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고층고밀형 도시재생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 아 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고층고밀형 도시재생

지도교수  전  상  인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   아   린

이아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7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는 단순한 인구학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

회변화와 도시환경과의 부조화로 야기되는 도시문제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당장 15년 후, 인구의 4분의 1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지금까지 청장년층에게 맞추어졌던 도시 및 주택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준다.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 고령화대

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국

토계획으로 연계되기에는 여전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전

용주택의 경우 여전히 주택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복지차원의 

공급에 편중되어 있으며, 고령자전용주택의 신규공급은 도시외곽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도시학자들이 제시한 도시발전단계이론에 따르면 교외화에 따른 도시

쇠퇴의 다음단계는 재도시화 단계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탈도시화를 

충실히 걸어왔던 한국은 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함께 재도시화

의 단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한국의 도시재생 전략은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도심회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주결정요소를 도심지에 제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인 고령인구의 증가와 시기적 배

경인 재도시화단계를 연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시재생의 계획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고령층의 생활세계에 대한 도시사회학적 조사와 고령친화적인 도시

환경에 요구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고령자들은 은퇴로 인한 사회적 지

위와 소득의 상실과 함께 복지의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부양

비용이 증가되는 젊은 세대와의 경쟁과 갈등이 야기된다. 또한 고령층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고려한 안전하고 접근이 용이한 도시 및 주택환

경이 필요하며, 1인 또는 노인끼리 거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웃공동

체와 밀착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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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종합하여, 고령화에 대응한 도시재생으로써 수직화와 밀집화를 

통한 고령자주거 중심의 고층고밀형태를 제시하였다. 먼저, 고층화를 통

해 지가가 높은 도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거기능과 타 용

도와의 복합화가 가능하고 건폐율의 조절을 통해서 녹지의 확보 및 도심

주거에 대한 고령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고밀도 개발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신체적 노화를 겪는 고령인

구의 공동체생활과 도시시설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기개발지를 활

용함으로써 보행위주의 지속가능한 도시구조 구축이 가능하다. 

  실제 서울의 고령자주택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인주

거복지시설에 등록된 시설 중 서울의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한 유료의 고

령자전용주택을 대상으로 물리적 실태조사와 입주자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사례조사를 통해서 정리한 고층고밀형 도시재생에 대한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도심의 고령자주택의 물리적 형태는 고층의 집합주거형태로 교

통의 편리함을 강점으로 도시생활과 도시기반시설의 활용에 익숙한 독립

적인 성격의 고령자들에게 선호되고 있었다. 둘째, 운영업체의 성격에 

따라 병원, 종교, 호텔 등과의 용도복합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주택의 차별화전략이 되고 있었다. 셋째, 유료 고령

자주택이 제공하는 호텔식 가사서비스는 고령자들이 독립적이고 편안하

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으며, 고령자주택으로의 주

요 이주동기가 되고 있었다. 넷째, 도심형 고령자주택은 모든 시설을 갖

추기 보다는 인근의 의료, 쇼핑, 문화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계

가 중요시 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예비고령층의 특성과 생활세계가 반영된 도시선호현상은 

도심지의 고층고밀형 도시재생이 주목할 만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 고령화 사회, 고층고밀형, 도시재생, 도시발전단계, 고령자주택 

학  번 : 2012-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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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3.1%에서 기대수명 연장 

등의 원인으로 인해 1980년에 3.8%, 2000년에는 7.2%로 높아져 본격

적인 ‘고령화 사회’(7%기준)에 진입하였으며, 2013년의 고령인구비

율은  12.2%로 ‘고령사회’(14%기준)로 더욱 다가가고 있다.1) 통계

청 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 15.7%, 2030년에는 24.3%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1). 이는 일본이 고령인구비율 7%에서 14%로 증

가하는데 걸린 24년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이다. 

  한편, 한국의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2012년에 91.0%를 기록하였다.2) 

국민의 9할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도시문제를 단순히 도시지

역에 한정시켜 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의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정주형태 또한 농촌적인 것에서 

도시적인 것으로 완전히 변모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의 구축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인구구조 및 생활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의 도시공간변화에 대비한 도시정책은 아직

도 고령인구를 단순히 소수의 특정 연령계층으로 분리시켜 이해하고 있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을 살펴보면,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은 고령자 전용주택

의 공급 확대 및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적용 등 일반적인 주거복지 차

1) UN의 분류기준으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미만은 고령화 사회, 

14~20%미만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2) 국토해양부, 2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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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한정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구조적 인구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도

시사회의 수요예측 및 성장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고령화 사회에서 도시공간계획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이유는 인구구

조의 급속한 고령화가 도시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고령인

구의 개인적 차원에서는 은퇴로 인한 경제적 빈곤, 역할 상실, 소외 및 

고독과 같은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

니라 사회적 차원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에 따른 부양비 부담의 증가를 야기하고, 사회 구성원의 노화로 인해 국

가의 경제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 전체가 생산적이기보다는 점차 소비 

중심적인 사회로 전향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중장년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고령층의 생

활세계는 앞으로의 도시공간의 구상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정(1997)의 연구는 노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하

루 평균 17.5시간이며 하루 24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노인인구도 12%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주거환경과 노년의 삶의 질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준형·한정훈(2012)은 은퇴 이후의 주거입

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은퇴 이후 고령층은 수도권 및 교외 지역에 비해 

서울 및 도시지역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고진

수·최막중(2014)의 연구는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노년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며, 특히 건강이 악화된 노

년가구는 의료시설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지역으로 주거를 이

동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층의 도심회귀

현상 및 직주근접의 고령자대응 서비스의 확대요구는 한국보다 먼저 고

령화를 겪은 일본, 유럽 및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차학봉, 

2006). 

  이처럼 고령화 현상은 단순히 인구학적 변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

와 생활세계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는 또한 다양한 도시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령화는 개인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인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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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회라는 집합적 수준에서도 진행되며, 이들 두 수준에서 이루어지

는 변화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다(박경

숙, 2003).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도시의 노후화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에서 물리적 재생이 요구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밀접하

게 연계되어 새로운 도시설계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고령층

을 중심으로 한 뚜렷한 재도시화의 경향이 도시성장에의 시대적 요구와 

맞물리면서, 고령인구가 앞으로의 도시재생에 있어 커다란 영향력을 행

사할 연령층이 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실질적인 수요연

령층을 고려한 주거중심의 도시재생은 도심공동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도

시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고령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바라본 도심의 수직화의 정도 및 밀도의 구현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는 급격한 고령화가, 물리적으로는 원도심의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 보다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구의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이루어질 고

령화 사회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변화가 도시공간에 야기하게 될 변화

를 바탕으로, 이에 대비한 한국의 도시재생이 추구해야 할 물리적 형태

와 수반될 영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이 겪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는 도시공간 및 도시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 도시사회가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효용가치를 위해 도시공동체의 상호공존에 대한 점검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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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도시환경 및 도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심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의 사회·경제·문화의 중

심인 수도 서울의 지리적 중심지로서, 여전히 공간적인 메트로폴리스

(metropolis)의 기능과 원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쇠퇴로 

인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고령화로 인한 도시공간재편의 필요성과 도시재생에 대한 요구의 시기

적 적절성을 보이기 위하여 도시발전단계이론의 재도시화 단계에서 나타

나게 될 고령층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전략을 제시함에 있어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

고 있는 일본 및 서구선진국의 고령화주택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다가올 

도시사회에 나타날 공통적인 문제의식 및 해결요소들 가운데 한국의 재

도시화에 대응한 개발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의 특징은 고령자의 사회적 지위 및 주거

생활의 변화와 깊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령화가 

야기할 도시공간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고령층의 생활세계와 이를 둘러싼 

물리적 도시주거환경의 틀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고령사회의 인

구구조의 변화가 야기할 도시문제의 해결 모형으로써 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한 고층·고밀의 도심복합주거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령화사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주택정책에서 age-mix 개념은 

social-mix에 비하면 전면에 부각되고 있지 않으나, 고령화 시대의 

age-mix는 단순한 세대교류의 차원을 넘어 고령인구의 공간적분리가 

야기할 도시공간의 쇠퇴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그 중요성이 부

각될 것이다.

  도시재생을 위한 고령자주거 개선의 보다 현실적인 검토를 위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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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통한 서울시 고령자주택의 현황조사와 관리자인터뷰, 입소자 인

터뷰조사, 시설의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고령자주택은 

보건복지부(2013년 기준)에 등록된 서울시 소재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29곳 중 비교적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해있으며 신체적으로 자립이 가능

한 고령자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기간

은 2014년 4월-6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를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도시의 발달과정에서 도심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론적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재도시화 단계에서 고령층이 가지는 영

향력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야기하는 

도시사회적·도시환경적 의미를 요인별로 세분화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도시재생 전략으로 용도복합의 고층고밀형태의 수요가능성

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고령

화시대의 고층고밀형 도시재생이 가지는 기대효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시

사점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실제 고령자주택의 현황조사를 통해 연구

내용의 시사점을 다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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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정책적 맥락

1. 고령화와 정부정책

1) 한국의 고령화 추이와 특징

  20세기 중반 이후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의료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과 사망률이 저하를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국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

쳐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온 서구의 선진국과는 달리 고령사회에 대

한 준비가 단기간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4년 현재 약 545만명(총인구의 

11.0%)으로 이미‘고령화사회’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4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12년 밖에 소요되지 않을 전망이다.

[표 1] 고령화속도의 국제 비교

노령인구 

비율

 국가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도달

(7%→14%)

초고령사회도달

(14%→20%)

프  랑  스 1864 1979 2018 115 39

스 웨 덴 1887 1972 2014 85 42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영    국 1929 1976 2026 47 50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출처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5 인구통계자료집』, 2005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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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중위연령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39.4세로 다소 젊은 편에 

속하나, 2050년에는 53.5세에 달할 전망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

른 진행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일본의 경

우, 2013년 중위연령은 45.9세이며 2050년에는 53.4세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도 더 빠른 것

으로 파악된다. 또한 2050년의 주요국 중위연령이 독일 51.5세, 영국 

43.3세, 스웨덴 41.1세, 미국 40.6세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는 우려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표 2] 주요국 중위연령 장래추이

한국 일본
이탈

리아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세계

평균

1950 19.0 22.3 28.6 35.3 30.0 34.5 34.9 34.2 23.5

1980 22.2 32.6 34.2 36.7 30.1 32.5 34.4 36.3 22.6

2013 39.4 45.9 44.3 45.5 37.4 40.6 40.2 41.0 29.2

2050 53.5 53.4 49.9 51.5 40.6 43.4 43.3 41.1 36.1

1950→
2050 34.5 31.1 21.3 16.2 10.6 8.9 8.4 6.9 12.6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1) 한국의 연령구조

  한국이 유례없이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를 보이는 원인은 출산율의 

감소 및 기대수명의 연장, 그리고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도달시기와 연

관이 깊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낮은 1.23명으로 

OECD 평균인 1.74명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기대수명은 

81.2세로, 남자가 77.6세, 여자가 84.5세(2012년 기준)이다.

  한국의 총인구는 2010년 기준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까

지 성장하지만, 이후 감소하여 2060년에는 4,396만명(1992년 수준)에 

이를 전망3)이다. 반면, 고령인구는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대로 성장

3) 통계청(2011.12), 장래인구추계, 2010-2060, 총인구와 인구성장률에 대한 인구성장 중위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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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2028년 사이에 연평

균 5%대로 급증한 후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인구를 연령계층별

로(전기 65~74세, 중기 75~84세, 후기 85세이상) 다시 세분화하여 구

분해 보면 65~74세 인구는 2010년 62.4%에서 2060년에는 37.7%로 

감소하는 반면, 75~84세 인구비중은 2010년 30.8%에서 2060년에 

36.9%로 증가하고, 85세이상 초고령인구 비중은 6.8%에서 2060년에 

25.4%로 3.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표 3] 참고) 이때, 85

세이상 후기고령자는 정년퇴직 이후 2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건강의 상실 등으로 사회복지와 의료복지 수례의 주된 대상이 된

다. 85세이상 인구가 2010년 37만명(총인구의 0.7%)에서 2060년 

448만명(총인구의 10.2%)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

라 고령층의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총인구 및 고령인구의 연령구조

구분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인구(만명) 4,700 4,941 5,143 5,216 5,109 4,812 4,395

노인인구(만명) 339 545 808 1,269 1,650 1,799 1,762

전기(65-74세) 293 340 465 761 806 734 663

(구성비(%)) (67.8) (62.4) (57.6) (60.0) (48.9) (40.8) (37.7)

중기(75-84세) 91 167 262 375 635 694 650

(구성비(%)) (27.0) (30.8) (32.4) (29.6) (38.5) (38.6) (36.9)

후기(85세이상) 17 37 81 131 207 370 448

(구성비(%)) (5.1) (6.8) (10.0) (10.4) (12.6) (20.6) (25.4)

출처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2)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2013년 기준 노년부양비는 16.7로서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저출산 경향이 지속될 경우 2018년

