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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노인의 옥외활동증진을 위한 근린환경 개선 연구

-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을 대상지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구 자 헌

지도교수   성 종 상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년기 삶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은퇴 후 노후의 삶을 보내며 머물게 되는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용 시설로 이주하는 것보다 기존 커뮤니티를 이룬 공간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노화하는 ‘살던 곳에서의 노화(Aging In Place)’개념이 

바람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한 노후의 삶을 대한 요구에도 불구

하고, 기존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옥외환경, 즉 물리적 

근린환경에 관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며 건강도시, 고령친화도시 개념의 연구들은 

대부분 보건·의료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관련 사업 역시 금연, 절주 등의 주로 

캠페인 활동사업으로 나타나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및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 내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연구들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노인의 일상생활이 근린환경과 밀접해짐을 밝힌바 있으며 고령친화와 

관련한 물리적 환경 개선연구는 기존 도시계획의 광역적 접근과 달리 근린환경 

단위로 축소시킨 작은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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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고령친화관점에서 대상지의 근린환경을 검토하고 이에 함께 

거주 노인들의 근린환경 이용행태와 체감하고 있는 인식이 옥외활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여 이에 기반한 저밀도의 물리적 공간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의 옥외활동을 증진하는 고령친화 근린환경을 위해 검토해야할 물리적 환경은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환경, 보행 및 교통환경, 사회적 지원환경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공간에서 공공성, 신체활동지원, 안전성, 사회적 교류와 같은 고령친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남수동은 녹지의 양적 측면에서 수원천과 화성성곽길 등 활용가치가 높은 녹지

축을 근린환경 내 갖추고 있으나 신체능력이 낮은 노인의 이용이 어려운 접근성 

문제가 나타났으며 그늘 및 휴게공간의 부재가 이용행태와 인식조사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행태 및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조성된 도시계획

시설이 주거지역 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아 이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거주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를 위한 작은 공간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 

남수동 거주노인들은 다양한 요인에서 생활 전반에 걸쳐 의욕저하와 무기력감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옥외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남수동의 고령친화 근린환경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일상성이다. 거주 

노인의 일상생활과 밀착한 활동, 공간을 개선하여 옥외활동을 촉진시키는 계획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일상생활환경 개선 전략은 이용행태와 인식에서 도출된 

공간을 대상으로 제안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가능성이다. 남수동의 근린환경은 

고령친화 관점에서 열악한 상태이며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환경에서 옥외

활동량이 적은 노인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 프로그램의 확보를 통해 추후 능동적

이고 다양한 옥외활동으로 확장시켜 나갈 가능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활동증진환경 조성 전략은 대상지 내 노인의 옥외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공간들에 대한 것으로 텃밭활동, 자전거이용, 공동체 활동 등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제안했다.



- iii -

본 연구는 노인밀집지역이면서 노인들에게 열악한 거주 환경을 지닌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행태 및 인식조사라는 일련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실증적 

자료 수집을 통해 대상지 환경 및 거주 노인의 옥외활동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개선안을 제안했다는 점과 기존 도시계획분야에서 광역적으로 다루어온 건강 및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을 노인의 활동반경에 적합한 근린환경 스케일에서 물리적 

공간계획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주요어: 노후주거지, 고령친화, aging in place, 수원화성

❚ 학번: 2013-23698



- iv -

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01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03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03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  03
3. 연구의 방법 ··············································································································  06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절. 노인의 삶과 옥외활동 ···················································································  09
2절. 도시 노인의 건강과 근린환경 ·····································································  10

1. 살던 곳에서의 노화 (Aging in place) ··································································· 10

2. 노인의 건강과 물리적 근린환경의 영향 ······························································  11
3절. 노인의 옥외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 ··················································  12

1. 활동친화적 디자인 (Active Design) ······································································  12
2. 고령친화도시 ···········································································································  14
3. 옥외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 개선 사례 ························································  21

4절. 이론 및 선행연구 소결 ················································································  26
1. 노인의 옥외활동증진을 위한 근린환경 ·······························································  26
2. 고령친화 근린환경 분석의 틀 ···············································································  27

제3장 남수동 근린환경 분석

1절. 대상지의 선정 ································································································  29
1. 노인밀집지역 ···········································································································  29
2. 거주 영속성 ·············································································································  30
3. 자연형성 주거지역 ··································································································  30
4. 물리적 환경자산 ·····································································································  30



- v -

2절. 대상지 개요 및 고령친화 근린환경 분석 ················································  31
1. 대상지 개요 ·············································································································  31
2. 대상지 고령친화 근린환경 분석 ···········································································  41

3절. 거주 노인의 옥외활동 행태관찰 ································································  54
1. 행태관찰조사 및 분석방법 ····················································································  54
2. 남수동 근린환경 행태관찰조사 결과 ···································································  56
3. 행태관찰조사 소결 ··································································································  65

4절. 거주 노인의 근린환경 인식조사 ································································  67
1. 거주 노인의 남수동 근린환경 인식조사 결과 ····················································  68

5절. 분석의 종합 ····································································································  74
1. 노인의 옥외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개선 ··························································  74
2. 남수동 맞춤형 옥외활동 기회의 제공 ·································································  75

제4장 남수동 근린환경 개선계획

1절. 기본방향 ··········································································································  76
1. 개선의 목표 및 주요전략 ······················································································  76
2. 개선의 전제조건 ·····································································································  78

2절. 개선계획 ··········································································································  79
1. 계획의 기본구상 ·····································································································  79
2. 일상생활환경 개선계획 ··························································································  81
3. 활동증진환경 조성계획 ··························································································  93

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결과 ····································································································  95
2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  96

참 고 문 헌 ·············································································································  97
ABSTRACT ···········································································································  101



- vi -

표 목 차

 

[표 1-1] 대상지 선정 기준 ··································································································· 4

[표 2-1] 활동친화적 디자인 계획지침의 범주 ···································································· 13

[표 2-2] WHO 고령친화도시 체크리스트의 범주 ······························································· 14

[표 2-3] WHO 고령친화도시 체크리스트 (야외공간과 건물부문 16개 지표) ····················· 15

[표 2-4] WHO 가이드라인 8대 영역과 서울시 제1기 실행계획 분야구성 비교 ······················· 17

[표 2-5]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점검항목 (외부공간시설 현장조사 부문 10개 지표) ·········· 20

[표 2-6] 국외 사례 : 뉴욕시 고령친화지구 조성을 위한 고령자 제안사항 ······················· 23

[표 2-7] 국내 사례 : 충남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 24

[표 2-8] 국내 사례 : 삼태기 건강마을(2012 ~ 2014년) ····················································· 25

[표 2-9] 고령친화 근린환경 분석의 틀 ·············································································· 28

[표 3-1] 수원시 동별 노인인구비율 ···················································································· 29

[표 3-2] 남수동 연령별 인구현황 ······················································································· 35

[표 3-3] 남수동 문화관광 사업계획 ···················································································· 36

[표 3-4] 남수동 주차장 이용현황 ······················································································· 47

[표 3-5] 행태관찰조사 자료수집 ························································································· 54

[표 3-6] 맵핑을 위한 행태관찰조사 정리용 Toolkit ··························································· 55

[표 3-7] 이동 행태관찰 결과표 ·························································································· 56

[표 3-8] 머무름 행태관찰 결과표 ······················································································· 61

[표 3-9]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인적사항 ············································································· 67

[표 3-10] 분석의 종합 ········································································································ 75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5

[그림 1-2] 근린환경인식 조사 진행순서 ··················································································7

[그림 1-3] 심층면담용 마을지도 ······························································································8

[그림 2-1]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관련 주요 추진내용 (2010~2013년) ····································17

[그림 2-2] 경기도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개발과정 ······························································19

[그림 2-3] 경기도형 고령친화도시 세부지표 예시 ·································································20

[그림 2-4] 시애틀 도시마을(Urban Village) ············································································22

[그림 2-5] 충남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24

[그림 2-6] 삼태기 건강마을 ···································································································25

[그림 3-1] 대상지 광역현황 ···································································································33

[그림 3-2] 대상지 주변현황 ···································································································33

[그림 3-3] 용도지역현황도 ·····································································································34

[그림 3-4] 토지이용현황도 ·····································································································34

[그림 3-5] 남수동 인구구조 ···································································································35

[그림 3-6] 남수동과 관련한 도시계획 –1 (전통 한옥체험시설) ·············································37

[그림 3-7] 남수동과 관련한 도시계획 –2 (물체험관) ·····························································37

[그림 3-8] 문화재 복원 및 보수사업 (남수문 복원 전후) ······················································38

[그림 3-9]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 ···························································································39

[그림 3-10] 문화재 보호구역 –1 (주택철거 전후) ··································································40

[그림 3-11] 문화재 보호구역 –2 (옹벽) ··················································································40

[그림 3-12]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현황 ················································································41

[그림 3-13]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1 (화성성곽길) ·······························································42

[그림 3-14]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2 (녹지) ·········································································43



- viii -

[그림 3-15]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3 (공공공지) ··································································43

[그림 3-16]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4 (소공원) ·····································································44

[그림 3-17]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5 (수원화성박물관) ························································44

[그림 3-18]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6 (팔달구청) ··································································45

[그림 3-19]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7 (수원천) ·····································································45

[그림 3-20] 교통환경 현황 (교통시설) ···················································································46

[그림 3-21] 교통환경 현황 (주차장) ·······················································································47

[그림 3-22] 보행환경 현황 (가로 유형) ·················································································48

[그림 3-23] 보행 및 교통환경 (남수동 상·하부) ··································································49

[그림 3-24] 보행환경 현황 (포장 유형) ·················································································50

[그림 3-25] 보행환경 현황 (경사도) ·······················································································51

[그림 3-26] 사회적 지원환경 현황 ·························································································53

[그림 3-27] 이동 행태도면 ·····································································································57

[그림 3-28] 이동행태 –1 (수원천 동측 상업가로) ··································································58

[그림 3-29] 이동행태 –2 (수원천 산책로) ··············································································58

[그림 3-30] 이동행태 –3 (보조기구 이용) ··············································································59

[그림 3-31] 이동행태 –4 (불법 주·정차) ··············································································59

[그림 3-32] 이동행태 –5 (자전거 이용) ··················································································60

[그림 3-23] 머무름 행태도면 ··································································································62

[그림 3-24] 머무름행태 –1 (공영주차장 앞 삼거리) ·······························································63

[그림 3-25] 머무름행태 –2 (휴게시설 필요성) ·······································································63

[그림 3-26] 머무름행태 –3 (화성박물관 외부공간) ·································································64

[그림 3-27] 머무름행태 –4 (수원천 서측 상업가로) ·······························································64

[그림 4-1] 남수동 근린환경 개선의 목표 ···············································································76

[그림 4-2] 남수동 고령친화 근린환경 개선계획 ····································································80

[그림 4-3] 남수연화경로당 ·····································································································81

[그림 4-4] 남수동 경로당 현황도면 ·······················································································82

[그림 4-5] 상자텃밭 사례 ·······································································································83



- ix -

[그림 4-6] 기존 옥외커뮤니티 예시 ·······················································································84

[그림 4-7] 차고를 개조한 개방형 휴게공간 개념도 ·······························································84

[그림 4-8] 남수동 경로당 개선계획 ·······················································································85

[그림 4-9] 수원천변 상업가로 및 천변산책로 현황도면 ························································86

[그림 4-10] 수원천변 상업가로 그늘쉼터 예시 ······································································87

[그림 4-11] 수원천 접근로 조성 예시 ····················································································88

[그림 4-12] 수원천 산책로 수변정비 예시 ·············································································88

[그림 4-13] 수원천변 상업가로 및 천변산책로 개선계획 ·······················································89

[그림 4-14] 소공원 49호 현황도면 ·························································································90

[그림 4-15] 커뮤니티 공간 예시 ····························································································91

[그림 4-16] 우회경사로 조성 예시 ·························································································92

[그림 4-17] 소공원 49호 계획 ································································································92

[그림 4-18] 수원화성 자전거대여소 ························································································93

[그림 4-19] 행궁동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예시 ······································································94



- 1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과 동시에 

나타나는 고령화 현상, 현대질환의 증가가 웰빙이나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두시켰으며 양적 성장을 넘어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함께 건강이나 치유, 행복 

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그 중에서도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누구에게나 주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건강에 관한 연구는 질환치료, 장수(長壽)를 위한 생물학적 근거나 지

역적, 사회적 환경 요인들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어 의학 및 보건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와 함께 세계보건기구

(WHO)는 1946년, 건강을‘질병의 부재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리는 상태’로 정의하였고 이후 건강의 개념은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환경적

으로 확장되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도시환경과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건강도시

(healthy city)' 의 개념은 이제 도시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범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소진, 2013).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개 도시적 스케일에서의 정책 내지 계획적 차원의 원론적 

방안에 머물고 있으며 삶의 구체적인 장소와 근린 커뮤니티 스케일에서의 생활환경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실제로 작용

하는 건강증진효과는 이들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상 생활반경, 

즉 근린 커뮤니티 스케일과 밀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도시 내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층 거주민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거주환경이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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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문제와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노인 복지나 노인 건강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년기 삶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이 은퇴 후 노후의 삶을 보내며 머물게 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전용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기존 커뮤니티를 이룬 공간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노화하는 Aging in 

Place의 개념이 바람직하게 인식되고 있다.

