료실
1층 winter garden, 도서실, 강당, 주방, 아트리움, 테라스 그릴

지하1층 주차장, 전기/설비실

출입문에 들어서면 2층까지 시원하게 오픈된 로비를 통과하게 되고 일반거실

용 코어가 나타나고 로비를 통과하여 좌측(그림으로는 오른쪽)복도를 지나면 개

호용 코어가 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부대시설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만 운행된다. Sun City Ginza East는 자

립시설과 개호시설의 코어를 분리하고 있지만 로비에서 일반거실 입주자와 개호

시설 입주자가 만나게 된다. 교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만남을 유도하는 것도 좋

지만 일반거실 입주자들은 몸이 불편한 개호시설의 입주자를 봄으로써 심리적으

로 불안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출입구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3 외부 커뮤니티연계의 현황 및 시사점
1) 부대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

Sun City Ginza East는 계획시 지역사회와의 강한 연계를 중점사항으로 강조

하였다. 지역사회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2층까지는 공용공간을, 3~6층까

지는 케어실과 의료공간을 배치하였으며 30~31층에는 항구(harbor)를 조망하면

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프라이빗 다이닝을 계획하였다. 

실내수영장, 스파, 일본식 목욕기계(ofuro), 2층 규모의 도서관, 라운지와 당

구실, 스테인드 그라스로 둘러싸인 3층 규모의 terrace grill, 항구가 보이는 

레스토랑과 바(bar), water jet-cut marble 바닥의 로비, 마사지실과 휘트니스 

센터 등을 통하여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4-43. Sun City Ginza East 층별개요

1층 로비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2층 높이의 도서실과 3층 높이의 terrace 

grille이 위치하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winter garden(식당)이 3개 층의 층고로 

구성되어 외부 방문자와 입주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반면 2층에는 입주자들

을 위한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 3레인의 수영장, 미용실, 마사

지실, 당구장, 남녀 대욕장등을 계획하였다. 30층의 레스토랑은 2개 층의 층고

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높이는 동시에 하버 뷰가 가능하여 저녁시간에 가장 손님



195

부대시설현황

Entrance Lobby 1F Restaurant

Library lounge 30F Restaurant-1 30F Restaurant-2

Billiard Swimming Pool Spa

Bar Landscape Perspective
그림 4-38. Sun City Ginza East 부대시설현황 

이 많다. Sun City Ginza East는 1층과 최상층의 레스토랑을 지역사회에 개방하

고 2층의 부대시설은 입주자를 위한 공간으로 분리함으로써 입주자의 전용 부대

시설 사용을 통한 입주자 편의와 1층과 최상층의 지역주민을 공용을 통한 소통

은 물론 수익도 함께 창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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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개요
위치 도쿄도 스기나미구 고정호동 4-12-31
개설년도 1988년 11월 
시설유형 유료 노인홈(간호시설)
대지면적/연면적 10,475㎡(3,168.7평)/14,408㎡(4,358.4평)
층수/구조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조
직원비율 입주자:간호사=1.5:1
연계병원

의료법인재단 허베이 종합병원
사단법인 위생문화협회 성서병원
의료법인사단 와코회 후지무라 클리닉/ 병정클리닉

 

그림 4-39. Sun City Ginza East 1층평면도 & Winter Garden

2)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성

일본은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측면에서 볼 때 가장 활발하게 연계가 이루어지

는 부분은 의료연계와 세대연계를 뽑을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들은 인

접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과 연계를 통해 건강을 보살피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절에서는 의료연계, 대학연계, 스포츠연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1)의료연계 – Lifenix / Royal Life Okusawa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 대부분 종합병원과 연계를 

체결하여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2곳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Lifenix 

표 4-44. Lifenix 시설개요

동경 스기나미구 Lifenix의 의료시설을 살펴보면, 인근에 있는 河北綜合病院

이 협력 의료기관으로 연계되어 연 2회 정기 건강진단과 주 2회 의사의 방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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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개요
위치 도쿄도 세타가와구 오쿠사와 3-33-13
개설년도 1990년 10월 
시설유형 유료 노인홈(간호시설)
대지면적/연면적 1,269.26㎡(383.95평)/6,378.67㎡(1,929.5평)
층수/구조 지하1층/ 지상10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조
직원비율 입주자:간호사=1.5:1
연계병원

대협병원(Ohwaki Hospital)
하모니21(치과)
인목의원(안과)

로 건강을 체크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설립 20주년을 맞

아 의료 살롱과 건강상담실, 특별 휴양실(2실), 특수 기계 목욕탕을 갖춘 케어

센터를 개설하고 23개의 개호거실을 추가하였다. 

 

그림 4-40. Lifenix 내부 클리닉 & 케어센터
또한 위생문화협회 성서병원, 그리고 후지무라 클리닉 등 협력 의료기관의 독

자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입주자의 40%정도가 노인케어가 필요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그림 4-41. 河北綜合病院 & 衛生文化協會 城西病院 
② Royal Life Okusawa 

표 4-45. Royal Life Okusawa 시설개요

동경 세타가와구 Royal Life Okusawa는 바로 옆에 위치한 연계병원인 대협병

원(ohwaki hospital)이 있어 정기건강검진, 건강강의(년3~4회) 등이 협약에 의

해 이루어져 있으며 예약서비스도 직원이 대행해 준다. 또한 하모니21 치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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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유형 Lifenix Royal Life 
Okusawa

Barrington
House

Comfort
Garden

Aria 
Matsubara

Sun City
 Ginza East

Hospital
河北綜合病院
衛生文化協會 

城西病院
후지무라 클리닉

대협병원
(大脇病院)

하모니21(치과)
인목안과의원

Setagawa 
Hospital

Setagawa 
Hospital

Setagawa 
Hospital 성누가국제병원

Nature 太田黒公園, 
善福寺池

東根公園, 
Setagaya Park 荏子田公園 荏子田公園 - 浜離宮恩賜庭園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분을 위한 방문 진료(2~4회/월), 구강청소, 구강위생 지도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인목안과의원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방문 진료(1회/

월)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그림 4-42. 대협병원(Ohwaki Hospital) 전경
표 4-46. 일본의 도시형 유료 노인홈의 의료연계사례

(2) 교육(대학)연계 - Sunshine Plaza(후쿠오카)43)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학교법인에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회공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학이 노인시설과 연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대학연계의 대표사례인 선샤인 플라자는 2003년 개설된 노인요양시설

(nursing home)로 후쿠오카 치과대학(Fukuoka Dental College Medical and 

Dental Hospital)에 의해 캠퍼스 내 부설로 3층 건물로 세워졌고 1층엔 치매나 

뇌경색환자 등의 노인환자가 입소해 있으며 층별로 36명의 입소자가 있다.

대학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복지사 등을 양성하기 위해 실습장이 학교 내

부에 필요한데다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의 복지시설이 필요했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이득이었다. 학생실습은 6~7명이 한조가 돼 숙박을 겸하

면서 입소노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습득하게 된다.

43) http://www.fdcnet.ac.jp/english/sun_plaza_e/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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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개요
위치 도쿄도 중앙구 아카이시쵸 8-1
개설년도/유형 1994년 9월/  유료 노인홈(임대형)
대지면적/연면적 13,033㎡(3,942.5평)/100,712㎡(30,465.4평)
층수/구조 지하4층/ 지상31층(32-38층:호텔)
세대수 175세대(67~169㎡)
연계병원/공원 St. Luke’s Hospital/ Akatsuki Park

층별 공간구성
34-38F 호텔
33F 호텔로비 및 라운지, 레스토랑
31-32F 입주자용 식당

 노인 환자들은 케어 인력 외에도 실습을 나오거나 자원봉사를 나온 학생들의 

도움을 받고 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의 교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활기를 느낄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감을 갖는 체험실습 프로그램과 입소자들이 

같이 준비하는 망년회 등은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 유형이다.

 

그림 4-43. Sunshine Plaza & 내부모습
가족이나 친척들은 밤에 함께 머물 수 있으며 community center, child-care 

centers, 그리고 유치원이 있어 세대 간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진다. 치과대학

이지만 다른 병원과도 연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fukuseikai hospital외 4곳의 병

원과 연계함으로써 진료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이 외에도 국제의료복지대학은 

크게 4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각 캠퍼스마다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에 

있으며 후쿠오카현의 오오카와케어 하우스와 같은 노인홈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지적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연계형 노인복지주택

(UBRCs)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학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원, 

시설, 평생교육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저출산‧고령화’에 경쟁력있는 대학 경

영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스포츠연계 – St. Luke's Residence 

표 4-47. St. Luke’s Residence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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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F 주거시설
1-3F 부대시설(여가공간)
B1-B2F 스포츠클럽(수영장, 사우나, 기포식 목욕탕, 헬스클럽)
B3F 부대시설(컴퓨터실, 도서실, 노래방, 당구장, 이‧미용실, 취미실, 갤러리,

세탁실 등), 주차장
B4F 주차장 및 기계실

 그림 4-44. St-Luke’s Residence 배치 및 조감도
St. Luke’s Residence는 St. Luke’s International Hospital의 재건축 당시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부지의 일부인 St. Luke’s 

garden에 office tower(51층), St. Luke’s residence, St. Luke’s hotel의 복

합건물 중 하나로 바로 옆으로 스미다강이 흐르고 akatsuki공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인접해 있다. St. Luke’s residence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지

하층부터 지상3층까지의 부대시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점이다. 특히, 선

큰으로 처리된 지하 1,2층 공간은 수영장, 사우나실, 기포식 목욕탕, 헬스클럽 

등과 같은 스포츠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

도록 개방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유도한다. 스포츠클럽은 일주

일 중 5일만 개방함으로써 입주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3) 지역사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 active senior salon 

미국의 노인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은‘More Than a Cafe’나‘The Brass 

Rail Cafe’에서 볼 수 있듯이 cafe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반면 일본은 살롱

(salon)을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액티브 

시니어살롱‘유우지적(悠友知摘)’과 제2인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중심의 공간을 제공하는‘세컨드 라이프 살롱’을 들 수 있다. 

(1) 유우지적(悠友知摘, yuyuchiteki)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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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위치/ 개설년도 사가현/ 2006년 7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른 세대와 교류하는 감성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이 제공한다면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의‘유우지적’은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active seniors

를 위한 살롱으로 미국의‘More than a Cafe’를 벤치마킹하였다. 나고야에서 

자동차잡지를 발행하는 PROTO社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공

익, 수익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귀고 배우고, 활용하자(Friendship, Hobby, Fun)’는 이념으로 50세 이

상만 입장이 가능하고 연간회원제로 운영된다. 아침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다양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인터넷, 공예, 건강이나 자산관리에 관련된 

강좌, 이벤트 등이 있으며 서클활동도 가능하다. 다목적 공간에서는 가족과 세

대 소통이나 공감프로그램, 취미로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기도 한다. 일자리

와 관련된 구인∙구직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PC, 잡지를 활용하거나 자산운용, 

취미 등을 배울 수도 있다. 이러한 살롱의 역할을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에 

접목하는 것도 지역사회와 시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4-45. 유우지적의 강좌프로그램

(2) 세컨드 라이프 살롱(Second Life Salon)

유우지적과 같은 개념의 살롱으로‘세컨드 라이프 살롱’을 들 수 있다. ㈜ 

시니어스테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곳은 2006년 7월 개설되었으며 시니어들

을 위한 교육 및 정보세미나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준다. 남자를 위한 요리교실, 엽차교실, PC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되며 여행이나 박물관투어도 이루어진다.

 표 4-48. Second Life Salon 개요

44) www.yuyuchiteki.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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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자격 50세 이상 회원제(입회비:5,000엔, 월회비: 통상회원-2,800엔, 주말회원-2,800엔)
주요실 라운지, 퍼스널 라이브러리, 미팅코너, 카운슬링코너, 이벤트 갤러리, 스터디 룸

프로그램

영어회화교류회, 건강 마작 설명 및 체험회, PC레슨, 주식 세미나, 남자의 
자립을 응원하는 모임(요리교실, 차교실 등), 아내와의 기념여행, 퇴직준비
세미나, 경제세미나, 체력만들기 모임, 사진동호회, 역사탐방동호회, 여행 모
임, 사교댄스모임, 50세부터의 발명 모임, 캐리어 교류회 등
직업지원 직업교육 및 정식/파견사원 소개
봉사지원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 등 
창업지원 창업동료연결, 법인설립 및 경영 지원
취미지원 동호회 창설, 회원 모집, 운영지원

층별 미국 일본
지하층 More Than a Cafe Shepherd’s Center 유우지적

(悠友知摘)
Second Life 

Salon

설립이념 'Cafe & Ways to age 
well’'Cafe & More…’ 

To provide meaning 
and purpose for adults 
throughout their mature 
years.

사귀고(friendship)
배우고(hobby)
활용하자(fun)

제2의 인생을 준
비하는 곳

설립년도 1941년 1975년 2006년 2006년

이용조건 연령제한없음
연회원(40달러)할인

55세 이상 시니어
월35달러로 3가지 이상 
프로그램 저렴하게 이용

50세이상 입장
연간회원제 운영
(입회비 2천엔,
 월회비 2천엔) 

50세 이상

프로그램

Ways to Age Well:
컴퓨터교실(1-4단계)
예술교육(미술, 음악)
건강교실(요가)/ 재정 

계획/
여행/ 작문/ 공연 관람 

등
Edgewater Program:

교육프로그램: 컴퓨터/
세대교류/재정/공예/순
수 미술 등
건강프로그램: 
가정보조프로그램:

교류프로그램: 여
행/박물관투어/교
류모임
교육프로그램: 
컴퓨터/인터넷/핸
드폰/건강/재산관리
활용프로그램:
구직/작품전시/이
벤트/취미 등

남자를 위한 요리
교실/
엽차교실/
PC교실/
여행/
박물관투어/

특징
-저렴하고 질좋은 식
사(7:00-17:00):고객
제안을 메뉴에 반영

-기부금과 자원봉사시
스템에 의해 운영(NPO:
비영리민간단체)

-자동차잡지사인 
Proto에서 지역커
뮤니티를 위한 공

- 오 전1 0 시부 터 
오후6시까지 운영
-교육과 정보교류

그림 4-46. Second Life Salon의 스터디룸 & 교육프로그램
앞에서 미국과 일본의 노인 복합문화공간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좀 더 구체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49. 미국과 일본의 노인복합문화공간 사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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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인테리어로
대학카페테리아연상
-40종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교
-친절하고 따뜻한 다
양한 세대의 종업원
-인기없는 커리큘럼의 
과감함 폐지
-community resource
의 제공
-매더 인포(info) 플러
스:전화상담서비스제공 

-전단, 소식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
적인 보조
-새로운 센터의 지속
적인 설립(전국)
-다양한 시니어프로그램
-community resource
의 제공
-교회, 노인복지주택, 
대학시설을 연계 사용

익 및 수익사업으
로 운영
-음료,PC무료제공
-회원살롱이용료:
무료,비회원:700엔
-배우자반액할인
-취업과 관련된 구
인‧구직정보
-서클활동이 가능
전문가가 자원봉사
자로 직접 참여

를 통한 제2의 인
생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재취업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의 More Than a Cafe는 40여종이 넘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바

꾸면서 회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유우지적도 교류프로그램, 교육프

로그램, 활용프로그램 내에 세분화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베이비붐세대는 

교육과 일을 통한 평생교육이나 재취업도 매우 중요하여 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를 겨냥한 취업과 관련된 

구인구직정보나 교육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다룬다.

둘째, 복합문화공간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의 특징 중 하나는 저가이면서도 질

이 떨어지지 않는 좋은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More Than a Cafe에서는 아침7시부터 질 높은 식사가 제공되고 75센트

에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시카고 시내호텔에서 유사한 메뉴를 먹으려면 13달러

를 지불해야 하지만 5달러면 충분하다.45) 최근 외식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인 이

터테인먼트(Eatertainment:Eat + Entertainment, 먹으면서 오락을 즐기는 것)

의 카페를 연상케 한다. 음식의 질도 떨어지지 않아 아침과 점심을 이곳에서 해

결하는 노인들도 많다고 한다. 일본의 유우지적은 살롱 분위기의‘시니어 찻

집’에서 편안한 사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음료와 잡지, PC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셋째,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다.

More Than a Cafe는‘매더 인포(info) 플러스’라는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데 무료 상담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집수리를 위한 믿을만한 업체

에서부터 수리비, 출장비 등 경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사회보장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참가기회까지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의 유우지

적도 취업이나 구인, 구직 등의 정보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45) 무라타 히로유키, 이완정 역, 시니어 비즈니스, 넥서스BOOKS, 2005,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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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4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부 커뮤니티연계와 

외부 커뮤니티연계와 관련된 3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내부 커뮤니티의 연계 측면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주거시설에서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을 보면, 거주의 지속성이 중요하게 강조되면서 90년대까

지 선호된 RC(retirement community)에서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로 선호도가 변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형태는 건강상태에 따라「independent living→assisted living→nursing 

home」으로 한 시설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주가 가능하도록 계획되고 있었다. 

가족 및 세대연계 측면에서 먼저, 가족연계를 살펴보면, 55세 이상 노인이 1

명만 있어도 가족거주가 가능한 시설이 대부분이었고 세대연계 측면에서도

‘Intergenerational Community’를 지향하여 노인-아이가 단지 내에서 상호 

공존하고 노인-청년이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공간 및 코어분리를 보면, 사례시설들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주거시설의 공용공간을 이동의 수단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계획함으로써 공간의 활력과 입주자간 교류를 활성화시키

고 있었으며 자립시설-개호시설의 출입구를 분리하여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 않

도록 코어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이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적용

되고 있는데 그 형태는 「자립시설+개호시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가족연

계는 65세 이상일 경우 가족 간의 동거를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세대연

계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그 범위가 시설에서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커

뮤니티 공간 및 코어분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복도나 발코니를 적극 활용해서 

연계함으로써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자립시설-개호시설의 코어분

리도 최근에 설립된 유료 노인홈의 경우를 볼 때 분리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외부 커뮤니티연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 커뮤니티연계에서는 부대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지역사회시설과

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대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측면에서 미국은 폐쇄적인 gated community에

서 open community로 변화되고 있었고 일본도 1층이나 최상층을 외부인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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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계관련문제 미국 일본

내부
커뮤
니티
연계

시사점

거주의 지속성
(Aging in Place)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선호 「자립시설+개호시설」가 대부분

가족 및 
세대연계성 

• 가족연계-55세 이상노인 1명 이상
           시 가족거주 가능
• 세대연계-단지나 캠퍼스 내에서 노  
           인과 젊은 세대가 교류

• 가족연계-65세 이상시 가족거주
           가능
• 세대연계-3세대 교류 권장
          시설→지역으로 연계확대

커뮤니티공간
개방을 고려한 

코어계획

• 커뮤니티 공간-복도나 Elev.홀을
 커뮤니티공간으로 계획 
• 코어계획-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의
 출입구 및 코어분리

• 커뮤니티 공간-복도나 Elev.홀,
 발코니를 커뮤니티공간으로 계획 
• 코어계획-일반거실과 개호거실
 의 출입구 및 코어분리

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이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성은 크게 의료시설, 교육(대학)시설, 문화‧스포츠시설

의 연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미국이나 일본 모두 의료시설의 연계는 지역

의 종합병원(대학병원)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학연계는 일본보다는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학과

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었고‘저출산·고령화’시대에 맞춰 대학 캠퍼스 내에 노

인복지주택을 설치하는 UBRCs(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가 확산

되고 있었다. 일본도 대학연계의 사례를 제시하였지만 대학연계와 함께 노인복

시설과 보육시설을 연계하는 세대연계(intergenerational community)를 더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문화‧스포츠시설의 연계에서는 골프, 수영 등 스포

츠시설과 도서관이나 복지관이 잘 갖춰진 지역시설을 연계하여 입주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미국의

‘More Than a Cafe’나‘The Brass Rail Cafe’처럼 미국은 카페 중심인 반면, 

일본의‘유우지적’이나‘세컨드 라이프 살롱’에서 볼 수 있듯이 살롱 중심임

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은 노인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단일시설보

다는 노인시설-아동보육시설의 노유복합시설, 노인시설-장애인시설의 복합화, 

노인시설-교육시설의 복합화, 노인시설-커뮤니티시설의 복합화를 통하여 다양

하고 활발한 연계와 세대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복합화가 커뮤니티연

계측면에서는 노인복지주택 계획시 중요한 계획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0. 미국과 일본의 내/외부 커뮤니티연계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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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커뮤
니티
연계

시사점

부대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

• gated community→open community
로 전환
• 부대시설의 개방과 연계

• 1층공간과 최상층 공간의 지역사
회개방과 연계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성

• 의료/교육/스포츠시설의 적극적 연계
• 대학연계의 활성화-UBRCs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 의료/교육/스포츠시설의 적극적 연계
• 세대연계의 활성화-
 intergenerational community

지역사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 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복합문화공간
의 활성화(도서관/복지관+노인복지주택) 
• More Than a Cafe, The Brass   
 Rail Cafe 등 Cafe 중심의 문화공간

• 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복합문화공간
의 활성화(도서관/복지관+노인복지주택)
유우지적, 세컨드 라이프 살롱 등 
살롱 중심의 문화공간

  

          

그림 4-47. 내/외부 커뮤니티연계의 외국사례 시사점
이러한 외국의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에서의 내부/외부 커뮤니티연계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을 위

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설을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으로

써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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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계획방향

5.1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계획방향 
5.2 외부 커뮤니티연계의
    계획방향
5.3 내/외부 커뮤니티연계

의 통합계획모델
5.4 소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서 유료화1)된 이후 지금까지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개방은 영역의 침범처럼 간

주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으며 개방을 통한 교류

와 소통의 지역사회연계를 지향하고 있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는 2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크게 내부 커

뮤니티연계와 외부 커뮤니티연계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부 커뮤니티연

계는 노인복지주택 내부에서 입주자나 시설이용자 사이에 주거시설과 부대시설

을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연계라 할 수 있고 외부 커뮤니티연계는 노인복지주택

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계로 주로 부대시설에서 발생되는 연계로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

고 4장에서는 우리보다 선진화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5장에서는 커뮤니티연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제해결

하기 위한 건축계획적 방향을 제안하고 내/외부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연계 모

델을 제시하려 한다. 