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약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기준 노령화지수는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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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이상 고령자가 83명이며, 2017

년에 이르면 노령화지수가 104.1로 증가해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

과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해당인구 100명당 명, 명)

1990 2000 2013 2017 2018 2030 2040 2050

노년부양비1) 7.4 10.1 16.7 19.2 20.0 38.6 57.2 71.0

노령화지수2) 20.0 34.3 83.3 104.1 108.5 193.0 288.6 376.1

고령자1명당

생산가능인구(명)3) 13.5 9.9 6.0 5.2 5.0 2.6 1.7 1.4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1
  주 :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3)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그림 1]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3) 고령가구의 증가

  고령자가 가구주인 노인가구의 비중은 19.5%(2013년 기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중 65세이상 고령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는 독거

노인 가구는 총 가구구성비의 2013년 현재 6.9%에서 2035년에는 

15.4%로 2배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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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령 부부가구 및 1인가구 변화추이
(단위 : 천가구, %)

연도

고령가구 유형

총가구
고령

가구1) 구성비
부부 부부+자녀 독거노인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2)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9 184  1.3   544  3.7

2005 15,971 2,432 15.2   822  5.1 249  1.6   777  4.9

2010 17,359 3,087 17.8 1,038  6.0 297  1.7 1,056  6.1

2013 18,206 3,546 19.5 1,185  6.5 327  1.8 1,252  6.9

2020 19,878 4,772 24.0 1,569  7.9 437  2.2 1,745  8.8

2030 21,717 7,690 35.4 2,533 11.7 719  3.3 2,820 13.0

2035 22,261 9,025 40.5 2,919 13.1 791  3.6 3,430 15.4

자료 : 통계청,「장래가구추계」, 2011

  주 :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2)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

(4) 고령화의 지역별 차별화

  2010년 대비 2015년의 총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30세 인구는 95

만명이 감소하나, 50~60대 인구는 205만명이 늘어나고, 70대 이상의 

고령층도 76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증가율

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국의 인구변화를 웃도는 수치로, 

수도권의 인구고령화는 전국대비 더욱 심각해지며, 그에 따른 대비책 마

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2010년 대비 2015년의 인구 변화
(단위 : 만명)

전국 수도권

연령 2010년 2015년 증감수 증감율 2010년 2015년 증감수 증감율

20대 683 647 -36 -5.3% 362 342 -20 -5.4%

30대 810 751 -59 -7.3% 443 427 -16 -3.7%

40대 838 836 -2 -0.2% 427 441 14 3.3%

50대 671 797 126 18.8% 322 396 75 23.2%

60대 400 478 78 19.6% 178 221 43 23.9%

70대 이상 355 431 76 21.5% 137 179 41 30.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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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고령층의 지위가 과거와 달리 축소되고 주변화되는 것은 상당 부분 이

들이 지닌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한국사회에서 현재의 고령

인구는 일제 식민지시기에 출생하여 대체로 경제적 빈속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 이들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예비 고령

층으로 판단되는 현재 중년기(50-64세) 인구의 교육수준을 보면 

60-70대 이상의 교육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며 고학력의 교육수준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중장년층의 고령화시기가 도달했을 

때,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차이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수요와 선호가 크

게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7] 연령별 교육수준
(단위: %)

생애주기 초졸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합계

아동기(6~12세) 95.3 4.7 - - - 100.0

청소년기(13~19세) 0.5 38.9 47.3 13.3 - 100.0

청년기(20~29세) 0.3 0.9 18.0 77.0 3.8 100.0

장년기(30~49세) 1.9  4.6  41.8  45.2  6.5  100.0

중년기(50~64세) 20.7 21.5 37.6 16.6 3.6 100.0

노년기(65~84세) 60.9  14.6  15.3  8.0  1.2  100.0

초고령기(85세이상) 87.5  4.9  4.3  3.1  0.3  100.0

전체 20.5 12.1 31.4 32.3 3.7 100.0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10% 표본자료

(6) 주택시장의 변화4)

  앞에서 언급한 고령화와 함께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는 크게 세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신규주택수요이다. 통계청(2011)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것은 2030년경으로 예

4) 조주현(201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부동산학연구, 제21집 제2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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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감소에 따라서 장기적

으로 주택수요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가 있으나(이수욱, 

2010; 손은경, 2012), 이는 소득의 증가가 인구증가를 능가하지 못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불완전한 가정일 수 있다(조주현, 2011). 정

의철(2005)에 의하면 인구구조, 소득, 주택가격의 종합적인 영향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는 매년 25만호 정도의 신규수요가 존재(소득 

연 3% 상승가정)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두 번째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의 발생이다. 인구감소

로 인해 총량적인 수요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라이

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재고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수요들이 등장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

른 소형가구의 증대 및 도심입지 선호에 따라 도심 소규모 맨션이 인기

를 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면에서 노후세대의 부동산

보유 수요가 높고5)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위축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

다.(박재룡 외, 2010)

  세 번째는 교외 신도시 주택시장의 부진이다. 2012년에 들어 당시 국

토해양부는 330만m2이상 규모로 지정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신도시 사업을 수도권에서는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개

발하기로 한 신도시 사업지도 개발일정과 규모를 전반적으로 재정리해 

속도를 조절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변화는 고령화와 함께 1970

년대 이후,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이었던 신도시의 효용가치가 

수요연령계층의 인구감소와 주택시장의 장기 불황으로 크게 악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5) 2007년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현재 가계자산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령별 주택보유율은 40

대가 69%, 50대가 81%, 60대 이상이 77%이며 2000년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자

가비율은 67.7%로서 장년가구(50~65세)의 74.5%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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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신도시의 부진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쿄 근교의 대

표적인 뉴타운이었던 다마뉴타운과 치바뉴타운도 수요가 없어 빈 아파트

와 가격 급락, 미분양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

양부가 2011년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에서는 도시발전 

전략을 신도시 위주의 개발에서 도시 재생을 통한 '압축도시' 모델로 바

꾸겠다고 밝혔는데, 압축도시는 신도시를 통해 도시의 외형을 넓히면서 

주택을 공급하던 팽창·확장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구도심을 되살리는 방

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임형백, 2013). 

2) 정부의 고령화대책

  인구의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고령자

의 취약한 경제력, 건강 및 주거 등의 전반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적

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소득보장, 건강보

장(의료보장), 주거보장 및 사회서비스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6),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고령화시대의 도시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국토 및 고령자주거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1) 한국의 고령화정책 개관

  한국에서 노인들을 수용하여 주거를 제공한 것은 1885년 조선교구장

이었던 장블랑(Jean Blanc) 주교가 큰 기와집 한 채를 구입하여 무의탁 

노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을 그 시초로 보고 있다. 그 이후 1970년

대까지는 저소득층 중 극히 일부에게 한정되어 고령자용 주거가 공급되

었으나, 사회복지법인에 의존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사실상 부재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10). 1980년대

6) 유선종, ⌜미래사회에서 보는 노인주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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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1981.6.5.) 주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고령자 전용시설을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실비, 유료로 구분하고 무료

시설에 한해 정부지원 방침을 명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1990년대에 와서야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나 비영리법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허용하여 규제

완화 및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시설의 설치 등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었

다. 또한, 노인주거의 시설분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세분화하고 특히, 노인주거

복지시설 중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

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 2006; 14-15)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2000년 이후에는 노인복지에 한정

되지 않은 보건·경제·교육·분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범정부적으

로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3년 10월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사

회통합기획단의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대통령 자문지관인 고령화 및 미

래사회위원회로 승격하여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그 성

과로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2006년 8월에는 '제1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2011년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관련내용을 비

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고령화 사회의 대응을 위한 다양

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 관련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고령

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공적 연금의 내실화, 노후소득 및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노후 건강관리, 노인요양보호 기반확충, 생활체

육 활성화, 안전한 주거공간,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노인의 사회참여  등 

다양한 사회분야의 세부 정책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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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및 목적 주요 내용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

ᆞ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ᆞ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

ᆞ국가 및 지자체의 적정 인구의 구조와 
규모 및 인구 변동 예측

ᆞ안전하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ᆞ고령자에 적합한 환경조성

ᆞ적합한 일자리 창출

ᆞ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마련

ᆞ노인요양, 의료제도 및 시설과 인력 확충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
회에 대응한 전반적인 사
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함

ᆞ임금피크제 활성화

ᆞ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

ᆞ저소득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ᆞ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지출효율화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도시정책이나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계획 및 시책사업 
계획의 근거마련

ᆞ기존도심 쇠퇴에 대응한 도심재생 활성
화

ᆞ주거환경개선산업 활성화

ᆞ노후산업단지의 재생(복합산업단지지원)

지자체의 

고령사회 

관련계획

서울시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ᆞ건강한 노후   ᆞ활기찬 생활

ᆞ생산적 노년   ᆞ통합적 사회

ᆞ편리한 환경   ᆞ인프라 재설계

경기도 

시도종합계획

ᆞ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결혼·출산지원 확대

  :양육지원 확대

  :가족친화정책수립 및 지원

ᆞ맞벌이 부부지원 강화

  :가정보육교사제, 영유아전용시설 지원

  :24시간 보육시설 지원

  :특수보육시설 확대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표 8] 고령화 관련법과 제도

출처: 이세규, 2013 p.20-21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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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주거의 개념

  한국의 고령자주거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아직 미비한 상태로, 노인복지

법 제31조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이 아닌 시설로 명

시되어 있다.([표 9] 참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용어는 1989년,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등장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5종류로 구분한다. 입소시설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해당하고 노인복지주택은 양로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과 함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한다. 노인복지주

택의 법적 정의는 노인복지법 제32조에“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

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입소대상

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9]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형태 시설종류

입소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출처: 노인복지법, 2014,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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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주거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정헌(2006)7)은 고

령자주택이란 사회적으로 연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립생활과 프

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물리적 거주조건(설계 및 설비), 인적서비스(개호, 

사회활동보조, 가사보조)등이 통합된 주택이라고 정의하였고, 유선종

(2009)8)은 고령자주택을 단순한 주거시설의 차원을 넘어 입주자의 눈

높이에 맞는 각종 서비스가 충족되도록 설계된 시설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고령자주택이란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 특수한 형태의 주거시설로 자립적 거주가 

가능한 경제력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내부의 설계 뿐만 아니라 거주를 

위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공급

  고령자주거와 관련된 전용시설 혹은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법 제 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공

급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문에서 나타나다시피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강제조항이 아니

며 공공임대주택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형태로 실시된다는 

점, 그리고 민간에서 고령자주거를 공급하기에는 수익적인 뒷받침이 불

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고령자주택의 종류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차원의 고령자전용주거시설의 공급은 크게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공급과 국토교통부에 의한 고령자전용 공공

임대주택 공급의 두 가지로 양분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제력이 없는 

7) 이정헌(2006), 고령화사회에 따른 부산시 노인주거정책 추진방안연구, 부산발전연구원, p.5
8) 유선종(2009), 미래사회에서 보는 노인주택, 도서출판 청람, 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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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계층을 위한 무료시설에만 편중되어 있어,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

는 거의 민간시설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①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주거시설 공급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에게 공급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정원은 전체 노인인구9)의 0.3%(2012)에 불과하다. 특히 노인복지주택

의 공급현황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23개소 4,128세대로 실적이 저

조한데다, 현재 운영중인 시설도 공공에 의한 공급이 거의 없이 민간 주

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도 그 주체가 민간에 의

해 주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주택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 분

류되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과 같은 정부지원(택

지, 기금, 재정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노인복지주택이 활성화되

지 못한 원인이 되고 있다(장영희, 2007; 김종태, 2007; 지은영 외, 

2009). 때문에 일부 노인복지주택은 고소득층 고령자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료부담이 높아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지은영 외, 2009). 

[표 10]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전국 현황

종  류 시       설
2012 2011 2010 2009 2008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 계 416 18,179 414 17,450 397 17,270 360 14,353 347 17,342

양로시설 285 13,164 303 12,509 300 11,906 285 11,561 306 11,520

노인공동
생활가정 108 887 87 710 75 618 56 438 21 177

노인복지
주택1) 23 4,128 24 4,231 22 4,746 19 2,354 20 5,645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노인복지시설 현황

1)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가능 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

9) 2012년 65세 이상 인구 589만명 기준. 2013 고령자통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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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교통부의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의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하나는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만을 건설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

나는 일반 국민임대주택과 혼합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2011년

부터는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

를 고령자전용주택설치의 의무비율로 설정하여 고령자전용 공공임대주택

을 공급하고 있다. 전자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지역은 가평읍내, 김제하

동, 순창풍산 및 광주선운 지역이며, 부천범박, 강남세곡, 수원호매실, 의

정부민락, 서울천왕, 서울신내, 서운신정, 서울마천 지역의 경우는 일반 

국민임대주택과 혼합하여 공급하는 후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고령자전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은 

2004년부터 시작해 2012년 현재 사업승인 총 호수 10,125호10)가 공

급되었다. 그러나 신규물량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데다,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공급,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주거안정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상태에 있어 고령자주

택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고령자의 주거

욕구 충족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고령자전용 공공임대주택이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기타 지원정책

  고령자주택의 공급을 위한 기타의 지원정책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함께 

모시고 사는 경우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과 주택구입자금 대

출시 대출액을 좀 더 늘려주거나 전세자금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이 있다. 