노후생활에 있어 살던 곳에서 노화를 중요시하는 Aging in Place에 대한 요구

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옥외환경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안소미, 2012)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으로서 노인 빈곤 등 노인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을 위한 

환경계획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인인구밀집지역인 수원시 남수동을 대상으로, 

대상지 거주 노인의 인식과 행태에 기초한 옥외활동 요인을 계획요소로 거주지역의 

근린환경 개선계획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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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내용적 범위에서 노인의 옥외활동증진을 위한 근린생활환경에 대한 

개념정립과 대상지 분석을 통한 계획요소의 도출, 대상지 내 계획적용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선행연구의 동향과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여 

노인 건강과 근린생활환경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고 한다. 둘째, 대상지의 근린환경 

특성과 거주 노인층의 근린환경 이용행태와 인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옥외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생활환경 계획을 위한 요소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계획요소를 통해 대상지에 적합한 근린환경 개선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1) 대상지 선정 기준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사례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선정 기준이 

요구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제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근린환경 계획의 수립을 

위해 거주민 중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주거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구

통계를 통한 거주인 연령의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인밀집지구의 경우 대부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거주환경의 변화가 예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상지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주민들이 근린환경에 

대한 장소애착과 거주 영속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역을 제외한 거주지역으로 고령사회의 보편적인 노인 주거 정책인 살던 곳

에서의 노화,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을 대상지의 두 번째 선정 기준

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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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지는 도시 내 자연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아파트와 같은 계획지역에 

비해 노인의 건강과 관련한 근린환경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세 번째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대상지 거주 노인의 옥외활동 수행 여부를 조사하기에 용이한 물리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옥외활동 증진을 위한 계획의 적용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대상지 선정 기준

노인밀집지역 - 연구대상이자 목적인 노인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거주 영속성

- 오랜 거주기간으로 근린환경에 대한 장소애착을 가져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쉬운 장소
-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역을 제외한 노인의 지역 내 거주
  (Aging in Place)가 가능한 지역

자연형성
주거지역

- 아파트와 같은 계획공간에 비해 노인의 건강과 관련한 주거환경의
  지원이 열악한 지역

물리적 
환경자산

- 노인의 옥외활동 수행여부를 조사하기 용이한 물리적 환경보유
- 옥외활동 증진을 위한 계획의 적용이 용이한 지역

[표 1-1] 대상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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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본 전제를 검토한 후 공간적 범위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남수동을 선정하였다.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은 수원 화성 내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으로 행정동 상 행궁동에 속한다. 

행궁동은 수원시에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노인밀집지역으로서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노인을 위한 근린환경 개선계획이 적용 가능한 디자인을 검토하는 

시범지역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남수동의 근린환경은 거주 노인의 다양한 이용행태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을 갖추고 있어 옥외활동 증진을 위한 구체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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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론적 고찰을 시행한다. 

도시설계, 공간행태, 사회복지 등의 관련분야 자료를 검토해 노인의 삶과 옥외활동, 

근린환경 간의 관계 및 고령친화적 근린환경의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친화적 디자인이 

거주 노인의 옥외활동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본다. 이후, 건강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관련 자료와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지를 바라보는 관점, ‘노인의 

옥외활동 증진을 위한 고령친화 근린환경’을 정리한다. 

둘째, 정리한 관점을 기준으로 대상지 물리적 근린환경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대상지 거주노인의 옥외활동을 관찰하는 행태조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근린환경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셋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옥외활동 행태관찰 조사방법

대상지 분석단계에서 시행하는 행태관찰조사는‘핫스팟 분석’(관찰과 계수측정)

방식으로 남수동에서 노인의 옥외활동 행태가 일어나는 주요 공간들과 이용행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젤(Zeisel, 1981)은 사람의 행태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참여관찰과 비참여 관찰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수동 일대 근린환경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행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비참여 관찰 - 눈에 띄지 않는 

관찰법(secrete outsider)’을 이용하고자 한다. 비참여 관찰(fly on the wall 

observation)은 연구자가 공간 내 사람과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방법

이며 그 중 눈에 띄지 않는 관찰은 관찰하는 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관찰자가 

관찰대상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관찰내용의 기록은 현장

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육안으로 관찰한 뒤, 계수(counting)와 행태도면(behavior 

mapping)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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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린환경인식 조사방법

거주 노인의 근린환경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심층면담방식을 이용한다. 

먼저 남수동 거주 노인이 평일과 주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간략한 

문답을 통해 참여자의 일상을 파악하고 연구자가 제작한 마을지도를 통해 대상지의 

물리적 근린환경 분석과 행태관찰조사에서 나타난 공간들을 대상으로 거주 노인의 

근린환경인식과 태도에 관한 심층면담을 수행하는 일련의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

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층의 성별, 거주기간, 동거인 여부, 

기초생활수급 여부, 신체활동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시도

하였으나 모집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남수동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

으로 선정하고 대상지의 꾸준한 방문을 통해 거주 노인 분들과 안면을 익히고 

친밀감을 높여 해당 지역 대표(통장 등)와 노인 관련 커뮤니티의 관계자(경로당 

회장 등) 등을 통해 연구에 참여할 거주 노인을 추천받았다. 초기 대상자가 모집

되면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자를 추가로 탐색하고 모집하는 Snow-Balling 

Sampl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1-2] 근린환경인식 조사 진행순서

먼저 참여자의 연령, 거주기간, 동거인 여부, 질병 여부 등에 기본 정보를 확인

하고 참여자의 일상시간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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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시간표 작성을 통해 참여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남수동 거주 노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상생활 패턴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며 심층면담

조사와 접목하여 근린환경 내 참여자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들에 대한 인식조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 순서로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는 연구자가 제작한 

마을지도를 활용하였으며 경로당 내부, 참여자의 자택, 옥외 평상 등 A1 사이즈의 

지도를 바닥에 펼쳐놓을 수 있는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참여자의 거주지를 마을지도에서 찾도록 하여 지도를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질문의 흐름은 참여자가 거주하는 집 주변의 환경부터 시작하여 

지도 내 사진을 통해 근린환경 주요 가로와 장소들을 언급하며 참여자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 일상시간표에서 언급되어진 옥외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활동 시 이용하는 장소 및 동선을 파악하고 활동을 유인하거나 저해하는 

요소의 추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질문은 앞서 진행한 대상지 물리적 환경분석과 

행태관찰결과를 가이드로 하였다. 

[그림 1-3] 심층면담용 마을지도



- 9 -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제1절 노인의 삶과 옥외활동

은퇴 후 노인의 삶에는 갑자기 많은 여가시간이 주어지는데,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노년기의 삶의 질과 연계되어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가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현대에 들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은 여가를 생명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행해지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최두열, 2000).

김동배(1999)에 따르면, 노인은 언제나 여가를 위한 시간이 넘쳐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여가를 즐거움보다 무료함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노년의 여가는 직업 활동으로 쌓인 심신의 피로회복, 

일상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여가들과 달리 일상적인 삶의 활동으로 접근

해야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일상생활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저하 등으로 대부분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활동량도 자연히 줄어든다. 

줄어든 활동량으로 인해 활동공간이 제한되는 점에서 노인 대상의 환경연구들은 

주거환경, 그 중에서도 실내 환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Zeisel et. 

al., 1977). 

그러나 실내에서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요양시설에 머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 옥외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신체활동의 증가와 함께 치유 혜택을 준다고 밝히고 있어1) 

1) Kono et al.(2004), Takano et al(2002),는 장기요양시설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옥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신체활동의 증가와 자연물 감상, 자율성 강화, 옥외의 자연광선에서 오는 호르몬 효과 등의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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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일상생활 중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 행하는 옥외활동 양과 질이 노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옥외활동은 신체활동을 통한 체력증진, 이웃과의 교류

에서 오는 사회적 관계망 개선 등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옥외활동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노화에 따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노인의 옥외활동과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리인이나 

간호 인력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그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안소미, 2012).

제2절 도시 노인의 건강과 근린환경

1. 살던 곳에서의 노화 (Aging in place)

노인은 도시를 떠나지 않는다. 삶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보내며 도시와 함께 

나이든 이들은 떠나온 고향보다 도시가 자신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믿는다.2) 

노년학 사전에서는 ‘살던 곳에서의 노화(Aging in place)’를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이사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3)

현대의 노인들은 늘어난 기대수명과 함께 ‘노후에는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삶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보편적인 노인 주거 정책의 방향이다.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

계획과 노인을 위한 UN원칙(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and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의 ‘주택과 환경’ 분야 권고에 따르면 

노인의 주거환경은 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 아래 노인들이 원한다면 

2) 한겨례21 (http://h21.hani.co.kr/) (2014년 1월 10일자)

3) Harris, D. K. (1988). Dictionary of Gerontology. New York, NY: Greenwoo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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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익숙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하며, 그러한 곳은 노인

들이 오랫동안 참여하여온 지역사회이거나 그들이 풍부하고 정상적이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기회가 있는 곳임을 명시하였다(권오정 외, 2014).

2. 노인의 건강과 물리적 근린환경의 영향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그 중에서도 

물리적인 근린환경의 요소들이 개인의 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신체능력의 저하로 인해 주거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내 거주 환경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노인 주거환경

실태와 관련한 연구는 부엌, 욕실, 침실 및 거실의 구조와 생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신한나 외, 2011)

하지만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실내보다 옥외공간에서의 활동이 부각되면서 

옥외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물리적 근린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하였다. 

근린환경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린환경의 영향력이 

노인 연령층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다수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 노화로 인해 제약된 

이동성이 삶의 영역을 근린환경 범위로 제한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근린환경 요소들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공원시설, 보행 및 대중교통환경 등의 근린환경시설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용진 외, 2011; 이시영 외, 2011; 이형숙 외, 

2011).

특히 김용진(2012)은 물리적인 근린환경 요소들이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결과를 

보여 저소득층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근린

환경단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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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린의 양호한 공공 옥외환경이 노인의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독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노년생활을 가능케 한다는 

전제 하에 복지정책 차원에서도 근린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3절 노인의 옥외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

1. 활동친화적 디자인 (Active Design)

1) 도시환경에서 건강개념의 변화와 활동친화적 디자인 계획지침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946년 발표한 건강에 대한 정의는 산업혁명과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공중보건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건강의 개념은 질병의 부재와 

관련한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환경적 영역으로 확장된 총체적 건강(Holistic 

health)으로 발전하였으며 환경적 건강(Environmental health)의 중요성을 부각

시켰다. 환경적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도시의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요인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건강

프로젝트가 제안되었고(이승현, 2008) 이는 곧 건강도시(Health city)의 개념으로 

이어졌으며 건강과 도시환경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와 정책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도시의 환경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거듭났으며, 도시환경을 

설계하는데 있어 건강은 하나의 주요 키워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어떠한 도시환경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개인의 건강과 활동성이 환경과 밀접하다는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2000년대 후반에는 활동적 생활(Active Living)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주도하에 신체활동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활동친화적 디자인(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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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뉴욕시의‘활동친화디자인 안내지침’(Active Design Guideline, 2010), 호주 

캔버라시의‘활동친화영향 평가항목’(Active Living Impact Checklist, 2012), 호주의

‘디자인에 의한 건강’(Healthy by Design, 2004)에서 다루고 있는 계획지침의 

주요범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미국 뉴욕시

활동친화디자인 안내지침

(Active Design Guideline)

호주 캔버라시

활동친화영향 평가항목

(Active Living Impact Checklist)

호주

디자인에 의한 건강

(Healthy by Design)

주 요
내 용

- 복합토지이용

- 이동수단 및 주차

- 공원, 오픈스페이스,    

  레크레이션 시설

- 어린이 놀이공간

- 공공 광장

- 식료품점 및 신선한 

  식품 접근성

- 가로 연결성

- 도로 정온화

- 보행자도로 디자인

- 가로경관 프로그래밍

- 자전거 네트워크 및 

  연결성

- 자전거 도로

- 기반시설

- 활동적 이동수단

- 미학

- 연결성

- 모든 이들을 위한 환경

- 복합 밀도

- 복합 토지이용

-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 안전성과 자연감시

- 사회적 포섭

- 지원 기반시설

- 보행 및 자전거 루트

- 가로

- 동네 목적지

- 오픈스페이스

- 대중교통

- 지원시설

- 지역 커뮤니티 의식 양성

자료 : 소진(2013). 앞에 든 논문 p42-44에서 재구성

[표 2-1] 활동친화적 디자인 계획지침의 범주



- 14 -

2.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란 활동적인 노화를 촉진하는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한 도시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영혜 외, 2011). 고령친화도시 관련 연구로는 최근 몇몇 시·도와 

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인친화도시조성 계획연구와 고령친화도 및 고령친화

도시점검척도 개발연구 등이 있다.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연구는 대체적으로 

WHO에서 제시한 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점검목록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부분별로 적용하고 있으며 고령친화도나 고령친화도시 점검을 위한 측정도구, 

즉, 척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WHO에서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점검척도를 

타당도나 신뢰도 조사 없이 무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지은구 외, 2013).