1)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3호로 일부개정

   1993년 12월 27일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또다시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경제행정

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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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시설 계획방향 비고
내부 

커뮤니티
연계

주거시설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에 대응하는 주거연계 내부커뮤니티
연계모델제시주거시설+부대시설 가족 및 세대연계성 강화를 고려한 공간계획

주거시설+부대시설 커뮤니티공간 확보 및 개방을 고려한 코어계획

5.1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계획방향 : 주거-부대시설 연계
3장과 4장의 분석을 토대로 보면, 내부 커뮤니티연계와 관련된 계획의 방향은 

3가지 정도를 언급해 볼 수 있다.  

표 5-01. 주거-부대시설의 내부 커뮤니티연계 계획방향 

 이 절에서는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에 대응하는 주거공간계획과 일

본 닛포리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보았듯이 노인세대와 유아세대, 젊은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다양한 세대의 복합주거와의 연계를 고려한 

공간계획의 방향, 그리고 주거시설내의 코어주변이나 복도 등의 공용공간에 

매개공간으로써의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하여 입주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런 만남

과 교류, 활력이 넘치고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공간계획과 개방을 고려한 코어

계획을 통하여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특히, 내부 커뮤니티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거시설의 'Aging in Place'

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성과 연계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다 보호가 필요할 때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지속적인 공동체(sustainable community)

를 구현하는 것이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데 심리적인 측면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과거 지향적이며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거부가 강하게 나타난다.

• 자기중심적, 보수적, 의존적, 내향적, 수동적이 된다.

• 적응력과 기억력의 쇠퇴로 고립감이 증가되고 유연성과 융통성이 결여되어 

  쉽게 변하고 판단력이 부정확하게 된다.

• 경제적인 불안감, 정신적 흥미의 감퇴에서 오는 내폐성, 고독과 질투심 등

  이 강하게 나타나며 환경적응력의 부족은 정신장애(우울증, 치매, 정신분

  열, 편집증)로 나타날 수 있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새로운 환경변화는 적응력이 부족한 노인에게는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고 결국은 커뮤니티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하며 늙어가는 ‘Aging in 

Place'는 주거시설의 커뮤니티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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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장점 단점
분동형
(수평
분리형)

개호시설
분리형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은 완전 분리되어 
서로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자립시설은 부대시설과 연결되어 있어 
부대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 다양한 배치계획이 가능하다.

· 넓은 대지 면적을 필요로 한다.
· 개호시설이 부대시설로부터 분리되어 있
을 경우, 개호시설에서 부대시설의 이용 
시 불편하다.
·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5.1.1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에 대응하는 주거연계
4장의 외국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은퇴주거단지는 건강상태에 따라 순차

적으로 「independent living – assisted living – nursing home」으로 건물 내

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큰 변화없이 이동하는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일본의 유료노인홈은 「자립시설 – 

개호시설」이 함께 계획됨으로써 타시설이나 지역으로 삶의 환경을 변경하지 않

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인 거주가 가능한 형태로 계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은 자립형으로만 계획되고 있어 건강

에 문제가 생겨 개호(care)가 필요할 때 시설 내에서의 지속적인 거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강상태에 따른 순차적인 주거환경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익명을 요구한 A시설의 시설팀장은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

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처럼 대지규모가 비교적 클 경우 순차적인 연계가 바람직하나 우리나라 

도시형의 경우, 대지규모도 작고 대부분 100-200세대 규모이므로 일본 유료노인

홈의「자립시설–개호시설」형태가 더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자립시설–개호시설」의 연계유형을 

사례를 통해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연계유형별 장단

점을 통하여 도시형에 적합한 구체적인 유형과 연계유형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주거연계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주거연계유형별 장/단점

일본의 사례에서 제시한 것처럼「자립시설–개호시설」의 연계유형을 다시 세

분화하면 분동형과 일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더 세분화하면 분동형은 개호시

설 분리형과 개호시설 연결형으로, 일체형은 상부 개호시설형과 하부 개호시설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분화한 주거연계유형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데 각 유형별 장,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02. 자립-개호시설의 연계유형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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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동이므로 시공비가 많이 든다.
· 건폐율 산정 시 불리할 수 있다.

개
호
시
설
연
결
형

벽
체
공
유
형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은 서로 다른 코어
를 사용하여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다.
· 시설의 관리가 편리하다.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 모두 부대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 비교적 넓은 대지 면적을 필요로 한다.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은 벽체에 의해 분
리되어 서로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준다.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의 코어를 따로 설치
해야 하므로 면적과 비용 면에서 불리하다.
· 건폐율산정 시 불리할 수 있다. 

벽
체
분
리
형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은 서로 다른 코어
를 사용하여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다.
· 시설의 관리가 편리하다.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 모두 부대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 아트리움에 의해 벽체공유형보다 분리
감을 더 느낄 수 있으며 좀 더 쾌적한 공
간을 창출할 수 있다.

· 비교적 넓은 대지 면적을 필요로 한다.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은 아트리움에 의
해 분리되어 서로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덜 준다.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의 코어를 따로 설치
해야 하므로 면적과 비용 면에서 불리하다.
· 건폐율산정 시 불리할 수 있다. 

일체형
(수직
분리형)

상부
개호

시설형

· 작은 대지 면적에서 효율적이다.
· 시설의 관리가 편리하다.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 모두 부대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 건폐율산정 시 유리하며 공사비에 있어
서도 경제적이다.
· 개호시설은 전망이 양호하다.

· 코어를 공유할 경우, 자립시설과 개호시
설은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코어의 공유 시 개호시설로 인한 엘리베
이터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 개호시설의 관리가 불편하여 일반적으
로 많이 적용하지 않는다.

하부
개호

시설형

· 작은 대지면적에서 효율적이다.
· 시설의 관리가 편리하다.
· 자립시설과 개호시설 모두 부대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 건폐율 산정시 유리하며 공사비에 있어
서도 경제적이다.
· 개호시설의 관리가 편리하다.
·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유형이다.

· 코어를 공유할 경우, 자립시설과 개호시
설은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코어의 공유시 개호시설로 인한 엘리베
이터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 자립시설은 개호시설과 부대시설의 공
유로 거주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 분 서울 분당 용인 남양주
GS시설 GH시설 BD시설 JP시설 NC시설 EH시설 SD시설

공지지가/㎡ 7,220,000 4,900,000 3,220,000 2,340,000 599,000 84,300 132,000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 적합한 유형은 분동형

의 개호시설분리형보다는 개호시설연결형이나 일체형이 유리해 보인다, 왜냐하

면, 도시에서는 큰 규모의 대지를 얻기가 쉽지 않고 분양가 중에서 토지가 차지

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03. 지역별 공시지가2)    (단위: 원, 2010년1월1일 기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서도 같은 강서구 등촌동에 속해 있지만 일반주거지

역에 속해있는 GS시설의 개별공시지가는 준공업지역에 속해있는 GH시설의 개별

공시지가보다 1.5배 가까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을 계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대지 내에서 자립시설

2) 한국토지정보시스템(서울:www.klis.seoul.go.kr, 경기도: www.klis.gg.go.kr) 공시지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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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호시설을 분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자립시설의 거주자들

은 활동적인(active adult) 반면, 개호시설의 거주자들은 보호나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결과3)를 보면, 주거환경에 따라 노인의 삶에 자긍심을 주거나 무력감

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동을 못하는 노인을 보거나 휠체

어에 앉아 닝겔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자립시설의 건강한 노인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며 자신도 미래에 비슷한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무력감

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형의 경우에는 대지의 제약으로 분동형

으로 계획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일체형이 유리하다. 개호시설연결형의 경우, 건

폐율의 문제가 없다면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일체형보다 동선이 확실히 분리되

어 유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지규모나 법규적인 제약이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 분동형

의 개호시설분리형은 쉽지 않으며 일체형으로 계획될 확률이 높다. 일본의 경우

에도 도시형은 대부분 일체형이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림 5-01. Aging in Place에 대응하는 주거유형

2) 주거연계유형 결정요소

(1) 자립-개호시설의 비율

도시형의 경우, 자립시설에 대한 개호시설의 비율은 20%대가 가장 많다. 개호

시설의 비율이 적을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계획하여도 큰 문제가 없으나 개호시

설의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에는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을 분동형으로 계획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개호시설의 입주자들은 기본적으로 고령으로 인해 개호가 

필요한 노인에서부터 각종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치매, 중풍, 뇌

졸증)을 가진 노인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휠체어를 의존하므로 자립시

설의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주거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좀 

3) 이수희, 사회환경적 요인이 노인의 심리상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 경

영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석사논문, 2011.02,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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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로시설 노인공동가정생활 노인복지주택
시설규모 입소정원10인 이상

(15.9㎡/1인 공간 확보)
입소정원5인이상 9인이하
(15.9㎡/1인 공간 확보) 30세대 이상

침실기준

·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
을 둘 수 있다.
·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
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
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
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
을 둘 수 있다.
·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
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
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
명 이하이어야 한다.
·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
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
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시설구조
및

설비

·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고려
· 복도·화장실·거실 등의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문턱제거, 손잡이시설부착, 바닥미끄럼방지 등 노인활동에 편리한 구조
· 화재 등 비상재해를 대비한 소화용 기구 비치 및 비상구 설치
·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 부대시설 설치
  (입소자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 개방운영 가능)

더 세심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호시설의 비율이 많

을 경우, 그에 따른 시설의 규모도 달리질 수 있다.「노인복지법」제33조 제3

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시설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04.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개호시설을 양로시설로 볼 때, 시설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자립시설이 대

부분일 경우에는 2006년 한국표준협회가 제정한‘고령자배려 주거시설 설계치

수 원칙 및 기준’(KS P 1509)4)을 적용하여 건강한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만, 개

호시설이 많을 경우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앞의 표

에서 보듯이 양로시설의 시설규모를 보면 15.9㎡/1인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대지 조건(대지면적/용도지역/대지경사)

① 대지면적

대지면적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거연계유형 중 분

동형을 대상으로 1,653㎡(500평)과 3,306㎡(1,000평)의 대지를 설정하여 일반

4) 부록-4 「KS P 1509 요소별 기준지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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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구분 기준 대상지역
제1종 건폐율60%, 용적율150%

4층이하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제2종 건폐율60%, 용적율200%

7층이하와 12층이하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
제3종 건폐율50%, 용적율250%

층수제한없음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중/고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 

항목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지역지구 3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주거
지역

준공업
지역

2,3종일반
주거지역

준공업
지역 -

법정건폐율/용적율 50/250% 60/400% 60/400% 60/400% 60/300% 60/400% -
대지면적 1,924㎡

(582평)
2,510㎡
(760평)

3,444㎡
(1,042평)

4,230㎡
(1,280평)

5,349㎡
(1,618평)

8,651㎡
(2,617평)

4,351.3㎡
(1,316평)

대지형상 -

가로:세로 비율 0.75:1 1.5:1 2.2:1 1.4:1 2.1:1 1.6:1 1.6:1

주거지역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표 5-05. 사례시설의 대지조건

- 시뮬레이션의 전제조건-

일반주거지역은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의 입지특성

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였다. 

 표 5-06. 세분화된 일반주거지역의 내용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보면, 제1종은 건폐율이 60%이하이지만 용적율이 

너무 낮고 제3종은 용적율은 250%이지만 건폐율이 50%로 대지의 반밖에 쓸 수 

없다. 제2종은 용적율은 200%지만 예외규정을 적용시5) 300%까지 가능하기 때문

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유리하다. 따라서 제2종 건폐율 60%, 용적율 300%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첫째,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용적율은 최대 60/300%,12층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개호시설은 보통 전체 자립시설의 약 20%정도로 계획하므로  사례시설

      의 평균 세대수인 195세대의 약 20%인 40beds를 기준으로 한다.

      개호시설은 층수가 많으면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3개 층을 사용하

5) 서울시 건축조례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제3호 

   제1호 본문에 불구하고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노인복

지주택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214

전제조건 기준
건폐율/용적율 건폐율60%이하, 용적율300%이하, 12층 이하

개호인원수 40beds, 3개층을 전제
대지면적 1,653㎡(500평)/ 3,306㎡(1,000평)
사선제한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 제외

구분 내용
건폐율(60%) 1,653㎡(500평) x 0.6 = 991.8㎡(300평)
용적율(300%) 지상층 연면적 : 1,653㎡ x 3 = 4,959㎡(1,500평)
개호시설면적 1개층 면적: 314.7㎡(95평)

사용가능 층별면적 건폐율에 의한 면적-개호시설면적: 991.8㎡-314.7㎡=677.1㎡(204.8평)
층수 (지상층 연면적-개호시설면적) / 사용가능면적: 4,015㎡ / 677.1㎡ ≒ 5.9층

구분 내용
건폐율(60%) 3,306㎡(1,000평) x 0.6 = 1,983.6㎡(600평)
용적율(300%) 지상층 연면적 : 3,306㎡ x 3 = 9,918㎡(3,000평)
개호시설면적 1개층 면적: 314.7㎡(95평)

사용가능 층별면적 건폐율에 의한 면적-개호시설면적: 1,983.6㎡-314.7㎡=1,668.9㎡(504.8평)
층수 (지상층 연면적-개호시설면적) / 사용가능면적: 8,974㎡ / 1,668.9㎡ ≒ 5.3층

      는 것으로 가정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시설기준6)을 적용하면  연면

      적 23.6㎡/1인이 필요하므로 23.6㎡ x 40beds = 944㎡의 연면적이 요구

      된다. 3개 층으로 가정시 한 층당 944㎡/3(층수)=314.7㎡(약 95평)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주거지역은 도로 및 일조를 고려한 정북방향 사선제한을 받아야 하

      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가정하여 제외한다.

 표 5-07.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제조건

㉠ 1,653㎡(500평)의 경우

 표 5-08. 1,653㎡(500평)으로 적용시 가능층수

㉡ 3,306㎡(1,000평)의 경우

표 5-09. 3,306㎡(1,000평)으로 적용시 가능층수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 보듯이, 1,653㎡의 경우 5.9층이 필요하고 3,306㎡에

서는 5.3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대지면적이 작을수록 층수가 많아져 높

이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지역에서는 사선제한이나 정북사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작은 대지일수록 분동형이 어려울 수 있다. 

(2) 용도지역

6)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시설기준 상세요건을 보면, 노인요양시설면적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확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이상의 공간확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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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지역지구 3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주거
지역

준공업
지역

2,3종일반
주거지역

준공업
지역 -

법정건폐율/용적율 50/250% 60/400% 60/400% 60/400% 60/300% 60/400% -

지역지구 장점 단점
일반상업지역 높은 용적율로 인한 사업성

도심으로의 접근성
적당한 위치나 규모의 대지선정의 어려움
높은 대지비용(분양시 부담으로 작용)

주거환경의 부적합성
준주거(준공업)지역 적은 대지비용의 부담

건폐율/용적율의 사업성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주거환경

용도지역에 의해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의 

타당성과 유형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은 60/600%로 일반주거지역(60/300%)

이나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70/400%)에 비해 유리하고 도심 시설로의 접근성

이 뛰어난 점에서는 좋다. 하지만 적당한 규모의 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으며 

주거환경으로써의 부적합성, 특히, 전체 개발비용에서 토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

중이 너무 높아 일반 사업자는 분양이나 임대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이자비용

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대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토지 비용의 과다는 결국 분양원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지비의 비

중이 적은 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준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유리하다.

표 5-10. 사례시설의 용도지역

위의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사례시설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설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L시설과 GS시설이 허가를 받을 시점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400%까지 가능했으나 지금은 300%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

라처럼 민간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건폐율(70%)과 용적율(400%)도 높고 공시지가도 싸기 때문에 유

리하다. 단,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의 대지를 선택시에는 도심으로의 교통

과 종합병원의 접근성과 편리성, 주거환경의 쾌적성, 지역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비해 주거환경

은 뛰어나지만 최근에는 용적율을 하향하여 최대 300%까지 할 수 있어 민간 사

업자입장에서는 사업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북사선제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높이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표 5-11. 용도지역에 따른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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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대지선정시 도심의 접근성 양호
일반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공동체성
낮은 용적율로 인한 사업성 저하

정북 및 도로사선제한

③ 대지지형

노인복지주택의 대지 선정시 가급적 경사가 없는 평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개호시설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만약 대지의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분동형으로 계획하지 말고 일체형으로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입주자특성

일본의 경우, 평균적으로 개호시설은 전체시설(자립+개호)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7)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0% 이상을 개호시설로 계획하는 경

우도 있다. 개호시설의 입주자들의 특성은 주거연계유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

요한 요소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입주자의 특성은 건강상태로 보통 자립노인, 생활보조노인, 개호

노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만약, 심각한 중증의 환자(치매, 뇌질환)인 개호노인

이 많을 경우 가능하면 분동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자립시설의 주거환경에 영향

을 주지 않아 좋으며 코어와 동선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성별 비율도 중요한 

데 3장의 설문조사개요에서 보듯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남녀의 성비는 31.5 

: 68.5로 여성 입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유료홈의 경우에

도 28.5 : 71.5(2005년 기준)8)로 여성이 많다. 남자들의 경우, 사별을 하거나 

혼자일 경우 시설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식사준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예민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

성에 비해 임종 불안이 높아9) 개호시설의 입주자 중 중증입주자가 많을 경우 개

호시설을 분동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입주자특성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보면, 단독세대와 부부세대, 

연령대, 교육수준, 가족생활주기, 재산 정도(소득) 등이 포함된다.

7) 권순정, 유료 노인홈의 공급 및 입주자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5권 3호, 

2009.08, p65

8) Ibid, p67

9) 김종진, 생활 무용 참가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성공적 노화인식 및 죽음수용태도의 관계, 단국

대 대학원 체육학과 체육학 전공, 박사논문,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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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의 커뮤니티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단독세대와 부부세대를 동일 층에 입주시키면 왕래

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단독세대의 노인은 부부세대를 부러워할 수 있고 이것

은 심리적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주거유형과 함께 커뮤니티 활성화를 고려할 때 입주자의 특성은 중요

한 요소라 볼 수 있다.

그림 5-02. 주거연계유형 결정요소

 3) CCAC(The Continuing Care Accreditation Commission)의 설립 
 우리나라의 현황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건설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에서 노인

복지주택을 설립하다 보니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주거의 제공보다는 수익적 

차원의 접근이 강하여 자립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개호시설이 있다 

해도 입주자가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수준

이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하는 정보는 전무한 상태이다.

지속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예비 입주자가 신뢰할 수 있는 문서화된 평가 정보

를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노인복지주택이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거나 발전시키고 있는 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CCAC(the continuing care accreditation commission)

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데 CCAC는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부속인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속한 위원회로 1985

년에 설립되어 CCRC(th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와 연속형 노

인 서비스(aging services continuums)에 대하여 질적 수준을 확인하고 인증한

다. 인증에 있어서는 5가지 분야에서 위험관리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분야

를 보면, 인적자원(human resources), 운영위원회(governing board), 건물과 

배경(building and grounds), 재정(finance), 그리고 거주자의 삶의 질

(quality in resident life) 등이 주된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다.10)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증기관의 설치를 통하여 기존의 노인복지주택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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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level)을 공인된 기관에서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입주 희망자가 안

심하고 수준에 맞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노

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지속적인 보호(continuing care)를 받을 수 있도록 개

호시설의 의무 비율화와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인증기관을 통해 계속적

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된다.     