  특히, 2002년 9월부터는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공공주

택을 우선 분양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10) 2013 중앙부처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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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적으로 분양하는 것은 주택정책상의 혜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제

도는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다. 먼

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

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10%를 3년 이상동안 65세 이상 

고령자를 모신 무주택세대주 자녀에게 우선 배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10% 물량 내에서 1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부양세대가 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되는데, 이들의 경우 무주택이어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50m2 미만 신청시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013년 3인기준 230만원)이하이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제도들은 모두 가족의 노부모 동거부

양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우선분양제도로, 핵가족이 일반화되

고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고령가구의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직계존속부양자 국민임대주택 우선분양 실적을 보면, 

청약률은  높지 않아 동거권장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노부모 부양세대를 위한 주택 우선분양 현황 
(단위 : 호)

구분 현행
‘03년신청실적

구분 총공급 배정 신청 비율

국민주택
우선공급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세대주는 국민주택 공급량의 10% 
범위내 우선공급

공공
분양

10,357 1,032 161 15.6%

임대주택
우선공급

65세 이상 1년이상 부양시 임대주
택공급량의 10% 범위내 우선공급

-도시근로소득 50%, 50m2 미만

-도시근로소득 70%, 50m2 이상

공공
임대

12,825 1,273 304 23,9%

국민
임대

24,142 2,384 733 30.7%

출처 :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윤주현 외, 2004. 재편집)

참고 : 관계법령 및 관계부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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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화 정책의 평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정부의 국토계획 정책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근거

로 살펴본 한국의 고령화 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의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자본이 교외개발에 장기간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도

심의 생활 및 생산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시가지의 생활편익시설 부족, 노후주택과 교통혼잡 등 주거생활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외곽 개발로 인한 도심기능의 이전 등을 

국토계획의 문제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총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도시 확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기

존 도심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쇠퇴함에 따라 도시경쟁력 저하가 예상되

기 때문에 도시공간 재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주택공급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주택

공급구조가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의 급증 등의 원인으로 1~2인가구용 주택, 고령자전용 주택, 실버타운 

등의 수요에 변화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주택수요

는 점차 다양화되는 요구에 부응하여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고령자 전용

주택, 도심 소형주택,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정

책의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도심지역의 주택개발에 대한 수요 및 선호가 증가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도심 및 도심주변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직주근접의 생활편의, 교통비절감 및 도심 공동화를 방지 

하겠다는 방안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도시 내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주

택공급의 확대,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형주택 공급의 활성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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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를 고려한 주거공간 설계를 통한 계층별, 연령별 주거공동체 복원

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안전망 마련의 시급성이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40만호, 영구임대주

택 10만호, 장기전세주택 10만호, 10년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 신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노령자 전용주택의 공급 확대, 생활의료휴양기

능이 어우러진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유니버셜 디자인개념 적용한 주

택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당면과제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고령층 대상의 주거정책 목표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고령화 사회 대응정책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정책목표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고령자의 급증이 인구구조의 총체적

인 변화에 따른 사회전반 변화로 다루기보다는 일부 사회적 약자계층의 

양적 수요 증가로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제4차 국토계획수정

계획에서 보여지듯이, 단순히 고령자용 주택을 양적으로 다량 확보한다

는 정책의 제시 이상의 문제인식이 보이지 않는다. 고령자가 타 연령층

과 비교하였을 때 보이는 특징을 기반으로 고령자들의 주택수요를 도시

계획의 종합적 비전과 일치시켜나가는 통합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변화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과의 괴리를 들 

수 있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발 빠른 법개정과 정책변화를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노인의 가족부양을 장려

하는 정책에서 크게 진일보하지는 않고 있다. 노인부양 가족에 대한 국

민주택 우선공급제도나 주거복지시설 중심의 정책이 그 예이다. 일차적

으로 가족에게 부양부담을 담당토록 하고 가족의 부양이 한계에 다다른 

경우 사회보장이 적용되는 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핵가족화와 이

혼 및 독신가구의 급증 등으로 가구구조가 소형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 23 -

여전히 자발적 노인부양에 기대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

서 가족부양 장려가 전제된 과거의 정책방향에서 현대도시사회의 근본적

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담당부처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현재 

노인주거복지에 관련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보건복

지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중

점을 두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실제적인 주택공급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층에게 안전한 주택의 공급 및 생활안전편의서비

스가 제공되는 제반환경은 동시에 갖추어져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화되어 있다 보니 주택과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때문에 용어의 차이, 분류기준의 차이, 정책진행에 따른 일체감 부족 

등은 체계적인 정책적 공급과 복지 사이에서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

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

다.

  넷째, 현재의 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주거선택의 폭을 확대해 주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중심

이 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노인전용 임대주택의 공급이 강조되었는

데, 노인이라는 인구집단이 동질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 유

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적절한 주택과 서

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노인들의 선택지를 다양화해

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고령인구의 급증과 함께 도심주거의 수요를 인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다. 오히려 노인전용 전원주택

의 수요를 예상하고 지방에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하는 등 여전

히 교외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방향을 주로 공공주택의 신규공급

을 통해 대응하려고 하지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노인이 주거 이동보

다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더욱 선

호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현재 거주하는 기존주택, 특히 노인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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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등 민간주택의 개조에 대한 정책수단이 제시되

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도시의 인구감소로 야기되는 도심

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인구를 수요계층으로 보거나 활용

대상으로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도시계획과 주택공급에 대한 연결성이 부족하다. 특히 고령층

의 주거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하면 주택자체의 환경보다도 주변의 

물리적, 심리적 주거환경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WHO(2002)는 

‘활기찬 노후’를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로 물리적 환경11)을 강조한

다. 다양한 물리적 제약이 있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

은 사회로 나오기 어려워 고립되기 쉽고, 자칫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친지, 사회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 

더불어 노인들의 생활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주택은 고령자의 신체적 독

립을 증진시키고 타인의 개입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이런 점에서 안전하

고 생활하기 적합한 주택 및 이를 둘러싼 지역의 공간사회는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앞으로의 고령자주거정책은 물리적 환경인 주

택과 사회적환경인 거주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중요할 것이다.

11) 물리적 환경과 함께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보건 및 사회서비스, 개인의 행태적 특성 등

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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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쇠퇴와 도시재생

1) 도시 발전단계(stages of urban development)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 급격한 인구유입을 이끌

면서 도시의 수평적 확장 및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

다. 그러나 도시자체가 고령화되고 새로운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이 낙후

된 구도심을 떠나기 시작함에 따라 도시의 외연적 확장 및 구도심의 쇠

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으나, 교외로 향하는 방향성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어보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주요 세계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인구와 소득, 그리고 주택가격의 다시 상승하는 ‘젠트리피케

이션12)’이 발생하여 새로운 도시화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도시

화는 곧 재도시화의 발생가능성을 의미하며,  기존 도시발전단계이론의 

후기 단계에 대한 실증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1966년 도시지리학자인 James Vance는 도시공간 내에서 도심이 성

장하는 모습을 6단계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첫 단계는 도시공간의 

특정한 영역에서 몇몇 안 되는 특별한 목적의 건물들을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되어 가는 태동(inception)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임대료, 사회적 

압력, 건축적 변화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도심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기

능들에 대한 배척(exclusion)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임대

료와 도심기능간의 경쟁 등을 통해 도심에 필요로 하는 기능들 간에 분

리(segregation)가 일어나고 증대하는 도심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도심

공간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장(extension)된다. 그리고 다음은 기성

도시에서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울 경우 부도심권 또는 교외지역에서 도심

12) 젠트리피케이션은 중산층 및 상업개발자들이 쇠퇴한 도시내부를 재생시키고 그 기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하며, 중산층의 전입에 따른 기존 저소득층의 전출을 야기하는 현상이다. 

(Smith and Williams,1986, 김걸, 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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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모방과 조정(replication and adjustment)이 나타나고 마지막

으로 도심공간은 내재적으로는 교외지역 및 부도심과 경쟁하기 위해, 또 

외적으로는 세계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재개발(redevelopment)이 일

어난다고 하였다13).

  또한, 베르그(Berg et al, 1982)는 도시발전단계를 도시화, 교외화, 

탈도시화, 재도시화로 구분하고, 인구성장률에 따라 변화되는 도심지역

과 교외지역 간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표 13] 참

조).

[표 12] 베르그의 도시발전단계

발전단계
인구변화의 성격

도심지역 주변지역 도시권

도 시 화
절대적 집중
상대적 집중

＋＋
＋＋

－
＋

＋
＋＋＋

전체 성장
(집중)

교 외 화
상대적 분산
절대적 분산

＋
－

＋＋
＋＋

＋＋＋
＋

탈도시화
절대적 분산
상대적 분산

－－
－－

＋
－

－
－－－

전체 쇠퇴
(분산)

재도시화
상대적 집중
절대적 집중

－
＋

－－
－－

－－－
－

출처: Berg, Leo Van den, Drewett, R. D., Klassen, L. H., Rossi A & Vijverbberg C. 
H. T. (1982). Urban Europe: A Study of Growth and Decline, Oxford: Pergamon 
Press. 36.

  베르그의 도시발전단계에서 도시화와 교외화 단계는 도시인구의 전체 

성장(집중) 과정이고, 탈도시화와 재도시화 단계는 전체 쇠퇴(분산) 과

정이다. 또한 도시를 도심지역, 주변지역, 도시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역에서 인구의 자연증가율과 이동에 따라 나타나는 인구변화의 성격을 

절대적 집중, 절대적 분산, 상대적 집중, 상대적 분산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형시형, 2006)

13) James Vance, Urban design downtown : poetics and politics of form,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1998.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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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발전단계설로 가장 널리 알려진 Klaseen & Paelinck(1979)의 

연구는 유럽 도시권의 인구동태의 관찰을 통하여 도시의 성장 및 쇠퇴모

델을 제시하였다. 도시화과정에서 도시중심과 외곽지역간의 시․공간적 인

구변화유형을 도시지역 전체의 인구변화에 따라 4단계와 8개 세부단계

로 구분하여 도시화를 설명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 이론도 마찬가지로 도시발전단계를 크게 성장기와 쇠퇴기로 구분하

며, 성장기에는 집중경향이 강한 도시화의 과정에 이어 분산경향이 지배

적인 교외화 과정이 나타난다. 이때 도심지역과 교외지역을 합한 도시권 

전체의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 그러나 쇠퇴기에는 역도시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도시권 전체로는 인구가 감소한다. 이중 절대적 

분산과정은 도심인구의 감소에 그치나 상대적 분산기에는 도심인구의 감

소와 더불어 교외인구까지 감소한다(조정제·김영표, 1989). 즉, 도시는

[그림 2] Klaseen & Paelinck의 도시 사이클 가설

성

장

쇠

퇴

도

시

화

역

도

시

화

중심도시인구(＋
)

중심도시인구(－
)

교외인구(＋)

교외인구(－)

<교외화>

<재도시화>

상대적

집  중

상대적

분  산

절대적

분  산

절대적

분  산

상대적

분  산

상대적

집  중

절대적

성  장

절대적

집  중

출처: 종합연구개발기구. (2005). ｢역도시화시대의 도시․지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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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교외화, 역도시화, 재도시화의 단계를 거치며, 도심의 쇠퇴 또는 

정체는 교외화 단계의 상대적 분산화와 탈도시화 단계의 과정 속에서 나

타난다(백기영 외, 2002).

  주목할 점은 위의 세 가지 도시발전단계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재도시화’현상으로, 교외화로 인해 쇠퇴했던 도심이 다시 새로운 성

장단계를 밟을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도시화가 안정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한 1960

년대부터 도심지역에 관하여 성장의 한계,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어 도심재개발, 기성시가지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이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또한, 1900년대 제시되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세계도시론14) 이론의 등장은 세계경제 속에서의 주요도시들의 

성장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세계도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

한 노력은 도시재생과 성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1987년 유엔의 브룬트란트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의 보고서에서 정의된 이후 도시계획분야에서 넓게 사용되

기 시작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의 기준

이 되어 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한 도심개발로의 정책적 전환에 무게를 실

어주고 있다.

 재도시화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험적 조사를 통해서 최소한 세 가지의 개념

이 소개되고 있다.15)

14) 세계도시를 일률적으로 정형화하기는 어려우나 몇몇 저명한 도시학자들이 규정한 세계도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홀(Hall, 1986)은 세계도시를 세계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수행되는 

세계의 몇몇 시역으로 일컫고, 브라우델(Braudel)은 특정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여러 도시 중

에서도 중력이 모이는 중심지라는 의미로 세계도시를 규정한다. 프리드먼(Friedmann, 1986)은 

세계의 도시망을 통하여 범세계적인 생산과 시장체계가 공간적으로 접합된 장소를 세계도시로 

규정하며, 사센(Sassen, 1994)은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결절점으로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생산하고, 최고 수준의 경영관리가 이루어지며, 통제기능이 존립하는 도시를 

세계도시로 보았다.(김인, ⌜세계도시론⌟, 2005, 법문사 p.25)
15) 탈교외화와 도심 르네상스, 국토연구원, 2013



- 29 -

  첫째, 재도시화는 ‘성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도시에서 

정주인구가 다시 증가할 경우 재도시화라고 말한다. 주변지역의 발전은 

포괄적으로 등한시 되거나, 또는 단지 여러 개의 잠재적 비교대상 중의 

하나로서 다루어진다.