1) WHO 고령친화도시 점검척도

고령친화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전국적 차원의 통합모델과 세계적인 정책

기구 차원의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국제보건기구(WHO) 주도로 이루어진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김영혜 외, 2011). WHO는 2007년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조성을 위한 메뉴얼인 고령친화도시가이드(Global Age-Friendly Cities 

Guideline)을 개발하였는데,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서비스 지원환경

이라는 3개의 관심분야에 8영역, 67개의 소분류와 15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관심분야 영역 (지표수)

물리적 환경 (77) 야외공간과 건물(16) / 교통(33) / 주택(28)

사회·경제적 환경(62) 존경과 사회적 통합(17) / 사회참여(14) / 시민참여와 고용(31)

사회서비스 지원환경(20) 커뮤니케이션과 정보(6) /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14)

자료 : WHO(2007). Golobal age-friendly cities Guide 에서 재구성

[표 2-2] WHO 고령친화도시 체크리스트의 범주

특히 물리적 환경 분야는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시설에 관한 것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요 특징인 이 주제들은 개인의 이동성, 부상으로부터의 

안전성,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건강과 관련된 행동, 사회참여에 강한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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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언급하였으며 다른 두 분야에서는 노인의 정신적 안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WHO에서는 점검척도를 제

시하며 지역에 맞게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때 모든 단계에서 노년층을 

파트너로 참여시켜 도시의 장단점을 평가하면서 고령친화적 특징의 점검항목이 

자신의 경험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기술하고 개선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WHO, 2007).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옥외활동과 관련한 분야는 물리적 환경분야의 

야외공간과 건물영역으로 이 영역에서 체크리스트로 제시한 다룬 16개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야외
공간과 
건물

환경 도시는 청결하며, 공공장소의 소음, 유해한 악취를 제한하는 강제법규가 있음

녹지공간과 
보도

접근이 용이한 쉼터, 화장실, 좌석을 갖춘 관리되고 안전한 녹지공간이 있음

보도는 장애물이 없고 보도면이 매끄러우며 공중화장실을 갖추고 접근이 용이함

도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통섬, 육교 및 지하도와 같은 물리적 
구조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음

도로는 미끄럼 방지처리하며 건널목의 간격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정해야함

건널목 신호등은 노년층이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시간이 충분해야 하며 시각과 
청각 신호를 알림

야외의자
정류장과 공공장소에서 야외의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됨
의자는 잘 관리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인도
인도는 장애물(노점상, 주차된 차, 나무, 개 배설물, 눈)이 없고 보행자 우선임

인도는 잘 관리되고 매끈하고 평평하며 미끄럽지 않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고 차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길이 있음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있음

안전성
공공공간과 건물은 치안을 우선순위에 두며, 자연재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 
밝은 가로등, 경찰순찰대, 법률 집행, 안전협회 지원 등을 통해 치안을 강화함

교통 교통법규를 엄격히 시행하며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먼저 양보함

서비스
노년층 전용 대기줄이나 서비스 판매대와 같이 노년층용 고객 서비스를 마련함

서비스 시설은 노년층의 접근이 용이한 가까운 곳에 집중하여 위치함

건물
건물은 접근이 용이하며 엘리베이터, 경사로, 충분한 표지판, 계단 난간이 있음
너무 높거나 가파르지 않은 계단, 미끄럽지 않은 바닥, 편안한 의자가 있는 
휴게실, 충분한 수의 장애인용 공중 화장실이 있음

공중
화장실

공중화장실은 청결하고, 잘 관리되고, 어떤 장애 노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잘 보이고 편리한 위치에 있음

자료 : WHO(2007). Golobal age-friendly cities Guide p18-19 에서 재구성

[표 2-3] WHO 고령친화도시 체크리스트 (야외공간과 건물부문 16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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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고령친화도시 관련 선행연구

(1)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계획 (서울어르신 종합계획)4)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노인친화도시조성 계획연구로는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계획’을 들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 노인인구 100만명 시대에 진입하며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조성에 나섰다. 시는 2010년 ‘2020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GNAFC 가입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정’, ‘고령친화도시 평가시스템도입방안 

연구’,‘WHO 세계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 가입추진 전략’등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가 3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에는 2010년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7월에 공표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 

법조인, 의료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 WHO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8대 

분야의 60개 전략과제가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다.

2012년에는 2011년 가이드라인 연구에 기초하여 8대 분야 61개 과제로 정리된 

실행계획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각 부서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당초안과 달리 6대 분야 35개 사업으로 축소된 실행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이 내용을 서울시는 2012년 11월 ‘서울어르신 종합계획’

으로 발표하였다.

서울시의‘서울어르신 종합계획’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가입 시의 

1단계, 3개년 실행계획으로 제출되었으며 이후 WHO가 권고하는 상시적인 어르신 

4) 정은하(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2013~15년) 실행계획 평가, 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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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기구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며 

보다 향상된 차기 5개년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2-1]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관련 주요 추진내용 (2010~2013년)

WHO 가이드라인 8대 영역
2012 실태조사 서울시 제1기 실행계획(지표수)

“서울어르신 종합계획”문항수 우선순위

1. 외부환경 및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13문항 7

4. 살기편한 환경(5)2. 교통 수단 편의성
Transportation 8문항 7

3. 주거 환경 안전성
Housing 4문항 4

4. 여가 및 사회활동
Social participation 8문항 2 6. 존중과 세대통합(6) 1. 제2인생

  설계지원(6)5. 인적 자원의 활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6문항 1 3. 건강한 노후(6)

6. 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8문항 2

6. 존중과 세대통합(6)
7. 의사소통 및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5문항 5

8. 지역돌봄 및 건강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6문항 6 3. 건강한 노후(6)

자료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2013~15년) 실행계획 평가 p21 에서 재구성

[표 2-4] WHO 가이드라인 8대 영역과 서울시 제1기 실행계획 분야구성 비교

서울시 실행계획은 WHO 가이드라인 중 외부환경과 관련된 3개 분야를 1개 

분야로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등의 2개 분야를 1개 분야로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제2인생 설계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실시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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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문제해결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늦춘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의 회원가입을 위한 준비와 그 과정을 토대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의 실행계획은 WHO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전 영역을 포괄하고자 노력

했다는 점과 실제 서울시에서 수행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WHO 가이드라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베이비

부머세대 지원과 관련된 분야를 별도로 구성한 점은 WHO에서 권고하는 지역

사회를 반영한 내용으로 국제네트워크의 타 회원도시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과제들을 살펴보면 WHO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하는 주거, 교통, 외부환경 및 시설 등의 3대 분야를 통합한 ‘살기편한 환경’ 

분야는 실제 복지시설 정비와 관련된 3개 과제, 노인 대상 주택 공급 관련 2개 

과제로 총 5개 과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살기편한 환경을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충분한 포괄성을 갖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5)

경기도는 2010년 노인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규모면에서 전국노인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민들 중 

베이비붐 세대층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2023년에는 전체 경기도민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2011년 경기도가족

여성연구원에서는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를 통해 경기도형 고령친화

도시 가이드 개발에 관해 연구하였다.

5) 김영혜 외(2011).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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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의 개발과정은 먼저 연구진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조사가 용이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항목과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현장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고령자인 

6명의 시민단체 회원이 항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수정·보완하였는데, 이 작업은 

실제 고령자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을 항목에 재평가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정책분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시청 노인복지팀 공무원 3명

이 가이드를 수정·보완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실무자로서 항목의 현실성을 

검토하였다(김영혜 외, 2011).

[그림 2-2] 경기도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개발과정

위 절차를 걸쳐 완성된 경기도형 고령화도시 가이드는 현장조사와 정책분석 

영역으로 구분 되며, 총 8개 영역, 61개 항목(세부항목 포함 65개)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현장조사 영역은 30개(세부항목 포함 34개), 정책분석은 31개 항목이 해당

되어 현장조사와 정책분석 항목의 비율이 1:1로 나타났다.

이 중 본 연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옥외환경과 관련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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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내용

외부
공간
시설
(10)

1-1 녹지공간에 공공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다.

1-2 산책로 바닥은 안전하고 이동시 장애물이 없다.

1-3 공원과 정류장에 규칙적으로 휴게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다.

1-4 정류장에서 병원, 공원, 복지시설 등으로 이동이 자유롭다

1-5 횡단보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비되어 있다.

1-6 횡단로의 교통신호기는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1-7 건물진입시 출입구 진입로와 출입문 이용에 장애받지 않는다.

1-8 공공기관의 안내소 및 접수대는 출입문 주변에 있다.

1-9 공공기관에 쉽게 이용 가능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1-10 공공화장실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자료 : 김영혜 외(2011).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p28-30 에서 재구성

[표 2-5]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점검항목 (외부공간시설 현장조사 부문 10개 지표)

또한 개발한 각 점검항목에 대해 점검내용을 서술하고 개념의 정의, 관련법 

검토, 사례연구를 통해 점검기준 수립하고 우수, 보통, 미흡의 세 단계로 평가하는 

세부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림 2-3] 경기도형 고령친화도시 세부지표 예시

(출처: 김영혜 외(2011).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작성한 경기도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경기도 과시를 대상으로 

고령친화도시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현장조사부문의 평과 결과는 각 점검항목별로 

3점 만점에 대한 점수와 의견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는 현장조사, 정책분석으로 구분하고 세부 지표를 

개발하여 WHO 고령친화도시 체크리스트를 계량화하고 경기도 내 대상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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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도출하려고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계량화된 결과는 실질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이라보기 어려우며 

결과에 대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3. 옥외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 개선 사례

1) 국외 사례

(1) 고령친화마을 : 시애틀 도시마을 (Urban Village)

미국 시애틀시의 도시마을(Urban Village)은 차량을 위한 차선감축과 보행 및 

자전거수단을 장려하면서 고령친화적 개선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도시마을에 수립된 실행계획에서는 건강한 삶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살만한 거리(Street)의 조성, 다양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가득한 커뮤니티 도시구심점 

형성, 젊은 층, 노인층, 인종 등의 사람과 연결된 커뮤니티 형성, 안전하고 안심 

커뮤니티 조성(물리적 활동 및 비즈니스중심 커뮤니티 강화라는 커뮤니티 차원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인 시설을 위한 계획과 함께 비물리적 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목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황금회 외, 2015). 특히 커뮤니티

에서 건강한 생활로 구성원인 가정, 사회문화적 기관, 단체 및 서비스를 연계하고, 

건강생활의 영위를 위한 건강식단, 식당 등의 커뮤니티 자원을 근린지역과 연계

하고, 공원, 보행인도, 대중교통 등에서 건강한 일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Infrastructure)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6)

6) 황금회 외(2015). 경기도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기초연구, 경기연구원,  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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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교차로 개선 단차가 있는 횡단보도 설치

[그림 2-4] 시애틀 도시마을(Urban Village)

(출처: 황금회 외(2015), 경기도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기초연구)

(2) 뉴욕시 고령친화지구(Aging Improvement District)

뉴욕시는 근린환경 차원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개선해야할 사항과 제안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지구(Aging Improvement Distric)의 

지정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들로부터 수렴한 개선사항과 제안사항을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해당 고령친화지구에 속하는 지도자, 지역기업, 비영리단체, 

시공무원, 교육 및 종교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센터와 

지역도서관의 협약을 통해 음악, 드라마, 글쓰기, 그림 등에 관한 노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대중교통이용을 돕기 위해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에서 차량에 GPS장비를 설치하고 노인에게서 문자, 전화, 이메일로 신청한 

차량에 대한 도착예정시간을 알리고 있다. 56개소의 광장을 노인들의 보행친화 공간

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이미 37개소 이상의 광장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점에 횡단보도, 차량회전 금지, 인도확장, 차선축소를 실시하였다.

그 외 공원, 커뮤니티센터, 주거지역에서 무료 운동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식료품을 자택 급식배달 서비스로 받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스쿨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운행하고 있다. 

뉴욕시 고령친화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 의견수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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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공원
공공공간

Ÿ 공원, 공공공간이 청소 및 관리가 필요
Ÿ 고령자의 화장실 접근성 개선이 필요

도로
통행

Ÿ 도보통행을 위한 인도 재포장
Ÿ 고령자가 버스에 탈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에세스 A 라이드가 필요

안전
사회적 존중

Ÿ 야간에 외부에서 안전이 취약함
Ÿ 노인 비하라는 인식이 팽배

주택 Ÿ 고령자주택은 임대료의 인상이 면제되는 사실을 모름

식료품
Ÿ 식료품 가격이 할인되길 희망함
Ÿ 쇼핑도중에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시설을 희망

여가생활
Ÿ 저렴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
Ÿ 이용가능한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원함

건강서비스 Ÿ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좋은 의사진료와 치료를 선호

소득 Ÿ 대부분 고령자가 사회보장제도로 제공되는 수입에 의존

자료 : 황금회 외(2015), 경기도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기초연구 p38에서 재구성

[표 2-6] 국외 사례 : 뉴욕시 고령친화지구 조성을 위한 고령자 제안사항

2) 국내 사례

(1) 복지마을  : 충남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국내에서 복지마을로 조성된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들이 매일 학교나 일터에 

가는 것처럼 소속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노인복지관 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심외곽지에 위치하여 노인전용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을 

중점적으로 돌보는 유료 노인요양원과 노인아파트, 텃밭과 산책로 등이 연결되어

있어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어메니티가 결합한 일종의 노인종합시설단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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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내용

노인
아파트

Ÿ 노인임대아파트 : 입주시 보증금 6-700만원, 월임대료 65천원, LH공사건축
Ÿ 시가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도시가스가 아닌 LPG가스 이용

장애인
복지관

Ÿ 일반 장애인과 함께 노인장애인도 이용가능

노인
요양병원

Ÿ 의료서비스를 완화와 지속성에 초점
Ÿ 진료과는 외과, 통증, 한방 등

노인
요양원

Ÿ 정원 108명
Ÿ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시설급여를 받는 1-5등급 사이 노인들이 요양중

노인
복지관

Ÿ 소속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중 매일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Ÿ 과다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수강료 1만원 책정
Ÿ 일 5천원으로 식사, 찜질방 이용가능
Ÿ 장애인사업으로 커피를 1천원에 저렴하게 판매
Ÿ 중앙무대공간에서 체육(당구, 탁구), 댄스, 요가, 태극권 및 미술, 서예,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부대시설
Ÿ 야외 공연장, 찜질방, 등산로, 산책로 등
Ÿ 노인 교통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

자료 : 황금회 외(2015), 경기도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기초연구 p39에서 재구성

[표 2-7] 국내 사례 : 충남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복지마을 김장행사 요양병원 내 사회적기업 공연 무료 셔틀버스

[그림 2-5] 충남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출처 :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홈페이지 http://www.scbokjitown.or.kr/)

(2) 건강마을 : 성북구 삼태기 건강마을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은 자연발생형 골목과 부정형가구구조를 

지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간의 친밀감과 자발적인 규범이 있는 마을이다. 