 5.1.2 가족 및 세대연계성 강화
1) 제도적인 측면 – 노인복지법 개정

3장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가족연계나 

세대연계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2008년 8월 4일 도입된 「노인복지법」제33

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정부는 나이 제한과 처벌 규정

을 도입했다. 60세 미만자에게 양도·임대할 수 없도록 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

했고, 입소 자격도 60세 이상에게만 부여해 자녀들과 함께 살 수도 없는 제약을 

주고 있다. 4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가족연계나 세대연계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가족연계에 있어서 노인입주자

가 한 명만 거주해도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유아세대와의 

연계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나 젊은 세대와의 연계를 위한 대학시설과의 연계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다행히도「노인복지법」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와

「노인복지법」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08

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

택은 「노인복지법」제33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

고 입소 자격이 아닌 자에게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60세 미만인 입소자

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고 특례를 줌으로써 일반인도 양도 및 임대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입소자격도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자녀세대

가 입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정동 상림원의 경우, 입주 자격이 제한된 때는 

분양률이 60%였으나 지금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입주는 노

인복지주택의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세대교류를 통한 활기를 불어넣고 있

다. 하지만, 여전히 2008년 8월4일 후에 허가를 받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시설

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제33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규정을 따

10) http://www.carf.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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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3. Invisible Family 개념도

라야 한다. 무조건적인 개방은 노인복지주택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

문에 외국의 사례처럼 완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 가족연계의 강화를 위한 계획방향 – 소극적/적극적 연계

2장에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등장

배경의 하나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를 언급하였다. 즉, 노인세대도 더 이

상 자녀세대와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다(75.1%)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노무

라 종합연구소에서 언급한 부모와 자녀

가 떨어져 살되 자녀를 중심으로 근거리

에 사는 가족의 형태 '보이지 않는 가 

족'(Invisible Family)도 가족 간의 연계에 있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동거하지는 않으면서 자주 방문하거나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 간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주택의 계획적 측면에서 가족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의 2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1)소극적인 가족연계공간계획 - 일시 거주공간/ 가변적공간의 계획

노인복지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실(family room)이나 방문자

실(guest room)을 계획하는 것이다.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 있다면 숙소에 대한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머무

르는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방문횟수도 줄 수밖에 없다. 일본의 Aria 

Matsubara는 동경 setagaya-ku(世田谷區)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에 유료 노인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주)Benesse Style Care11)에서 설립한 아리

아 시리즈(9개) 중의 하나로 care형 유료 노인홈에 속한다. 1층의 라운지 옆에 

가족실이 마련되어 있어 입주자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실이나 방문자실은 늘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사용이 없을 경우에

는 직원휴게실, 직원 숙직실, 상담실 등의 가변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여 공

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내부계획에 있어서도 가구 등

11) Benesse는 2003년에 설립하여 일본 전국에 1-9개의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규모의 

유료노인홈 사업을 특화하게 된 배경은 개호보험제도(2000.4)가 시행되면서 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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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유형 개호+가족주거+자립 단면유형 가족주거+개호+자립
 가족거주시설은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의 사이에 배치하여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을 기능
적으로 분리하는 역할을 한
다. 개호시설의 관리는 편하
나 가족주거시설의 분리된 동
선계획의 어려움이 있다.  

가족거주시설은 개호시설 하
부에 배치되어 자립시설이나 
개호시설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다. 가족주
거시설의 동선분리계획은 용
이하나 개호실의 관리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에 의한 공간 분리를 통하여 언제든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04. Aria Matsubara의 1층 가족실

(2)적극적인 가족연계공간계획 – 상주 거주공간의 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좀 더 개방적이

고 적극적인 가족연계를 고려한다면 가족들의 상주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장의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본 동경의 닛포리 커뮤니티하우스처럼 

2-3층에 가족이나 젊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컬렉티브 하우스’의 복합공간

을 계획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족 및 세대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주

거공간은 부대시설의 상부나 개호시설과 자립시설의 중간층, 부대시설의 바로 

상부에 계획할 수 있다.  

표 5-12. 가족거주공간의 단면유형

개호시설의 관리측면에서는「개호+가족주거+자립」유형이 좋으나 가족주거시

설의 동선분리측면에서는「가족주거+개호+자립」유형이 양호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3세대형 노인복지주택의 개발을 통한 가족연계이다. 3장

의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가족간 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등장

했던 3세대주택이 최근 다시 3세대형 아파트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3

세대주택은 현관을 공유함으로써 독립된 세대로써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지 않

았다면 최근에 계획되고 있는 3세대형 아파트는 세대간 독립된 현관을 사용함으

로써 세대간의 독립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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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5. 3세대형 아파트 사례

한 연구에 따르면 동거주택 내에서 

세대간 공간계획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46%) 인접한 

두 개의 주택에서 살기를 희망하였고, 

다음으로 37%가 한 주택 내에서 침실과 

욕실만 따로 쓰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기혼자녀와의 거주거리

는 한 주택 내에서 거주하기(12%)보다

는 한 대지 내 두 주택(24%)이나 걸어서 

10분 이내(28%), 또는 걸어서 30분 이

내(25%)에서 살기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것은 한 주택 내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인접별거를 더 선호하며 이러한 의식은 노인

세대나 자녀세대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일부를 3세대형으

로 계획할 경우,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의 절충형도 제안해 볼 수 있

다. 즉, 자립시설과 개호시설과 별도로 2-3개 층을 가족주거시설로 계획하고 평

면은 3세대형(현관일체형, 현관분리형)으로 함으로써 가족과 동거를 희망하는 

입주자를 고려하는 것이다. 가족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그림 5-06. 가족세대연계 방안
12) 최정신, 수도권거주 50대 중년층의 3대 동거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10호, 2004.10,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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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연계의 강화를 위한 계획방향 – 시설의 복합화

타니가와 마쯔요시(谷川松芳)는‘세대간 교류란 세대가 다른 사람이 상호 교

류하여 서로의 생활문화와 가치관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이

라고 정의하였다.13) 세대교류를 통해 두 세대 모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음을 

본다면 노인 세대와 다른 세대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연계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시설(intergenerational facility)

의 계획도 매우 중요하다. 즉, 시설의 복합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이용 목

적이 다른 시설과 시설의 일부를 공유하거나 관리‧운영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용

화하여 시설의 서비스효율 및 내용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14) 

노인시설과 복합화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시설로는 의료시설(75%)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인시설(10%), 아동/여성시설(4%)순으로 나타났으

며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은 없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높았다.15)  

그림 5-07. 노인시설과 복합화하기 좋은 복지시설 선호도
노인복지주택의 복합화를 통한 세대 간의 교류는 노인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

간구성을 탈피하여 입주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세대와의 이해와 소통을 촉진시

킬 수 있다. 하지만 복합화를 위한 기본전제는 시설에 대한 개방적인 계획과 운

영이 필수적이다.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세대연계는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 주거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한 다양한 일반세대와의 연계

둘째,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한 아동세대와의 연계

13) 박혜선외 1인, 종합사회복지관 세대간 교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9권, 2008.09 p.135 재인용 

14) 박혜선, 노인복합시설 세대간 교류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18

15) 권순정외 9인, 새로운 복지시설 디자인, 교문사, 2011,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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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8. 노블카운티의 8월 문화행사

셋째, 클리닉, 한의원 등 의료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한 지역세대와의 연계

넷째, 문화여가시설, 스포츠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한 지역세대와의 연계

현재, 네 번째로 언급한 문화여가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을 통한 지역세대와의 

연계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서 개방적으로 

운영한다면 좀 더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에 위치하고 있는 노블카운티는 리

빙프라자(스포츠센터/문화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자연스

런 세대교류를 형성하고 있다.

(http://www.samsungnc.com)

이처럼 문화여가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은 대부분의 도시형 노인복지주

택이 부대시설의 한 부분으로 계획

단계에서 포함시키고 있어 개방적인 

운영만이 요구된다고 볼 때 여기서는 앞의 3가지를 중심으로 계획의 방향을 제

안하려 한다.

 

(1) 일반주거시설과의 복합화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대지의 제한으로 수평적 복합화는 쉽지 않기 때

문에 수직적 복합화를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닛포리 커뮤니티하우스는“노인

에게 편리한 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의 공동 주거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개념에서 실험적으로 2-3층에 2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컬렉티브 하우스’를 수직적으로 복합화하였다. 

2004년 입주 초기 젊은 세대가 노인시설에 입주하기를 꺼릴지도 모른다는 우

려와는 달리 지금은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젊은 세대와의 대표적인 연계사례가 

되고 있다.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로 구성된 입주자들은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과 

향 후 발전방향까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노인세대의 33.3%(28세대/84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세대와 일반세

대를 복합화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노인세대와 일반세대의 동선의 분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방법적

으로 보면, 일반세대를 위한 별도의 출입구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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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9. 닛포리 커뮤니티  
    하우스의 켈렉티브 하우스

구분 별도출입구+공유공간 동일 출입구+공유공간 별도출입구+연결통로

평면유형
 

세대의 개별출입구를 통한 동선분리는 주거환경 측

면에서 세대 간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의 설치가 필요

하다. 공용의 커뮤니티공간을 통하여 시설에 대한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각종 이벤트나 만남

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

히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젊은 세

대와의 공존을 고려한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설

치도 중요하다. 닛포리 커뮤니티하우스도 1층에 보

육원을 계획하였는데 젊은 세대는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시간대가 되면 노인들이 내려와서 부모가 오기까지 돌봐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 더 선호한다고 한다. 

(2) 보육시설과의 복합화

노인관련시설과 아동관련시설을 동일 건물 내에 짓거나 병설된 시설을 노유복

합시설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노인관련시설로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데

이케어센터, 등을 포함한다. 아동관련 시설로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16))

이 속한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들은 보육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하여 아동세

대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3.2.2 절에서 세대연계의 필요성을 밝혔으므로 여

기서는 노인복지주택과 보육시설을 어떻게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제안

하려 한다. 

노인시설(노인복지주택)과 보육시설의 연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다. 배치의 평면유형에 따라 연계의 결속력이 달라지기 때

문이다. 평면유형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7) 

표 5-13. 출입구 위치와 공유공간 여부에 따른 노유복합시설의 평면분류 

16) 법적으로 보면 유치원은 교육시설에 속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보육시설로 간주하였다. 

17) 권순정외 9인, 새로운 복지시설 디자인, 교문사, 2011, p.26-2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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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세대 간 교류에 대한 설계
의도가 강하다.

-각 시설의 고유기능을 유
비하면서 선택적 교류 가능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에 효
과적이다,

- 세대 간 교류에 대한 설계
의도가 약하다

- 동선교차로 접촉기회가 많다.
- 한쪽 시설이 상대적으로 규

모가 적다.
- 적층형의 층별 분리가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대 간 교류에 대한 설계
의도가 없다.

-대부분 필요에 의하여 추후 
연결통로가 만들어진다.

대표사례 고토엔
(유료노인홈+보육원:1층)

 시바우라 아일랜드
(고령자플라자+보육:1-2층)

후치노베와 유유
(어린이집+데이서비스센터)

사례평면

교류공간 유희실과 기능회복훈련실
보육시설 놀이마당 교류라운지 2층 연결통로

보육시설 놀이마당

노인과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의해 의도적으로 교류(기획교류)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건축적인 배치나 공간구성을 통한 자연스런 교류(자주적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스런 교류를 촉진하는 계획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시설과 보육시설은 가능하다면 분동형보다는 일체형으로 하고 동

일 출입구로 동선을 교차하여 세대 간 친밀감과 접촉을 유도한다. 

한 연구18)에서도 분동분리형이나 일체적층형보다는 일체병렬형에서‘인사하

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세대 간 교류에 유리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자연스런 교류가 유도될 수 있는 공동의 교류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공동의 유희실이나 야외마당 등의 교류공간에서 함께 활동함으로써 연계를 촉진

시킬 수 있다. 

 셋째, 시각적 개방성이 확보되어 바라만 보아도 간접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내부 배치에 신중해야 한다. 노인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보아도 시각

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층별로 분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각적인 차단이 발

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18) 박혜선외1인, 종합사회복지관 세대간 교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9호, 2007.08,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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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시설과의 복합화

노인복지주택과 의료시설의 복합화는 내/외부적인 연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

라 노인복지주택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복합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경영적

인 측면에서도 입주자의 입주비와 관리비 수입에만 의존해야 했던 것에서 새로

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

부분의 시설들은 종합병원과의 연계와는 별도로 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는 곳은 GS시설(자영)과 GH시설(임대)뿐이고 나

머지는 입주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클리닉

센터를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클리닉센터의 무조건적 개방은 입주자의 의료 편의를 해칠 수 있

기 때문에 오후에만 개방한다든지 주 3회 정도 개방한다든지 하는 운영상의 방

법도 고려해야 한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 규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설 내 종합병원과의 복

합화는 쉽지 않다. 따라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노인전용클리닉이나 보건소, 그

리고 한의원같은 의료시설과의 복합화도 바람직하다. 도시형은 주변에 의원이

나 병원, 종합병원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시설과의 복합

화보다는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차별화함으로써 

지역의 노인들과도 입주자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시설과의 복합화에서 고려해야 할 계획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동선분리, 즉, 출입구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GS시설처럼 정면은 입주자 출입구로 사용하고 배면은 병원이용자를 위한 

출입구로 분리함으로써 개방하면서도 입주자의 독립성은 유지하고 있다. 

둘째, 의료시설은 가능한 1층이나 외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층의 출입구

주변에 근접 배치하여 접근하기에 편리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외부에서 진료를 

위해 내원하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너무 출입구에서 멀리 있으면 동

선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길 찾기(way finding)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의료시설과 관련이 있는 시설, 예를 들어, 약국이나 물리치료실, 재활

실 등도 가급적 인접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넷째, 가급적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설치를 고려한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의

원, 보건소, 병원 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노인전문병원의 설치를 통하여 주변

의 노인들이 내원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입주 노인들과의 접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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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해 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의료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찾아오는 지역

의 노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의료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림

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연계를 유도할 수 있다. 의료시설의 한 부분에 노인복지

주택의 월별 프로그램을 홍보한다든지, 행사초대장을 나눠준다든지 하는 활동

은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0. 세대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

 5.1.3 커뮤니티공간 확보 및 합리적인 코어계획
1) 커뮤니티공간 확보

(1) 소극적 커뮤니티공간으로써의 엘리베이터 홀, 복도, 발코니

주거시설에서의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공간은 수직적, 수평적 이동의 수단인 

동시에 매개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간에 커뮤니티공간을 설치하

면 입주자 사이의 교류의 장인 동시에 중복도형 도시형의 단조로운 평면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수단으로만 간주하거나 주거공용면적의 

증가를 우려해 적극적인 커뮤니티공간을 배려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엘리베이터 홀, 복도, 발코니 등에 커뮤니티공간을 계획에 우리보다 적

극적임을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홀의 반대쪽이나 측면에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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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유니떼 다비
따시옹의 적극적 커뮤니
티공간

공간을 설치하거나 복도 등에 작은 응접실(parlor)을 설치하여 만남과 머무름을 

유도한다. 이러한 공간을 소극적 커뮤니티공간이라고 볼 때, 주거시설 내에서 

공동체성과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적극적 커뮤니티공간으로써의 입주자 공용공간    

비록 노인복지주택은 아니지만 르 꼬르뷔제는 적극적인 커뮤니티공간을 유니

떼 다비따시옹(Unité d'Habitation Marseille, France,1952)에서 구현하였다.

르 꼬르뷔제(1887~1965)는 그가 설계한 고층집합주택

(1947~1952)인 유니떼 다비따시옹에서 공동의 생활공간

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건축적 장치와‘수직적 전

원도시’를 구현하려 하였다. 

18층 높이의 판상형 빌딩 속에 완전한 1개의 커뮤니티

를 구성한 것이다. 337세대, 1,600명을 수용할 수 있으

며 23종류의 단위세대 유형을 제공하여 1인 세대를 위한 

주거에서부터 6~8인 세대를 위한 주거까지 다양하게 계

획하였다.

이 계획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1층의 필로

티, 7-8층의 각종 공용공간을 계획하여 공공시설(식료

품, 소규모 레스토랑, 호텔)을 넣었으며 17-18층에는 유

치원과 보육원, 그리고 옥상정원과 어린이용 풀(pool), 

체육관, 300M 트랙, 일광욕장, 노천극장을 설치함으로

써 거주자들이 공용공간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적극적

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계획했다는 점이다. 그 대신 중복도형식의 복도는 통

로로서의 역할만 한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처럼 대지면적에 제한이 많고 고층화경향이 두드러질 경

우 이러한 공용공간은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부대시설과 주거시설이 

분리되는 부분,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이 분리되는 부분을 필로티로 처리하고 입

주자 전용공간이나 커뮤니티공간을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면 입주자연계를 강화

할 수 있다. 특히, 필로티로 처리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높이산정

에서도 제외(건축법 시행령 119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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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장소 비율(%) 선호 장소 비율(%)
중정(patio, courtyard) 33.27 연못(pond) 6.1

앞뜰(front porch) 20.97 뒤뜰(backyard) 9.93
산책로(walking area) 13.86 전망대(gazebo) 3.91

정원(garden) 11.94

(3) 커뮤니티공간으로써의 외부공간

① 외부정원과 중정(patio)

 노인복지주택의 지상층 외부공간에는 외부정원, 중정, 정자, 벤치, 주차장 

등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는 내/외부인들이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담

소를 나누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노인복지주택은 

담과 게이트로 경계를 구분하는 미국의 gated community처럼 외부공간을 폐쇄적

으로 통제하고 있어 외부인이 어떤 목적이 없이 통행하거나 방문하지 않을 경우

에는 이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안전을 고려하면서 외부공간의 지역

사회 개방을 위한 담과 게이트를 없애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부공간에 대하여 노인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19)을 보면 선호하는 공

간에 대하여 중정(patio)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14. 선호하는 외부공간시설

도시형의 경우, 외부공간에 산책로나 연못 등을 만드는 것은 대지의 제한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조경, 정자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주

차장은 임시주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하에 배치하여 지상층은 정원화하도록 하

며 중정(patio)을 설치할 경우, 중복도형의 경우에는 건물동간 간격을 유지하거

나 편복도형의 경우에는 중정 방향에 복도를 설치하여 주거시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현재 중정형으로 계획된 분당구의 JW시설은‘ㅁ자 

중복도형’으로 계획하고 중정의 폭을 20M로 하였으나 반대쪽 입주자는 대면하

는 창문을 통해 내부가 보이며 특히, 밤에는 더욱 선명하게 내부를 볼 수 있어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느끼고 있다. 중정형의 경우에는 가급적 편복도형을 지향

하고 동간 이격간격을 충분히 두어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향적 성향이 강한 일본의 경우, 동경 도시형의 중정형 사례로는 Lifenix, 

Withus Nezu, Aria Matsubara를 들 수 있는데 Withus Nezu, Aria Matsubara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 김민규, 노인주거단지의 외부공간 디자인 요소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5

권 제10호, 2009.0,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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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2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ㅁ자형 중복도형식의 평면을 가지며 중앙에는 중정(patio)가 있다.
⦁ 2-4층은 각각의 테라스(roof garden)을 갖는다. 
⦁ 아리아 마츠바라에서 중정과 층별 테라스는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누는 중요한 커뮤니
   티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미지 1층 평면도

⦁ 건물은 ㄱ자형으로 배치되고 중정(patio)은 남향에 위치해 있다.
⦁ 중앙에는 Moon-viewing terrace와 대나무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는 감성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 일본식 정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중정이다. 

표 5-15. Withus Nezu의 중정(patio)

  
표 5-16. Aria Matsubara의 중정(patio)

노인들이 중정을 선호한다는 것은 너무 개방적인 공간보다는 어느 정도 시선

이 차단된 공간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정이 없더라도 아늑한 외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중정의 계획에 있어서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

여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첫째, 자연적인 요소 – 수공간(연못, 실개천), 화원, 대나무숲 등

둘째, 전통적인 요소 - 튓마루, 정자, 물레방아, 전통문양의 바닥패턴 등

셋째, 치유적인 요소 - 발지압길, 산책로, 치유음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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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옥상정원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공간은 옥상이다. 도시형에서는 외부공간의 비율이 매우 작고 자연환경과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옥상을 정원화하거나 커뮤니티공간으로 계

획해야 한다. 르 꼬르뷔제의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옥상공간을 옥상정원으로 계

획함으로써 적극적인 커뮤니티공간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로 옥상정원에는 유

치원과 보육원, 그리고 트랙 등이 계획되어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동시에 입주

자들의 만남의 공간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 공간은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체육관, 300M 트랙, 일광욕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웃 주

민들과 만남과 교류를 형성하고 아이들과 접촉한다.

그림 5-12. 유니떼 다비따시옹의 옥상정원
옥상정원에는 노인들을 위한 작은 화원이나 텃밭, 정자나 테라스, 산책로, 게

이트볼장, 노천극장 등으로 계획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시설들도 대부분 

옥상을 평지붕으로 계획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입주자들은 옥상공간에 대하여 어

느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옥상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옥상정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표 5-17. 시설별 옥상정원의 필요성                (단위: %) 

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꼭필요하다 0 0 5 16 14 27 10.3
필요하다 29 18 19 32 68 27 32.2
보통이다 50 64 33 28 18 33 37.7

불필요하다 0 0 14 8 0 0 3.7
잘모르겠다 21 18 29 16 0 13 16.1  

외부공간시설에서 옥상정원이‘필요하다’를 응답한 비율이 42.5%로 가장 높

게 나오고 있는 반면, 불필요하다는 3.7%로 나타나고 있어 옥상정원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NT시설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지상의 

외부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에 비해 옥상정원의 필요성이 

높음을 볼 때 지상층에서 주지 못하는 외부공간을 옥상의 공간을 통해서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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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매우 자주 이용한다 7 0 0 12 0 0 3.2

자주 이용한다 43 6 38 36 59 53 39.2
보통이다 36 41 24 32 41 27 33.5

적게 이용한다 14 35 19 16 0 0 14.0
이용하지 않는다 0 18 19 4 0 20 10.1

으려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옥상정원의 이용도를 알아보았다.