  둘째, 재도시화는 ‘중심도시의 긍정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이 개념

은 중심도시의 인구발전이 주변지역보다 다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경우 재도시화라고 말한다. 이 때 중심도시가 무조건 정주인구를 획득해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심도시에서의 인구손실이 주변지역의 인구손실보

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진행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주변지역에서의 정

주인구가 유출되는 동안, 중심도시로 정주인구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절

대적 재도시화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재도시화는 ‘중심도시의 이주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개념은 중심도시가 주변지역에 비하여 다시 이주증가를 달성할 경우 

재도시화라고 말한다. 즉, 주변지역에서 도시로의 이주수치가 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이주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야 한다.

  정리해보면, 재도시화의 본질은 인구의 상대적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발전단계에서 도시쇠퇴기를 지나 다시 도시성장기로 가기위한 

중간단계인 재도시화는 도시의 인구유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서 도시의 인구증가를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도심 르네상스16)

  도시재생을 도시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구분하면 일반적으로 중심상

16) 국토연구원, 2013, ⌜탈교외화와 도심 르네상스⌟에서 사용된 용어로, 도시공간상 외부시가

지와 교외지역을 제외한 중심상업·업무지구 및 내부시가지의 쇠퇴에 중점을 둔 재생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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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업무지구, 내부시가지, 외부시가지, 교외의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형시형, 2006). 중심상업·업무지구와 내부시가지의 의미를 포함

하는 도심지역은 도시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집중된 곳으로써 사무실 등 대부분의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차량과 

사람들의 왕래로 혼잡한 도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이다.

  도심(urban center)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에 따라 도심지, 중심상

업·업무지구(CBD), 중심구역, 중심시가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서로 겹치는 개념이어서 통상 혼용되고 있다. 도심의 개념에는 

중심상업·업무지구와 같이 도심의 기능이 집적된 곳을 일컫는 기능적 

개념과 중심구역, 중심시가지 등과 같이 집적된 도시 활동의 결과로 형

성된 중심지를 뜻하는 지리적 개념이 포함된다. 

  도심은 도시 내에서 입지여건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 입지경쟁이 발생

하여 토지이용 면에서 가장 집약적인 기능인 사무실기능과 고급 중심 상

업기능이 도심을 점유하게 됨으로서 지가 혹은 지대가 최고인 지역이다. 

따라서 도시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인구와 자본을 수용할 공간과 

고도화된 기능을 도심에 요구한다. 더 넓은 도로와 공원, 더 좋은 건물

과 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높고 이해관계가 복

합한 도심은 이러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이 때, 자본은 

좀 더 쉬운 선택으로 구도심보다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도심을 만들어내

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은 구도심은 인구 감소와 성장이 단

절된 채 슬럼의 길을 걷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의 오래된 기성 시가지나 

내부 시가지에서의 쇠퇴 내지 정체현상은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

며(형시형, 2006),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투자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물리적 분리가 심화되어 각종 도시문제와 사회문제가 중첩되어 

발생하는 구역이 형성된다(이원근·어인준, 2009).

  하지만, 도시발전단계에서 제시하는 ‘재도시화’의 흐름은 도심지역

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검토요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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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탈교외화가 둔화되고 도심으로의 새로운 인구집중의 경향성이 

형성되면서 정부는 중·고소득층을 도시로 유입하기 위해 도심지역을 새

롭게 재조명시켜 주거 공간과 도시 어메니티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접

근한다는 것이다(Glaeser and Gottlieb, 2006). 

  도시의 쇠퇴에 직면하여 도심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의 지리적 중심성이 새로운 인구집중을 유도할 충분한 흡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인구의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

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인구저성장 및 고령

화로 인한 도시의 인구감소는 도시재정의 악화를 유발하고, 도시의 경쟁

력과 활기를 저하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문화적 결핍은 각종 사회문제

의 무대가 되어 낙후된 도시를 재생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 

한국의 인구저성장 추세와 2021년부터 예측되는 인구감소,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도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상대적으

로 가장 먼저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낙후도를 보일 수밖에 없

는 원도심의 재생을 통해 도시로의 인구를 유입하는 흡인요인으로 작용

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재생과정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내려고 

고려할 때, 지리적인 접근성 및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심지역

이 가장 확실한 후보지가 된다.

  둘째, 도시 외곽의 신규 도시용지 위주의 개발방식을 수정시킬 필요성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

면서 주택, 업무, 공장시설 등 도시용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급증하여 

왔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교외의 녹지개발을 통해 도시용 토지수요

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신규공

급 위주의 개발방식은 인구의 꾸준한 증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도시

지역의 수평적 팽창과 기성시가지의 쇠락은 필연적인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인구의 감소는 도시 내 공공시설물의 수요를 변화시켜 과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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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교, 공공시설 등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기성시가지내 미활용 및 저

이용 토지로 남겨지고, 원활하지 못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생활환경을 약

화시켜, 기성시가지의 활력저하 뿐만 아니라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생활환경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이왕건 외, 2005).

  셋째, 도시문제를 단순한 해결보다는 도시공간의 경쟁력으로 바꾸려는 

정책방향의 변화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기능을 회복하되,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이라는 패러다임의 확대로 기개발지로의 

압축적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보전과 복지증

진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도시

경쟁력은 세계화가 요청되는 사회에서 도시의 활성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심은 도시재생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우선순위로써 도시

회생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도심 르네상스가 교외화로 인한 도시

쇠퇴를 막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계획전략으로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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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인구와 재도시화

  고령화 사회에서 도시쇠퇴에 이은 재도시화 단계를 위하여 인구의 도

시유입을 유도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도시화를 주도하고 고

령친화형 도시환경 구축에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고령층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타 연령층과는 다른 고

령층만의 특성을 바탕으로 고령층의 도시잔존여부와 교외에서 도시로 유

턴해 돌아오는 고령자 주거이동의 패턴분석이 중요해 진다. 이를 통해 

향후 도심재개발시의 수요예측과 물리적 개발의 방향성을 진단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재도시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급격한 

고령화와 재도시화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도시잔존

  도시에서 태어나고 청년기를 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경제활동을 하

다가 은퇴시기를 맞이하게 될 예비 노년층에게는 도시가 바로 어린시절

부터 살아온 고향이다. 은퇴 후 돌아가고 싶은 고향의 이미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00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거주 

노인의 경우 상황변화에 관계없이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자 하고(약 

95% 이상), 약 78% 이상이 전원적인 생활보다 도시적인 생활을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혼자 살게 되었을 경우 같은 

상황변화 시에도 현 도시거주 고령층의 도시선호는 두드러졌다.

[표 13] 상황변화에 따른 주거이동에 대한 의식

현재 평상시 건강악화시 혼자살게되었을 때

도시
도시 95.4 도시 91.9 도시 91.6

농촌 1.30 농촌 8.10 농촌 8.40

농촌
도시 25.2 도시 29.7 도시 30.2

농촌 74.8 농촌 70.3 농촌 69.8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07년 주거실태조사:노인가구,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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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도권의 고령인구 비율 역시 고령층의 도시잔존비율의 증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5년에 20~30세 인구는 95만명이 감소하나, 50~60대 인구는 205

만명 늘어나고, 80대 이상의 고령층도 76만명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율의 회복보다 고령층의 기대수명연장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경우, 수도권의 증가

율이 전국의 수준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표 14] 참고) 중장년층의 수도권 증가는 인구유입에 의한 결과로 

인구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거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

질 것임이 예상가능하다.

[표 14] 수도권의 인구 변화(2010-2015)
(단위 : 만명)

전국 수도권

연령 2010년 2015년 증감수 증감률 2010년 2015년 증감수 증감률

20대 683 647 -36 -5.3% 362 342 -20 -5.4%

30대 810 751 -59 -7.3% 443 427 -16 -3.7%

40대 838 836 -2 -0.2% 427 441 14 3.3%

50대 671 797 126 18.8% 322 396 75 23.2%

60대 400 478 78 19.6% 178 221 43 23.9%

70대 이상 355 431 76 21.5% 137 179 41 30.2%

자료: 통계청 인구 추계

  또한,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도심의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층 

역시 고령층이라는 것도 고령인구의 도시잔존에 설득력 있는 지표가 된

다. 2010년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보면, 연령대별로 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비율이 50세 이상으로 갈수록 압도적으로 증가하며, 주택

보유가구의 평균 주택가격 역시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표 15]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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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가구주 연령대별 거주주택가격
(단위: 만원, %)

전체가구
(주택 미보유가구 포함)

주택보유가구

연령대 평균가격 비율 평균가격 중위수

30세 미만 2,160 15.8 13,688 12.000

30-40 미만 7,879 39.9 19,756 15.000

40-50 미만 11,533 54.4 21,188 15.000

50-60 미만 15,163 68.3 22,217 15.000

60세 이상 13,288 73.2 18,164 10.000

자료: 통계청 2010년 가계금융조사

  실제로 도시주택의 실소유주는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형성할 수 

밖에 없으며 비싼 임대료를 감수할 수 있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가 이를 

임대하고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별로 

주택 자가 소유의 비율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5세-64세인 가구주

의 자가소유 비율은 67.9%, 65세 이상인 가구주의 자가소유 비율은 

70.2%로 증가한다. 반면 가구주의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자가소유 

비율은 17%로 대다수가 전세 및 보증부월세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령별로 주택의 소유에 따른 차이가 나는 것은 연

령집단의 경제활동 소요년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16] 참고)  

[표 16]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자가 소유 비율
(단위: %)

구분 자가
차가

계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34세 이하 17.0 34.7 39.1 5.1 0.5 3.7 100.0

35-44세 36.6 36.8 21.4 2.0 0.2 3.0 100.0

45-54세 50.9 25.7 18.4 2.4 0.3 2.3 100.0

55-64세 67.9 12.3 15.1 2.7 0.2 1.7 100.0

65세 이상 70.2 10.2 12.8 2.8 0.4 3.6 100.0

자료: 통계청 2010년 가계금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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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도시에 살고 있는 고령인구는 타연령 집단과 비교하여 유동

성이 낮고 현 거주지에 대한 애착이 강해 현재 자신이 사는 도시환경에

서 정주하려고 한다. 일신상의 상황변화에 따른 이주를 결정할 때에도 

농촌보다는 도시를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이 악화

되거나 1인가구가 되었을 경우에 도시로의 이주결정비율이 더 높아졌다. 

  출산율의 급감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속한 50대 이상 고령층의 인구수

는 타 연령층보다 훨씬 빠른 인구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심에

서는 고령자에 적합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중심도시의 

인구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재도시화는 주로 고령자들의 도시잔존을 통

하여 이루어지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 도시유턴

  2008년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노인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고령층

(65세 이상) 중에 평상시 이주의사가 있는 사람은 5.29%로 낮게 나타

났고 그 중 약 71%가 농촌보다 도시를 선호했다. 동일한 설문을 장년층

에게 실시하자 이주의사는 18.13%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향후 

예비고령층인 장년층이 고령층에 접어들 시점이 되면 도시로 유턴하여 

이주환경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도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더욱 증가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년 가구는 장년 가구에 비해 주거 이동성이 낮

고, 익숙한 근린 환경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 할 뿐만 아니라 

원거리 이동을 위한 정보를 얻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노년 

가구의 주거 이동은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압출요인보다는 이동지역의 

흡입요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년가구의 주거 이동거리와 이

동지역의 관계를 분석한 Yeatts et al.(1987)의 연구에서도 노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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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동한 지역의 특성이 이동거리보다 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힌 바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의 거주입지선호를 조사한 최근의 여러 연구자료

에서는 주목할 만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 가구의 주거이동 시 입

지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진수·최막중(2012)의 연구에서는 고

령화 사회에서는 의료시설로의 접근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특히 건강이 

악화된 노년 가구는 향후 주거이동 시에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기를 선호

하며, 이는 비도시지역의 의료시설 접근성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김준형·한정훈(2012)은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은

퇴 이후의 주거입지를 분석한 결과, 은퇴 이후 인구들은 수도권 및 교외 

지역에 비해 서울 및 도시지역을 선택할 확률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급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55-64세 및 65-74세 집단에 비해 75세 이상 

집단에서 고밀지역으로 이동성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연구결과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인구의 재도시화가 뚜렷

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도시환경에서 고령인구의 주거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고령층의 도시유턴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흡인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요인으로는 첫째, 자녀들을 분가시킨 1~2인 중년가구가 

교외의 큰 집을 처분하고 도시의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돌아

오기 때문이다. 도시는 분가한 자녀와 가까이 쉽게 교류하며 살 수 있으

면서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 각종 서비스의 접근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 고령층이 앞으로의 살게 될 생활환경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

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의료서비스이며, 이러한 종합의료서비스는 대도

시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시에 가까이 살수록 의료시설과의 거리와 심리

적 안정감이 향상된다.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령인구에게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거주지역은 충분한 흡인요인이 된다. 