마을 면적은 약 36,000㎡이며 400여세대(95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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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유형의 주거지역이다. 2012년 서울시 건강마을시범대상지로 선정되어 

건강마을 사업단과 주민협의체가 건강카페 ‘마실사랑방’운영, 생활 속 도시농업 

활성화, 골목길 내 건강친화적인 환경조성, 삼태기 마을 주민들의 건강기초 조사 

등 건강을 주제로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분 내용

사업내용

Ÿ 마을주민 역량강화 (마을학교 운영, 생활협동조합 교육, 자기주도학습)
Ÿ 도시농업 활성화(상자텃밭분양, 유휴지 공간 친환경작물 재배)
Ÿ 건강 형평성 제고(대사증후군, 치매, 우울증 검진, 금연교육 등)
Ÿ 부문간 협력체계 구축(도서관, 동덕여대, 실버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주요시설
Ÿ 건강카페 ‘마실사랑방’운영(주민 모임, 교육, 봉사활동 등으로 활용)
Ÿ 골목길 환경조성(건강친화 골목조성, 마을벽화 제작, 노후건물 페인트칠 등)

주요
프로그램

Ÿ 지역공동체 재생(삼태기 건강마을 축제)
Ÿ 걷기(전문강사 지도) 및 산악 동아리
Ÿ 건강기초조사(질환별 유병율, 건강행태, 의료기관이용율 등)

시사점
Ÿ 물리적, 비물리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지원을 위한 시설 조성
Ÿ 건강을 주제로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

자료 : 김영현 외(2013),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 p53에서 재구성

[표 2-8] 국내 사례 : 삼태기 건강마을(2012 ~ 2014년)

마실 사랑방 마을축제 건강텃밭

[그림 2-6] 삼태기 건강마을

(출처:구글 이미지검색 https://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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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이론 및 선행연구 소결

1. 노인의 옥외활동증진을 위한 근린환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시가지 근린환경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옥외환경에서 활동증진을 도모하는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 목적의 당위성과 노인의 옥외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고령친화 근린환경의 요소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오랜 기간 거주하며 커뮤니티를 지속해온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살던 곳에서의 노화(Aging In Place)' 의 개념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활동적인 노화(active aging) 혹은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를 위한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하면서 지역 내 계속해서 머무는 노인을 둘러싼 

환경의 고령친화적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의 물리적 요소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노인은 신체적 노화로 인해 삶의 영역이 근린환경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근린 내 보행환경, 대중교통환경, 공원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노인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혀 근린의 물리적 환경을 고령친화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되었다. 

공원, 오픈스페이스와 같은 실외 공공공간. 대중교통시설 및 보행환경을 포함하는 

교통관련시설. 주민모임장소,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및 운동장과 같은 건강

증진시설을 포함하는 지원시설은 건강도시 및 고령친화도시 점검항목과 활동친화적 

디자인 계획지침 등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물리적 공간이다.

이들 공간에서 첫째,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계층을 포함한 모든 노인들이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 둘째, 보행 및 운동을 유도하는 적절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신체활동 지원성. 셋째, 차량 등 활동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성. 넷째, 이웃 간의 커뮤니티 형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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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류의 네 가지 요소를 건강한 고령친화 근린환경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노인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옥외

활동증진을 위한 고령친화 근린환경’은 거주노인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과 공간이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생활욕구를 충족시킬 있는 각종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환경위해요소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생활환경이라 할 수 

있다.

2. 고령친화 근린환경 분석의 틀

대상지 분석의 틀은 2장에서 도출한 노인의 옥외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이 

갖추어야할 특성과 물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고령친화 근린환경 분석항목은 먼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공간을 크게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보행 및 교통환경, 사회적 지원환경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공간에서 노인의 옥외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이 갖추어야할 특성인 공공성, 

신체활동, 안전성, 사회적 교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환경’은 자연적 환경 및 여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녹지의 양적확보 뿐 아니라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고령자 관점에서 접근성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행 및 교통환경’과 관련해서는 보차혼용, 보차분리도로의 구분에서부터 

세부적으로는 적절한 경사도나 보행에 편리한 포장, 기울기, 보행장애물 제거 등 

노인의 신체적 제약을 배려한 보행환경이 고령친화를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로 

언급되었다. 또 차량의 속도감소, 주차공간의 이슈와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여부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대중교통 접근성의 경우 성현곤(2011), 김용진

(2011)의 연구를 통해 주관적 건강수준에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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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환경’은 사회복지시설과 자원을 의미한다. 김용진

(2011)은 노인의 경우 활발한 사회적 활동이 정신적 건강에 유의미한 것으로 

밝힌 바 있으며7)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역주민 간의 사회활동 뿐 아니라 노인

시설, 종교시설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고령친화 근린환경의 주요 계획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구 분 항  목 세 부 요 소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환경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공원, 오픈스페이스, 하천 등

보행 및 교통환경
보행로 보차혼용도로, 보차분리, 보도 등

교통시설 버스정류장, 주차장, 횡단보도, 교량 등

사회적 지원환경

복지시설 경로당, 복지관 등

공공시설 구청, 동사무소 등

보건의료시설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종교시설 사찰, 교회, 성당 등

[표 2-9] 고령친화 근린환경 분석의 틀

7) 김용진(2011)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시설, 종교시설 환경은 사회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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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남수동 근린환경 분석

제1절 대상지의 선정

앞서 서론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사례지역을 선정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선정된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은 다음과 같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지라 할 수 있다.

1. 노인밀집지역

남수동이 속한 팔달구 행궁동은 수원시에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노인

밀집지역이다. 수원시 동별 노인인구 통계(2013)8)에 따르면 수원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9,227명으로 전체의 8%를 나타내고 있으나 팔달구 행궁동의 경우 총 

인구수 12,149명 중 2,219명이 노인으로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장안구 

연무동과 권선구 세류1동, 팔달구 지동이 15%로 뒤를 이었고 팔달구 매교동과 

고등동이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분 동 명 노인인구비율

1 팔달구 행궁동 18%

2

장안구 연무동

15%권선구 세류1동

팔달구 지동

3
팔달구 매교동

14%
팔달구 고등동

자료: 수원시청 (2016)

[표 3-1] 수원시 동별 노인인구비율

8) 2016.4월 기준, 2013년 통계자료가 수원시 구·동별 세대 및 인구의 최신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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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영속성

남수동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화성으로 인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으로 지정되어있다. 성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모든 건설 행위는 사전 심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성곽 안팎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대상지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고밀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거주노인들의 거주 영속성을 갖는 곳으로 

Aging In Place 개념에 부합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3. 자연형성 주거지역

화성 내부의 마을들은 화성이 축조되었던 조선시대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대규모 개발 없이 미미한 변화들을 통해 옛 도시조직을 꾸준히 가져왔다. 

때문에 화성 내 자연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서 남수동은 신도시와 같은 계획

지역에 비해 노인의 건강과 관련한 근린환경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4. 물리적 환경자산

남수동은 좌측으로는 수원천이 우측으로는 화성 성곽이 존재하며 이들 공간에서 

거주민들의 다양한 행태가 관찰된다. 또한 지역 내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저층 

주거지, 경사로와 계단 등 다양한 외부환경 조건을 지녀 설계를 통한 개선안 

제시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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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상지 개요 및 고령친화 근린환경 분석

1. 대상지 개요

1) 개발이 제한된 저밀도 노후주거단지

남수동은 주택의 노후화와 함께 도시기반 시설의 불충분한 공급 및 노후와 문

제를 갖는 도시쇠퇴의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는 수원 화성을 보호하기 위한 고

도제한 및 개발억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층단독주택 및 노후주택의 경관을 지니

고 있으며 맥락적으로 볼 때 남수동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낮은 소득의 사

회적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화성 내부의 구도심은 1980년대부터 주거기능의 이탈 및 슬럼화가 진행되었는

데 이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수산업대로 등 교통기반시설이 발달하고 

도 행정기관, 대형 산업시설, 대학 및 연구시설이 입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하게되

자 1984년 서수원과 북수원에 주거전용 지역을 신설하는 등 도시 확장을 이루었

고 이러한 새로운 택지개발 및 주거공급이 결국 개발에 제약이 걸린 구도심의 쇠

퇴를 가져왔다(변다희, 2015).

한편, 수원화성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0년대에 국가문화재(사적 

3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수원의 도시계획은 일제의 침략 및 한국전쟁으로 훼손된 

화성을 복원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1970년대 수원은 ‘국방문화유산 정비계획’

수립으로 화성 및 화성행궁 복원 및 정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화성

행궁복원 장기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런 꾸준한 노력 끝에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되었으며 이후 화성과 관련한 도시 계획의 방향은 문화재 복원, 문화관광 등을 

골자로 하는‘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게 되었다.

인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화성 내부의 슬럼화가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문화



- 32 -

재를 사람보다 중히 여기는 수원시의 도시 계획은 행정과 지역주민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했다.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개발억제로 화성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화성박물관과 화성홍보관, 

주차장 등 관광지원을 목적으로하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과정에는 지역 주민의 

거주권뿐만 아니라, 매연·소음·주택개량제한 등 주거환경의 질까지 침해받았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한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성과없이 무산되고 2006년 이후 건축 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도심 속 슬럼가로 

전락한 남수동 일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 왔다.

계속되는 주거환경의 노후화 속에서 화성 내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더 이상 공공이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도시계획적 해결을 기대하기보다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모여 갈등관계를 회복하고 거주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마을만들기의 형태로 등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관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2011년에는 민·관 협력형 마을만들기인 수원마을르네상스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하였으나 문제가 되는 주거환경은 실질적으로 정비되지 못해 

주민들은 낙후된 주거환경 속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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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현황

남수동은 수원의 구도심인 수원화성 내 주거지역으로 수원화성의 남동쪽 성곽과 

맞닿아 위치한다. 대상지 서측과 남측으로 각각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으나 가까운 역에서 약 2km 이상 떨어져있어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그림 3-1] 대상지 광역현황

[그림 3-2] 대상지 주변현황



- 34 -

남수동은 창룡문에서부터 남수문으로 이어지는 수원 화성성곽이 대상지 우측을 

감싸고 있으며 화성 내 주요도로인 창룡대로와 수원천이 동네를 구분하고 있다.  

대상지는 화성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수원천이 통과하며 주요 시설로는 화성 

행궁과 수원화성박물관 및 팔달구청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대상지 주변은 수원 

화성과 수원천이 위치해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으며 대상지 

좌측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있다. 대상지 내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상지 서측에 상업시설과 시장이 남북방향으로 밀집하여 있으며 

대상지 내 창룡대로와 수원천변을 따라서 상업시설이 들어서있다.

 

[그림 3-3] 용도지역현황도 [그림 3-4] 토지이용현황도

출처 : 수원시(2014).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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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현황

남수동의 인구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총 1528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9.2%인 고령화지역(2015년 기준, 수원시 8.4%, 경기도 10.5%)이며 노인인구의 

대다수는 마을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토박이들이다. 

남수동의 남녀 인구비율은 남자가 더 높으나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비율에서는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나며 중·장년층이 많고 20~30대 청년층과 19세 미만의 인구가 

9.9%로 적게 나타난다.

[그림 3-5] 남수동 인구구조

자료: 팔달구 (2016)

구분 연령계층 인구수 남 여

계 - 1528명(100%) 828명(54.2%) 700명(45.8%)

영유아 1-7세 45명(2.9%) 22명(2.7%) 23명(3.3%)

어린이 8~13세 48명(3.1%) 24명(2.9%) 24명(3.4%)

청소년 14~19세 59명(3.9%) 35명(4.2%) 24명(3.4%)

성인

20~29세 148명(9.7%) 83명(10.0%) 65명(9.3%)

30~39세 180명(11.8%) 100명(12.1%) 80명(11.4%)

40~49세 222명(14.5%) 140명(16.9%) 82명(11.7%)

50~59세 335명(21.9%) 197명(23.8%) 138명(19.7%)

60~65세 197명(12.9%) 99명(12.0%) 98명(14.0%)

노인 65세 이상 294명(19.2%) 128명(15.5%) 166명(23.7%)

자료: 팔달구 (2016)

[표 3-2] 남수동 연령별 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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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수동과 관련된 도시계획

화성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이후 관련한 도시 계획의 방향이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화성 내부의 주거지역인 

남수동의 근린환경에도 관련한 도시개발계획들이 제시되어있다.

구 분 위  치 비고

전통한옥
체험시설

남수동 11 - 407번지 일원
문화시설 4동

한옥 홍보시설, 한옥힐링 체험시설, 관광객 쉼터

물체험관 남수동 102번지 일원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 (2013.2)

[표 3-3] 남수동 문화관광 사업계획

(1) 전통 한옥체험시설9)

수원시의회 화성특별위원회는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하는 체류형 관광을 개발할 목적으로 남수동 11-407번지 

일원에 개별형 전통 한옥체험시설 등 관광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을 수원시에 

건의할 3건의 권고안 중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위원회는 남수동 11-407번지 일원 4,411㎡의 유휴지에 대해 화성지구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원시의 공영개발을 권고하였으며 

2013 ~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729㎡ 면적의 문화시설 4동(한옥 홍보

시설, 한옥힐링 체험시설, 관광객 쉼터 등)이 계획되어있다.