옥상정원의 이용도를 보면‘자주 이용한다’이상의 응답이 가장 많은 42.4%

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표 5-18. 시설별 옥상정원의 이용도20)           (단위: %)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서는 가급적 옥상정원을 텃밭이나 휴식 공간, 게이트

볼장(골프퍼팅장이나 골프연습장은 사용자가 적을 경우 오히려 소수만을 위한 

비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가벼운 산책로 등

으로 활용한다면 입주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커뮤니티공간의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그림 5-13. 커뮤니티공간의 확보방안
2) 합리적인 코어계획의 방향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은 1998년 개원한 서울시니어스 서

울타워21)라 볼 수 있지만 서울타워는 양로시설에 속한다.

서울타워는 양로시설에 속하지만 2000년 이후로 설립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

의 전형이 되었고 현재 많은 노인복지주택들이 표본으로 삼고 도시형 노인복지

20) 매우 자주 이용한다 - 매일1회 이상, 자주 이용한다 - 주 4~5회, 보통이다 - 주3회, 적게 이용

한다 - 주 1~2회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21) 설립주체 : 송도병원, 입주방식 : 입소 보증금(임대)방식, 세대수 : 144세대, 시설종류: 양로

시설, 현재 100세대 이상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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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평 면 도 특 징

1층

- 출입구는 같이 사용한다.
- 엘리베이터 코어는 분리되어 있다.
- 일반입주자를 위한 코어는 입구에 들어서면 인지 할 수
   있다.
- 개호입주자를 위한 코어는 로비를 지나 복도공간을 지
   나면 나타난다.
- 부대시설을 위한 코어가 별도로 있으며 2층까지 운행한
   다. 주거시설로는 운행하지 않는다.

3층

장/단점
⦁ 엘리베이터 코어는 분리되어 있어 거주환경의 독립성
을 확보할 수 있다.
⦁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입주자는 개호입
주자를 봄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 부대시설의 코어가 있어 외부인들이 개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출입구가 동일하여 관리하기는 편하다.

주택을 설립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Aging in Place’에 대한 고려로 개

호시설이 함께 계획되고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부대시설의 개방이 요구됨에 따

라 코어분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립시설-개호시설의 

코어분리, 주거시설-부대시설의 코어분리의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1) 주거환경을 고려한 자립시설–개호시설의 코어분리

일체형은 분동형과는 달리.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이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

어 코어의 계획은 주거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이 독립적으로 서로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

으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코어의 분리계획이라 할 수 있다.

도시형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일체형의 경우 자립시설-개호시

설의 코어분리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출입구가 동일한 경우와 다

른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표 5-19. Sun City Ginza East의 코어분리(1층/3층 평면도)

일체형 중 자립시설-개호시설의 코어분리가 잘 되어 있는 대표사례로 일본의 

Sun City Ginza East를 뽑을 수 있다. 일반거실 275실(16~23평, 14type), 개호

거실 100실(7.4~14.7평 4Type)로 일반거실 입주자를 위한 코어와 개호거실 입주

자를 위한 코어가 분리되어 있다. Sun City Ginza East는 자립시설과 개호시설

의 코어를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1층을 지역에 개방하면서 부대시설의 코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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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리함으로써 주거시설 입주자들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있다. 

(2) 개방을 고려한 주거시설-부대시설의 코어분리

최근까지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인의 출입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의 코어(core)가 분리되지 

않고 사용되었다. 2001년 개설된 삼성 노블카운티도 부대시설이라 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를 별동으로 계획되어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의 동선

을 분리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이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닌 지역사회

와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변함에 따라 공적영역(public space)인 부

대시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 교류와 소통이 커뮤

니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시설의 개방은 노인복지주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과 보안, 노인편의,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

율적인 개방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하며 계획시에도 이러한 상황을 만족시키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시설은 프라이버시가 강한 사적영역(private 

space)인 동시에 방어적 공간(defensive space)이므로 공적영역의 부대시설과 

상반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공간계획의 어려움이 있다. 6개의 사례시설을 비롯

하여 대부분의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의 동선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외부 방문자는 로비를 통과할 때 대면, 혹은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프런트 데스크의 통제를 받게 된다.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의 코어는 분리되지 않

고 사용할 경우, 프런트 데스크는 서비스와 함께 감시자역할도 하고 있어 방문

자 입장에서는 자유스러운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되고 관리되고 통제되는 듯한 인

상을 받게 되어 좀 더 적극적인 출입을 꺼리게 된다. 반대로, 입주자 측면에서

도 지나친 개방은 사생활침해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은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코어(core)분리를 통한 입주

자와 방문자의 동선을 분리해 준다면 부대시설의 개방과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입주자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다. 

개방을 고려한 코어계획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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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시설 계획방향 세부사항 기대
효과

내부 
커뮤니티

연계

주거시설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에 대응하는 주거연계

주거연계 유형의 장단점, 유형결정
요소, CCAC의 설립  

내부
공동체
성강화

주거시설+
부대시설

가족 및 세대연계성 강화를 고려
한 공간계획

가족세대와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방법, 다양한 세대연계 강
화를 위한 시설의 복합화계획

주거시설+
부대시설

커뮤니티공간 확보 및 개방을 고
려한 코어계획

소극적/적극적 커뮤니티공간계획,
시설의 개방에 따른 코어 및 동선
의 분리계획

 그림 5-14. 개방을 고려한 CORE분리의 계획방향
내부 커뮤니티연계와 관련된 계획방향 3가지의 세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0. 주거-부대시설의 내부 커뮤니티연계 계획방향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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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시설 계획방향 비고

외부 
커뮤니티

연계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지역사회개방을 고려한 공간구성 
외부커뮤니티
연계모델제시부대시설+

지역사회시설 지역사회시설의 연계를 고려한 영역별 연계계획
부대시설 시설내 복합문화공간(커뮤니티센터)계획

5.2 외부 커뮤니티연계의 계획방향 : 부대시설–지역사회  
    연계
이 절에서는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과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외부

커뮤니티연계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주거시설은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이 약한 반면, 부대시설은 공적영역으로 개방

을 통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므로 부대시설

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외부 커뮤니티연계는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이루어지

는 연계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써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방을 통한 복합문화공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사회는 노인복지주택의 

부족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상호이득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연

계는 노인복지주택의 좀 더 적극적인 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설개방을 고

려한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제시하려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부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공유공간의 분석을 

통하여 부대시설의 영역별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공간 다이어그램을 제안하고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방향을 의료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스포츠시설

로 나누어 제시하려 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이 지역사회에 부응하

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어떻게 공유되어야 할지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표 5-21. 부대시설-지역사회의 외부 커뮤니티연계 계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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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공성요소 요소별 정의 공간계획요소
공간
이용
측면

접근성 이용자가 특정 환경에 물리적, 시각적 장애물 없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이를 지원하는 환경 특성 입지현황

쾌적성 건축 공간에 의해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욕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족되는 정도

공간규모
만족도

공간
구성
측면

개방성
건축 공간을 이루는 구획의 일부가 생략 또는 시각적 투명성
을 확보함으로써 건축공간의 영역이 확대되는 정도 및 이를 
위한 건축 공간 특성

배치형태
Open Space

연계성
상호간 유사한 기능과 용도를 갖는 두 개 이상의 공간이 나
타내는 물리적, 시각적 연관성의 정도 및 이를 위한 전체적
인 건축 공간 구성 특성

공간구성
동선체계

 5.2.1 부대시설의 지역사회개방을 고려한 공간구성
부대시설의 지역사회개방은 기본적으로 공공성22)이 확보되어야 하며 여기에

는 공간이용측면에서 접근성과 쾌적성이 요구되고 공간구성측면에서는 개방성

과 연계성이 요구된다.23) 

표 5-22. 건축적 공공성 요소

이 절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 지역사회와의 개방과 연계를 고려한 공간구성방

향에 대하여 제안하려 한다.  

3장의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대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은 식당과 근

린생활시설 외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식당과 근린생활시설도 

연구자 연구년도 공공성의 정의

임상진 1997

공간을 매개로 인간의 생활과 의식이 서로 만나고 의사소통하는 관계로 개념적으로는 의사소통

의 관점에서 사회화된 존재, 타자와 관계하는 실존적 의미로서의 인간이 경험하는 ‘관계’이

며, 공간적으로는‘공적영역’과‘사적영역’의 구분을 떠나서 그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

장은영 2002
타자(他)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나와 타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건축과 건축 외적인 것

의 연합 내지는 소통이라는 의미로 폭넓게 이해

최기원 2005 구체적인 건축적공간을 통해 체류성을 획득함으로써 공공의 관계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것.

Rob Krier 2005 ‘모두’에 대한 건축 태도, ‘함께’에 대한 건축 태도, ‘열림’에 대한 건축 태도”

박소영 2008
‘건축적 공공성’이란 ‘공간’을 매개로 인간의 삶과 사회의 조직이 서로 소통하고 의존하는

관계

이효창 2009
건축공간요소를 통하여 ‘공공’의 특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원활한 상호작용

을 가능하게 하고 모두에게 건축공간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특성.

석은정 2010
건축물을 한 집단의 사유물이 아닌 도시 전체의 공유물로 보아서, 건축물 공적공간에 사회구성

원들의 행위를 담고, 사회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질

편영희 2011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형성과 건축공간에서의 다양한 체험과 경험,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생

활문화를 창조해 내는 사회적 단면

22) 건축에서의 공공성은‘공간’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타자와 소통하고 관계하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공공성의 강화는 결국 공공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

다. 특히,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처럼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는 사적영역(주거)과 함께 공적영역

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공공성을 통한 입주자의 노인섬(The elderly island)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작게는 시설, 좀 더 넓게는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23) 이효창외 2인, 복합용도건축물 실내 오픈스페이스의 활용을 위한 건축적‘공공성’디자인 요소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4호, 2009, p3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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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지역사회개방 가능시설
의료시설 클리닉센터, 물리치료실

생활편의시설 로비, 식당, 휴게실, 편의점, 유아놀이방
문화여가시설 다목적실, 도서실, 동호회실(취미교실), 컴퓨터실
스포츠시설 휘트니스센터,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안전관리시설 사무실
외부공간시설 내부정원, 데크/마당, 정자, 옥상정원

적극적이지 못한 데 식당의 경우를 살펴보면, 입주자가족이나 입주상담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근린생활시설도 입주자와의 교류보다는 시설이용

이 목적이 되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방과 연계를 고려한 수평적, 수직적 공간계

획은 노인복지주택의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은 도시형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지상층에 부대시설이 계

획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지하1층은 가급적 피

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이 갖는 토지의 제한

으로 인하여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인의 사용공간으로써 

지하층은 주거환경면에서 지상에 비해 떨어져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적당

하지 않다. 노인은 밀폐된 공간이나 환기가 안 되는 지하공간에 취약하고 자연

광이 없는 공간에서 평온함과 심리적인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획시 세심

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처럼 지하공간을 거의 지하2층까지 사용할 경우에

는 효율적인 공간계획이 더 필요하다. 먼저, 노인복지주택에서 지역사회에 개방

이 가능한 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3. 노인복지주택의 지역사회개방 가능시설

노인복지주택은 복합건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방시 다양한 시설을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 개방시에는 입주자들의 안전과 프라이

버시, 입주자의 시설이용의 불편, 혼잡과 소음, 노인시설 본래의 성격 변질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방시에는 세심한 운영계획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노블카운티처럼 회원제로 운영한다든지, 노블레스 타워처럼 외부인은 주

말만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주3일만 개방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

다. 이러한 방법은 시설운영적 측면의 계획이라면 여기서는 개방시 동선의 효율

과 혼잡, 시설의 접근 등을 고려한 공간구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례시설 6곳의 조닝(zoning)분석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서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영역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등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주택의 각 시설영역의 수평적, 수직적 공간구성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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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층별 층별 층별 층별 층별 층별

의료
시설

클리닉센터 B1F B1F 2F 1F B1F
입원(수술실) 1-2F 3F

간호사실 B2F

생활편의
시설

로비(프런트 데스크) 1F B1F 1F 1F 1F 1F
접객실(커피숍) B1F 1F 1F 1F 1F

게스트룸 B2F
식당(주방) B1F B1F 15F 1F B1F B1F

내부정원(sunken) B2F B2F B2F 2층외부 B2F B1F
사우나(찜질방) B2F B2F B2F B1F B1F B1F
편의점(마켓) 1F B2F B1F 1F 1F 1F

약국 1F 1F
세탁실 B2F B1F

미(이용실) B2F B3F B2F B1F B1F
유아놀이방 1F

근린생활시설 1-2F B2-1F 1F 1F

문화여가
시설

갤러리(아트) B3F
컴퓨터실 B1F B3F B1F B2F B1F

도서실(북카페) B1F B3F B1F B2F
다목적실(영화/음악) B1F B2F B1F 1F B2F B1F

노래방 B1F B3F B1F 1F B2F
동호회(취미)실 B1F B3F B1F B2F B1F

종교실 B2F
비지니스센터 B1F

스포츠
시설

휘트니스센터 B2F B2F B2F B1F B1F B1F
수영장 B2F B2F B1F B1F B1F

골프연습장 B2F 지상3층 B1F B1F
샤워실 B2F
당구장 B3F B1F 1F B2F B1F
탁구장 B1F B2F

안전관리
시설

사무실 2F B1F 1-2F 1F 1F 1F
관리실 2F B2F B2F 1F

방재실(MDF) 1F B1F 1F B1F 1F 1F
직원식당 B1F 15F B1F B1F

직원락커룸 B1F B1F B2F B1F
당직실 2F B1F B2F

외부공간
시설

조경 1F B1F 1F 1F 1F 1F
데크 1F B1F 1F 1-2F 1F
정자 1개소 3개소 1개소 1개소

지상주차장 11대 5대 4대 비상1대 32대 6대
옥상정원 RF RF RF 2F/RF 게이트볼 5F/15F

1) 부대시설의 조닝(zoning) 분석

사례시설의 영역별 조닝24)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4. 부대시설의 조닝(zoning)

24) 부록-5 「사례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공간구성」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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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층별 공간구성
의료시설 대부분 1층 출입구나 로비근처에 위치

생활편의시설 편의시설(마트, 접객실 등)-1층, 식당-지하1층/1층, 사우나 – 지하1층/지하2층
문화여가시설 동호회실, 도서실, 다목적실 등 대부분 - 지하1층/지하2층
스포츠시설 수영장, 휘트니스센터 등 –지하1층/지하2층(사우나실 연계: 물사용)

안전관리시설 사무실 및 관리실 - 1층

의료시설의 경우, CL시설은 지하1층이 진입층이므로 1층으로 볼 수 있으며 GS

시설은 배면에서 진입시 지하1층에 병원이 있어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물론 정

면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지하1층까지 내려가야 한다. GY시설도 1층에는 클리닉

센터는 없지만 1층의 근린생활시설에 의원이 있어 전체 6개시설이 모두 지상층

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식당도 1층이나 지하1층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다. GS시설만이 15층에 위치하고 있는 데 전망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느

낌을 준다. 하지만 주방에서는 원재료를 나르거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소해야 하며 식사 때마다 15층까지 오르는 것을 불편해하

시는 입주자들도 있다. 사우나나 찜질방은 모든 시설이 지하층에 계획하고 있는 

데 수영장과 더불어 물의 사용이 요구되는 시설은 대부분 지하층에 배치하고 있

으며 썬큰(sunken)을 통해 환기와 자연광을 공급받고 있다.    

문화여가시설을 보면, 다목적실, 도서실, 동호회실(취미실) 등 대부분의 교

육과 여가를 위한 실들로 지하층에 배치되고 있다. 

스포츠시설도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층에 배치하고 있는데 스포츠시설은 대부

분의 공간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우나시설과 함께 연계하여 배치하는 것

으로 보인다. 

안전관리시설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시설은 사무실로 입주자나 외부인의 방

문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시설이 1층 출입구 가까이 배치하고 있다.

표 5-25. 부대시설 영역의 층별 공간구성현황

2) 유사영역의 수평적 연계

영역별 조닝(zoning)을 층별로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유

사영역의 수평적 연계다. 시설 영역별로 유사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시설의 경우 클리닉센터-물리치료실-약국을 수평적으로 같은 층에 연계

시키면 클리닉센터 진료 후 물리치료실이나 약국을 가야하는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 노인거주자들이 약을 사기 위해 외부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약국의 경우, 1층에 생활편의시설로 임대를 놓은 것

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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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의료 및 외부공간시설의 수평적 연계
외부공간시설은 1층 외부공간(옥상정원)-휴게공간-파고라를 연계한다.

생활편의시설은 로비-커피숍(Cafe)-휴게실을 연계함으로써 외부의 시설이용

자가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공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식당-휴게실–외부공간

을 연계함으로써 식사 후 휴식을 위한 수평적 연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스포츠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중심으로 수영장-샤워실-사우나실(찜질방)를 연

계하고 당구장-샤워실-탁구장(골프연습장)을 같은 층으로 연계함으로써 연계이

용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그림 5-16. 생활편의 및 스포츠시설의 수평적 연계

문화여가시설에서는 강당-휴게실(sunken)-

취미실, 컴퓨터실-휴게실(sunken)-도서실을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이나 취미 활동시 

휴게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

도록 한다. 

그림 5-17. 문화여가시설의 수평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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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식당의 위치 휴게시설의 위치 비고
GP시설 B1F Open Lounge, Community Room, Book Cafe가 연계된다.
CL시설 B1F(실제1F) 로비와 접객 및 휴게공간이 연계된다. 외부조망
GS시설 15F 식당 좌우 외부공간에 휴게공간이 연계된다. 조망탁월
GH시설 1F 로비와 Multi Area(접객 및 휴게공간)가 연계된다. 외부조망
NT시설 B1F 식당 옆은 휘트니스센터이며 데크는 지상1층에 있다. 
GY시설 B1F 비교적 큰 선큰이 식당 옆에 2곳이 있고 외부로 나갈 수 있다.  

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최상층 29 18 24 32 5 13 20.2
중간층 7 0 24 4 5 13 8.8
1~2층 7 53 43 36 31 33 33.8
지하층 0 0 0 4 0 0 0.6

상관없다 59 29 9 24 59 40 36.6

3) 연계를 고려한 수직적(층별) 공간구성 

사례시설의 조닝(zoning)분석과 입주자들의 선호하는 층을 고려할 때 각 노인

복지주택의 각 영역별 층별 구성은 다음 사항이 고려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의료시설

의료시설(클리닉센터)은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시에 사용이 빈번한 공간

으로 가능한 접근성이 뛰어난 1층에 두는 것이 좋다. 클리닉센터는 1층에 배치

하고 물리치료실이나 약국을 연계하는 동선의 흐름이 되도록 한다. 의료시설 모

두를 연계하기 어려울 경우, 물리치료실은 지하1층이나 지상2층에 배치하고 가

급적 클리닉센터로부터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한다. 

(2) 생활편의시설

생활편의시설에서 이용율이 높은 시설은 식당, 로비, 그리고 휴게실을 들 수 

있다. 특히, 식당은 매일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층에 배치하느냐는 매

우 중요하다.  

표 5-26. 시설별 식당-휴게시설의 연계현황

현재 사례시설의 식당위치 현황을 살펴보면 4곳은 지하1층, 1곳은 1층, 1곳은 

15층에 배치되어 있다. 식당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므로 입주자를 대상으로 식당

의 선호위치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27. 시설별 식당의 위치 선호도                    (단위: %)  

식당의 위치는 상관없다가 가장 높은 반면, 지하층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

음을 볼 수 있으며 GS시설은 최상층에 식당이 위치하고 있는 데 GS시설의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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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43%가 최상층보다는 1~2층의 접근이 쉬운 곳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망보다는 접근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하1층에 

식당이 위치하고 있는 시설의 입주자들은 지하층에 대한 선호도가 전무함을 볼 

수 있다. 즉, 입주자들은 식당의 위치로 지하층을 선호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

는 것이다. 

식당은 cafe나 휴게공간이 연결되어 식사 후 소화를 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 외부연계를 고려해 볼 때, 식당은 외부인들도 많

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로비에서도 근접해 있다면 점심시간대의 일시혼잡

을 피할 수 있으며 동시사용인원이 많은 곳이므로 출입구 앞쪽에 비교적 큰 로

비나 홀 등의 매개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식당과 함께 휴게시설의 위치도 중요한 데 가능하면 식당과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 식사 후에 근접한 곳에 휴게시설이 있을 경우, 잠시 머무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외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편의점이나 근린생활시설, 은행 ATM 등 사용이 빈번한 시설은 로비에 근접시

키고 세탁실, 이(미)용실, 사우나 등은 지하층에 배치해도 무방하다. 사우나의 

경우,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용(水用)시설이라 볼 수 있는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등의 스포츠시설과 연계시킨다.