셋째, 예비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도시생활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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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은 기존 고령층과는 달리 꾸준한 건강관리와 도시의 라이프스타일 

및 사회활동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보다는 젊고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를 선호하고 활발한 문화서비스를 

향유하기를 원한다. 기존 고령층과는 다른 선호와 수요를 가진 새로운 

고령층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층 가구의 주거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살

펴보면 첫째로 은퇴에 따른 소득의 변화에 따라 이주경향이 나타난다. 

박천규·이수욱·손경환(2009)은 60세 이상 노년 가구가 다른 연령대

에 비하여 소득과 주거비용(임대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2006)은 노년가구(65세 이상)의 소득탄력성

이 가격 탄력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주택

수요는 주거비용보다는 소득에 더욱 영향을 받을 것이고, 주택 수요의 

격차 또한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두 번째로 고령인구는 주택면적을 

점차 소형화시키는 방향으로 주거를 이동한다. 고령층의 주택소비면적에 

대한 연구는 자가 고령 가구와 차가 고령 가구 모두 가구원 수에 비해 

많은 방을 갖은 경우에 방의 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큰 면적의 주택관리가 거동이 힘들어지는 고령층이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줄임으로써 유동성 있는 노후자금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고령층이 재도시화를 이끌 집단으로 판단되는 근거인 고령층의 

도시유턴현상은 일반적으로 고령층이 주거 이동성이 낮은 연령층으로 인

식됨에도 불구하고 도시로의 흡인요인이 더 크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

다. 이 연령층은 가까운 미래에 가족규모에 있어서 자녀들의 독립을 통

한 축소단계에 있는 가구들로서,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주

거장소 요건 또한 새롭게 조정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교외에서 

도시에 위치한 주거지로의 이주를 강화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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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고령화 시대의 사회와 공간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작

동 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고령화속

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까운 미래에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고령층에 대한 대응은 단연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7) 수백만 명의 은퇴가 예상되면서 우려했던 

사회경제적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 곳곳

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구학적 계층으로, 은퇴 후 이들

은 앞 세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교육을 받은 고학력 노년층이 될 것이

다. 베이비부머는 단순히 공적서비스의 수혜대상으로 여겨졌던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한 축을 담당했던 경험과 경

제·정치·교육·인적 자산을 갖춘 세대로 독립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관

심이 높고 다양한 공적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와 정책방향은 주로 노인을 피부양자의 위치에서 다루는 복

지 정책적 대응 방안에 치우쳐 있어, 도시공간에서 수적으로 크게 늘어

날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없으며, 고령화 사회를 제

대로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도시사회가 '다출산 다사망' 시대에서 '소

출산 소사망' 시대로 이행해가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대비한 도시환경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1. 고령화의 도시사회학적 의미

17) 베이비붐 세대 :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

기에 태어난 세대. 기업의 정년퇴직을 55세라고 봤을 때 1955년생이 55세가 되는 2010년부터 

1963년생이 55세가 되는 2018년 사이에 본적적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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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는 단순한 노인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연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생산가능인구

의 감소로 경기가 위축되면 정부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 복지 부

담은 커지면서 정부부채의 증가와 재정위기 가능성이 커진다. 동시에, 

대폭 증가된 사회적 부양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젊은 경제활동인구와의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전개된다. 

1) 은퇴와 복지

  고령층의 생활세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경제력이다. 

100세 장수가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청년과 같은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꿈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으나, 경제력이라는 현실의 뒷받침이 필요하

다. 하지만, 고령층은 필연적으로 퇴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겪게 되

는 시기이다. 현실적으로 퇴직은 지속적인 수입원을 잃게 하고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잃게 한다. 고령기의 경제적 어려움은 직접적으로는 노

후 생활비의 문제를 포함하며, 이에 따른 정서적, 심리적 위축, 가족 성

원 및 친구관계, 건강상의 문제,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

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즉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문제는 노화현상

에서 오는 문제라기보다 인간의 생존수단 가운데 하나인 노동으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발생한다(한문희, 2011). 이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

원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응답자가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았다. 그 뒤

를 이은 '건강문제', '소일거리 없음' 역시 모두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

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그림 3] 참고) 경제활동으로부터 격리되는 것

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제력이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것으로, 고령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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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노후대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적부문에서의 경제적 지

원까지 미비한 상황이라면 고령층의 경제문제는 심화되기 마련이다.

[그림 3]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의 유형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연금시장리뷰, 2014. 

  고령인구의 심화되는 재정격차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

로 재정평등도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중년 인구집단

에서 보이는 소득 불균형의 증가세는 그 인구가 앞으로 더 나이를 먹는

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은퇴로 인한 고정 수입의 부

재, 저축금의 주기적인 감소로 인해 고령층으로 이동해갈수록 불균형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게 된다. 2012년 OECD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의 노인 상대빈곤율18)은 47.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나

고 있다.([그림 4] 참고) 노인의 평균소득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멕시

코, 슬로바키아 등)와 비교하여도 상대빈곤율이 더 높다는 것은 한국 고

령층의 소득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며 고령인구 중에 약 절반이 빈곤문제

을 겪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고령인구의 경제상황

에 대한 계층화는 소비 및 서비스의 계층화로 연결될 수 있어 새로운 사

회문제를 낳게 된다. 

18) 노인 상대빈곤율 : 65세 이상 인구 중 가구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의 중위값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1인가구 포함, 농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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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ECD국가의 노인 상대빈곤율

 출처: OECD(2012) 

  이미 고령화 사회의 영향을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를 사회복지비

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

라 총 국민생산이나 국가 예산에서 고령자의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 기

타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

다. 한국의 건강보험 진료비의 현황 역시 고령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

율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 2012년 1인당 고령자 진료비는 293만원으로 전

년에 비해 2.5%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의 1/3수준을 차지하고 있다19). 

 [표 17] 건강보험 진료비1) 현황 (65세 이상)
(단위 : 억원, %, 천원, %p)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전체진료비 247,968 285,580 322,590 350,366 394,296 436,570 460,760 482,349  4.7

65세 이상
진료비

60,556 73,931 90,813 104,904 120,391 137,847 148,384 160,382  8.1

구성비 24.4 25.9 28.2 29.9 30.5 31.6 32.2 33.3 1.1

1인당 
고령자진료비2) 1,545 1,815 2,070 2,281 2,495 2,769 2,862 2,933 2.5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2008~2012년 진료비통계지표」

  주 : 1) 진료비는 심사실적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임

      2) 1인당 고령자 진료비: 65세 이상 진료비 /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수임

19) 2013 고령자통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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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서는 사회보장제도와 경제구조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대책을 개발하고 있

다. 즉 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 의료보험, 노동정책 및 사회복지제도의 

근본 개혁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고령층의 노동

력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즉, 젊은 노동력의 감소, 은퇴 노인에 대한 부

담 증가, 연령차별정책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상실 등에 주목하여 노년노

동을 배제하는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으로 점차 변하고 있

는 것이다.

  한국도 조만간 심각하게 직면할 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비하여 교육이나 고용, 노동, 소득 보장 등의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다양한 제도, 특히 연금제도와 관련한 선진 국가의 고민, 장기요양보

험의 공급 및 재원 조달 등과 관련한 새로운 사회적 시도 등을 미리 검

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점차 집단별, 계층별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나아가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국가의 사회복지체계와 복지정책

의 방향은 특히 세대 간, 계층 간 소득 재분배 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2) 세대간 갈등

  20세기의 사회적 갈등이 이념과 지역 차이가 주된 쟁점이었다면, 21

세기에는 사회적 부양비용의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핵심적인 사회

문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 유교문화로 인해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노인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로사상은 점차 외형적이고 형식적으로만 강조되는 반면 사회적 생산능

력이 떨어지고 의존성이 높은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시각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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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게다가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주력세대가 현재의 4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면 청년들은 적은 일자리를 높고 은퇴를 최대한 늦추

려는 고령자와 함께 구직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러한 사

회적 상황에서 베이비붐세대로 대표되는 대다수의 예비 고령층과 젊은 

세대사이에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자본의 위기 상황에 봉착

하게 되면, 세대간 신뢰의 기반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생산가능 인구(15-64세) 9.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

했던 것이, 그리고 2020년에는 2.8명, 2050년에는 1.4명이 1명의 노인

을 부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0) 만일 정부가 미래의 재원 확보 대

책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복지 지출액이 육아 등 가족복

지를 위한 지출액의 열배나 된다. 복지강국 스웨덴의 경우 고령자 복지

지출이 가족복지의 3배정도이고, 독일도 4배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보면 

상당히 불균형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21) 그 원인은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인구의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고령층이 점점 더 강력한 정치

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차학봉, 2006). 하지만 고령층 

위주의 정책과 복지체제가 유지될수록 청년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일

본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 사회

적 대응은 고령 인구를 위한 생산적 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

라, 그것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대간 

갈등요인 역시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접근이 동반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세대간 갈등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사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간 교육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 내 노인의 지위저하,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유기 및 학대를 경험하

2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21) 박종훈,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2013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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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이혜원, 1996). 최근에는 고령층 스스로 개인의 라이프스타

일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녀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는 노인부부 또는 

노인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상당수의 노인이 자녀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2010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부모는 25.6%인 반면, 부모

만 따로 거주하는 비율을 66.1%에 달했다.([표 18] 참고) 이는 20여년

전의 1998년과 비교해볼 때 20.8%나 증가한 수치이다22). 이로 인해 

부모와의 동거 및 별거문제, 부모부양문제 등에 대한 갈등은 줄어든 반

면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새로운 사회문제

를 발생시키게 된다.

[표 18] 노부모의 거주유형별 구성 비율 : 1998, 2012
(단위: %)

아들과 동거
딸과동거 부모만따로 기타

장남 장남 이외

1998 32.8 17.5 4.1 45.3 0.4

2012 15.4 10.2 6.0 66.1 2.3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노부모가 생존한 결혼경험이 있는 가구주나 배우자(기혼자, 사별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령자의 거주문제와 세대간 갈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로 제시되는 Aging in Place(AIP)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P 개념의 시작은 인간주의 지리학을 중심으로 ‘장소애착’ 개

념 속에서 논의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 Rowles(1983, 1993)

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고령자의 자기 정체성이 어

떻게 집(home)이라는 장소와 연계되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가장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AIP의 정의는 “(가능한 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익숙

한 장소(공동체)에 남아서 생활하기”(Harris, 1988; 조아라, 2013에서 

재인용) 또는 ‘시설보다는 독립성을 지니면서 공동체 안에 남아서 생활

22)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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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Davey. et al., 2004; 조아라, 2013에서 재인용)이다. 즉, 고령자 

복지정책의 일환이었던 시설문화의 폐해, 즉 지역에서 멀어지는 '지역이

탈', 시설의 규칙과 상황에 수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관료적 관리 및 통

제적 커뮤니케이션', 역할과 삶의 보람을 빼앗기는 '역할 박탈', '사생활 

및 자립 상실'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선진국들이 AIP를 고령자 정책의 이념으로 채택하

고 있는 데에는 더 이상 가족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고령자 시설복지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유리하기 때

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Wiles. et al, 2001, Fields et al, 2001,; 

조아라, 2013에서 재인용). 실제로 영국의 경우, 평생이웃(Lifetime 

Neighborhood)정책으로 의료 및 상업시설이 잘 정비된 지역, 다양한 

세대가 거주하는 곳, 지역중심부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 주택지 및 서비

스지역으로 대중교통 또는 걷기로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이 확보된 지역 

등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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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와 도시환경적 의미

  고령화 사회에서는 주거지역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중요해진다. 다

양한 물리적 제약이 있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사회

로 나오기 어려워 혼자서 고립되기 쉽고 신체적 손상을 입기 쉽기 때문

이다. 고령층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및 주택환경을 조성

하는 것은 고령층의 활동적인 노후와 사회참여를 유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1) 생활환경

  고령화 사회의 도시는 고령층의 전반적인 신체기능 저하를 고려한 계

획요소의 도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나이

가 들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신체적·정신적 노화를 겪게 되며, 이는 

도시기반시설의 새로운 설계기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빠른 속도

로 변하는 도시의 환경은 이에 대처해야 하는 고령자의 보행 및 운전능

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찰과 반영이 필

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지, 판단, 반응단계를 거치면서 매순간 

변하는 생활환경 및 교통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되는데, 노화가 진행

될수록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상황변화에 대한 지각, 판단, 대처 능력

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에서 사고위험이 높아진다(이세규, 2013). 실제로 

최근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교통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하

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

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1년 32만 2,897명에서 2013년

에는 40만 8,90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교통사망사고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1-2013년의 기간 동안 고령운전자의 사망자 수는 연평균 약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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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고령운전의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9] 참고)