9) e수원뉴스 (http://news.suwon.go.kr) (2015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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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위치 부지 사진 (촬영일: 2015.11) 부지 사진 (촬영일: 2016. 04)

[그림 3-6] 남수동과 관련한 도시계획 -1 (전통 한옥체험시설)

(2) 물체험관

수원시는 남수동 102번지 일원에 수원천 복원 사업의 역사·문화·생태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치수·이수·친수 활동을 체험·학습하는 공간이자 

화성과 수원천, 재래시방을 연계하는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물 체험관을 건립을 계획하였다.

부지 위치 배치 1안 배치 2안

[그림 3-7] 남수동과 관련한 도시계획 -2 (물체험관)

(출처: 김윤호 외(2013), 수원시 물체험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

하지만 해당계획은 현재 수원시의회 화성특별위원회가 차량과 관람객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건립 위치의 재검토를 권고하고 해당 부지 일부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하였으며 늦어도 2014년 상반기까지 

대안 부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무기한 연기되어있는 상태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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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재 보호

(1) 문화재 복원 및 보수사업

문화재 보호에서는 문화재 복원 및 보수사업과 보호구역을 언급할 수 있다.

화성 내 곳곳에서는 화성 축성과정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근거로 문화재의 복원 및 보수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수동과 관련하여 

복원된 문화재는 2012년 6월 복원된 남수문이 있다. 

남수문은 수원천이 성곽 북쪽의 화홍문에서 남쪽으로 흘러 내려와 성곽과 다시 

만나는 지점에 만든 수문으로 수원천 하류 수량증가에 대비하여 9개의 홍예수문

으로 되어 있으며 수문 위에는 성 밖 적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포사가 복원

되었다.

남수문 위치

남수문 복원 전 경관 (2010.06)
(출처 : 다음지도 map.daum.net)

복원된 남수문 (촬영일: 2015.08)

[그림 3-8] 문화재 복원 및 보수사업 (남수문 복원 전후)

복원된 남수문은 수원천을 건너는 교량과 성곽으로 연결되는 접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수문 복원과 함께 인접한 보행로를 확장하고 성곽 

주변을 정리하여 도시미관이 개선되었다.

10) 기호일보 (http://m.kihoilbo.co.kr) (2013년 1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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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중에서 그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인근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정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그림 3-9]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

국가지정문화재인 수원화성의 경우, 성곽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일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단계별 보상을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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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남수동 11-101번지 등 147필지 20,688㎡ (문화재구역 90필지 5,617㎡, 

보호구역 57필지 15,071㎡)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면서 해당구역 내 주택을 

모두 철거하고 공터로 남겨두었다. 또한 2015년 2월에는 남수동 11-274번지 일원의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을 위해 해당 문화재청을 통해 보상·철거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다. 문화재구역을 관리하는 문화유산관리과에서는 ‘원지형 

복원’을 사업방향으로 내부검토 거쳐 공원 등으로의 사업인가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보호구역 위치

문화재 보호구역 주택철거 전 (2010.06)
(출처 : 다음지도 map.daum.net)

문화재 보호구역 주택철거 후 
(촬영일: 2015.11)

[그림 3-10] 문화재 보호구역 -1 (주택철거 전후)

남수동 하부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거주지역 간의 고도차로 인해 사면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면서 1.5m에서 3m 높이의 옹벽을 

쌓았다.

옹벽 위치 (촬영일: 2016.04)

[그림 3-11] 문화재 보호구역 -2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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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고령친화 근린환경 분석

1)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환경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녹지지역, 공원과 공공공지,  

공공시설 외부공간 그리고 녹지축인 수원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림 3-12]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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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화성성곽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녹지 형태의 

오픈스페이스가 정비되어있다.

성곽을 따라 수원화성 성곽길이 조성되어있으며 성곽길과 도로 사이에 보호녹지를 

두었다. 대상지에는 창룡문 주변으로 넓은 면적의 녹지와 남수문 부근의 사면녹지가 

형성되어있다.

남수동과 맞닿은 화성 성곽길은 1~2% 대의 경사도의 평탄한 구간이며 수원천과 

만나는 지점에서 급경사를 이뤄 계단이 조성되어 있다.

성곽길은 성곽을 따라 조성된 길의 연결성이 뛰어나고 보호구역에 조성된 완충

녹지가 길에 미적매력을 더해준다. 동일포루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물이며 

수원성 봉돈 아래 구간부터는 보행전용도로와 휴게 및 운동시설이 잘 조성되어있다. 

또 대상지 내 화성 성곽길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화성성곽길 보행전용구간 화성성곽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그림 3-13]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1 (화성성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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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앞 녹지 남수문부근 사면녹지

[그림 3-14]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2 (녹지)

(2) 공원 및 공공공지

대상지 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남수동 일원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 내 공원 및 공공공지가 조성되었다. 

창룡대로변에는 버스정류장과 인접한 공공공지(456㎡)와 15면의 거주자우선주차

장 조성 후 남은 자투리땅에 조성한 공공공지(142㎡)가 마을 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으며 소공원 49호의 경우, 16년 5월 말에 완공되었다.

[그림 3-15]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3 (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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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4 (소공원)

(3) 공공시설의 외부공간

2009년 건립된 수원화성박물관은 창룡대로 방향으로 넓은 외부공간을 두면서 

수원천방향으로 야외전시물과 수목으로 둘러쌓인 약 규모의 쉼터를 조성했다. 쉼

터의 내부는 물론 인접한 도로변을 따라서 벤치를 놓아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림 3-17]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5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은 2014년, 수원화성박물관 우측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구청 외부

공간에 비오톱을 테마로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육생비오톱은 디딤목, 디딤판석을 

재료로 관찰로, 관찰데크, 정자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상록교목,상록관목,낙엽교목,

낙엽관목,지피를 골고루 식재하였다. 수생비오톱은 육생비오톱과 나란히 위치하며 

수련과 횟대, 경관석으로 꾸민 생태연못에 노란꽃창포, 물억새 등의 지피식물을 

식재하였다. 



- 45 -

육생비오톱 수생비오톱

[그림 3-18]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6 (팔달구청)

(4) 도시 내 주 녹지축 : 수원천

수원천은 광교산을 발원지로 수원의 도심인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를 걸쳐 

흐르는 도시형 하천으로 수원 남쪽에 위치한 화성시 합류지점까지 16km에 이르는 

하천이다.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면서 천변보행로가 정비되고 남수동과 인접한 

매향교~남수문 구간에는 실외 운동시설이 없었으나 휴게공간이 두 곳 조성되어있다. 

수원천변 보행로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로는 매향교~남수문 구간에서 서측에 두 곳, 

동측에 두 곳이 각각 230m와 310m 간격을 두고 계단으로 조성되어있으며 교량 외 

천변 보행로에서 수원천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남수문 근처에 있다.

천변보행로 휴게공간 계단 진입로

[그림 3-19]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7 (수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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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 및 교통환경

주요 대중교통으로는 버스가 창룡대로를 따라 노선을 이루고 있으며 가까운 

지하철역은 분당선 매교역으로 남측으로 직선거리 약 1.5km 거리에 위치한다. 

대상지는 최근 5년 사이에 실외주차 공간이 급증하였으며 상업이 중심을 이루는 

대상지 서남측은 실내주차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남수동 내부에는 공영주차장인 

남수주차장이 39면 조성되어있으며 마을 도로 곳곳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다수 존재한다.

[그림 3-20] 교통환경 현황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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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동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계약된 시간 외에는 개방으로 운영하여 계약된 

차량 및 외부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성곽길 인근 주차구획(P1-1부터 

P1-4)은 야간주차구획으로 당일 9:00부터 당일 18:00까지 개방된 공간이다.

P1-1

P1-5

P2

P3

[그림 3-21] 교통환경 현황 (주차장)

구분 면적(㎡) 주차구획(면) 사용중인 구획(면) 이용률(%) 비고

P1-1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 49 14 28.5 노상주차

P1-2 “ - 27 8 29.6 “
P1-3 “ - 20 4 20.0 “
P1-4 “ - 27 4 14.8 “
P1-5 “ 697 13 13 100,0 -
P2 남수동 공영주차장 1306 39 - - 주말무료
P3 사설유료주차장 - 약 20 - - -

자료: 수원시거주자우선주차 (http://suwon.park119.com)에서 재구성

[표 3-4] 남수동 주차장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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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내부의 도로망은 지형의 영향을 받아 불규칙한 패턴을 보임으로써, 화성의 

도로망은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보기 드문 형태를 나타내었다. 화성의 도로

망은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의 대로를 제외하고는 계획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민 편의와 축성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나타난 결과이다. 화성시가지와 

도로망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거의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직선화·구간

변경·노폭조정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손승호, 2006). 마을을 가로질러 창룡

대로와 연결되는 옛 물길은 1980년대 중반에 복개를 통해 6m 도시계획도로로 

조성되었고 현재 남수동 마을 내 주요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22] 보행환경 현황 (가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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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동의 과거 지적도를 차례로 살펴보면 화성 축성 당시부터 주거지역으로 

자연 형성된 구불구불한 옛길의 특성이 잘 남아있는 남수동 하부와 1947년 신설된 

창룡대로와 경사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부 주거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지 형성과정의 차이로 남수동 하부는 곡선형의 도로와 좁은 골목길들 사이로 

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조밀하게 모여있는 반면, 남수동 상부는 직선형 도로변으로 

주거지들이 열을 맞춘 모습을 보인다.

남수동 상부 주거지역 남수동 하부 주거지역

[그림 3-23] 보행 및 교통환경 (남수동 상·하부)

수원천변과 2014년 새로 개설한 도로의 일부구간에서 보차분리와 보행자전용

도로가 조성되어있으며 그 외 마을 내에는 보차혼용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놓여

있다. 수원천 동측 상업가로는 도로양쪽으로 보차분리된 6m 도로이며 창룡대로 

~ 남수교까지 남쪽으로 남수교~중부대로 구간은 북쪽으로 일방통행구간이다. 

수원천 서측 상업가로 역시 도로양쪽으로 보차분리된 18m 폭의 도로이지만 동측

보다 보행로와 도로의 폭이 넓다. 

수원천 동측 상업가로는 보행로 폭이 서측 상업가로보다 좁으면서 상점의 도로

점유로 보행불편이 나타난다. 또 서측 상업가로의 보행로는 턱이 없거나 낮은데 

비해 동측 상업가로의 보행로는 턱이 높아 도로 위를 걷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보행보조기구나 소형 손수레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불편한 물리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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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보행환경 현황 (포장 유형)

남수동은 수원천 인근으로 평탄하고 동북측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지형을 

지니고 있으며 창룡대로에서 주거지로 이어지는 도로들은 급경사를 이루었다. 

경사로 A는 약 9.7%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과차량이 많이 목격되었는데 

성곽길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과 창룡대로를 연결하는 구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경사로 B는 길의 한편에 있는 공터가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까지의 

경사도는 18%이며 도로와 함께 계단이 조성되어있는 구간의 경사도는 26%에 

달하는 급경사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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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D의 경사도는 20%이며 일부 구간에서 보차분리 되어있고 13.5%의 경사도를 

가진 C와 교차하는 부근에 소공원이 2개소 조성되어있다. 경사로 E는 17% 경사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이다.

[그림 3-25] 보행환경 현황 (경사도)

남수동 하부의 마을 내 도로는 경사 없이 평탄한 지형에 있는 6m폭의 보차

혼용도로이며 전 구간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있다. 

남수동 상부 주거지역으로 이어지는 마을도로는 화성 성곽길에 위치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한 차량의 통행이 잦았으며 보차혼용도로의 

양 옆으로 접도한 주택과의 완충공간이 부족하고 주·정차차량이 보행에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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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통과차량에 대한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 해당 도로는 9.7%의 경사도에도 불구하고 구간 내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보행 도중 길바닥에 앉아 쉬어가는 노인들이 종종 관찰되기도 하였다.

2014년‘남수동 일원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개설도로’는 

앞서 언급한 마을도로와 창룡대로의 교차점에서 수원천변 가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보행자전용구간과 보차분리도로구간으로 나뉘어 조성되었다.

보행자전용구간은 수원천변 가로와 가까운 구간으로 인조화강석블럭으로 포장

하였으며 동측은 성곽 보호구역으로 1.5 ~ 3m 높이의 옹벽을 돌로 쌓았다.

서측은 도로개설을 위해 철거한 집터와 도로 사이에 불규칙적인 자투리땅이 

나타나는데 이곳에 일부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3) 사회적 지원환경

노인관련 복지서비스시설로는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계획11)이 추진중에 있으며 

대상지 인근에는 남수동과 매향동을 아울러 부르던 옛 지명의 이름을 딴 남향동

경로당이, 대상지 내에는 최근 신설된 남수연화경로당이 있다.

보건의료시설인 병원과 약국은 상업이 활발한 대상지 서쪽 팔달문 부근에 남북

으로 길게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대상지에서 약 1.5km 떨어진 교동에 

있어 도보로 접근이 어려운 편이다.

공공시설인 2014년 팔달구청이 매향동으로 신축 청사를 옮기고 수원화성박물관이 

그 옆에 지어지면서 두 공공시설물 전면의 공개공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조성되어있다.

종교시설로서 남수동 내 사찰과 교회가 각각 1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는 교회 5개소, 성당 1개소가 있으며 천도교와 관련한 시설이 3개소 

위치해있다.