(3) 문화여가시설

의료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지상층에 위치할 경우, 건폐율 등을 고려해 보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공간은 지상층에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문화여가

공간은 지상2층이나 지하층에 배치하도록 한다. 문화여가시설에서 이용율이 높

은 공간은 다목적실, 도서실, 취미교실, 컴퓨터실 등이며 이 시설은 대부분 교

육적인 목적이 강하거나 취미를 위한 공간이 많음으로 공간의 성격이 비슷한  

실끼리 연계하도록 한다. 다목적실의 경우, 일시에 많은 인원이 출입할 수 있으

므로 가능하면 매개공간(홀)을 충분히 둘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외부와 공유

될 확률이 높은 시설은 코어와의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가 요구된다. 또한, 지하

층에 설치해야 할 경우, 가능하면 선큰(sunken)을 적극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

(자연채광, 환기)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스포츠시설

가장 사용이 많고 연계도 많은 시설은 휘트니스센터이며 대부분이 지하1~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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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순위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스포
츠

시설

수영장 6 28.6 8 32.0 15 42.8 15 35.7 8 26.7 12 31.6 10.7 32.9
휘트니스센터 8 38.1 10 40.0 11 31.4 17 40.5 12 40.0 15 39.5 12.2 38.2

당구장 3 14.3 5 20.0 5 14.3 6 14.3 5 16.7 6 15.8 5.0 15.9
탁구장 1 4.7 0 0 2 5.7 0 0 2 6.6 1 2.6 1.0 3.3

골프연습장 1 4.8 0 0 1 2.9 3 7.1 3 10.0 2 5.2 1.7 5.0
기타 2 9.5 2 8.0 1 2.9 1 2.4 0 0 2 5.3 1.2 4.7

합계 21 100 25 100 35 100 42 100 30 100 38 100 31.8 100

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위치 B2F B2F B1F B1F B1F -

수영장
147.6

(15M1레인
-폭:2.65M)

-
222.4

(15M2레인
-폭:4.6M)

337.5
(15M2레인-
폭:4.0M))

538.7
(25M2레인-
폭:4.2M))

215.3
(18M2레인
-폭:4.0M))

292.3

2층에 계획되고 있으며 수영장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과 연계되고 있다. 사우나

실-휘트니스센터-수영장 등 수용(水用)공간은 함께 연계하면 관리측면과 이용

자 측면에서 동선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이용이 편리할 수 있다. 

선호도에 있어서 탁구보다는 신체적 활동 폭이 적은 당구를 선호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포켓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표 5-28. 시설별 스포츠시설 선호도              (단위: %)

3장의 만족도조사에서 조사된 것처럼 수영장은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5-29. 시설별 스포츠시설의 규모(㎡)

수영장의 경우, 노인들은 체력적으로 25M를 가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15M레

인으로 해도 무방하다. 레인 수는 수영강습 등 최대동시사용인원수25)를 고려했

을 때 2~3레인 정도가 적당하다. 특히, 수영장 출입구에서 수영풀까지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준비동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수영장의 계획시 수영풀을 중심

으로 양쪽 변을 동등하게 이격시키기 보다는 한쪽은 벽쪽에 가깝게 배치하고 출

입구쪽은 넓게 이격시켜 출입시의 혼잡과 준비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5) 안전관리시설 

입주자나 방문자가 주로 접촉하는 시설은 사무실이며 출입구에서 로비와 연계

하거나 2층에 배치하기도 한다. 사무실이 너무 외진 곳에 있으며 외부 방문자들

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way -finding) 위치를 고

려한다.

25) 최대동시사용인원수는 가장 이용율이 높은 시간대에 동시에 최대로 사용하는 때의 인원수로 수

영장의 경우 수영강습을 고려할 경우 보통 30인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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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층별 공간구성
의료시설 1층의 배치하고 물리치료실이나 약국과 연계하면 기능적으로 편리하게 동선을 유도

할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 가장 중요한 식사공간은 1층이나 2층에 위치시키고 cafe나 휴게시설은 출입문 쪽에 

위치하여 외부인의 방문시 불편이 없도록 한다.
문화여가시설 지하1층에 배치하고 sunken과 가능한 많은 실을 연계시켜 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시설 휘트니스센터는 물을 사용하는 동시에 층고가 요구되는 공간이므로 사우나, 수영장

등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안전관리시설 사무실은 1층의 위치하여 입주자나 방문자의 관리 동선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외부공간시설 외부공간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옥상정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벤치나 파고

라 등의 휴게시설과 연계시킨다.

(6) 외부공간시설

외부공간시설은 위치와 규모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옥상정원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쉴 수 있는 벤치나 파고라, 선호하는 수목 등을 계획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30. 부대시설의 연계를 고려한 수직적 공간구성방안

4) 연계를 고려한 수직적(층별)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제안

앞에서 제안한 수평적, 수직적 공간구성을 토대로 세대교류가 가능하도록 복

합화할 경우를 고려하여 분동형과 일체형의 2가지 방법으로 다이어그램을 제안

하고자 한다.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이 수평적으로 분리되는 분동형은 대지의 제

한이 비교적 덜한 경우 가능하며 대지의 제한이 커서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을 수

직적으로 분리해야 할 경우에는 일체형이 유리하다. 

세대연계를 고려하여 1층에는 어린이집(보육시설)을 배치하여 노인과 아이가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립시설 하부에는 젊은 세대나 가족을 입주

시킴으로써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만의 공간이 아닌 세대가 어우러지는 연계공간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닛포리 커뮤

니티 하우스는 성공한 좋은 사례로 유아와 젊은이가 공존하는 공간이 훨씬 생동

감 넘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체형의 경우에는 일반세대를 자립시설-개호시설의 사이나 부대시설-개호시

설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세대의 동선을 고려할 경우 개호시설의 하

부에 놓는 것이 더 무난하다.

도시형에 적합한 유형과 층별 구성을 종합하여 공간구성 다이어그램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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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동형의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제안

 

 그림 5-18. 분동형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제안
(2) 일체형의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제안

          

  그림 5-19. 일체형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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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영역별연계
 노인복지주택의 open community 지향은 상호성을 동반한다. 즉, 부대시설의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교

류하고 소통할 수 있다. 현황에서 본 것처럼 지역사회와의 연계측면에서 의료시

설의 연계는 매우 활발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문화행사나 교육, 이벤트, 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의 연계 이용은 많지 않

았다. 입주자의 다양한 성향과 기호를 만족시키려면 내부시설이나 프로그램 이

외에도 지역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시설의 연계를 통해 노인

복지주택은 고립화를 막고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규모의 효율화도 가져올 수 

있다. 가까운 지역사회시설의 연계는 관리적인 측면이나 입주자의 부담 측면에

서도 장점이 많음으로 적극적인 연계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림 5-20. 지역사회시설연계의 장점

이처럼 노인복지주택은 지역사회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계, 공

유함으로써 다방면에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의 시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영역별로 분석해 보고 연계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지역사회시설과의 공유공간26) 분석

노인복지주택은 근처에 종합병원, 대학교, 노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은 대부

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으로 제외),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종교시설, 공원  

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과 프로그램의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

으며 규모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런 커뮤니티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 대학시설은 모든 시설이 공유 가능하여 가장 연계가능성이 높은 시설이

다. 노인복지주택과 지역사회의 연계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공유공간을 갖는다. 

26) 여기서 공유공간이라는 개념은 사적공간과 공적공간 사이의 매개공간(또는 전이공간)을 의미하

지 않으며 시설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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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노인복
지주택

종합
병원 대학교 스포츠

센터
노인복
지관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지역

공원
의료
시설

클리닉센터(진료실) ● ● ▲ ●
물리치료실 ● ● ▲ ●
종합검진센터 ● ▲

생활
편의
시설

로비(프런트 데스크) ●
접객실(커피숍) ●
게스트룸 ▲
식당(주방) ● ●
휴게실 ● ●
사우나(찜질방) ●
편의점(마켓) ● ●
약국 ▲
세탁실 ●
미(이용실) ●
유아놀이방 ▲
근린생활시설 ●

문화
여가
시설

갤러리(아트) ▲ ●
컴퓨터실 ● ● ● ● ●
도서실(북카페) ● ● ● ● ●
다목적실(대강당) ● ● ● ● ●
노래방 ●
동호회(취미교실) ● ● ● ● ●
종교실 ▲
비지니스센터 ▲

스포
츠
시설

휘트니스센터 ● ● ● ●
수영장 ● ▲ ● ●
골프연습장 ▲ ▲ ●
샤워실 ● ● ●
당구장 ● ●
탁구장 ● ● ●

안전
관리
시설

사무실 ●
직원식당 ▲
직원락커룸 ●
숙직실 ●

외부
공간
시설

조경 ● ● ●
데크/마당 ● ● ●
정자(파고라) ● ● ●
지상주차장 ● ●
옥상정원 ●

표 5-31. 부대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의 공유공간

* ● 설치시설, ▲ 설치시설/ 비설치시설이 공존 

그림 5-21. 노인복지주택의 영역별 지역사회 공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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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방향

(1) 의료시설과의 연계 - 병원연계형 은퇴주거단지(HBRCs)의 활성화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병원과의 의료연계를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노인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으며 규모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연계 방법으로는 

종합병원이 사업주체가 되어「병원+노인복지주택」의 형태로 설립하고 운영하

기도 하는데 이런 유형을 병원연계형 은퇴주거단지(Hospital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HBRCs)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GS시설과 GP시설, 더 헤리티지 

등이 속한다. GS시설은 강서송도병원을 노인복지주택 저층부에 배치한 반면, GP

시설은 바로 옆의 세란병원과 연계함으로써 클리닉센터와 물리치료실은 설치하

지 않았으나 입주자들은 세란병원을 불편없이 이용하고 있다. 분당의 더 헤리티

지는 보바스 기념병원의 법인이 사업주체로 보바스 기념병원이 시설입구의 오른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던 Royal Life Okusawa도 2층에 간호

사실만 있고 클리닉센터는 없지만 3-4층의 연결 복도를 통해 바로 옆의 종합병

원인 대협병원(owaki hospital)과 연결되어 있어 불편없이 사용한다. 병원이 사

업주체가 되어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면 입주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 아

니라 병원경영을 통한 수익으로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병원도 입주자를 고정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어 상호이익(win-win)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 

이처럼 종합병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노인복지주택을 설립하려 할 때, 우리나

라처럼 국가가 노인복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적 차원

의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보조해야 한다. 

대형병원이 사업주체는 아니지만 단지 주변의 종합병원과 연계하는 사례

도 증가하고 있는 데 건국대 자산관리법인인 건국AMC가 설립한 서울‘더 클

래식500’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더 클래식500’은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병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건대병원 의료센터와 연계되어 의료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 용인 동백에 착공 예정인‘로드랜드MC(가칭)’노인복지주

택도 역시 동백연세세브란스병원(가칭)이 함께 들어설 계획이다. 

종합병원이 내부에 있지 않고 근접해 있을 경우, 연계하더라도 무조건 의료시

설(클리닉센터)을 없애기 보다는 의료시설의 규모비율을 줄이거나 노인전문병

원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리치료실의 경우에는 입주자 중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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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 때문에 오히려 클리닉센터를 줄이면서 물리치료실은 늘리는 계획도 신중하

게 고려해야 한다. 

그림 5-22.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병원연계시 계획방향

(2) 교육시설과의 연계 - 대학연계형 은퇴주거단지(UBRCs)의 활성화

앞의 영역별 공유시설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은 다양한 공유시설을 갖추고 

있어 노인복지주택이 연계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림 5-23. 노인복지주택의 대학연계시 공유시설
또한 젊은 세대와의 시설공유를 통하여 노인들은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세대차

를 극복할 수 있으며 삶의 기쁨과 자존감, 대처능력 등이 높아진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는 전 세대와는 달리 교육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강하

며 전문대 이상의 대학을 나온 비율이 27.7%에 그치고 있어 대학에 대한 동경도 

크다. 노인복지주택과 대학은 연계를 통하여 상호보완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대학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노인복지주택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학력인구의 감소와 낮아지는 대학진학률은 대학입학자의 감소로 이어

져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상되고 있다. 

2015년경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학령인구는 2021년에는 47만1000명까지 감소

하여 현재의 대학입학정원인 63만5000명의 7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비율도 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이므로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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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대학진학률

시설 2012년 2017년 2020년 2021년
학력인구수 689,000 598,000 508,000 471,000

대학입학정원 635,000 635,000 635,000 635,000
비율(%) 108.5 94.2 80.0 74.2

로 대학입학정원을 채워야하는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진학률과 고

교졸업생수의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정원의 감소는 대학

재정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노인복지주택을 대학 내에 설립한다면 수익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대학이미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UN의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노인의 인구

는 33%까지 증가하는 반면, 아이들의 인구는 1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대학들은 새로운 대안모색을 하지 않는다면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

황에 직면할 수 있다.

표 5-32. 대학입학정원의 감소추이

따라서 대학이 가진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노인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새로운 수익모델로 삼고 남아도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입학정원부족으로 인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익만을 우선시하는 접근은 실패할 확률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선적으로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하고 봉사한다는 접근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2009년 4월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도 부지 총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쇼핑몰과 같은 판매시설, 실버타운·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문화·복지 시설 

등 민간자본유치가 가능해져 캠퍼스를 활용한 노인복지주택의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대학연계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고려

해야할 기준과 유형개발의 결정조건 등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학연계형의 5가지 기준모델

조지 메이슨 대학의 Andrew Carle은 대학연계형 은퇴주거단지이라는 새롭고 

독특한 유형에 성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5가지 기준모델(The five-criteria 

models)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UBRCs의 디자인과 운영을 포함한다.27) 

27) Andrew Carle, MHSA, assistant professor at George Maison University in Fairfax, 

Virgini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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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criteria) 내용
접근성(Proximity)
( being near the 

university)
극장, 스포츠센터, 교실같은 캠퍼스의 중심시설로부터 1마일 이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은퇴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입주자,대학생,교직원
을 통합하는 문서화된 
프로그램
(having a formal
 agreement about
 programming)

입주자의 수강자격, 이벤트 참석, 특별한 캠퍼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
과 학생인턴쉽, 유료 혹은 자원봉사 참여기회, 노인주택의 환경과 관련된 연구 
등의 내용에 대한 동의가 문서화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입주자에게만 맞춰지는 
것에 반대하고 대학도 커뮤니티로부터 혜택을 얻는 쌍방의 프로그램 구성은 
UBRCs의 문서적인 세대통합을 만드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방법적으로는 대
학과 커뮤니티 대표자로 구성된 독립된 교육부서 같은 조절기구를 설립하는 것
이다. 상호관리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모니터하고 조정한다. 

건강상태에 따른  연속 
서비스(CCRC)제공
(offering everything
 from active living
 through dementia
 services

어떤 대학은 자립자만을 대상으로 설립하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어 개호가 요구
되면 캠퍼스를 떠나야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연속적인 케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박애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구에게 중요한 요소이며 입주자를 떠나보내는 
시설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대학과 커뮤니티사이의 
문서화된 재정적 관계
(sharing the financial 
stake in the community)

Stanford대학과 연계된 Classic Residence by Hyatt처럼 직접 땅을 임대하고 
재정적 도움과 노인주택전문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과 
커뮤니티가 공동 출자를 통해 재정적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대학이 소유권이 
있건 없건, 커뮤니티가 “캠퍼스의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커뮤니티입주자의 최
소10%는 대학관계자 
(having at least 10%
of residents associated 
with the university) 

입주자의 10%를 대학과 연관된 자로 구성하는 것은 도시 캠퍼스에서는 도전적
일 수 있다.(지방의 캠퍼스에서 이러한 연관성은 주요 판매 특성이고 50%이상
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토종”입주자(대학동문, 은퇴교직원이나 가족
과 관계된 자)는 커뮤니티에 시설제공자의 느낌과 문화를 불어넣는데 있어 중
요하다. 

그림 5-25. UBRCs 개발유형 결정조건 

표 5-33. 대학연계형 은퇴주거단지(UBRCs)의 5가지 기준모델

② 대학연계형 은퇴주거단지(UBRCs) 개발유형의 결정조건

대학연계형 은퇴주거단지는 크게 2가지의 조건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3가지 

개발유형이 결정될 수 있다. 첫째는 대학의 참여수준(Level of university 

involvement)이고 둘째는 케어제공수준

(Level of care provided)이다.28) 

㉠ 대학의 참여수준

(Level of university involvement)

대학의 낮은 참여는 캠퍼스 내외부의 대

지를 개발업자나 은퇴주거단지 운영자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

학의 명성을 기반으로 한 Classis 

Residence by Hyatt at Stanford University

를 들 수 있다.

28) Andrew Harrison and Tien-Chien Tsao, Enlarging the Academic Community, Planning for 

higher education(journal), January-Marc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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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높은 참여는 대학의 교육적, 사회적 영역 속에 커뮤니티를 통합하는 것

이다. 커뮤니티는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 입주자들은 학

생들의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으며 강사로 봉사하거나 학생들의 멘토가 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Lasell Village at Lasell College를 들 수 있다.

㉡ 케어제공수준(Level of care provided) 

낮은 수준의 케어는 자립시설(independent living)에서 가능하며 입주자는 

비교적 건강하고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원이 요구되지 않는다. 만약 의학적

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부에 의료센터를 두거나 외부의 시설을 이용한다. 

대표적인 예로 University Commons가 여기에 속한다. 

높은 수준의 케어는 생활보조시설(assisted living)로 묘사할 수 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치매나 호스피스 케어까지 

포함한다. 대표적인 예로 The Village at Penn State 를 들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26. 노인복지주택의 대학연계시 계획방향
 

(3) 종교시설과의 연계 - 종교연계형 은퇴주거단지(RBRCs)의 활성화

종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써 가장 활발한 설립을 보이고 있는데 수동시니어

타운(성복교회), 경북 월명 성모의 집(바오로복지재단), 부산 낙성대 실버타운

(창대교회), 용산의 하이원빌리지(원불교재단) 등이 설립되었다. 기독교, 천주

교, 원불교 등 종교는 다르지만 종교시설이라는 신앙적 토대위에 신도들을 중심

으로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종교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종교시

설+노인복지주택」의 형태로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이런 유형을 종교연계형 은

퇴주거단지(religion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RBRCs)라 한다. 종교연계

형 은퇴주거단지(RBRCs)는 같은 신앙심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반적인 노인복지

주택의 입주자들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더 종교에 대한 의지가 커지므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종교가 중요한 이유를 연구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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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대에서 60세 이상 노인 54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질병의 부담이 적고 낮은 우울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리-콜

롬비아대의 연구에서도 종교는 정신적인 뇌질환, 척추질환, 뇌졸중, 관절염 같

은 만성질병에 잘 대처하는 구조(mechanism)임이 발견됐다.

내과의사들 중 76%는 종교나 영성이 환자의 질병에 대한 대처에 도움이 된다

고 믿으며 긍정적인 마음상태가 유지되도록 돕는다고 믿는다. 특히 의사 중 55%

는 종교적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감정적, 실질적 지원이 제공된다고 믿는다.(a 

University of Chicago survey of 2,000 U.S. physicians.) 플로리다대의 연구

에서도 신앙심이나 영성은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이나 상실에 대한 의미를 제공

하기 때문에 죽음을 잘 대처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도 식사생활과 취미생활을 활발히 하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노인일

수록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종교는 노인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종교시설이 노인복지주택을 설립했을 때 같은 종교로 인한 동질감

으로 높은 커뮤니티 유대감을 형성하며 호응도가 높고 입주율도 높다. 