[표 19] 교통사고 사망자 및 고령운전자 사망자 수23)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률

총사망자(명) 430 419 371 -7.01%

고령운전자(명) 31 43 51 +28.66%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고령화에 대응한 생활환경의 설계는 일방적으로 고령인구에 맞추어지

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고령인구에게 안전하고 도시는 아이, 여성, 장

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도 범죄와 사고,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

경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교통이용과 생활을 위한 이동이 쉬운 배리어

프리디자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전교육의 강화로 모든 연령계층

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층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지역기반의 인프라 제공도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는 인구집중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동시에 발생시키면서 도시간 연

령구조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인구집중지

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도시는 상대적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겪게 되는데,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 편리성 저하와 고용·취업기

회의 상실은 지역의 쇠퇴로 표면화되고, 결국 지역사회의 악순환을 극복

한 지역과 극복하지 못한 지역 간에는 의료와 교육, 산업, 경제 등 기반

서비스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고령자의 가장 높은 이주

결정요인으로 꼽히는 의료시설 역시 일정 정도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지역의 고차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도시 지역에서의 종합의료서비스

는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자립적

인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실버산업을 함께 활성화시킬 필요

23) DATAMEWS, ‘고령운전자 교통사망사고 급격히 증가’,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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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공존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

해진다. 도시에서 지역공동체는 사회 연대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근

린지역과의 일체감은 자기 정체성과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노인의 사회

적 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비거스트

(Havighurst, 1953)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통해 노인의 사회

적 활동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

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퀴퍼스와 벵츤(Kuypers,J.A & Bengtson, 

V.L, 1973) 역시 사회재구성이론에서 노인은 사회적 은퇴 및 사회관계

의 축소로 인해 스스로 자신감의 결여 및 정체감의 위기를 느낄 가능성

이 높은데, 사회가 노인을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할수록 노인 

스스로가 부정적인 낙인을 수용하게 되어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그만

큼 저하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고령기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 대인 

관계의 상실을 지역공동체에 의한 지역사회주민과의 교류, 지역사회 내

의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의 역할부여로 대체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사

회의 사회적인 지지망 형성에 기반한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은 사회

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정신적인 고독감이나 우울증뿐만 아니라 신체

적인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2) 주거환경

  고령인구의 주거환경은 노인 개인과 가장 밀착되어 노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된 삶의 터이다. 지난 주택정책은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라 

늘어난 주택 수요를 양적으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집중 되어왔다. 고령

기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고려하면서도 가족 및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자 하는 노인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축할 전문 인력과 

주택정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고령기의 사회활동 감소로 생활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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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중심으로 축소되고 신체적·생리적 기능의 쇠퇴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이 제공하는 편의 정도가 노인의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주거환경은 아래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첫째, 쾌적하고 부담 가능하며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 및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오래 

사는 노인이 늘어날수록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 또한 늘어난다. 또

한, 노인 질환의 특성 때문에 노인들은 더욱 빈번하고 장기적인 의료 서

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유병률이 

2-3배 이상이 되며,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 비율도 높아 의료적 진료가 

빈번히 발생하며 동시에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 때문에 고령화 사회의 

거주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의료시설과의 근접배치로 의료기관과의 연계

는 고령자주택의 필수요구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상호연계 내에서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

록 공동체 및 가족과의 연대감 증대를 통해 세대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

다. 핵가족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사회적 유대의 정도는 공간지리적 거

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조성남(2004)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의 심리적·정신적 문제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

이는데, 자녀와 동거하거나 친족관계망을 이루는 노인이 고립형 노인보

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나타났다. 즉, 노령기의 신체적 약화에서 오

는 스트레스나, 퇴직과 같은 사회적 지위의 상실,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

을 잃어 고립과 소외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

적인 변화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상의 문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

서 건강한 주거환경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공동체와의 지리적 거

리를 고려하여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증진을 통해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되, 민관협력을 통해 정책을 수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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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급실버타운 

시장의 경향인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인기는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이란 고령자에게 적합한 전문가의 생활서비스

가 제공되는 주택이다. 자가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도심의 임대형 고급실

버타운에 들어온 한 고령자부부의 이주 동기는 호텔식 서비스의 제공의 

편리함 때문으로, 주2회 개별호수의 청소와 빨래, 노인성질환예방을 위

한 영양사의 건강 식단 등은 고령층의 충분한 이주동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고급형 실버타운의 광범위한 서비스범위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의 

가사활동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본인의 집에서 충분히 거주가능한 건강

상태의 고령층이 많다.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주거와 복지체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유럽의 복지선진국에서는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일반주택

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80%이상이다. 체계적인 시설계획만으로도 고령층

의 거주환경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표 20] 참고)

[표 20] 유럽의 고령자주택 유형

주택의 유형 고령자비율

스웨덴

일반주택

연금생활자 주택 (service residence hotel)

노인홈 (residential home)

장기간호센터, 병원

88%

3%

4%

5%

덴마크

일반주택

연금생활자주택

하우징서비스

Nursing home

장기간호센터

83%

4%

6%

7%

0%

영국

일반주택

관리인이 비상주하는 주택

보호주택 (sheltered housing)

양로원 (alarms house)

노인홈 (residential home)

노인병원 요양원 (nursing home)

88%

3%

5%

0.5%

2.5%

1%

출처: David Hoglud저, 1989; 강병근,19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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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화시대의 도시재생 전략

1) 도심복합형

   도시 공간구조상 특히 도심부(city center)는 해당 도시의 경제, 사

회, 문화적 중심지로 공간적, 기능적 위상 측면에서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산업화 이후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쇠퇴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도시 재생의 핵심적 대상이 

되어 왔다. 이인재(2003)는 ‘도시재생은 사회여건의 변화와 도시기능

의 이전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쇠퇴하고 기능적으로 중심기능을 상실

한 도심지역의 도시기능 재활성화’로 정의하고 있다. 

  20세기에 걸친 도시의 외연적인 성장이 도시권역의 관리되지 않은 물

리적 확대를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도심의 쇠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터와 가까웠던 도심의 주거지가 상업지역에 자리를 내어주고 도

심과 점점 멀어지면서 도시에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이미 여러 나

라에서 도심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거 및 

업무기능이 빠져나간 도심지역의 활력상실은 인구의 교외유출에 따른 영

업부진, 상권의 교외화 및 방문객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도심상권의 쇠

퇴 역시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대도시들의 도심쇠퇴 현상은 서울에서

도 발견되고 있다(계기석, 2004; 이상대, 1999). 

  또한, 기존 도심에 위치한 주택은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의 요구가 높

은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저소득층 고령자는 구도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시가지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저렴한 

주택이 많고 오랜 시간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기존 도심의 낙후된 주택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쇠퇴한 주거지역에서 고

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싱켈라키스(Singelakis, 1990)에 따르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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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중에서 60%는 도시에서 노후를 맞고 있으며 이 중 31%는 구도

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은 도시지역 부동산시장

의 재고주택들 가운데 가장 낡은 주택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낡고 오

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는 고령자는 자신의 주거에서 생활의 불편함과 다

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자들이 거주하게 되는 대부

분의 도심 노후 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를 위한 전용시설이라기 보다 

20~30년 전 젊은 세대의 신체조건과 적합한 구조와 시설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비고령층의 도시거주 선호와 고령인구의 도시유턴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신체조건 및 선호가 반영된 도시지역의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된 지금, 세계보건기구(WHO)

는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 ‘세계 고령친화도시 가이

드라인’(World’s Age Friendly Cities Guideline)을 발표하고 고령

친화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WHO가 2007년 첫 번째로 선정한 친 고령

화 도시는 가장 역동하는 도시로 꼽히는 미국 뉴욕으로, 도시의 일부 구

역을 노령자를 위한 개발지구로 선정해 상점에 물건을 진열할 때 노인들

이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지침, 안내판이나 메뉴판 글자를 

크게 인쇄하는 등 사소한 것부터 사거리 보행 신호 시간 연장, 노인 응

급 경고 시스템 개선 등 고령층을 배려한 인프라 구축을 시도했다. 

WHO가 공개한 세계 고령친화도시 지도에는 총 35개 도시가 표시되어 

있고 일본 도쿄와 히메지, 중국 상하이 등이 포함돼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입지에 따라 크게 도시

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형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강병근, 1999). 

일반적으로 도시에 위치하는 고령자주택의 경우 대도시에 입지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 도시 인프라시설의 활용에 유리한 위치에 입지하고 대중교

통, 공공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의 직접적인 활용을 

도모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 인프라시설과 적극적인 연계로 인해 건

물내에 수용해야 할 기능들이 최소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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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고층형으로 한정된 대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유형을 가지고 있다. 도시형 고령자주택은 도심지에 인접한 장점을 고려

한 이주목적이므로 도심에 생활기반을 가진 활동적인 고령층이 주 이주 

집단이 된다. 기존생활권이 연장되고 문화, 정보의 지속적인 수혜가 기

대되며 가족친지의 교류가 연장되는 이점이 있지만, 자연환경이 좋지 않

고 주변생활권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표 21] 입지에 따른 고령자주택의 유형

구분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형

입지
특성

대도시에 입지하며 대중
교통수단으로 기존의 공
공, 상업, 의료시설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입지
사회활동을 위한 대도시
의 왕래가 가능한 지역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
휴양과 농원, 화단가꾸
기 등 건강을 위한 지역

시설
형태

공동집단숙사
노인분리세대의 공동주택
아파트 등 다층구조

노인타운
단독, 연립 저층 주거시설
레져와 건강시설

노인촌
휴양과 전원풍경의 
주거시설

수용
기능

도시시설 활용을 감안한 
기능 선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적 기능 선정

제반기능을 모두 포함한 
시설완결형

형태 고층, 집중형 저층, 파빌리온형 중층, 분산형

필요
공간

주요기능 주요기능+일부지원기능 주요기능+지원기능

선호층 여성과 젊은 노인층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 고령자일수록 선호증가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재도시화로 보이는 도심으로의 인구이동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예비 고령층의 경우 도시서비스의 선

호 및 익숙한 도시환경에의 편리함 등으로 향후 거주지로 도시를 선호할 

것이라는 통계자료가 많다. 익숙한 생활서비스와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고령층의 생활을 고려한 고령친화적 도시환경이 갖추어진

다면 도심주거의 가장 큰 수요계층은 고령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

화 사회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도심의 용도복합 형태가 중요해진다. 상

업·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결합된 형태는 도심공동화 방지 및 도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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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활성화에 유리하며 특히, 고령층의 도시회귀현상이 예상되고 기존 

도심주거의 낙후화로 인해 고령층을 위한 노인전용주거의 공급이 도시 

정책적으로 중요해질 시기이기 때문이다. 

2) 고층고밀형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과밀 문제와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면

서 과밀해소 및 공간적 분산은 근대 도시계획의 큰 과제이자 목표였다. 

그리고 과밀에 따른 삶의 질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대 도시화의 과정

은 교통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외연적 팽창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도시의 교외화는 기술발달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함께 더 넓고 쾌적한 

주거를 바라는 개인의 내재적 성향과 부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왔다(강명구, 2012). 그러나 도시의 팽창이 야기한 자연환경의 잠식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형태의 이상

적인 방법으로 고밀도의 압축도시형태가 인정받고 있다.

  압축도시 개념의 시작은 MIT의 산업공학 전공 학자인 Dantzig and 

Saaty(1973)가 제시한 가상도시24)에서 출발하였다. OECD정책보고서

(2012)에서 정의한 압축도시는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정

리된다. 첫째, 개발에 있어 밀도를 높여 연접한 개발이 일어나도록 유도

하며, 기개발지(brown field)의 활용을 권장하고, 미개발지(green 

field)는 되도록 보존을 추구한다. 둘째, 이동을 대중교통이 최대한 담당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토지이용을 복합용도화 하여 시민들의 일상생

활의 접근성을 높이며, 나아가 도보 또는 자전거와 같은 수단으로 접근 

24) 기본원리는 직경 2.66km의 8층 건물에 인구 25만 명을 수용하게 되면 이동거리가 짧아지고 

에너지 소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높이와 직경을 각각 2배로 확대

하면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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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밀도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지만, 기능의 

집중과 복합화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핵심개념인 '거리의 단축'을 실현하

는 것이 바탕이 되어 밀도, 공간구조, 기능의 적정배치를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방법을 제시하는 계획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압축도시

를 유니버셜 디자인과 연계하여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책화하고 있는 일

본의 경우, 도시시설을 집약화 하여 직주근접과 교통체제를 개편함으로

써, 고령자 등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도

시민이 사용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 생활불편에 따른 유출인구를 최소

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압축도시 이론에서 구체적인 높이의 제시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밀도

와 높이에 대한 조절을 통해 환경과 상황에 맞는 적정규모를 얻을 수 있

다. 특히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도심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시

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정되고 지가가 높은 도심의 고밀개발은 

필연적으로 고층성에 대한 검토를 수반하게 된다. 