11) 수원시 4개구 중 팔달구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 지역적 불균형과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현황으로 대상지 
내 지하2층, 지상3층의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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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사회적 지원환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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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거주 노인의 옥외활동 행태관찰

1. 행태관찰조사 및 분석방법

1) 행태관찰조사 개요

남수동 일대 근린환경에서 거주 노인의 옥외활동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예비조사를 통해 대상지 근린환경에서 일어나는 노인의 옥외활동 행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였다. 예비조사결과 남수동에서 일어나는 노인의 옥외활동 

행태가 다양하지 않아 이동하거나 머무르는 행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본조사는 2015년 9 ~ 11월에 걸쳐 총 10회를 관찰(주중 7회, 주말 3회)하였으며 

오전 7시 ~ 오후 7시에 걸쳐 20분 동안 조사지점을 연구자가 자전거로 순환하며 

행태를 관찰하고 5분 간 기록을 정리, 5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30분 단위의 관찰

자료를 수집, 기록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방 법

관찰조사
대상지 근린환경

내 노인을 관찰 맵핑

·2015년 9~11월, am7 ~ pm7시에 걸쳐 총 10회 관찰

  (주중 7회, 주말 3회)

·매 30분 단위 (20분 관찰, 5분 기록, 5분 휴식)

[표 3-5] 행태관찰조사 자료수집

둘째, 관찰법은 비참여 관찰방법으로 조사원 1명이 최대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조사에서 미리 선점한 장소로 이동하며 관찰한 이용자를 모두 계수하였다. 

조사시간 내의 관찰된 행동은 계수(counting)와 행태도면(behavioral mapping)을 

적용하였고 관찰된 행태는 공간에 표기하는 방법 행태도면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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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조사 분석방법

행태관찰조사의 분석은 ‘이동’과 ‘머무름’, 두 가지 행태유형을 기준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지도에 맵핑하여 남수동 근린환경 내 거주 노인의 주요 옥외활동공간을 도출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머무름 행태의 경우는 공간에서 머무르는 지속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동일한 관찰대상이 관찰주기인 30분 내 같은 장소에서 관찰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최초 관찰 후 다음 관찰에 기록되지 않는다면‘30분 미만’으로 

최초 관찰 후 같은 공간에 재차 등장한다면‘1시간 이상’으로 정리하였다.

이용자 구성은 동반인원수와 성별로 구분하여 선호공간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고 동반인원수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만큼 충분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용시간은 주중·주말과 이용시간대, 활동의 지속시간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용

시간대의 경우, 관찰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른 아침’,

‘아침’,‘오후’,‘저녁’으로 구분하였다.

이용 행태의 이동 항목은 기본적인 보행과 자전거이용, 보조기구로 구분하였는데 

보조기구의 경우, 작은 짐을 싣는 목적으로 장보기 등에 활용하는 소형 손수레와 

거동이 불편한 신체의 보행을 돕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행태를 기록하였다.

이용자 구성 이용 시간 이용 행태

인원 수

이용시간대

이른 아침 7시 ~ 9시

행동패턴

이동

자전거
아침     9시 ~ 12시
오후    12시 ~ 18시 보조기구
저녁    18시 ~ 19시

보행
지속시간

30분 미만
1시간 이상

머무름요일
주중

주말

[표 3-6] 맵핑을 위한 행태관찰조사 정리용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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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수동 근린환경 행태관찰조사 결과

1) 이동 행태의 관찰결과

남수동 근린환경 내에서 노인의 이동행태가 관찰된 가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

하여 관찰 결과표를 작성하였다.

구분

계수 (인원 수)

총

이용
행태

이용 시간

보
조 
기
구

자
전
거

평일

평균

주말

평균

이른아침 아침 오후 저녁

7-

8시

8-

9시

9-

10시

10-

11시

11-

12시

12-

13시

13-

14시

14-

15시

15-

16시

16-

17시

17-

18시

18-

19시

수원천 동측 
상업가로

78 6 10 6.5 10.6 2 1 9 10 8 6 5 5 6 8 11 7

수원천
산책로

54 11 14 5 6.3 12 10 5 5 3 2 1 1 2 2 4 4

마을도로-1 46 23 3 4.5 4.6 2 3 4 5 3 3 4 6 5 4 4 3

마을도로-2 34 17 0 3 4.3 2 3 3 3 2 3 2 3 4 3 3 3

개설도로
보행자전용구간

29 10 9 1.1 7 2 2 2 3 3 4 2 3 2 2 2 2

[표 3-7] 이동 행태관찰 결과표

행태관찰조사를 통해 총 288회의 이동행태를 수집하고 그 중 241회를 [표 3-1]과 

같이 다섯 곳의 가로를 주요 옥외활동 공간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다섯 곳의 

가로는 약 400m 길이의 보차분리된 상업가로, 수원천변의 보행자산책로, 6m 

폭의 보차혼용된 아스팔트포장 마을도로-1과 9.7%의 경사를 가진 마을도로-2, 

2014년 개설된 6m폭의 개설도로 중 약 200m의 보행자전용구간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로가 나타났다. 23%(67회)의 노인이 소형 손수레나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12%(36회)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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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이동 행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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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288회의 이동행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32회(45.8%)가 ‘수원천 동측 

상업가로’(78회)와 인접한 ‘수원천 산책로’(54회)에서 나타났다.

‘수원천 동측 상업가로’는 보차분리된 400m 길이의 가로로 서쪽 편에는 

수원천이 흐르고 동쪽 편에는 저층상가와 종교시설인 수원사가 들어서있다. 상업

가로의 보도와 도로일부를 상점 물품이 이동판매차량이 점유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주말 저녁이면 차량과 자전거, 보행로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혼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차분리된 가로와 점유시설 자전거 이용 저녁시간 혼잡한 가로

[그림 3-28] 이동행태 –1 (수원천 동측 상업가로)

‘수원천 산책로’는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인 이른 아침에 이용이 두드러졌다. 

햇빛이 강한 오후에는 이용자가 적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인이 54회의 관찰 중 

14회(26%) 관찰되었으며 자전거를 이용해 수원천을 건너는 사람은 없었다. 

‘수원천 산책로’행태관찰에서 중요한 점은 먼저 관찰기간 동안 남수동과 연

결된 접근로를 이용하는 노인이 전무했다는 점과 남수동 구간 내 휴게쉼터가 두 

곳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산책로 내 휴게공간 자전거 이용 징검다리 이용

[그림 3-29] 이동행태 –2 (수원천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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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8회의 관찰 중 23%(67회)의 노인이 소형 손수레나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 60%(40회)가 주거지역 내 마을도로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3-30] 이동행태 –3 (보조기구 이용)

주거지 내 거주자우선주차장(136면)과 공영주차장(39면) 및 유료주차장(20면)이 

존재하지만 도로에는 항상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보조기구를 사용해 마을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다.

[그림 3-31] 이동행태 –4 (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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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천 동측 상업가로’와‘수원천 산책로’를 비롯한 화성 내 수원천 동·

서측 가로는 노인층의 자전거 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다. 천변 가로가 

아닌 곳으로는 ‘개설도로 보행자전용구간’에서 관찰 (29회) 중 약 25%(9회)의 

자전거를 이용이 나타났다. 다음은 남수동 근린환경 인근, 수원천변 가로에서 관찰된 

노인의 자전거 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자전거 이용 행태도면

A B

C D

E F

[그림 3-32] 이동행태 –5 (자전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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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무름 행태의 관찰결과

남수동 근린환경 내에서 이동하는 노인의 행태가 관찰된 공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관찰 결과표를 작성하였다.

구분

계수 (인원 수)

총

이용 시간

평일 

평균

주말 

평균

이른아침 아침 오후 저녁

7-

8시

8-

9시

9-

10시

10-

11시

11-

12시

12-

13시

13-

14시

14-

15시

15-

16시

16-

17시

17-

18시

18-

19시

공영주차장 앞 삼거리 102 10.5 9.3 0 0 1 3 7 12 18 21 19 15 6 0

[표 3-8] 머무름 행태관찰 결과표

행태관찰조사를 통해 총 211회의 머무름 행태를 수집하고 그 중 102회를 [표 

3-1]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남수동 밖이지만 대상지에 시사점을 주는 주요 옥외활동 

공간에 대해 46회의 행태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남수동 밖에 위치한 옥외활동 공간은 ‘화성박물관 외부공간’과‘수원천 서측 

상업가로’이며 각각 34회, 12회의 머무름 행태를 수집하였다. 

‘공영주차장 앞 삼거리’는 남수동 내 머무름 행태가 가장 많이 관찰된 곳

(102회)으로 남수동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역할을 하고 

있었다. 남수동 거주 노인들은 거점에 놓인 평상과 의자에서 수원사 담장을 

등지고 앉아 공영주차장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즐겼으며 이용자들은 대부분 1시간 

이상 머물렀다. 평일과 주말의 평균 이용자 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후 2시

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옥외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된 평상 인근에 경로당이 조

성되면서 평상은 제거되었으며 평상을 중심으로 관찰되었던 옥외활동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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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머무름 행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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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앞 삼거리’은 6m 폭의 마을도로가 교차하면서 도로의 폭이 

넓어져 개방감을 느끼게 하고 공영주차장과 그 뒤로 위치한 저층의 주택들이 평상에 

앉아서도 성곽보호구역 사면의 녹지와 수목들을 감상할 수 있을 만큼 개방된 

시야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또 주요 근린환경 시설로 연결되는 마을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기에 용이하다는 점, 수원사 담장 안에서부터 크게 자라난 

느티나무가 주는 나무그늘과 자연물의 아름다움도 공간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공영주차장 앞 삼거리’ 인근에 건립된 빌라는 필로티 

주차장을 마련해두고 있었는데 이 곳에 의자를 가져다두고 머무르는 행태도 많이 

관찰되었다.

사회적 교류 야외 평상 빌라 필로티 공간

[그림 3-34] 머무름행태 -1 (공영주차장 앞 삼거리)

남수동 근린환경 내 머무름 행태관찰에서 관찰된 특징은 주민들 스스로가 가져

다놓은 의자, 평상 등의 휴게시설이었다. 이러한 행태는 근린환경 내 다양한 장소

에서 관찰되며 이는 대상지 내 그늘 및 휴게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휴게시설의 부재가 남수동 거주 노인의 옥외활동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A B C

[그림 3-35] 머무름행태 –2 (휴게시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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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 D (2) E

[그림 계속] 

추가적으로 조사한 ‘화성박물관 외부공간’과‘수원천 서측 상업가로’에서 

노인의 머무름 행태가 많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대상지 근린환경 내 그늘과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곳에 이용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원화성박물관은 필로티 공간에 벤치를 두고 외부공간을 수목과 벤치가 있는 

야외전시장으로 꾸며 그늘이 있는 휴게공간으로 노인층은 물론 많은 지역주민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고 있었다.

[그림 3-36] 머무름행태 –3 (화성박물관 외부공간)

‘수원천 서측 상업가로’는 ‘수원천 동측 상업가로’보다 보행로 폭이 넓은데 

이를 이용해 보행로에 조성한 휴게시설을 노인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림 3-37] 머무름행태 –4 (수원천 서측 상업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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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태관찰조사 소결

1) 연결공간으로서 수원천변 가로의 공공성 개선 

‘수원천 동측 상업가로’와 ‘수원천 산책로’가 남수동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관찰되는 가로로 나타난 이유는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해 거치는 연결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수원천 산책로’는 

인근의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지동시장 등 노인층의 주요 목적시설과 연결된 

선형의 가로면서 차량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미적가치를 지닌 자연형 하천이

라는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어 노인층의 이용이 많은 주요 옥외활동 가로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수동 구간과 연결된 접근로를 

이용하는 노인이 관찰되지 않은 점은 계단으로 조성된 현재의 접근로를 신체 

불편한 노인의 이용편의를 배려한 시설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신체활동을 위한 휴게공간의 필요성 및 자전거이용의 가능성

신체능력이 낮은 노인의 옥외활동에는 언제든 쉴 수 있는 그늘 및 휴게공간이 

중요하나 남수동 근린환경에는 그러한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때문에 

특정시간마다 그늘이 드리우거나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마을 곳곳에 주민들 

스스로 의자를 가져다놓으면서 자발적인 쉼터를 조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마을 인근에 위치한 그늘 및 휴게 쉼터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 붐비는 장소가 되어있었다. 

자전거 이용은 남수동 근린환경 뿐만 아니라 화성 내에서 주로 관찰되는 노인층의 

옥외활동으로 남수동에서도 ‘수원천 산책로’를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남수동 거주 노인의 옥외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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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교류를 위한 작은 커뮤니티 공간의 발견

2015년 말 마을 내 경로당이 개소하기 전까지 대상지 내 노인 커뮤니티시설은 

전무했으며 노인들은 사회적 교류를 위해 ‘공영주차장 앞 삼거리’에 놓인 평상에 

주로 모였다는 것을 행태관찰조사 결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연 형성된 

옥외 커뮤니티 공간은 경로당 개소와 함께 평상이 제거되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4) 도시계획시설의 낮은 이용률

‘공공공지’와 ‘소공원 49호’는 남수동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로 주거지역 내 조성된 휴게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층은 

물론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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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거주 노인의 근린환경 인식조사

총 14명의 남수동 거주노인이 심층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3명의 노인은 

남수동과 인접한 매향동 거주노인으로 인식 조사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반영하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0명, 70대가 12명, 80대 이상이 2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노인이 5명, 여성노인이 9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성별 나이 동거인 수 거주기간 주관적 건강 비고

가 남성 72세 2명 20년 이상 좋음 -

나 남성 71세 1명 10년 좋음 -

다 남성 75세 2명 20년 보통 -

라 남성 79세 1명 2년 보통 -

마 남성 82세 1명 15년 이상 나쁨 -

바 여성 70세 1명 30년 이상 보통 -

사 여성 76세 1명 20년 이상 나쁨 저소득

아 여성 79세 1명 15년 나쁨 저소득

자 여성 70세 4명 40년 좋음 -

차 여성 81세 1명 15년 보통 -

카 여성 74세 1명 1년 보통 -

타 여성 79세 2명 평생 보통 매향동 거주

파 여성 74세 2명 30년 보통 매향동 거주

하 여성 72세 2명 25년 보통 매향동 거주

[표 3-9]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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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 노인의 근린환경 인식조사 결과

인식조사 결과는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언급한 고령친화 근린환경 특성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1) 공공성 측면 

(1) 이용이 불편한 연결공간의 접근성문제와 경사로

행태조사결과에 따라 수원천변 가로는 남수동과 인근의 주요 시설을 잇는 연결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계단으로만 조성된 출입구는 

신체 능력이 낮은 노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또 남수동은 지형적 요인과 더불어 화성 내 개발제한 및 보호구역으로 형성된 

사면과 경사로가 근린환경의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 점을 남수동 거주 노인의 

옥외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거주지에서 생활기반시설이 밀집한 남서쪽 지역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남수동 

상부 주거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필연적으로 경사로를 이용하게 된다. 때문에 

장보기 활동이나 병원 통원 등 생활에 기초한 목적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 외 

마을 산책과 같은 비목적 보행을 꺼려하는 대답이 이어졌다.