종교법인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내사례로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동시니어타운을 들 수 있다. 수동시니어타운의 운영주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

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복교회가 협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

문에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성복교회로 볼 수 있다. 성복교회는 1993년에 개원한 

수동기도원을 모체로 일생을 목회 일선에서 헌신하다가 은퇴한 성직자와 성도들

의 영육의 안식, 건강, 그리고 복지까지 위탁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지하2층-

지상10층), 수동요양병원(지하1층-지상4층), 복지회관(지하1층-지상2층)을 단

지 내에 설립하였다. 이러한 복합시설은 신자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황

혼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을 느끼는 비신자들에게도 개방함으

로써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플로리다 은퇴자센터(Orlando Retirement Center, 

ORC)를 언급할 수 있는 데 ORC는 올랜드 중앙교회와 1965년 은퇴자를 위한 비영

리단체로 설립된 올랜드 센트럴 타워스사(Orlando Central Towers, OCT)에 의해 

설립된 대규모 은퇴주거단지로 플로리다 해변에서 45분 거리의 5만평 대지에 독

립생활 가능자(200가구), 보살핌이 필요한 자(32가구)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저렴한 월세의 주택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누리며 생활하고 

29) 신명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용의사 결정요인, 계명대학교 대학원 공중보건학과 박사논

문, 2009. 02,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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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시설을 건축하고 관리하는 OCT는 올랜드 중앙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데 교회가 지역봉사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주정부로부터 비영리

단체로 지정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종교연계형은 단순히 신앙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의 은퇴자나 

노인들에게도 열려있어 지역에도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므로 종교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이 노인복지주택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세금 감면혜택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5-27. 노인복지주택의 종교시설연계시 계획방향

(4) 문화/스포츠시설과의 연계 – 비영리시설(NPFs)과의 연계활성화

앞에서 제시한 지역사회공유시설인 스포츠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지역공원 등은 대부분 비영리시설에 속한다. 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영

리시설도 있지만 이들 시설들은 운영을 통한 수익보다는 지역사회나 주민들의 

문화여가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공유할 수 있는 시설도 많으므로 적극적

인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진행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한

계가 있으며 입주자들의 관심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운영하는 문화이

벤트나 프로그램의 연계는 입주자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증가시킬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의 고립화(노인섬)도 막을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는 외부공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계획시 지역의 

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걸어

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이 있다면 지역사회 주민들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28. 노인복지주택의 비영리시설연계시 계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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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베이비부머세대의 현황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29.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
5.2.3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로서의 커뮤니티센터
노인세대의 변화된 의식과 사회참여, 배움에 대한 욕구, 노년의 다양하고 복

합적인 여가활동, 베이비부머들의 신노인세대로의 진입 등으로 도시형 노인복

지주택은 변화하는 트렌드를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들은 전

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게 되고 인원수로는 712만 명에 이를 전망이어서 이들

이 은퇴를 시작하여 노인세대에 합류하게 되면 더욱 다양한 변화와 요구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세대는 대

부분이 도시화로 인해 80%이상이 도시

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상 학

력자도 70% 이상이어서 기존 세대와 다

른 특성을 보인다. 서경석(한국노인종

합복지관협회장)은 베이비부머세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현재의 노인에 비해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성향

• 높은 교육수준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행위자로 역할

• 긴 노년기와 건강수명의 증대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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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년기 라이프스타일의 연장선에서 고급스러운 취향의 영위

• 개인주의적 성향과 자녀수, 동거율의 감소로 일상생활 서비스 구매력과 

  필요성 증대

Laslett이 정의한“third age”30)에 속하는 이들은 온화한 날씨, 안락한 주

변 환경, 최고급 음식, 훌륭한 건강 보조 이상의 무엇을 기대한다. 즉, 자아 성

취, 계속적인 일을 통한 사회적 역할, 사회 기여나 봉사 등 사회적 욕구가 강하

다. 이러한 특성들을 수용하고 지역사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포함하는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 또

한 복합문화공간은 노인복지주택이 도심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교류와 소통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서 제안하는 커뮤니티센터는 입주자와 지역노

인들과 주민들이 주 대상이 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는 유사기능의 노

인복지관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노인복지주택 내부로만 한정하도록 한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노인들의 의식변화를 교육-일-여가라는 생의 

주기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노인복지주택 내 복합문화공간의 계획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생의 주기(교육-일-여가)에 대한 변화

전통적으로 교육-일-여가(learning-work-leisure)은 생의 주기(life cycle)

에서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 높은 사회적 기대나 의미있는 역할(교육과 일)은 

젊은이들과 장년의 몫이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노인들은 낮은 기대치와 역할 

부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인생주기도 교육(20년)-일(30년)-여가(20

년)의 70년이었던 것이 베이비부머세대에 와서는 30-30(40)-30년의 90~100세의 

인생주기로 20~30년이 길어져 더 이상 은퇴 후 여가만을 즐기며 남은 생애를 보

내겠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있으며 교육(자아 성취)과 일(재취업), 그리고 여가

의 균등한 삶을 통하여 노후를 보다 가치있고 의미있게 만들려는 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노인실태조사’를 비교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

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08년의 ‘노인실태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교

육, 일, 그리고 여가에 대한 실태를 1998년도의 조사내용과 비교해 보면 변화하

고 있는 노인들의 의식을 알 수 있다.

30) 제3의 인생(Third age)은 은퇴 이후의 시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나 무능력이 오기 전까지의 

시기를 나타내는 삶의 무대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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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교육
희망

건강
관리

여가
취미

일반
교양

정보
교육

사회
참여

대인
관계 취업 노후

경제 기타
65-74 26.9 40.5 31.4 7.9 9.5 3.7 3.2 2.0 1.5 0.6
75-84 14.4 47.3 33.7 5.2 5.1 2.6 4.3 1.3 0.1 0.7
85이상 6.6 43.7 44.9 3.1 1.7 5.3 1.3 0 0 0

연령 아니오 예 계
65-74 58.5 41.5 100
75-84 81.0 19.0 100
85이상 91.6 8.4 100

연령 생계비마련 용돈필요 건강유지 사람들과교제 시간보내기 기타
65-74 46.1 23.2 16.1 4.2 8.8 1.8
75-84 40.4 21.9 18.1 2.8 13.9 3.0
85이상 39.7 19.5 24.1 5.2 9.6 1.9

(1)교육(learning)

노인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에는 65∼74

세노인 중 16.5%가 평생교육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지만 2008년엔 26.9%가 희망한

다고 응답하고 있다. 75세 이상에서 평생교육을 희망한다는 비율도 8.2%에서 

21%로 늘어나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가장 희망하는 교육으로는 건강관리

와 여가취미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어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취미의 관심

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4. 노인실태조사-향후 평생교육 참여희망 및 희망교육내용 (2008년)

특히, 입주하는 노인들은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하며 계속 교육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다. 

(2)일(work)

노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에 대한 의향에 대하여 젊은 고령자

(65-74세)일수록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생계비마련과 용돈필요를 가장 많이 

선택했는데 자녀세대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하는 현

재 노인들의 변화된 생각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표 5-35. 노인실태조사-현재 미취업자의 향후 일할 의지 (2008년)

       표 5-36. 노인실태조사-현재 미취업자의 향후 일하고 싶은 이유 (2008년)

 예비노인층(50대)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31)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

후에 할 일이 있어야 한다(94.5%), 노후에 일할 기회를 찾겠다(78.1%), 노후에 

31) 조미영, 중년층의 노후의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한국교원대 대학

원, 가정교육과, 석사논문, 2006.02,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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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단체활동
참여율 친목단체 종교단체 문화활동

단체
스포츠레
저단체

시민사회
단체

이익정치
단체 봉사단체 학습단체

65-74 78.0 59.8 45.5 0.9 3.8 1.8 0.4 3.2 6.1
75-84 69.6 46.0 43.6 0.5 0.9 1.5 0.3 1.4 6.9
85이상 53.6 32.2 34.7 0.5 0.4 0.4 0 0.2 2.6

할 일을 준비해 고려한다(49.2%)로 나타나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의 일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3)여가(leisure)

외부 단체 활동을 하는 노인도 크게 늘어나 친목단체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

한 65∼74세 노인은 34.2%에서 59.8%로 증가했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4.3%

에서 39.1%로 3배가 넘게 늘었다.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65∼74세 노인도 0.7%

에서 3.2%로 4배가 넘게 급증하였다. 이것은 이전 세대의 노인들보다 현재 노인

들이 훨씬 왕성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베이비부머 세

대는 더욱 그 수치가 급등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37. 노인실태조사-단체활동 참여율 및 참여한 단체활동 (2008년)

위의 실태조사는 노인의 변화된 의식을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더 이상 

교육이나 일에서 벗어나 여가만으로 노인세대의 욕구를 채울 수 없으므로 교육

과 일, 그리고 여가가 함께 균형있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육, 일, 여가의 활동을 복합문화공간이 제공한다면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인세대에도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31. 교육-일-여가 측면에서 본 노인복합문화공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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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접객실 - 90.4 - 16.8 244.7 34.6 96.6

로비(프런트) 156.6 112.5 128.6 190 73.5 160.7 137
커피숍 - - - 204.2 - 94.6 -

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식당(주방포함) 512.7 436.5 440.2 402 848.2 1,203.9 640.6
식당(주방제외) 352.1 302.0 329.1 259.8 655.5 806.5 450.8

2) 노인복지주택의 복합문화공간 계획방향

앞에서는 노인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복합문화

공간이 교육-일-여가 측면에서 균형있게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지역사회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작게는 경로당이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어떻게 복합문화공간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하려 한다. 

 

(1) 독립적인 커뮤니티센터의 확보

노인복지주택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한다면 지역사회의 커

뮤니티를 활성화하는데 중심 역할자가 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내 문화여가시

설은 커뮤니티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폐쇄

적인 운영과 함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새로 계획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커뮤니티센터의 설치를 고려해야 하며 기존의 시

설들은 다음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로비의 접객실과 커피숍, 

식당, 근린생활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이 좀 더 개

방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삶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용 중인 접객실과 커피숍(북카페)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 5-38. 접객실과 커피숍의 규모 (㎡)

접객실과 커피숍, 거기에 로비의 일부분까지 포함한다면 평균 200㎡이상의 공

간을 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출입구와 바로 접하고 있어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 현재 단순히 만남의 장소로만 이용되고 있는 공간에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식당의 가변적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

  표 5-39. 식당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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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근린생활시설 - - 158.5 1,586.2 557.2 952.5 813.6

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식당이용자수 72명 80명 150명 153명 250명 350명 175.8명
식당필요면적 108.0 120.0 225.0 229.5 375.0 525.0 263.7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식당이 차지하는 면적은 매우 큰 편이지만 11:30~1:00까

지의 시간에만 가장 많은 이용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는 특별한 이벤트 외에

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식당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간에의 최대동

시사용자수32)를 기준으로 필요한 식당의 규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을 이용하시는 입주자는 80%정도이며 계획

각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당(레스토랑)의 1인당 제시면적의 최대값인 1.5㎡를 

적용하면 식당의 최대이용자수와 필요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표 5-40. 최대동시사용시 식당의 규모 (㎡)

주방을 제외한 식당의 면적은 평균 450.8㎡인데 반해 최대동시사용자수를 적

용할 경우 263.7㎡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수치를 얻을 수 있다. 즉, 187.1㎡

(450.8㎡-263.7㎡)를 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근린생활시설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역사회와 바로 접하고 있어 커뮤니티센터로 이용시 접근성

이 높아 이용율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임대수익측면에서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

지만 시설의 홍보효과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장점도 있으

며 이터테인먼트로 활용한다면 임대를 통한 수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5-41. 근린생활시설의 규모 (㎡)

(2) 이터테인먼트(Eatertainment)의 적극적인 활용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먹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More Than a Cafe나 일본의 유우지

적이 성공하고 있는 큰 원인중의 하나는 가격대비 질 좋은 아침, 점심을 제

공하는데 있다.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저렴한 가격의 식사와 음료,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황에서 

언급했던 실버카페는 아직까지는 커피나 음료, 다과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식사와 여가활동(오락)의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32) 최대동시사용자수는 사용빈도 중 최고 밀도시의 인원수, 즉, 가장 이용율이 높은 시간대에 동

시에 최대로 사용하는 인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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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테인먼트의 또 다른 장점은 노인고용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들도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을 해야 하는 현

실에서 이러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한 예로, 비록 많은 급여는 아닐지라도 바리스타전문교육을 받고 일하고 

계신 노인 분들은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자부심,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나타

내고 있다. 앞에서 식당의 활용을 제시했는데 식당의 경우, 싸고 질 좋은 식

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식당의 

규모가 작다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입주자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시간

은 센터이용자도 이용하도록 가변적으로 운영한다면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림 5-32. 이터테인먼트(Eatertainment)로서의 More Than a Cafe

(3) 직업교육 및 재취업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의 극대화  

한 보고서33)는 베이비부머들의 사회적 특징을 5가지로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

로 다음을 말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대부분은 은퇴 후에도 일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으며, 전체의 63.9%가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기존의 복합문화공간이 여가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여가와 함께 교육과 일에 대

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통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앞의 베이비부머들의 의식변화에서 본 것처

럼 일을 통해 생계비를 벌고 용돈을 벌고 싶다는 설문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흔히 끼인 세대로 칭하는데 부모공양과 자식교육의 사이에

33) 정경희, 2012년 베이비부머보고서, 한국사회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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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시설 계획방향 세부사항 기대
효과

외부 
커뮤니티

연계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지역사회개방을 
고려한 공간구성 

외부개방과 연계를 고려한 효율적인 
수평적, 수직적(층별) 공간구성 외부

지역사
회연계
강화

부대시설+
지역사회시설

지역사회시설의 연계를 고
려한 영역별 연계계획

지역사회시설의 공유공간의 분석, 부
대시설의 영역별연계 방향제시

부대시설 복합문화공간계획 복합문화공간의 구심점으로써의 커뮤
니티센터설치의 필요성

서 노후에 대한 준비는 그림의 떡이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월평균 가계소

득이 약 386만원으로 전체 가계소득의 1.12배에 달하지만, 자녀교육에 연소득 

20%를 쏟아 붓고 있으며 매월 은퇴를 위해 불입하는 자금은 월평균 17만원에 불

과해 은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34)

결국 노후에도 계속적인 일을 해야 하며 복합문화공간은 이러한 필요를 만족

시키는 교육공간과 구인구직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가 요구된다.

 

  그림 5-33.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센터 설치 제안

외부 커뮤니티연계와 관련된 계획방향 3가지의 세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42. 부대시설-지역사회의 외부 커뮤니티연계 계획방향의 세부사항

  

34) 서울대 고령화연구소,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한국 베이비부머 연구」심포지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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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내/외부 커뮤니티연계의 통합계획모델
 5.3.1 내부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도시형 계획모델
내부 커뮤니티연계는 입주자-입주자, 입주자-시설이용자 사이에서 형성되며 

주로 주거시설과 부대시설 모두에서 이루어진다. 내부 커뮤니티연계를 강화하

는 요소로 대표사례의 현황을 통하여 3가지를 추출하였다. 첫째, 거주의 지속성

(Aging in Place), 둘째, 가족 및 세대연계성, 셋째, 커뮤니티공간 및 개방을 

고려한 코어계획을 들 수 있다. 먼저,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은 주거시

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노인에게 있어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고립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

문이다. 거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자립시설 외에 개호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여

기에는 분동형(수평분리형; 개호시설분리형, 개호시설연결형), 일체형(수직분

리형; 상부 개호시설형, 하부 개호시설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주거의 연계

유형을 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립-개호시설의 비율, 대지조건(대지면적, 

용도지역, 대지지형), 입주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는 대지의 제한으로 일체형이 가장 선호된다. 거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호시설이 일정비율 의무화되어야 하며 특히, 인증기관

(Accreditation Commission)의 설립을 통한 노인복지주택의 평가 및 관리시스

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주거시설에서 가족 및 세대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의 설치가 

요구된다. 가족연계를 활성화하려면 소극적으로는 가족실(family room), 방문

자실(guest room)을 설치하여 일시적인 방문시 머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숙박

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한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으로는 특정 층을 가족 상주공간으로 계획하여 근접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서 가족의 동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보다는 

세대가 공존하는 것이 훨씬 활기찬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3세대 

주택을 통해 함께 거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세대 간 현관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대연계는 노인세대-유아세대(아동세대), 노인세대-젊은세대를 이어주는 연

계로 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 여기에는 4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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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첫째, 일반 주거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한 다양한 일반세대와의 연

계, 둘째,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한 아동세대와의 연

계, 셋째, 클리닉, 한의원 등 의료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한 지역세대와의 연계,

넷째, 문화여가시설, 스포츠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한 지역세대와의 연계를 고려

해야 한다. 

주거시설이나 부대시설에서 커뮤니티공간의 계획은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세대 간의 단절, 이웃 주민과의 단절을 언

급하는 데 이것은 엘리베이터 홀, 복도 등이 단순한 수평, 수직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공용면적은 다소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런 공

간에 커뮤니티공간을 설치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입주

자 전용 커뮤니티공간의 설치를 통하여 입주자간의 모임을 유도하고 함께 대화

하고 나누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입주자 전용 커뮤니티공간은 자립시설과 개

호시설의 사이나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의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대시설에서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입주자나 시설이용자가 

선호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하며 외부에서 출입하는 시설이용자가 불

편함이나 감시받는 느낌없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코어의 분리가 중요하다. 기존의 노인복지주택은 입주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설립되어 코어의 분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한 대

지가 넓은 도시근교나 전원휴양지에 분동형으로 설립되어 큰 문제가 없었다. 하

지만, 지역사회에 개방적인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거

시설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부대시설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코어분리가 요구되

며 코어분리를 통한 동선분리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의 

코어분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립시설 노인의 주거환경에 개호시설의 

노인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출입구도 분리함으로써 

서로의 영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의 코어분리

도 주거시설 입주자의 프라이버시나 안전을 고려한다면 따로 계획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위에서 제안한 계획요소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입주자가 

계획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된 시설

이 계획되면 더욱 애착을 느끼고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내부 커뮤니티연계는 

강화되고 공동체성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내부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계획모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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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내부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도시형 계획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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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외부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도시형모델
외부 커뮤니티연계는 노인복지주택-지역사회 사이에서 형성되며 노인복지주

택에서는 부대시설에서 이루어진다. 국내 대표사례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외

부 커뮤니티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로 3가지를 추출하였다. 첫째, 부대시설

의 지역사회개방을 고려한 공간구성, 둘째,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영

역별 연계, 셋째,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센터계획을 들 수 있

다. 먼저, 부대시설의 지역사회개방을 고려한 공간구성은 기본적으로 공공성

(접근성, 쾌적성, 개방성, 연계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좀 더 적극적인 개방과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하려면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동선의 

원활한 공간구성이 중요하다. 노인복지주택의 공간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

표 사례시설의 조닝(zoning)을 분석하고 서로 관련있는 시설의 영역을 분석하였

다. 여기에 선호위치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부대시설영역별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공간구성을 제시하였다. 

수평적 공간구성에서 의료시설은 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실-클리닉

센터-약국이, 생활편의시설에서는 휴게실을 중심으로 커피숍-휴게실-로비, 식

당-휴게실-외부공간이, 문화여가시설도 휴게실을 중심으로 다목적실-휴게실-취

미실, 도서실-휴게실-컴퓨터실이, 스포츠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중심으로 수영장

-샤워실-사우나실, 당구장-샤워실-탁구장이, 외부공간시설에서는 옥상정원-휴

게공간-파고라가 수평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직적 공간구성에서는 시설영역별로 층별 조닝을 사례와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안하였다. 시설영역별 위치는 다음과 같다. 의료시설은 1층에 배치한다. 생활

편의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식당은 1층이나 2층에 배치한다.(가능한 지하는 피하

도록 한다) 문화여가시설과 스포츠시설은 지하층에 배치하되 선큰(sunken)을 

통해 자연광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전관리시설에서 사무실은 1층에 

배치하도록 한다. 외부공간시설에서 옥상은 평지붕으로 처리하여 도시형의 부

족한 외부정원을 옥상정원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층별 조닝을 토대로 

분동형과 일체형의 공간구성 다이어그램을 제안하였다. 

둘째로,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영역별연계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 

지역사회의 시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사

회시설과의 공유공간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영역별로 지역사회 공유시설과

의 연계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병원연계형(HBRCs), 대학연계형(UBRCs), 종교시

설연계형(RBRCs), 비영리시설(NPFs)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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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이러한 공유시설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보다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도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할 수 있다.  

셋째로, 현대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가활동, 평생교육과 재취업, 베이비

부머들의 신노인세대로의 진입, 노인세대의 변화된 의식과 사회참여 등 변화하

는 트렌드를 수용하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주택도 복합문화공간

이라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은 지역사회와 보다 활발한 교

류와 소통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의 노인섬(the 

elderly island)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미 노인복지

시설의 초기단계를 지난 미국과 일본도 시설의 폐쇄(gated community)에 대한 

자각을 하고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open community를 지향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 내에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한다면 지역사회 속에서 복합문화공

간으로서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31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용혜택을 먼 거리의 노인들은 받기가 어렵자 최근에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개설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에 복합문

화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센터가 계획된다면 주변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노인들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복합문화공간의 계획방향에 앞서 노인세대,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의 생의 주

기(교육-일-여가)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과거에는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에 프로그램이 맞춰졌다면 현재는 교육과 일에 대한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

다. 복합문화공간의 계획방향을 시설내 커뮤니티센터의 설치와 함께 이터테인

먼트(eatertainment)와 직업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

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노인복지주택의 설립시는 커뮤니티공간을 계획하도록 

고려하며 기존의 시설들은 접객실과 카페, 식당, 근린생활시설의 공간을 잘 활

용한다면 소규모 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터테인먼트

의 활성화를 통해 식사제공을 고려해야 하며 노인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교육과 재취업을 통해 은퇴 후에도 생계비와 용돈을 벌고 사회에 참

여하고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커뮤니티센터는 

이와 관련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노인복지주택 더 이상 폐쇄적이고 안전만을 고려한 시설을 지양하고 보다 적

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외부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계획모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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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외부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도시형 계획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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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내/외부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도시형 통합계획모델
커뮤니티연계는 크게 내부 커뮤니티연계와 외부커뮤니티연계로 나눌 수 있으

며 내부커뮤니티연계는 도시형 노인복지주택 내부에서 형성되는 연계로 주거시

설과 부대시설이 대상이 된다. 외부 커뮤니티연계는 노인복지주택과 지역사회

사이의 연계로 시설적 측면에서 보면, 노인복지주택에서는 부대시설에서, 지역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시설에서 이루어진다. 

내부 커뮤니티연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이며 가족 및 세대 간의 연계성이나 커뮤니티공간과 개방을 고려한 코어

계획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내부커뮤니티연계 계획시 입주자

가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외부 커

뮤니티연계 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는 개방을 고려한 공간구성, 지역사회시설과

의 영역별연계, 그리고 시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센터의 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부 커뮤니티연계를 통하여 입주자들은 교류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

하고 외부 커뮤니티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내부 커

뮤니티연계와 외부 커뮤니티연계는 각각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

설이라는 공통 인자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그림 5-36. 내/외부 커뮤니티연계의 상호관계
노인복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복지

주택도 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던 시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노인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복지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며 국가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커뮤니티연계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이 지역사회와 공

존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접근자세가 요구된다.