  도시계획이론의 형태적 특징으로 수직화를 제시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르코르뷔지에의 인구 300만명을 위한‘현대도시(contemporary city)’

계획안(1922)을 들 수 있다. 이 계획안은 도심이라는 한정된 공간적 범

위에서 고층건물의 개발에 따른 풍부한 오픈스페이스의 단적인 형태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르코르뷔지에의 계획안은 도시를 구성하는 네 개

의 주요기능으로 주거, 노동, 휴식, 교통을 제시하고 이 네 가지 요소 간

의 완벽한 기능분리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해법으로 고층형을 제시하

고 있다. 

  이처럼 고층고밀은 한정된 도심지역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추구하려

고 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필연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고령인구의 재

도시화 경향에 따른 도심주거 수요를 집합주거로 현실화할 수 있고, 주

거환경의 다양성과 쾌적성에 도움을 준다. 또한, 오늘날 도시사회의 화

두가 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관련

하여 도심지역의 환경부하를 줄이면서 수직적으로 공간을 확장시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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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관점에서 고려해볼 여지가 크다. 구체적으로, 필지별 압축고밀개

발을 통한 녹지 및 공용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도심지역 집합주거를 통

한 도시주거 수요를 충족, 도시공동체의 실현, 압축도시 패러다임과의 

이론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주

목하고 검토해야할 도심재생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LA 도심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주거용 고층빌딩이 활발하

게 건설되고 있다. 이전에 건설된 도심 고층빌딩의 대부분이 상업용 오

피스 빌딩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 건설되고 있는 빌딩은 대부분 주거용 

고층건물이라는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시카고, 라스베가스, 마

이애미, 샌디에고, 미니애폴리스 등 미국의 대도시 다운타운에서 대부분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14년 올해

에만 74개의 고층 임대용 아파트가 미국에 들어설 전망이라면서 이는 

197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전하며, 이런 현상은 자녀의 출가 

이후 교외에서 도시로 유턴하고 있는 중년부부들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

하고 있다.25) 이러한 변화는 유럽도시 및 일본에서도 발견된다. 영국 런

던은 1980년대 이후 도심부와 내부 시가지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런던의 도시·주택정책은 기존의 분산위주 

정책에서 전환하여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

기 위해 기성 시가지의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임석회, 송민정, 

2013). 동경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교외화 경향과는 반대로 인구

밀도가 낮은 도심부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심회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

며(차학봉, 2006), 이에 따라 동경 중심부에서는 건물의 고층화와 주거

용도의 건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5) 한국경제신문, 2014.04.28 기사, ‘맨해튼처럼, 미 중소도시 고층아파트 붐’유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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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층고밀형 도시재생의 기대효과

1. 수직화에 따른 공간의 효율화

1) 복합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란 의미는 흔히 ‘토지이용의 고도화(高度化)’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란 수요에 비해 이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므로 지

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토지를 보다 고밀도로 이용하고, 반대로 

수요에 비해 토지자원이 풍부하여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는 토

지를 보다 저밀도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최막

중, 2006). 

  따라서 지가가 높은 도심 지역에서 수요에 따른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는 소위 압축도시(compact city)의 장점을 살린 수직화 역시 필요하다. 

지가가 높은 곳은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본비

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땅의 투입을 줄이고, 자본의 투입량을 높이

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고층 빌딩들이 도심에 건설되고, 특히 복

합용도로 사용될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긍정적 효

과가 나타난다. 

  세계초고층도시주거협의회(CTBUH, Council on Tall Building and 

Urban Habitat)에 따르면 고층 건축물(Tall Building)은 건축물의 높이 

혹은 층수에 의하여 정의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고층 건축물이란 건축계

획 즉 디자인 그리고 용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고층성

(Tallness)을 가진 건축물이며, 그 고층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지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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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디자인 및 시공 그리고 사용 및 유

지관리 측면에서의 보편적인 조건과는 다른 특별한 조건을 유발하는 건

축물로 정의되고 있다(서충원 외, 2005). 즉, 수직성이란 단순히 층수의 

규모를 의미하기 보다는, 비록 낮은 층수로 이루어지더라도 높은 세장비

를 갖는다거나, 중첩된 이미지에 의한 시각적 풍부함 등에 따라 정의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직에 대한 인식을 일반적인 층수 혹은 높이

의 개념으로서 다루는 외형적인 의미보다는 고층건물이 가지고 있는 사

회, 문화적인 그리고 건축적인 복합성을 강조해야 함을 알 수 있다(서충

원 외, 2005).

  대도시 서울의 경우, 도심의 높은 지가로 인해 중심부로 갈수록 효율

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로 도시 중심

지역에는 저충 노후건물들이 산재해 있는 과소이용이, 교외지역과 신도

시지역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과다이용이 이루어지는 비효율적 토

지이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도시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인구

와 자본을 수용할 공간과 고도화된 기능을 도심에 요구하지만. 지가가 

높고 이해관계가 복합한 도심은 이러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더 넓은 도로와 공원, 더 좋은 건물과 시설의 요구에 대

해, 자본은 좀 더 쉬운 선택으로 구도심보다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도심

을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은 구도심은 인구 감소와 

함께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한국과 부동산 사정이 비슷한 일본 

역시 교외화에 대한 반성으로 교외개발에서 도심의 고층화로 정책기조를 

바꾼 예이다. 도시 지가가 비싸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교외의 대

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대형쇼핑센터, 관공서 등이 이전해갔으나, 교

외의 값싸고 환경 좋은 주거의 확보 이면에는 도심공동화로 활력과 경쟁

력, 매력 등의 중요한 요소들을 잃어버린 도심이 남았다.

  따라서, 도심지역의 수직화를 통한 복합적인 토지이용에는 도심지역의 

주거용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기능과

의 용도혼합은 상주인구를 증가시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의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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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전체의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도

시중심부의 집약적 계획으로 인해 도시가 평면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최근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이론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도심지역의 주거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장려해

야 이유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층의 도심회귀현상으로 인해 고령친

화적인 도시환경과 도심지역의 노인주택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

다. 고령층이 교외지역에서 도시로 회귀하는 사회적 배경으로는 첫째,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로 자녀들을 분가시킨 1~2인 중년가구

가 자녀들과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도시의 소형주택으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둘째, 건강한 노후에 대한 고령층의 높은 관심이 종

합의료시설의 이용이 편리한 도시지역에서의 거주를 심리적으로 편안하

게 여기기 때문이다. 셋째, 예비고령층은 기존 고령층과는 달리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 및 사회활동에 대한 오랜 경험으로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

보다는 젊고 활기찬 도시생활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고령

층이 도시로 회귀하는 경제적 배경으로는 첫째, 은퇴에 따른 소득의 변

화로 고령층은 주택면적을 점차 소형화 시키는 방향으로 유동성 있는 노

후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두 번째는 도심지역의 상대적으로 고

가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강해지기 때문

이다.

  하지만 고층을 활용한 복합적인 토지이용은 도시이미지의 가장 대표적

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차원에서 거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

렇지 않으면 높아져야 할 곳과 낮아져야 할 곳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 

곳곳에 예측하지 못한 고층건물의 난립으로 오히려 도시중심지체계와 상

치되고 지역적 맥락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의 도시재생은 고령친화적인 도시환경 형성을 목

표로 고령인구의 주거, 문화와 업무, 오락 등의 수요에 기반하여 도시의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복합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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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녹지의 확보

  도시개발을 위한 많은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의 녹지확보는 설

계 원칙 중에서도 반드시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르코르뷔지에는 ⌜도시계획⌟(정성현 역, 2003)에서 도시공간

의 녹지 확보를 통한 직주근접의 여가활동을 도시계획의 네 가지 요

소26) 중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도시 풍경을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게 하고 자연을 우리의 노동에 끌어들이는 것은 인간의 

가장 퇴보된 기능을 충족시키는 도시계획이라고 밝히며 도시녹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압축도시이론 역시 미개발지의 환경적 토지가

치의 유지를 위해서 기개발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도시환경의 녹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교외로의 저밀확장을 통한 오픈스페

이스의 획득보다는 도심 내부에서의 효율적인 밀도와 층수의 관계를 통

한 해결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한국처럼 용도지역제를 

채택한 경우, 동일한 부지 내에서 건폐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고층으로 설계하면 오픈스페이스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

한다(서충원 외, 2005). 즉, 필지별 수직개발은 동일한 연면적을 확보하

면서도 주변의 공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도시내부에 충분한 녹지를 마련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고령화 사회의 도심녹지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고령층의 여가활동과 

관계가 깊다. 해비거스트(Havighurst,1969)는 활동 영역이 제한적인 대

부분의 노인들에게 인접한 근린생활권은 오히려 주택보다도 더 그들의 

복지에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자주거정책은 시

설 그 자체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주거를 둘러싼 생활환경에 대한 논의

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은 

사회적 및 가정적 역할과 의무에서 벗어나 시간적 여유를 보다 많이 갖

26) 르코르뷔지에는 도시를 구성하는 네 개의 주요기능으로 주거, 노동, 휴식, 교통을 제시하고 

이 네가지 요소 간의 완벽한 기능분리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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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여가 생활의 무료함으로 인해 고독

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가

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TV시청’(32.2%)이라는 조사결

과27)는 고령층의 여가시간 활용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고령자주거환경을 계획함에 있어서 직주

근접의 여가활동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고령층의 공공공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인 '신 무장애법28)'을 

살펴보면 고령자의 접근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할 대상으로 주거 근접의 

공원이 포함되어 있다. 

  토지이용의 수직화를 녹지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친환경적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층빌딩 자체로 보면 에너지 소비

가 들어나지만, 인프라의 효율적 사용과 공공공간의 직주근접 효과로 인

해 차량 운행을 감소시켜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절감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의 집약적인 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

로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스마트성장, 뉴어바니즘, 압축도시론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조

하는 여러 도시개발 패러다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계획요소이다.

  정리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토지이용의 수직화에 이용한 도심녹지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고령인구의 신체적 노후화 및 퇴직으로 인한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인해 녹지공간을 포함한 야외활동 등이 가능한 직주근접

의 공간의 필요성이 타 연령층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수직화를 통한 주거근접의 녹지공간의 마련은 결과적으로 노인의 생활 

만족도 및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고령친화

27)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7년 주거실태조사: 노인가구의 설문결과. 도시거주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TV시청(34.3%), 경제활동(15.8%), 집안일(10.0%)이었으며, TV

시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이 나빠질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졌다.
28) New Barrier-Free’Act of 2006 ‘고령자와 신체장애자의 편리한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교통무장애법’을 통합하여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공

공공간으로의 접근성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로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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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도시공간밀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녹지와 주거공간이 균형을 

이루는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3) 도심주거의 수요충족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는 자녀를 둔 젊은 부부를 수요층으로 삼

은 교외신도시의 인구감소 및 쇠퇴를 예상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인구에 의한 도심주거의 수요증가를 예상하는 이유는 고령

층의 도심회귀현상에 도시재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도심주거의 새

로운 목표 집단인 고령가구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35년에는 전체 

가구수의 40%이상이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고령가구가 될 것으로 추

산29)되기 때문에, 고령자의 선호를 반영한 도심주거의 수요는 점차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이 주거에 열악한 환경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벗고 다시 주거지로

서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도시사회 전반의 경제학적·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나는 일자리 때문이다. 일자리와 주거인

구의 외연적 팽창에 의한 교외화는 수십년간 정책으로 장려되면서 그 후

의  방향전환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도시의 외곽지역에 정착해왔던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창조

적 산업과 직종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반영하면서 높은 유동

인구가 있는 도심지역으로 점점 더 이동하면, 이 이동에는 전문직 인력

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젊은 세대와 고령층 모두에게 매력적인 동기가 된다.

  둘째,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에 대한 편익이 교외지역의 거주비용보다 

29) 2013 고령자통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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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추세가 진행되면 교외에서 거주하는 비

용은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기술적인 사회기반설비의 수준은 

거주민의 수요에 비례하여 변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할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밀도의 감소로 인해 사회기

반설비의 절대적 양도 부족하게 운영된다.