“따로 산책하는 건 없어요.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게 힘들어서..”

“우리 집으로 갈 때 말이야 이 길로 올라가는데 내가 건강해도 숨이 차서 

한번은 꼭 서서 쉬어가”

또 화성 성곽길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지 않아 노화가 

진행되면서 운동경로를 바꾼 노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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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성곽길을 걸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프니까 

이제 평지로 걷는거야”

“저기(성곽길)는 올라갔다 내려오고 굴곡이 있잖아”

2) 신체활동 측면 

(1) 일정한 생활 패턴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근린환경 시설

직업적 일상 없이 자유시간이 대부분인 노인들은 매일의 일상생활에 있어 시간

대별로 일정한 행위패턴을 보였다. 특히, 매향동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남수동 옥외 커뮤니티 거점(공영주차장 앞 삼거리) 등 일정한 옥외 장소에 머무는 

것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매일매일 거의 일정한 생활

패턴을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노인들은 매향동 경로당이나 옥외 커뮤니티 거점을 이용

하였으며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감이랑 같이 사니까 영감 밥해주고 테레비보고 각자 생활

하다가 영감 점심 먹이고 난 여기(경로당) 오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다 집에서 먹어요. 집안 치우고 (경로당에) 나오는 거죠.”

“여기(공영주차장 앞 삼거리)는 2시쯤 되면 할머니들이 슬슬 나와. 2시에서 5

시 사이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아침에는 사람들이 한 두명 나와있다가도 금방 점심차리러 가야되니까 없지. 

오후 되면 다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

특히 남수동 내 주요 거점인‘공영주차장 앞 삼거리’에 매일 나와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점심을 먹은 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나와서 다른 노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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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나누고 가만히 앉아서 지내다가 5시를 전후로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통원하거나 친구 또는 자녀를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응답한 노인들은 

매일 일상에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었으며 남수동 내 거주하면서 상점을 운영

하는 ‘다’노인의 경우는 주요 거점으로 매일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침산책, 

가게운영, 저녁산책 후 귀가의 일정한 패턴을 비가 오는 날에도 실천하고 있었다.

(3) 옥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휴게공간의 양과 질

생활에 필수적인 목적시설로의 보행, 특히 장보기 활동이 옥외활동의 이유로 

많이 언급되었으며 매향동 거주 노인 2명, 남수동 상부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2명으로부터 거주지에서부터 시장까지 가는데 선택하는 동선에 대해 이동

거리가 가장 긴 동선을 그렸으며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보행 도중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물이 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 응답했다.

(4) 사회봉사 및 세대교류 활동에 대한 요구

인터뷰에 참여한 매향동 거주 노인분들은 경험한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대화

에서 ‘행궁동 세대공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가장 만족했던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1년에 남향경로당(매향동 소재)에서 진행된 것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노인분들과 연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한 

세대공감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행궁동 주민센터에 의해 운영되었다.12) 이와 함께 

면담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던 다른 노인분은 사회봉사의 기회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12) 뉴스타워 (www.newstower.co.kr) 2011년 3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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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 측면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환경

참여 노인들은 남수동 근린환경을 안전한 마을환경이라 언급하였으며 유흥가, 

술집이 없는 마을, 도둑 없는 마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젊은 부부들한테 여기를 추천해. 안전하잖아. 유흥가도 없고”

“우리 마을이 옛날에는 도둑 없는 마을로 유명 했었어”

근린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는 낡고 오래된 마을, 변화 없는 마을, 못사는 

동네가 언급되었다. 특히 마을 내 공영주차장과 개설도로, 신축 빌라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낡고 오래된 마을, 변화 없는 마을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여기가 오래된 마을이잖아. 집도 낡았고...”

“변한건 거의 없지.. 옛날이랑 똑같아”

“못 살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못 떠나고 남았잖아”

(2)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않는 통과차량 및 주·정차차량 

근린환경 분석에서 마을 내 옥외활동을 저해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한 요인

으로 생각되었던 통과차량과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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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교류 측면

(1) 남수동 내 세분화된 노인 커뮤니티 그룹과 시설 부재

남수동 상부 주거지역과 남수동 하부 주거지역의 노인 커뮤니티가 다르며 

남수동 상부에 거주하는 노인 중 한명은 하부 커뮤니티 공간의 존재를 알지만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수동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향동에 위치한 

남향경로당은 매향동에 사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 동네 안에서도 세분된 

커뮤니티 그룹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 남수동 상부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주거지 인근에 커뮤니티 시설이 부재하여 사회적 교류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성토하기도 하였다.  

(2) 애착을 지닌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의 부재와 경로당의 문제점

현재는 사라진 ‘공영주차장 앞 삼거리’는 남수동 거주 노인들이 사회적 교류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스스로 형성한 옥외 커뮤니티 공간이었다. 인근에 ‘남수

연화경로당’이 개소하면서 실내 공간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지만 예전 옥외 커뮤

니티 공간에 대해 애착이 있는 ‘우리들만의 공간’으로 회상하기도 하였다.

경로당은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수원사에서 제공한 부지로 수원사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신설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노인들은 실내 시설에 머물게 

된 점과 기존의 야외 평상만큼 개방적이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에서 예전만큼 

옥외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 경로당을 조성하면서 쌓은 

목재담장 앞이 새로운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어 불쾌해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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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상생활이 곧 건강증진활동, 옥외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참여 노인들은 경로당을 방문하고 장을 보는 등의 일상생활이 곧 신체증진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이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옥외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었다. 

생애사적으로 살펴보면 심층면담에 응해주신 70세 이상 노인들은 유년기를 

일제 강점기에 보내고 해방과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혼란기를 거쳐 근대화가 

한창이던 60, 70년대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분들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자녀들과 따로 지내지만 가족에 대한 의미가 남달라 건강증진활동을 주제로 

나눈 대화에서 행여나 건강이 악화되면 본인의 불편함보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심층면담 참여 노인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외 복지관 이용부터 이웃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가까운 여행 등의 활동을  

일종의 사치로 여기고 있었으며 옥외활동과 관련한 면담 주제에 대해 본인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를 주장하는 것에 관심과 의지가 없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가족을 꾸려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한 결과로 노후에 스스로 

살아갈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놓지 못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분들이 

많아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옥외활동은 

일상 속에서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였으며 이런 점들은 모두 옥외활동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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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분석의 종합

대상지 현황분석 및 행태관찰조사와 거주 노인의 근린환경 인식조사를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옥외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개선

남수동은 수원천과 화성성곽길 등 활용가치가 높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많으나 신체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을 지니고 있었

으며 남수동 내에서 관찰된 주요 옥외활동 공간은 공간자체의 수요가 높기보다 

다른 목적지로 이동 중에 거쳐가는 연결공간으로서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근린환경 내 그늘 및 휴게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쉼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물리적 

개선이 노인들이 옥외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점으로 분석되었다.

공공공지는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주거지역 내 조성된 도시

계획시설이지만 실제 거주민들의 이용률과 인지여부가 매우 낮게 나타나 활용

방안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남수동 거주 노인들은 일상에서의 옥외활동인 장보기와 경로당 방문 등을 건강

증진활동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외 옥외활동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남수동 거주 노인의 옥외활동증진을 

위한 시작단계는 이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일상과 밀접한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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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수동 맞춤형 옥외활동 기회의 제공

남수동 거주 노인의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의욕저하와 무기력감은 인식조사를 

통해 도출한 옥외활동 저해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신체능력의 저하에서 자연스

럽게 나타난 것부터 개발제한으로 노후화해가는 마을환경에 대한 것까지 근린환

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곧 옥외활동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 활동량이 줄어

들고 신체능력은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일상과 밀접한 공간의 개선과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옥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확대해 나가

도록 한다. 또한 남수동 노인들에게는 옥외활동을 커뮤니티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노인의 참여와 관련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새로운 옥외활동을 

계획함에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옥외활동의 제안은 일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새로

운 활동기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먼저 거주 노인들의 공통 관심사로 나타난 

텃밭활동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다른 노인들로부터 많이 관찰된 

옥외활동인 자전거 이용을 남수동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지역 내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마을 현황에 맞춰 활용도가 낮은 마을 내 소공원을 인근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로 

재조성해 지역 노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구 분 개선 방안

일상공간의 
물리적 개선

경로당 및 주변 환경 개선

수원천 상업가로 및 천변산책로 개선

소공원 49호 개선

새로운 옥외활동의
기회 제공

자전거이용 활성화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조성

[표 3-10] 분석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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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남수동 근린환경 개선계획

제1절 기본방향

1. 개선의 목표 및 주요전략 

1) 개선의 비전과 목표

남수동 근린환경 개선의 비전은 거주 노인들 스스로 건강한 삶을 위한 옥외

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관이 주도하는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개입이 선행되는 것보다 남수동 거주 노인의 옥외활동 

특징에 적합한 개선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옥외활동을 유지하고 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근린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4-1] 남수동 근린환경 개선의 목표

첫째, 일상성이다. 이는 남수동 거주노인의 일상생활과 밀착한 공간을 개선하여 

옥외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경로당은 남수동 노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주요 거점으로 경로당 주변 공간을 노인들의 요구와 잠재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남수동 노인의 일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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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지속가능성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 될 것이다.

둘째, 가능성이다. 남수동 근린환경은 현재 노인의 옥외활동 지원측면에서 열악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의 목표는 완결된 계획이 아닌 기본적인 공간, 프로

그램의 확보를 통해 추후 능동적이고 다양한 옥외활동들로 점차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2) 주요전략 설정

남수동의 고령친화적 근린환경 개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앞서 분석한 남수동 근린환경과 거주노인의 옥외활동 

실태에 기반하여 수립하였다. 

각 전략은 계획에 단독으로 반영되기보다 상호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께 

고려되었으며 주요 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략은 일상생활환경 개선 전략이다. 남수동 노인의 옥외활동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남수동 노인들은 일상활동인 장보기나 경로당 이용 등 근린시설로의 

목적보행이 옥외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건강증진을 위한 충분한 

양과 질의 활동으로 여기고 있었다. 일상생활환경 개선전략은 3장의 분석 결과로 

도출한 남수동 거주노인의 일상생활환경의 공간을 개선하고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육체적 운동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근린환경 내 주요 목적시설로의 

접근성을 증진시켜 옥외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도록 한다. 

두 번째 전략은 활동증진환경 조성 전략이다. 이는 남수동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편의를 위한 공간을 개선하고 옥외활동을 더 많이 하게하는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노인들에게 외면 받고 있지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공간들에 대한 계획을 제안한다.

단계별 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일상과 밀접한 일상생활환경 

개선계획을 먼저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마을 내 계획된 사업과 연계하는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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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있는 공간을 개발하는 활동증진환경 조성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다.

각 전략에 대한 세부내용은 남수동을 고령친화적 관점에서 진행한 분석, 행태

관찰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이슈들과 잠재적 가능성 요소들을 종합하여 

제시할 것이다. 

2. 개선의 전제조건

1) 남수동 거주노인협의체 구성

남수동의 세세한 물리적 현황과 거주 노인의 생활에 기초하여 옥외활동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으로 개선해나가는 본 전략에서 거주 노인의 참여는 중요하 전제

조건이다.

특히 남수동은 올해 11월, 마을 내 노인 커뮤니티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로당이 조성되었고 노인회장이 선출되며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경로당과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거주 노인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공공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거주노인협의

체의 구성은 마을의 운영과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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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선계획

1. 계획의 기본구상

본 절에서는 남수동 노인의 옥외활동증진을 위한 고령친화적 근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남수동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계획부문들을 종합하여 

전략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상생활환경 개선 계획은 남수동 거주노인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행태관찰 결과 주요 옥외활동 공간으로 나타난 남수동 경로당 인근과 수원천 

상업가로 등이 그 대상이다. 

활동증진환경 조성 계획은 주거환경개선 목적에서 조성된 소공원 및 가로와 

남수동이 지닌 오픈스페이스 자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남수동 내 옥외활동을 억제

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계획과 노인의 일상과 동떨어진 채로 진행된 도시

계획사업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타 남수동 내 노인의 옥외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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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남수동 고령친화 근린환경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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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생활환경 개선계획

1) 남수동 경로당 및 주변 환경 단계별 개선계획

남수동 경로당은 2015년 11월 신설된 경로당으로 남수동 내 유일한 노인 커뮤

니티 시설이다. 경로당은 남수동 내 위치한 종교시설 ‘수원사’가 지역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매입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남수

연화경로당’이다. 경로당은 인근에 위치했던 기존 옥외커뮤니티의 노인들을 

흡수하여 남수동 거주노인들이 주요 커뮤니티 거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경로당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2층 건물이며 보도블록으로 덮인 약 30㎡규모의 

앞마당이 있다. 녹색의 메시 휀스를 통해 경로당과 수원사를 구분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중 철거한 건물의 공터는 도로쪽 경계에 2m 높이의 목재담장이 설치

되어있다.