내/외부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도시형 통합계획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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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내/외부 커뮤니티연계를 고려한 도시형 통합계획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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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결
5장에서는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를 내부커뮤니티와 외부커뮤

니티로 구분하고 커뮤니티연계 활성화를 위한 계획방향을 3가지씩 제시하였다.

먼저 내부커뮤니티연계의 계획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에 대응하는 주거공간계획이 우선적으

로 요구되어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의 연계유형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

였다. 분동형(수평분리형; 개호시설분리형, 개호시설연결형)은 전원‧휴양지형

이나 도시근교형에 적합하며, 일체형(수직분리형; 상부 개호시설형, 하부 개호

시설형)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도시근교형이나 전형적인 도시형에 적합하다. 하

지만 이러한 유형은 기본적으로 자립-개호시설의 비율, 대지조건(대지면적, 용

도지역, 대지지형), 입주자의 특성 등의 고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에도 미국의 CCAC(the continuing care accreditation commission)과 같은 인증 및 

평가기관의 설치를 통하여 거주의 지속성이 이루어지고 평가에 의한 등급제를 도입

함으로써 입주희망자가 안심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노인복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

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 및 세대연계의 강화를 통하여 노인들의 고독과 단절을 막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 가족연계를 위한 가족실이나 방문자실의 계획과 

세대연계강화를 위한 가족상주공간의 계획, 그리고 타시설과의 복합화가 고려되어

야 한다. 특히, 가족의 동거를 금지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커뮤니티공간과 개방을 고려한 코어계획에서는 커뮤니티공간의 소극

적, 적극적인 설치와 함께 코어의 분리를 통한 동선분리의 필요성을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의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시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동시에 부대시설의 개방을 고려해야 한

다. 또한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의 코어분리를 통한 동선분리는 입주자의 주거환

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외부커뮤니티연계의 계획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개방을 고려한 수평적연계와 수직적(층별) 공간구성을 제안하였

다. 대표사례를 통해 층별 조닝(zoning)과 선호도 설문, 유사영역의 수평적 연

계와 수직적 공간구성을 토대로 분동형과 일체형의 공간구성 다이어그램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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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시설 계획방향 세부사항 목표

내부
 커뮤니티

연계

주거시설 Aging in Place(거주의 지속성)
에 대응하는 주거공간계획

도시형적합연계유형 및 유형
결정요소제시, CCAC(인증기
관)의 설립 제안 Aging 

in 
Place를 
기반으로 
공동체
성의
강화

주거시설+
부대시설

가족 및 세대연계를 고려한 주거 
및 부대시설의 공간계획

가족연계를 위한 가족실, 방문 
자실, 가족상주공간의 설치 
세대연계를 위한 시설의 복합화

주거시설+
부대시설

커뮤니티공간과 개방을 고려한 
코어계획

소극적, 적극적인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과 개방에 따른 
코어 및 동선분리

외부 
커뮤니티

연계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지역사회개방을 
고려한 공간구성계획 

지역사회 개방을 고려한 수
평적, 수직적(층별)공간구성  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사
회연계
강화

지역사회시설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영역별연계계획

공유공간의 분석, 지역사회
시설의 영역별연계방향제시

부대시설 복합문화공간(커뮤니티센터)의 
시설내부설치

노인복지주택의 구심점으로
서의 커뮤니티센터 및 활동
영역제안

하였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시설로 종합병원, 대학교, 종교시설, 비영리시설(노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지역공원), 영리시설과의 연계를 모색하였다. 

특히, HBRCs(Hospital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UBRCs(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RBRCs(Religion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NPFs(Non-Profit Facilities)등 영리기관보다는 비영리기관이 설립 및 운영주체

인 경우, 국가적 차원의 보조나 세금혜택 등을 통한 적극적인 권장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존의 시설영역별 연계를 총괄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여가중심의 활동

에서 교육-일-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강조하

였다. 

이러한 내부, 외부적인 커뮤니티연계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을 강

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교류와 소통의 지역사회연계가 강화될 수 있

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43.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내/외부커뮤니티연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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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

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어 노인들을 위한 주거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세대는 도시화로 인해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전원과 같은 환

경으로 이주하여 살기보다는 친숙한 환경과 의료시설 같은 인프라가 제공되는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거주(Aging in Place)하기를 원한다. 이런 배경에서 도시

형 노인복지주택이 설립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영리법인에 의한 수익성을 

전제로 설립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부족한 실정

이다. 미국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80-90년대 유행하던 폐쇄형(gated 

community)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깨닫고 개방형(open community)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중에서도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을 중심

으로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 요소 중‘커뮤니티연계’에 초점을 맞춰 개

방적인 노인복지주택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즉, 커뮤니티연계 활성화

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를 강화하는 계획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인복지주택의 노인섬(the elderly 

island)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발전해갈 

수 있는 세부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은 산업화로 인한 노인의 도시집중현상 증가, 노인 부부/ 

단독가구세대의 증가(핵가족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형 노인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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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시장성 확대 등으로 등장하였고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의료 및 

문화여가시설과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이 선호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뮤니티연계는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내부커뮤니티연계와 부대시설과 지역사회시설 사이에서 발생하는 외부커뮤니티

연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외부 커뮤니티연계를 통해 공동체성과 지

역사회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황과 입주자만족도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내부, 외부적으로 커뮤니티연계를 저해하는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거시설에서는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문제, 주거-부대시설에서는 가족 및 세대연계의 문제와 커뮤니티공간과 

코어계획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외부 커뮤니티연계에서는 노

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문제,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이

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문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의 부재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연계현황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은 내부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1)연속보호 은퇴주

거단지(th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를 통한 거주의 지속

성(Aging in Place), 2) 55세 이상 노인1인 이상시 가족거주 가능과 초등학교나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세대교류, 3) 복도나 엘리베이터홀의 적극적인 커뮤니티

공간 활용과 자립시설/개호시설의 코어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외부커뮤니티의 연계를 위하여 1)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지역사회개방을 통한  

gated community에서 open community로 전환 2) 지역사회시설과의 적극적인 연

계, 특히, 대학시설과의 연계인 UBRCs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의 활성화 3) 시설의 복합화와 More than a Cafe 같은 cafe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일본의 내부 커뮤니티연계의 활성화는 1)「자립+개호시설」을 통한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2)65세 이상 노인1인 이상시 가족거주 가능과 3세대교

류의 권장과 세대교류의 범위를 시설에서 지역으로 확대, 3) 복도나 엘리베이터

홀의 적극적인 커뮤니티공간 활용과 자립시설/개호시설의 코어분리를 통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외부 커뮤니티연계는 1) 부대시설(1층이나 최상층)의 적극적

인 지역사회 개방 2)지역사회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 특히, 세대가 공존하는 

intergenerational community의 지향 3) 시설의 복합화와 유우지적, 세컨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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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살롱 같은 salon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현황과 외국의 시사점을 토대로 내부 커뮤니티연계와 외부 커뮤니

티연계의 계획방향을 제시 및 제안하였다. 먼저 내부커뮤니티연계의 계획방향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시설과 함께 개호시설을 설치하여 거주의 지속성(Aging in Place)

에 대응하는 주거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CCAC(the continuing care accreditation 

commission)와 같은 인증 및 평가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형의 경

우, 분동형보다는 일체형이 더 적합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기본적으로 자립-개호

시설의 비율, 대지조건, 입주자의 특성 등의 고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미국의 CCAC(the continuing care accreditation commission)과 같은 인증 

및 평가기관의 설치를 통하여 거주의 지속성이 이루어지고 평가에 의한 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입주희망자가 안심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노인복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 및 세대연계의 강화를 위한 가족상주공간(가족실, 3세대형 주택)의 

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족 및 세대연계의 강화를 통하여 노인들의 고독과 단절

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 가족연계를 위한 가족실

이나 방문자실의 계획, 세대연계강화를 위한 가족상주공간의 계획과 3세대형 노인

복지주택 계획, 타시설과의 복합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의 동거를 금지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커뮤니티공간의 확보와 개방을 고려한 코어분리계획이 이루어져야 한

다. 소극적, 적극적인 커뮤니티공간의 계획은 교류와 소통의 역할을 위해 필수

적이며 개방을 고려한 코어의 분리는 주거시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동시에 

부대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의 코어분리를 

통한 동선분리는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외부커뮤니티연계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닝(zoning)을 고려한 수평적 연계와 시설 영역별 선호하는 층을 고려

한 수직적 공간구성은 시설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증가시켜 개방과 연계활성

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수평적 연계에서는 유사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연속행위

가 이루어지는 조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직적 공간구성은 자립시설과 

개호시설의 배치유형에 따라 층별 공간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의료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영리/비영리시설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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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사회와 노인복지주택을 연계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연계시스

템이 요구된다.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HBRCs(hospital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대학교가 중심인 UBRCs(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종교단체가 중심인 RBRCs(religion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비영리기관이 

중심인 NPFs(non-profit facilities)등이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일 경우, 국가적 차

원의 보조나 세금혜택 등을 통한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시설영역별 연계를 총괄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센터의 설치가 요구되며 이러한 커뮤니티센터는 기존의 여

가중심의 활동에서 교육-일-여가활동이 같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

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이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0여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제 

노인복지주택도 단지 노인만을 위한 시설로서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

며 내/외부적인 커뮤니티연계를 통해 좀 더 개방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세대가 어우러지는 open community, intergenerational community, age 

friendly community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연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커

뮤니티연계 활성화요소를 제시하고 계획의 방향을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세부적인 제안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개방을 통한 커뮤니티연계시 시설만

족도, CCAC(the continuing care accreditation commission)을 통한 인증시 시설이

나 프로그램의 평가항목이나 시설수준의 등급화, 입주자특성이 자립/개호시설

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설복합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지침, UBRCs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ies)의 파생 문제들과 적용방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 우선적으로 제도적 문제들(노인복

지법,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 자립과 개호입주자를 나누는 건

강관리규정, 정책적 지원의 조세제도), 경제‧사회적 문제들(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노

인복지주택의 개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부정적시각과 이익우선개발, 운영주체의 취

약한 재정과 신뢰성문제,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주택 및 금융상품의 부재), 지역적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통하여 해결해 나간다면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의 노인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노인복지주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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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금번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논

문을 쓰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노인복지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어르신의 신중하고 성의있는 답변 하나하나는 향후 

노인복지주택의 계획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학술연구 이외의 기타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평소의 생각을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문지작성에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송 준호 올림

  조사일 조사장소 설문응답자

※ 각 질문을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O, V로 표시해 주시

거나 공란에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T. 02-950-7487  e-mail : sjun0616@dreamwiz.com

[부록-1]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거주자 설문조사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거주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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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르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어르신의 연령은 만 몇 세십니까?

3. 어르신의 주거형태는 무엇인가요?
 1) 단독               2) 내외(부부)

4. 어르신의 거주평수는 몇 평이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평   2) 적당하다   3) 작거나 크다(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평수-    평)

5.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건강 때문에    2) 경제적 이유로    3)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4)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5)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6) 기타

6. 이곳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사셨나요?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연립주택          4) 기타

7. 본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선택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분양가(혹은 임대보증금)가 적당해서  2) 교통이 편리해서
 3) 자녀로부터 가까워서                 4) 월 이용료가 적당해서
 5) 환경이 좋아서                       6) 부대시설이 잘 갖춰줘 있어서
 7) 종합병원이 가까워서                 8) 자녀에게 의지하기 싫어서
 9) 기타

8. 현재 입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이상

9. 현재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9-1. 만족스럽다면, 어떤 면에서 가장 만족스럽나요?
 1) 비용(월 관리비)      2) 부대시설(의료, 여가활동)    3) 교통 
 4) 자연환경             5) 식사                        6) 주거

9-2. 불만족스럽다면. 어떤 면에서 불만족하십니까?
 1) 비용(월 관리비)      2) 부대시설(의료, 여가활동)      3) 교통
 4) 자연환경             5) 식사                          6) 주거

10. 다른 분들에게 어르신처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를 권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11. 주거와 관련해서 생활하시면서 어르신께서 가장 개선했으면 하는 점은 무엇  
    인가요?
 1) 작은 평수(전용면적)   2) 설비(보일러, 온수)   3) 경제적 측면(월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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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납공간          5) 발코니           6) 화장실        7)부엌

12. 가장 즐기시는 운동시설은 무엇인가요?
 1) 게이트볼장            2) 배드민턴장           3) 수영장   
 4) 헬스장                5) 야외공연장           6) 기타

13. 가장 해보고 싶으신 취미활동(여가)이나 문화시설은 무엇인가요?

14. 현재 이용하고 계신 시설 중 너무 작다고 느끼시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시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주거시설                  2) 의료시설                     3) 교육시설
 4) 문화센터(취미, 오락)      5) 야외활동(오솔길, 텃밭 등)    6) 스포츠시설

15. 친지나 동료 어르신들께 본 시설의 입주를 권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15-1. 입주를 권하신다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1) 서비스                2) 안전                    3) 시설
 4) 환경                  5) 의료                    6) 관리비(생활비)

15-2. 입주를 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16. 층별 이동수단(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1)  없다        2) 있다

17. 있으시다면 어떤 점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18. 현재 계신 곳의 평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가격에 비해 좁다  2) 가격에 적당하다  3) 가격에 비해 넓다

19. 현재 계신 곳의 방의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당하다    2) 부족하다      3) 적당하다

20. 이곳의 교통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불편하다    2) 편리하다       3) 보통이다

21. 외부로의 주 이동 수단은 무엇입니까?
 1) 자가용      2) 셔틀버스       3) 지하철      4) 콜택시

22. 부대시설 중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23. 부대시설 중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24. 가장 좋아하시는 강좌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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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에 관한 거주자 만족도 설문조사

■ 주거시설 

1. 지금 살고계신 주거시설(각 세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2. 주거시설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무엇인가요?

  1) 주거면적    2) 설비(보일러, 온수)   3) 월 관리비  4) 수납공간

  5) 발코니      6) 화장실     7)부엌    8) 안전시설  

3. 주거시설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무엇인가요?

  1) 주거면적    2) 설비(보일러, 온수)   3) 월 관리비  4) 수납공간

  5) 발코니      6) 화장실     7)부엌    8) 안전시설  

4. 주거시설에서 면적이 더 커졌으면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1) 거실    2) 부엌   3) 화장실  4) 수납공간   5) 발코니   6) 방     

■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의료시설, 생활편의시설, 문화여가시설,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시설, 

외부공간시설의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A. 의료시설 

1. 어르신께서 느끼시는 의료시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2. 만족해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서비스(친절)가 좋아서     2) 비용이 저렴해서

 3) 접근이 편리해서           4) 시설이나 의료진이 좋아서

3. 이용 세대수에 비해 클리닉센터의 크기는 어떤가요?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4. 이용 세대수에 비해 입원실의 크기는 어떤가요?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5. 이용 세대수에 비해 검사 및 수술실의 크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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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6. 의료시설에서 필요한 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B. 생활편의시설 

1. 어르신께서 느끼시는 생활편의시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2. 어르신께서 가장 만족해하시는 생활편의시설은 무엇인가요?

 ( 시설-                이유-                                       )

3. 어르신께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생활편의시설은 무엇인가요?

 ( 시설-                이유-                                        )

4. 어르신께서는 식당의 크기가 어떤가요?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5. 이용 세대수에 비해 식당의 위치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전망이 좋은 최상층   2) 주거시설  가운데층  3) 1층이나 2층  

 4) 지하층               5) 상관없다 

6. 이용 세대수에 비해 사우나의 크기는 어떤가요?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7. 이용 세대수에 비해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의 크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   

   요?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8. 판매시설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너무 많다     2)많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적은 편이다   5) 너무 적어 늘려야한다 

C. 문화여가시설 

1. 어르신께서 느끼시는 문화여가시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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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르신께서 가장 만족해하시는 문화여가시설은 무엇인가요?

 ( 시설-                이유-                                       )

3. 어르신께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문화여가시설은 무엇인가요?

 ( 시설-                이유-                                        )

4. 이용 세대수에 비해 다목적실의 크기는 어떤가요?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5. 이용 세대수에 비해 취미실의 개수는 어떤가요? 

 1) 너무 많다   2)많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적은 편이다    5) 너무 적어 늘려야한다

  

6. 이용 세대수에 비해 취미실의 크기는 어떤가요?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7.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취미실이나 문화여가시설은 무엇인가요? (3개 정도)

 (                                                                   )

     

8. 이용 세대수에 비해 도서실의 크기는 어떤가요?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9. 이용 세대수에 비해 컴퓨터실의 크기는 어떤가요?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D. 스포츠시설 

1. 어르신께서 느끼시는 스포츠시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2. 어르신께서 가장 만족해하시는 스포츠시설은 무엇인가요?

 ( 시설-                이유-                                       )

3. 어르신께서 가장 불만족해하시는 스포츠시설은 무엇인가요?

 ( 시설-                이유-                                        )

4. 이용 세대수에 비해 휘트니스 센터의 크기는 어떤가요?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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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휘트니스 센터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6. 이용 세대수에 비해 수영장의 크기는 어떤가요?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7. 현재 수영장 레인 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너무 많다     2)많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적은 편이다   5) 너무 적어 늘려야한다

                                    

8. 이용 세대수에 비해 당구장의 크기는 어떤가요?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9. 어르신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스포츠시설은 무엇인가요? 

 1)휘트니스센터        2)수영장    3)당구장

 4)탁구장  5)베드민턴  6)게이트볼  7)테니스장  8)기타

E. 안전관리시설 

1. 어르신께서 느끼시는 안전관리시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2. 어르신께서 가장 만족해하시는 안전관리시설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시설-                이유-                                       )

3. 어르신께서 가장 불편하신 안전관리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시설-                이유-                                        )

4. 직원수는 어떤가요? 

 1) 너무 많다     2)많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적은 편이다   5) 너무 적어 늘려야한다

5. 사무실의 크기는 어떤가요 ?

 1)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다  2)넓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좁아서 좀 붐비는 경향이 있다  5) 너무 좁아 넓혀야한다

                                                              

6. 거주자식당과 직원식당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꼭 분리해야 한다  2)분리하면 좋다  3) 상관없다

 4) 분리할 필요없다   5)절대 분리하지 말아야한다   

7. 안전 및 관리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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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외부공간시설 

1. 어르신께서 느끼시는 외부공간시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2. 어르신께서 가장 만족해하시는 외부공간시설은 무엇인가요?

 ( 시설-                이유-                                       )

3. 어르신께서 가장 불편해하시거나 사용이 적은 외부공간시설은 무엇인가요?

 ( 시설-                이유-                                        )

4. 이용 세대수에 비해 정자(파고라)의 개수는 어떤가요? 

 1) 너무 많다     2)많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적은 편이다   5) 너무 적어 늘려야한다

5. 이용 세대수에 비해 지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어떤가요? 

 1) 너무 많다     2) 많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적은 편이다   5) 너무 적어 늘려야한다

  

6. 이용 세대수에 비해 옥상정원의 이용도는 어떤가요?