경로당 앞마당 인접한 미활용 수원사 부지 목재담장과 쓰레기투기

[그림 4-3] 남수연화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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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남수동 경로당 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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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 상자텃밭을 통한 새로운 옥외활동 기회제공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면서 철거한 건물 터가 공터로 남아있으며 몇몇 신자에 

의해 작물재배만 이루어질 뿐, 활용계획이 없는 부지이다. 해당 공터를 수원사와 

노인이 함께 이용하는 상자텃밭 및 텃밭으로 조성한다. 

텃밭 행위는 다양한 옥외활동 욕구가 없는 남수동 노인들에게서 관심활동으로 

도출된 활동 중 하나이다. 텃밭 활동을 통해 수원사와 지역 노인의 상생 관계를 

고려한다.

[그림 4-5] 상자텃밭 사례 (출처: http://www.heritage-place.ca)

(2) 2단계 : 사라진 기존 옥외커뮤니티 공간의 재구성

경로당의 신설로 기존 옥외커뮤니티(평상)가 사라지면서 남수동 노인들의 옥외

활동 체류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로당 같은 폐쇄적인 실내 공간 외 옥외에 

열린 공간으로 기존 옥외커뮤니티를 복원하고 경로당과 연계를 위해 벽돌담장을 

후퇴시켜 수목 그늘에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기존 옥외커뮤니티 공간의 매력으로 

꼽힌 지나는 행인의 관찰, 개방된 시야를 경로당 외부공간에서도 가능케할 수 

있도록 2m 높이의 목재담장을 낮춘다. 



- 84 -

사라진 기존 옥외커뮤니티 (연구자촬영) 예시 사례

[그림 4-6] 기존 옥외커뮤니티 예시 (출처 : krispgarden.blogspot.com)

(3) 3단계 : 차고 리모델링을 통한 개방형 휴게공간 조성

경로당과 인접한 수원사 차고는 차량 교체를 이유로 현재 활용하지 않는 시설

이다. 차고시설을 개조하여 개방형 실내 휴게공간 및 텃밭지원시설로 활용한다. 

남수동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언급한 불편사항으로 총무가 경로당 열쇠를 

관리하여 불규칙한 개방시간이 불편사항으로 언급되었다. 

해당 시설이 만들어지면 경로당이 닫혀있을 때, 쉬면서 기다리거나 상자텃밭으로 

항상 접근 가능한 열린 공간이 되며 1단계와 2단계에서 조성된 공간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7] 차고를 개조한 개방형 휴게공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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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남수동 경로당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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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천 상업가로 및 천변산책로 개선계획

수원천을 중심으로 좌완과 우완은 모두 상점이 밀집한 상업가로이다.

AA'

BB'

[그림 4-9] 수원천변 상업가로 및 천변산책로 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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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천 상업가로에 그늘 쉼터 조성

수원천 우완의 상업가로는 남수동 내에서 노인의 행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주요 가로이지만 보행로의 폭이 좁고 가로수가 없으며 앉을 수 있는 시설이 전무

하여 좌완 상업가로에 비해 보행친화적이지 못하다. 그늘 쉼터의 조성은 남수동 

전체를 아우르는 휴게시설 및 그늘공간의 부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경사로 

조성을 위해 보행로에서 확장된 공간을 이용해 수목과 수목의 그늘을 이용하는 

그늘 쉼터를 조성한다.

수원천 동측 상업가로의 계단진입로 예시 사례

[그림 4-10] 수원천변 상업가로 그늘쉼터 예시 (출처 : http://addicted2diy.com)

(2) 수원천 산책로 접근로 조성

수원천변을 운동목적으로 이용하는 노인들은 수원천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용의 

불편을 언급하였다. 질병의 이유로 매일 걷기운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보조기구를 

이용해 수원천변 보행로로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보조기구 

외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수원천 남수동 구간에서 천변산책로를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 조성이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경사로의 조성 위치는 수원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고 하천의 통수단면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곳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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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천 동측 상업가로의 계단진입로 예시 사례

[그림 4-11] 수원천 접근로 조성 예시 (출처: http://www.geograph.org.uk)

(3) 천변산책로 휴게공간 및 수변 정비

수원천변 보행로에는 평의자 및 앉음돌로 구성된 휴게공간이 존재하지만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있어 해가 있는 동안엔 이용이 어려워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 

교목의 식재가 필요하다. 

수원천변 보행로는 무성하게 자란 수생식물이 식재된 구간 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수원천변 보행로의 매력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수경관을 느끼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일부 구간에서 수생식물을 정비하고 수원천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데크를 놓는다. 또 데크를 이용한 건널목을 만들어 징검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천을 가로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수원천 산책로 예시 사례

[그림 4-12] 수원천 산책로 수변정비 예시 (출처 : laf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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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BB'

[그림 4-13] 수원천변 상업가로 및 천변산책로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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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시 소공원 49호 개선계획

 팔달구는 2016년 5월, 수원시 소공원 49호를 완공하여 남수동 상부 주거지역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데크계단을 이용해 창룡대로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만들었다. 

소공원 내 시설로는 파고라 및 평의자 4개와 체육시설 3개가 있다.

[그림 4-14] 소공원 49호 현황도면

(1) 남수동 상부 거주노인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

남수동 내 거주 노인은 약 300여 명이나 근린환경 내 노인 관련시설은 2015년 

설립한 남수동 경로당이 전부일 정도로 열악하며 남수동 하부 거주지역에 사는 

노인들만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남수동 상부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소공원 49호에는 

상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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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원 49호 예시 사례

[그림 4-15] 커뮤니티 공간 예시 (출처 : www.smartbusan.co.kr)

(2) 우회경사로 및 횡단보도의 설치

남수동은 수원 화성 내 개발제한, 보호구역으로 인한 대상지 내 사면과 경사로가 

근린환경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경사로들 중에서 서남측에 밀집한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남수동 상부 거주노인들은 9.7% 경사로를 주로 

이용하며 여기서 야기되는 신체적 불편함은 노인의 옥외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 소공원 49호은 남수동 노인들이 경사로 이용에서 겪는 불편함을 덜어줄 

우회로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되어있다. 현재 우회로 기능을 하는 데크 

계단이 설치되어있으나 노인을 고려한 5%미만 경사로를 설치하고 가로수가 있는 

폭이 넓고 완만한 경사의 보행로와 연결하여 보행편의를 돕도록 한다.

공원 진입부에는 공원에 오는 노인들이 차량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통과차량 

운전자들은 운전도중 경각심을 느끼고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 디자인의 

횡단보도를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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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원 49호 접근로 예시 사례

[그림 4-16] 우회경사로 조성 예시 (출처: www.entornointeligente.com)

[그림 4-17] 소공원 49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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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증진환경 조성계획

1) 자전거이용 증진계획

자전거이용은 행궁동 내 노인들의 주요 옥외활동이다. 행궁동 내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행궁동은 자전거 이용이 용이한 평탄한 

지형을 지니고 있으며 행궁동을 통과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단순하여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발한 편이다. 

(1) 남수문 자전거 대여소 설치

남수동이 속한 화성 성곽 내 행궁동은‘생태교통 수원 2013’행사 이후 자전거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해 화성을 즐기는 것은 화성을 찾는 관광객

들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행궁동 내 시민과 관광객의 수원화성 관람편의를 

위해 시민자전거 대여소를 화성 중앙지점에 해당하는 행궁광장, 서쪽 화서문, 

북쪽 장안문, 동쪽 연무대 등 4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남쪽 남수문, 팔달문 

인근엔 자전거대여소가 없는 실정이다. 팔달문 주변이 교통과 보행으로 혼잡하고 

남수문이 노인의 자전거이용이 많이 관찰되는 수원천변 가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남수문 인근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한다.

대여소 조성현황 자전거 대여소

[그림 4-18] 수원화성 자전거대여소 (출처:구글 이미지검색 https://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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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조성과 함께 교차로에 자전거횡단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자전거 이

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다. 마을 주변으로 자전거 정보판을 설치해 이용자

의 현재 위치, 주요 목적지로의 방향과 거리, 관광정보 등의 내용을 담는다면 거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공동체활동 증진계획

(1) 시립 행궁동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조성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정원 50인 이상의 보육시설은 1인당 3.5제곱미터 이상의 

야외놀이터를 설치해야한다. 시립 행궁동 어린이집은 49명의 정원으로 야외놀이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소공원의 물리적 개선을 통해 행궁동 어린이집 

실외놀이터를 지원한다.

남수동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중 과거 행해졌던 경로당 프로그램들 중 

단발성 행사로 그친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과의 세대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이 

인식조사에서 나타났었다. 노인자원봉사단, 식사보조, 방과후학습 등 노인과 어린

이의 교류는 새로운 시도가 아닌 검증된 활동이며 남수동 거주노인의 옥외활동을 

유인하는 새로운 기회로 제안한다.

공공공지 예시 사례

[그림 4-19] 행궁동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예시 (출처: childcompan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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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과

연구대상지인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은 수원시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법정동

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과 노인복지수준이 열악한 편이다. 그러나 지역 

내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 오픈스페이스 환경이 존재하고 있어 

그 활용가능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남수동은 수원화성의 남동측 성곽과 맞닿은 화성 내 주거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유네스코 문화재인 수원화성의 보호를 위한 개발규제들로 주민들은 갈수록 노후화

되어가는 주거환경 속에서 그대로 생활해왔다. 

본 연구는 근린환경 내 노인들의 옥외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행태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는 GIS 요소들의 결과와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남수동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옥외활동과 관련한 문제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분석한 내용에 기초하여 남수동 노인의 옥외활동증진을 위한 근린환경 

개선계획을 제안하였다. 일상생활환경 개선과 활동증진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남수동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맞춤형 옥외활동의 기회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른 결과물로서 남수동 경로당 및 주변환경 개선

계획과 수원천 상업가로 및 천변산책로 개선계획, 수원시 소공원 49호 개선계획을 

일상생활환경 개선계획으로 제시하였으며, 활동증진환경 조성계획으로 자전거

이용과 공동체활동을 옥외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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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는 최근 고령사회를 맞아 활발하게 진행되는 각 부문의 연구에서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는 점, 노인밀집주거지역인 남수동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옥외활동증진을 위한 고령친화 근린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닌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는 연구가 물리적 환경계획에 집중하여 포괄

적인 개념의 고령친화적 근린환경 개선방안을 담아내지 못한 점이다. 고령자의 

옥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공간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경제적, 

공공서비스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거주 노인의 실제 

활동행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제로 물리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집중하였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노인밀집지역이면서 노인들에게 열악한 거주 환경을 지닌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노인의 옥외활동증진을 위한 고령친화적 근린환경 개념을 

수립하고 물리적 공간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는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의료·복지만으로는 더 이상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 거주지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복지적 측면의 시범적 연구이자 대상지 거주 노인의 실증

적인 옥외활동행태와 인식에 대해 조사와 분석을 개선 방안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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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aged society, there are many rigorous undergoing researches about old 

age all around the world. Especially realizing the importance of residence for 

people who are retired, the concept of aging in place is important than that of 

moving to another residence. Even with the growing demands of healthy 

retirement life, most of the recent researches are confined to the medical area in 

which the topic of ‘healthy city’ and ‘old-friendly city’ has been frequently 

studied. Medical-oriented studies are usually focusing on campaigning so-called 

‘stop smoking’ and ‘abstaining alcohol’, limiting the further study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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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vating physical city structure. Previous researches already illustrated that the 

more people are aging, the more they are engaging in living in neighborhood 

environment. Given the life pattern of old people, the more detailed neighborhood 

environment research should be implemented rather than a wide range of urban 

studies.

  For this reason, this paper examines the site in the perspective of 

‘old-friendly’ and explores how old people’s living pattern and the recognition 

of environment relate outdoor activity, resulting in planning low-density space for 

old people. Lists of examina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spurring old 

people’s outdoor activity are the environment of open space, transportation and 

walkability and social resources. With the result of the study, this paper tries to 

illuminate how characteristics of old-friendly such as the public character, physical 

activity, safety and social interaction can be revealed. Namsudong has advantages 

in the useful green network such as Suwon stream and the trail of Hwa-sung 

fortress but it discourages old people to use the space because of limited 

accessibility and lack of resting facilities. When it comes to the result of behavior 

and recognition survey, even urban planning facilities for enhancing residential 

places are planned, it has limited usage that should be renovated and finds the 

small vacant lot where social interaction will appear. Also, old people in 

Namsudong are lethargy and torpid which intimidates them to do the outdoor 

activity and decrease the general quality of life. This should be the task that 

needs to address. 

  The first and foremost goal of improving neighborhood environment is 

‘dailines’, suggesting plans which stimulate old people to do the outdoor 

activity by renovating their residential places thoroughly examined by their life 

pattern.   The strategy for renovation is confined to space where recognition and 

using pattern are examined. The second purpose of this paper is “Possibility”. 

Considering with old-friendly perspective,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of 

Namsudong is very poor so it is necessary that a special space and a program is 

needed to promote the outdoor activity for old people who are the lack of 

activity from outside. The strategy for increasing the outdoor activity is the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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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 the bicycle and the community activity in the place which has the potential 

to develop.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old people’s behavior and recognition in the 

poor residential area is examined through the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actual collection of data for suggesting renovation. Also, it rises to challenge 

conventional research which is confined to urban scale and attempts to plan 

physical spaces from the area of activity for ol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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