 1) 매우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2)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게 이용하는 편이다          5)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8. 옥상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꼭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불필요하다      5) 모르겠다

9. 외부공간시설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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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영역별 규모 및 만족도

(1) 의료시설 
시설별 의료시설 규모(㎡)

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위치 B2F B2/B1F B2/2F 2F/3F 1F B1/1F -

클리닉센터 34.5 90.8 689.5 547.6 127.1 1,355.3 474.1
한방클리닉 - - - 105 - - -

입원실 - 799.8 187.4 - - -
수치료실 - 62 - - - - -

검사,수술실 - - 844.2 - - - -
면적합계 34.5 152.8 2,333.5 840 127.1 1,355.3 807.2

연면적대비
비율(%) 0.4 1.0 9.8 3.2 0.6 2.6 3.3

1인당면적
(㎡/1인)

34.5/128
=0.27

152.8/206
=0.74

2,333.5/217
=10.75

840/273
=3.08

127.1/305
=0.42

1,355.3/473
=2.87

807.2/267
=3.02

  

  * GY시설(419세대)의 1인당면적 산정은 B동(후기고령자주거동+장기노인요양시설=104세대)를 제외한  
     A동 315세대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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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별 의료시설의 규모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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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위치 B2/1F B3/B1F B2/2F B2F/1F B2/1F B1/1F -

접객실 - 90.4 - 16.8 244.7 34.6 96.6
게스트룸 - - - - 11.9 - -

식당(주방) 512.7 436.5 440.2 402 848.2 1,203.9 640.6
로비(프런트) 156.6 112.5 128.6 190 73.5 160.7 137
내부정원 63.8 옥상외부 174.6 2층외부 176.1 395.1 202.4
뷰티샵 - - - - 44.9 - -
편의점 25.2 16.9 77.9 115.5 60.7 47.4 57.3
약국 - - 68.1 - 60.7 45.3 58

세탁실(린넨) - - - - 88 12.7 -
미(이)용실 19.7 24.7 51.1 - 63.4 46.3 41

커피숍 - - - 204.2 - 94.6 -
세대창고 166.3 - - - - -

유아놀이방 - - - 24.6 - - -
사우나(여) 130.9 163.1 98.4 271.9 513 335.8 252.2
사우나(남) 98.5 177.9 67.2 272.9 585.6 213.3 235.9 

찜질방 - 25.4 12.6 51.8 153 - 60.7
근린생활시설 - - 158.5 1,586.2 557.2 952.5 813.6
면적합계 1,173.7 1,047.4 1,277.2 3,135.9 3,480.9 3,542.2 2,276.2

연면적대비
비율(%) 13.4 6.9 5.4 11.8 15.0 6.9 9.2
1인당면적
(㎡/1인)

1,173.7/128
=9.17

1,047.4/206
=5.08

1,277.2/217
=5.89

3,135.9/273
=11.49

3,480.9/305
=11.41

3,542.2/473
=7.49

2,276.2/267
=8.53

(2) 생활편의시설
시설별 생활편의시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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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시설별 생활편의시설의 규모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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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위치 B2/B1F B3/B2F B2/B1F 1F B2F 1F -

노래방 24.4 24.7 36.1 22.3 73.4 - 36.2
컴퓨터실 35 19.2 14.8 - 63.4 42.2 34.9

영화(음악)
감상실 - 다목적실공용 14.8 다목적실공용 다목적실공용 - -
도서실 75 59.3 40.4 - 63.4 - 59.5
B.센터 - - - - - 29.7

다목적실 186.7 124.4 189.9 199.4 279 463.2 240.4
강당 - - - - 432.4 245.2 -

아트갤러리 - 40.1 - - - - -
취미실 170.8 25.8 207.8 - 209.8 265.2 175.9
오락실 40.9 - - - - - -
종교실 - - - - 198.2 - -

면적합계 532.8 293.5 503.8 221.7 1,319.6 1,045.5 652.8
연면적대비
비율(%) 6.1 1.9 2.1 0.8 5.7 2 2.6
1인당면적
(㎡/1인)

532.8/128
=4.16

293.5/206
=1.42

503.8/217
=2.32

221.7/273
=0.81

1,319.6/305
=4.33

1,045.5/473
=2.21

652.8/267
=2.44

(3) 문화여가시설
시설별 문화여가시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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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시설별 문화여가시설의 규모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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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위치 B2F B3/B2F B2/B1F B1/1F B2/B1F B1F -

휘트니스센터 188.8 135.3 270.5 271.6 287.5 436.6 265.1

수영장
147.6
(15M
1레인)

-
222.4
(15M 
2레인)

337.5
(15M 
2레인)

538.7
(25M 
2레인)

215.3
(18M 
2레인)

292.3

골프연습장 112.5 - 3층 옥상 37.5 165.2 - -
샤워실 - - 29.8 - - - -
탁구장 - - 56 - 80.9 - 68.5
당구장 - 26.7 63.7 67 66.9 118.8 68.6

면적합계 448.9 162 642.4 713.6 1,139.2 770.7 646.1
연면적대비
비율(%) 5.1 1.1 2.7 2.7 4.9 1.5 2.6
1인당면적
(㎡/1인)

448.9/128
=3.51

162/206
=0.79

642.4/217
=2.96

713.6/273
=2.61

1,139.2/305
=3.74

770.7/473
=1.63

646.1/267
=2.42

(4) 스포츠시설
시설별 스포츠시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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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시설별 스포츠시설의 규모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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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위치 B2/2F B4/B1F B3/2F B1/1F B2/1F B1F -

사무실 73.5 50 107.4 90.4 263 133.2 119.6
관리실 21.6 12 16.3 - - 129 44.7

방재실(MDF) 22.8 21 50.4 60.5 20.1 94.8 44.9
직원식당 26.2 - 150 40.3 - 94.9 77.9

직원락커룸 - 18.9 - 47.3 35.8 63.8 41.5
당직실 17.7 - 7.4 - 35.7 - 20.3

면적합계 161.8 101.9 331.5 238.5 354.6 515.6 284
연면적대비
비율(%) 1.8 0.7 1.4 0.9 1.5 1.0 1.1
1인당면적
(㎡/1인)

161.8/128
=1.26

101.9/206
=0.49

331.5/217
=1.53

238.5/273
=0.87

354.6/305
=1.16

515.6/473
=1.09

284/267
=1.06

직원별면적
(㎡/직원수)

161.8/19
=8.5

101.9/24
=4.2

331.5/60
=5.5

238.5/40
=6.0

354.6/33
=10.7

515.6/86
=6.0

284/43.7
=6.5

(5) 안전관리시설
시설별 안전관리시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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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시설별 안전관리시설의 규모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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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GP시설 CL시설 GS시설 GH시설 NT시설 GY시설 평균
위치 1F 1F 1F 1F 1F 1F 1F
조경 345.8 619.9 723.6 902.5 967.5 2,098.8 943
데크 24.4 19.7 - 391.2 370 163.4 193.7

경비실 - 8.1(2.4) - - - - -
정자 - 1개소 3개소 1개소 1개소 - 1개소

지상주차장
지상11대
(장애인
주차1대)

지상5대
지상3대

(타워주차
38대)

비상주차
1대

지상32대
(대기주차

2대)
지상6대
(장애인
주차2대)

-

옥상정원
(면적제외) 옥상파라솔 옥상파고라

3층옥상:
골프퍼팅장
15층옥상:
휴게공간

세대 및
옥상정원

(2층)
- - -

면적합계 963.6 1,157.7 1,539 1,904 3,367 4,898.8 2,305
연면적대비
비율(%) 11.0 7.6 6.5 7.1 14.5 9.5 9.3
1인당면적
(㎡/1인)

963.6/128
=7.53

1,157.7/206
=5.62

1,539/217
=7.09

1,904/273
=6.97

3,367/305
=11.04

4,898.8/473
=10.36

2,305/267
=8.63

(6) 외부공간시설
시설별 외부공간시설 규모(㎡)

* 외부공간의 전체면적은 배치도상의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부분으로 지상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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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시설별 외부공간시설의 규모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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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공간 항목 요소 KS P 1509

기준지침
외국기준

미국 일본

현관

활동공간
및
출입문

외부동작공간 폭 1500㎜ 이상 1.0268 -
내부동작공간 지름 1500㎜ 이상 0.786 -
출입문유효폭 850㎜ 이상 0.9588 0.8824
측면유효공간 450~600㎜ 0.8667 0.5714
손잡이높이 850~1000㎜ 1.073 0.973
내측보조손잡이 높이 850㎜로 설치 설치만규정 -

단차
방풍턱 15㎜ 이하 0.8667 1.3333
경사턱 두께 5㎜ 이하 1.28 1
마루굽틀 단차 30㎜ 이하 - 3.66

안전손잡이
바닥에서 높이 750~850㎜ 1.1438 0.9375
손잡이 직경 직경 32~38㎜ 1.1857 0.9714
벽에서의 간격 50㎜ 0.76 0.8

거실

동작공간및면적 여유공간 직경 1500㎜ 확보 1.0336 -
가구전면동선 동선 폭 수납장전면 1200㎜이상 0.8458 0.625
전기설비

인터폰 1200㎜ 설치만규정 1.0417
스위치높이 1000~1200㎜ 1.1091 0.9545
콘센트높이 500~850㎜ 1.1852 0.5926

발코니 여유공간 폭 1500㎜ 이상 - -
단차 제거 또는 25㎜ 이하 - 7.2

침실

넓이 및
활동공간

넓이(㎡) 1인실12㎡,2인실18㎡ - 1
휠체어사용동작공
간 1500㎜ 이상 1.0336 -
지팡이사용동작공
간 900x900㎜ 확보 - -
침대사이 간격 760㎜ 이상 확보 1 -

문과창문 출입문 유효폭 850㎜ 0.9588 0.8824
창턱 높이 450㎜ 이하 - -

가구 및 
수납공간

이동, 접근공간 가구전면 1200㎜동선 0.8458 설치만규정
수납높이 상한 높이600~1200㎜이하 1 1.25
벽장, 수납장 옷걸이,행거높이

1200~1400㎜ 0.8596 1.1538

전기설비
스위치 높이 1000㎜ 1.22 1.05
콘센트 높이 400㎜ 내외 2.0 -
벽모서리와 이격 500㎜ 이상 - -
비상호출높이 800~1000㎜ 설치만규정 -
비상경보기 시각, 청각경보기 설치 설치만규정 설치만규정

주방 활동공간
동작공간 1500x1500㎜ 1.0336 -
이동공간 1500㎜ 1 -
주방넓이(㎡) 주택주방은 6㎡ 이상 - -

작업대 작업대 높이 850㎜ 이하 1.0176 0.9706

[부록-4] KS P 1509 요소별 기준지침
KS P 1509 요소별 기준지침(단위: ㎜)1)

1) 이호성외, 무장애 주택설계에 관한 국내외 국가표준의 비교 연구, 한국의료복지 시설학회지 16

권 1호, 2010년 2월, p66-67 과 이호성외, 국내외 무장애 주택건축의 국가표준에 관한 연구,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제7호, 2010년 7월, p80-81를 편집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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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 하부높이 650㎜ 이상 1.0538 -
작업대 폭 760㎜ 이상 0.95 -
작업대 깊이 600㎜ 0.8875 -
높이조절가능여부 735~915㎜사이 조절 1.0313 -
휠체어무릎및발판
여유공간

최소무릎 공간깊이
205㎜ 1 -

위쪽 선반높이 1200㎜ 이하 1 -
아래쪽 선반높이 600㎜ 이상 0.6333 -

설비 스위치 높이 850~1100㎜ 1.2513 1.0769
가스밸브높이 1200㎜ 이하 1.1417 -

화 장
실 
및
욕실

출입문
유효 폭 850㎜ 이상 0.9588 0.7647
동작 공간 1500x1500㎜ 1.0336 -
단차 10㎜ 이하 1.3 2
욕실면적 1800x2350㎜ 0.8789 0.9043

비상호출버튼 설치높이 800㎜ - 0.5625

욕조

접근 동작공간 직경 1500㎜ 0.5067 0.8667
욕조길이 1500㎜ 이상 1 1
욕조높이 400~450 1.0765 0.9412
욕조좌석 깊이 400㎜ 이상 0.95 -
안전손잡이높이 욕조상단250높이설치,

바닥위750~850높이 1.0938 1.0938
손잡이수평길이 610㎜ 1 1,0656
손잡이수직길이 높이600,수직높이900 - 0.6667

샤워실

넓이 1500x750(Roll in) 1 -
접근 동작공간 1500㎜ 0.5151 -
제어부분 높이 900㎜ 1.2139 -
안전손잡이높이 900㎜ 0.975 -
손잡이수평길이 750+90+750㎜ 3면 0.5833 -
손잡이수직길이 600㎜ - -
단차 13㎜ 이하 1 -
접이식의자높이 450㎜ 1 -
접이식의자깊이 400x450㎜ 접이용 1 -

변기

접근동작공간폭 변기측면 750㎜ 1 0.6667
변기높이 400~450㎜ 1.0765 -
안전손잡이높이 양쪽에 700㎜ 높이로 1.2536 0.9643
안전손잡이 변기
중심에서의 위치

중심에서450,벽면에L자
형, 반대쪽 접이식 수평
핸드레일 설치

0.9556 -
손잡이 수평길이 수평길이 750㎜ 1.42 0.9333

세면기

상단높이 750~850㎜ 1.0813 -
하단높이 650㎜ 이상 1.0538 1
무릎및휠체어깊이 무릎공간깊이 280㎜

발판여유공간깊이 150 0.7931 -
안전손잡이 수평으로 높이 700㎜ - -
거울 하단높이 거울하단 높이 900㎜ 1.1278 -

* 결과값들은 KS표준의 요소별 기준 지침을 1.0으로 보았을 때의 비교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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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주요 시설 비고
1F 로비, 마트, 옥외주차장(12대), 정원, 외부 휴게공간, 진입층
B1F 레스토랑, 직원식당, 커뮤니티 룸, 북카페, 컴퓨터실, 동호인실, 노래방

Open Lounge
B2F 수영장, 사우나실, 헬스센터, 휴게실, 이(미)용실, 오락실, 서예실, 

공예실, 간호사실, 골프연습실
B3F 주차장, Car Lift, 수영장기계실
B4F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저수조

[부록-5] 사례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공간구성

(1) GP시설

GP시설의 부대시설 공간구성 

층 평면도 평면도

RF B1F

2F B2F

1F B3F

부대시설의 각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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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주요 시설 비고
외부공간 옥외주차장(5대), 옥외정원, 정자, 데크

B1F 로비, 레스토랑, 연회장, 접견실, 사무실, 클리닉센터(물리치료실) 진입층
B2F 수치료실, 사우나실, 맥반석 황토찜질방, 헬스케어실, 다목적실, 매점
B3F 세탁실, 이(미)용실, 노래방, 당구장, 취미실, 컴퓨터실, 갤러리, 도서실, 주차

장
B4F 직원락커룸(여), 주차장(총65대), 기계실

(2) CL시설

CL시설의 부대시설 공간구성

층 평면도 평면도

RF B1F

기준
층 B2F

1F B3F

부대시설의 각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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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주요 시설 비고
15F 식당(주방), 옥상정원(휴게공간), 공조실
2F 병실(4인실, 8인실),사무실, 근린생활시설, 2F지붕:골프퍼팅장 
1F 병실(3인실, 8인실), 사무실, 방재실, 근린생활시설, 

송 도강서 병
원 운영B1F 강서병원, 편의점, 노래방, 물리치료실, 휴게실, 다목적실, 당구장, 공예실, 서

예실, 도서실, 정보센터, 사회복지실, 동호인실, 기원
B2F 강서병원, 이(미)용실, 수영장, 사우나실, 간호사실, 운동치료실, 헬스실, 

외부공간 옥외주차장(3대), 옥외정원, 정자, 데크

(3) GS시설

GS시설의 부대시설 공간구성

층 평면도 평면도

15F 1F

3F B1F

2F B2F

부대시설의 각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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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주요 시설 비고
2-3F 클리닉센터(건강검진, 가정의학, 재활의학, 한의원)

1F 식당, 로비, 다목적실, 볼풀(유아), 당구실, 편의점, 커피숍, 노래방,
사무실, 외부공간(데크, 정원), 비상주차장 진입층

B1F 사우나실, 수영장, 헬스센터, 골프퍼팅, 사무실, 찜질방, 판매시설 직원식당
B2F 판매시설, 지하주차장(51대)
B3F 지하주차장(55대),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저수조

(4) GH시설

GH시설의 부대시설 공간구성

층 평면도 평면도

기준
층 1F

3F B1F

2F B2F

부대시설의 각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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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주요 시설 비고
2F 휴게공간(근린생활시설 지붕층)
1F 클리닉센터, 편의점, 약국,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지상주차 및 주차타워, 외부휴

게공간 진입층
B1F 식당, 사우나실, 수영장, 헬스센터, 골프연습장, 사무실, 찜질방, 미용실 
B2F 다목적실, 강당, 종교실, 당구(탁구)장, 게스트룸, 도서실, 컴퓨터실

취미실, 사회복지실, 직원락커,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5) NT시설

NT시설의 부대시설 공간구성

층 평면도 평면도

RF 1F

기준
층 B1F

2F B2F

부대시설의 각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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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주요 시설 비고
15F 옥상정원
1F 로비, 사무실, 북카페, 편의점, 약국, 근린생활시설, 공개공지 진입층
B1F 사우나실, 수영장, 체력단련실, 식당, 사원식당, 재활치료센터, 강당,

당구장, 다목적회의실, 휴게실, 공예실, 서예실, 동호인실, B.센터 선큰
B2F 창고, 지하주차장(201대)
B3F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저수조

(6) GY시설

GY시설의 부대시설 공간구성

층 평면도 평면도

RF 1F

기준
층 B1F

2F B2F

부대시설의 각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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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in Korea, housing for elderly in 

Korea is becoming one of the main social issues. The need for urban-type 

elderly housing is increasing in tandem with this issue. In the early days of 

elderly housing, developers built facilities in rural areas, with no 

consideration of medical services and/or traffic convenience. Facilities 

were constructed in rural areas as it was considered that elderly people 

liked rural countryside areas with fresh air and a calm atmosphere. This 

however was not the case at all and is not in keeping with the times. 

Elderly, in fact, are found to want to live in urban areas as they are aging. 

Medical facilities,  convenient traffic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s well as 

easy access to cultural events, are all considered desirable and needed 

facilities of elderly when considering their housing environment.

These desirable needs are more apparent in the baby-boomer 

generation, that is, those who were born between 1955 and 1963.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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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does not want to live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but rather they 

want to be aging in a place with which they are familiar. Due to this new 

knowledge, elderly housing is being built in urban or suburb areas more 

recently. One of the issues that has arisen though from these developments 

is the issue of 'community link'. As developers build these elderly housing 

complexes with financial profits in mind, community and social integration 

for these elderly residents has been somewhat neglected. Most of the 

urban type elderly housing facilities are isolated from the community and 

have no space for comradeship and sharing time for residents.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the augmentation of community integration 

within urban-type elderly housing facilities and  considers the future 

direc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integration.

The concept of 'community-link' is two-fold;  'internal community-link', 

and 'external community-link'. Internal community-link refers to the inside 

space of the elderly person's housing which can strengthen the sense of 

community. External community-link refers to the local community at large, 

and how the programs and facilities within this arena can complement the 

programs and facilities offered within the elderly housing domain.

Through researching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by way of inspection and survey, it was deduced that there are 

three kinds of impeding factors for effective community-link within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Korea. Impeding factors of internal community-link 

include: ⑴ aging in place of resident ⑵ family and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⑶ community space and core planning. Factors in external 

community-link include: ⑴ closed community to the neighborhood ⑵ 

mutual exchange of programs and facilities ⑶ insufficient community center 

for the ag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facilities in Korea,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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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made with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se countries were selected as they have the same policies 

directed towards elderly housing and they have developed these policies 

earlier than Korea. In analysing the internal community-link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factors emerged of significance: ⑴ Aging in place is 

satisfied with a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 which 

provides different housing types (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nursing 

home) according to an individual's personal health condition. ⑵ The elderly 

can reside with their family if one of the elderly is over 55 years of age, 

encouraging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by establishing the elementary 

school or university in the community ⑶ Community spaces such as  

‘elevator hall’ or ‘corridor’ are planned carefully and through the separating 

of the core, the different housing types of the residents’ circulation can be 

divided.

With respect to external community-link, factors of importance in the 

United States include: ⑴ gated communities are changed to open 

communities ⑵ active use of local community facilities, especially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UBRCs) to activate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⑶ mixed-use facilities and community 

spaces, such as ‘More than a Cafe,’ are planned.

In the case of Japan, internal community-link factors were: ⑴ aging in 

place is satisfied with fee-charging elderly homes which provided different 

housing types (independent facility, care facility)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personal health condition ⑵ the elderly could reside with their 

family member(s) if one of the elderly members is over 65 and activate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by establishment of a kindergarten in the 

community ⑶ community spaces such as ‘elevator hall’ and ‘corridor’ are 

planned through separating of the core, different residents' housing types 

are divided as with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For Japan,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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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link factors observed were: ⑴ active opening of service 

facilities to the local community ⑵ active use of local community facilities, 

especially active inter-generational oriented communities ⑶ mixed-use 

facilities and community space such as ‘yu-yuchi-teki', which means a 

‘second life salon’ were planned.

This study considers the existing conditions for elderly housing in  Korea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future community-link, both internal and 

external, with consideration of the facilities currently in operation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better enhance internal community-link: ⑴ 

elderly housing residence types  should be planed that consider the 

individual's personal health condition. With respect to this, and of urgent 

need, is the establishment of a Continuing Care Accreditation Commission 

(CCAC) for certifying and evaluating elderly housing; ⑵ to enhance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link, a family residence space (family room, 

visitor's room, and/ or three-generation type housing) should be 

considered; ⑶ space for community and separation of core for opening of 

service facilities is recommended for the elderly residents.

To enhance an external community-link for Korean elderly housing: ⑴ a 

horizontal link considering the zoning and a vertical link considering the 

preferred floor type can expedite residents'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⑵ for programs and facilities, an integrated approach to supplementation is 

very important between the elderly housing facility and local community. 

Because hospitals, universities, religion facilit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ll have very useful programs and facilities, these kinds of 

organizations should be used hand-in-hand with Hospital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HBRCs),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UBRCs), 

Religion Based Retirement Communities (RBRCs), Non-Profit Facilities 

(NPFs) and government  support is necessary in the construction of these 

facilities for elderly housing; ⑶ complex cultural spaces, often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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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ommunity centers', centers for 'education working leisure' is also 

recommended to be included in a plan when constructing elderly housing. 

Over the last two decades when planning for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no consideration of education or a working environment was given, but 

rather pure leisure facilities only were considered. But now, this concept is 

dated, and it is now time to think of education and working environments 

for the elderly within their elderly housing facilities as the elderly's 

longevity continues to increase. These types of environments can be  

enhanced through both internal community integration and external 

community integration. As such, community integration aims to enhance an 

open, inter-generational, and 'age friendly' community, and society, at 

large. 

Keywords : Urban Elderly Housing, Community Integration,

            Community Link, Aging in Place, Community Center,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Student Number : 2003-3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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