  셋째, 이주동기의 변화 때문이다. 과거 도심지역의 높은 지가에 밀려 

교외로 이동했던 이주자들의 주된 동기는 내집 마련이라는 주택의 자가 

보유에 대한 욕구였다. 이들은 만약 원하는 주거면적수요가 도심지역 내

에서 동일한 비용수준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 도시에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교외지역의 주거가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잃고, 세대가 바뀜에 

따라 자가 보유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나면서 더 이상 교

외 이주에 대한 뚜렷한 동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로 주거이상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로 인하여 야기된 

도시발전과정에서 중산층은 주거조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외로 이주하

였다. 그러나 이전 세대와는 달리 1960∼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어

린시절부터 도시에 터전을 잡은 예비노년층은 수도권 외곽의 자연환경에 

대한 동경보다는 도시생활에 대한 익숙함과 편리함 때문에 도시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

택의 다운사우징 경향 역시 도심의 소형주거의 수요가 훨씬 다양하게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양극화와 가구유형의 변화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평균소득 이상의 중산층 및 고령층이 도심에 인접한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도심에 새로 생겨나는 주거공간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주비

용에 대한 지불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집단의 소득수준과 관련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소득의 양극화는 다양한 소득집단의 공간적 경

계설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도심주거의 선호에 일조를 하고 있

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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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도시사회의 인구구조학적 변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도

심주거에 대한 고령인구의 수요와 소비를 예측가능하게 한다. 현재와 같

은 도심외곽의 신규 주택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 보다는 도심을 중심으로 

소가족화와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 친화적인 주택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

다. 이때, 한정된 도심공간에서 다양한 수요와 쾌적한 외부공간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층화를 활용한 공간의 수직적 확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의 고층주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저층개발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제인 제이콥스는 고층주거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2010)'에서 그녀는 도

시지역들은 4,000 제곱미터당 100~200가구가 있어야 번성할 수 있으

며, 200채 이상의 집이 들어설 경우 지역은 몰개성하고 표준화될 위험

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약 6층 높이로 엘리베이터가 등장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 건물들의 표준 높이에 해당한다(Glaeser, 2011). 반면 

고층화된 건물을 현대기술력의 반영으로 보는 도시연구가 루이스 멈포드

는 신기술이 도시의 확산 뿐 아니라 유례없는 도시 집중까지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쇠퇴한 도심을 현대적인 무엇인가로 대체하면 오래

된 도심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도심의 고층화된 주거환경에 대한 찬반의견은 성향에 따라 대

조적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도심주거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자녀를 출

가시킨 고소득 고령층이 말하는 도심주거의 이주 동기이다. 이들의 선호 

동기를 살펴보면 단순히 높은 위치의 주거에의 선호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별한 생활(Exceptional Living)',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Visionary Architectural Design)',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려한 

조망(Dress Circle Views Looking at the City)' 등이 이들이 도심의 

고층주거를 선호하는 이유이며,(제해성, 2006) 이들에게 도시는 풍부한 

문화소비적 공간으로 모든 편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심주거를 선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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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새롭게 예상되는 도심주거의 수요는 고령화에 따라 달라지는 

인구구조와 변화하는 성향에 대응하는 유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 저

성장 시대의 새로운 주거 수요는 단순한 주택개발의 의미를 넘어 도시의 

재활성화를 이끌 도시정책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에 뒤떨

어진 주택의 매력 상실과 지역사회의 쇠퇴, 그리고 인구전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체험가치가 충분한 새로운 주거형태가 제시가 중요하며 이

들의 주거선호도 및 경제적 소비가 도시의 재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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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집화에 의한 접근성 증대

1)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

  최근 도시정책은 도시의 집약적 개발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불연속적인 도시공간의 팽창이 가져온 교통통행량의 증대와 혼잡

도의 증가, 그리고 에너지 사용의 증대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약적인 도시구조는 도시적인 활력을 보장한다. 도시는 농촌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보이며,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고 다양

한 교류와 교역이 존재해왔다. 그 속에서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졌으며, 

경제의 성장과 창조적인 문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고밀개

발은 한정된 부지 안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어 경관형성 및 도시민의 여가생활에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밀집화

의 개념이 도시공간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도시적 

환경과 삶에 대한 수요는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선호에 대응하여 우위를 

선점해 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과정 속에서 토지시장에서

의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에 따른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과 이로 

인한 주택가격의 앙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고층으로 짓고 남은 곳에 또 

다른 고층주택을 빽빽이 건설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

아들여짐으로서 고층이 곧 고밀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그러나 고밀

이라는 건물의 형태가 바로 고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

시 시설의 밀도의 조절을 통해서  도심의 경관형성 및 도시민들의 다양

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람직하게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가지 여건과 필요에 적합하도록 선행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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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계획 역시 문제가 된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밀집은 단위면적당 세대

수 및 기반시설의 수요를 증가시켜 이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부담

만을 늘리고 도시환경의 불쾌감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현행의 고밀개발

의 논리처럼 개별건축행위에 대한 건축물의 용적률과 가구밀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인구의 

저성장과 고령화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국토이용의 불균형의 문제에 대

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집중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지방도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

를 겪게 된다. 인구의 감소는 도로, 주차장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개

발밀도의 저하 및 기반서비스 이용비용의 증가로 표면화되고, 결국 지역

사회의 악순환을 극복한 지역과 극복하지 못한 지역 간에는 의료와 교

육, 산업, 경제 등 기반서비스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

로는 비효율적인 투입비용, 주거유형, 환경오염, 사업성, 교통량, 지가 등

으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의 쇠퇴로 표면화되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도시쇠퇴에 대한 대책으로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도시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일본정부는 향후 예상되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 시설의 집약

화’를 대안으로 설정하고 1998년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을 제정해 

중심부에 상업·공적 시설 등의 도시 기능을 집약하여 현 공간구조의 문

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안심주거공간 창출 프로젝트’정책으로 

고령자의 물리적 이동거리 및 주거단지 내의 자택에서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이는 고령인구를 기존의 복지차

원의 접근으로 교외의 노인전용시설로 이주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세수감소와 복지비의 증가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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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거리의 최소화

  개인이 사회적인 관계망을 맺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재화,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때 필요한 교통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기존에 거주해왔던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이동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염주희, 2013).

  정경희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59.0%가 외출 시 불편

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편함을 경험하는 

이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 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하여

(31.05%)’를 이유로 드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응답을 선택

한 사람 중 31.6%가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이 독립적으로 생

활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고령자를 고려한 절대적인 물리적 

거리의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고령자들의 이동에 제한을 주는 것

은 보행속도 저하에 따른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비고령자에 비해 짧은 

이동시간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시기능의 물리적 밀집은 고령자가 자동차 운전의 필요성을 줄이는데

도 도움이 된다. 도시기능의 교외화로 인한 분산배치는 자동차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으면 어느 곳으로도 이동하기에 

불편하다. 이러한 분산적인 도시기반환경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도 

예외 없는 자가용 사용을 요구한다. 최근 고령자의 자동차이용은 점차 

증가하여, 2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5∼69세인 경우 82.9%, 

70세 이상에서도 64.2%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신체적 대응력의 저하로 인한 운전능력의 

감소는 이미 그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30)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건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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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으로 운전면허 갱신 기간 축소, 운전정밀적성검사 개선 그리고 교통

안전 교육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다31).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도시시설의 집적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고령자들이 이용 가능한 거리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보행 및 대중교통이

용이 가능한 거리 내에서의 도시서비스의 연계와 집적은 단순히 고령계

층 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의 마련을 위해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계획요소가 된다.

3) 이웃공동체의 구축

  밀집의 개념은 물리적 밀집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밀집과도 중요

한 연계성을 가진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소득과 정보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

소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

선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갈등해

소 프로그램이 결합한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도시주거의 물리적으로 밀집된 형태가 지역사회활동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르코르뷔지에는 집합주거의 의미를 경제적 이유로 군집

을 이룬 하나의 건물로 한정하지 않고, 가족에서 사회로, 단위주거에서 

도시로 확장되는 거대 조직의 일부인 유기적 존재로 보았다. 주거, 노동, 

여가, 교통을 도시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로 인식하여 고층건물의 고밀의 

주거지역 건설이라는 물리적 밀집을 통해 공동체적 삶에 주목하는 시도

였다. 이길임(2011)은 르코르뷔지에가 바라본 근대적 주거의 역할은 표

30) 연도별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건수를 보면 2001년 3,759건 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1만 2

천 623건으로 10년 사이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31) http://www.ajunews.com/view/20140409102851566 아주경제신문 ‘방치된 고령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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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주거군의 확산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현대적 기능의 수용을 위한 

도시구조의 개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Evans(1994)는 거대도

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동시에 역설적으로 ‘지속가능한 도

시’또는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위한 자극적 요소들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도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도시

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주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구축과 집단적 행

위를 통하여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리적 밀집으로 인한 빈번한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통해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달리하는 것도 고령화 사회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웅(2012)은 노년을 ‘쇠퇴의 

시기’및‘문제의 시기’로 인식하는 것도 모두 노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미국 문화에 그 원천이 있다고 지적한다. 노화와 더불어 개인의 역량이

나 역할이 쇠퇴하면서 사회에서 분리되거나, 사회적 활동이 중단된다는 

식의 '쇠퇴'의 어법에 묶인 사회노년학 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노년의 이

미지가 부정적 노년 담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의 활동 

이론에 따르면 노년에도 개인이 자기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원의 활용을 통해 도시공동체의 세대간 갈등의 해결

을 위해서 장소적 밀집에 기반한 공동체적 도시관리가 중요해진다. 한국

트렌드연구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령화 지역은 노동인구가 적어 생산

성이 떨어지는 반면 노인 부양을 위한 복지비는 증가해 재정 압박을 받

게 되며 도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돼왔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령자를 도시에 모시는 것은 도시 입장에서 성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세금 확보와 소비를 통한 경

제 순환 효과에 더해 고령층 세대의 욕구에 맞춰 도시를 리모델링하면서 

젊은이들에게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고령인구의 주거대책으로 단지형, 교외형의 단절화된 노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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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거시설의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현시점에서 수정

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고령인구를 교외의 노인전용시설 혹은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정책으로서 지속가능

하지 않으며, 세수감소, 복지비의 증가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바람직

하지 않다. 또한 이미 고령인구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고령자의 대부

분이 노인전용시설로 이동하기보다는 익숙한 공동체 안에서 본인의 주택

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

태의 고령자주거정책은 고령인구를 가족 및 세대와 단절시키지 않고 도

시공간 및 도시사회의 공존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회로 삼을 수도 있

다.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능동적인 사회

적 관계 형성은 고령인적자원을 가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환원시킬 수 

있으며 고령 인적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밀집으

로 인한 사회적 자본 형성의 순환고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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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서울시 고층고밀형 고령자주택의 사례연구

1. 조사대상의 선정

1) 서울시 노인주거복지시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고령자주거의 필요성

을 다룸에 있어서 공간적 범위를 도시중시지역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완전자립형 고령자주거의 현황을 통하여 고

층고밀형 노인주거시설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고령자 대상 주거공급은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관리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전용 임대주

택’건설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종류와 시설구

분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나누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

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의

료시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복지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급

식 등의 생활편의서비스 및 상주의료진의 필요여부와 소유권의 유무이

다. 양로시설의 경우, 특정수준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일정한 숫자 이상

의 거주자를 필요로 하고, 공간에 대한 이용권을 고령자 본인의 당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1인을 대상으로도 공급가능하고, 

분양방식일 경우 고령자의 점유권은 세습이 가능하며, 임차라고 하더라

도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기초

하여 기초수급자 및 실비보호대상자가 아닌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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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입소비용을 입소자가 전부 부담하는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에 한정되고 있다.

[표 2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종  류 시  설 설   치   목   적 입  소(이용)  대  상  자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
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기초수급권자ˮ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실비보호대상자ˮ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이상의 자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 인

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
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출처 : 노인복지법 제31조

 주1 : 기초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주2 : 실비보호대상자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  
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이처럼 고령자들의 선택의 폭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수와 입소정원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해왔다.([표 23] 

참고) 201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양로

시설의 경우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권역에 141개가 설치되어 

있어 총 시설수의 절반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전

국의 총 23개 중 서울시에만 10개가 건설되어 있다. 이 같은 자료는 수

도권의 고령인구 집중과 비례하여 고령자주택의 수요 역시 집중되어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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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현황 (2008-2012)

종  류 시       설
2012 2011 2010 2009 2008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합  계 71,873 167,884 70,643 158,839 69,237 163,136 66,854 130,421 63,919 112,064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 계 416 18,179 414 17,450 397 17,270 360 14,353 347 17,342

양로시설 285 13,164 303 12,509 300 11,906 285 11,561 306 11,520
노인공동
생활가정 108 887 87 710 75 618 56 438 21 177
노인복지

주택 23 4,128 24 4,231 22 4,746 19 2,354 20 5,645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지설 현황, 2013

  서울시 소재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양로시설 14곳, 

공동생활가정 5곳, 노인복지주택 10곳으로 총 29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

다. 하지만 고령자주거의 공급에 대해서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8조에 의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

생활수급자 대상의 무료시설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

로 참여를 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그림 5] 서울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구별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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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고 있는데, 하나는 

복지재단 및 종교단체에서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설이

고 다른 하나는 고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인 고급형 

실버타운이다. 서울소재의 양로시설 14곳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복지

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과 입주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

는 고급화된 유료양로시설로 양분됨을 알 수 있다. 이 중 광진구의 '더 

클래식 500'과 중구의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가 후자에 해당한다. 이

들은 규모와 위치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무료양로시설이 도심외곽

의 주택지에 12~120명 정도로 비교적 중소규모로 운영되는 반면, 유료

양로시설 두 곳은 도심지 및 교통이 편리한 곳에 각각 760명과 288명

의 수용인원을 가지는 고층빌딩으로 설계되어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아직 그룹홈의 개념이 널리 정착되지 않아 다른 

유형에 비해 영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하는 5곳 모두 종

교인인 개인이나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및 실비 지원시설에 

해당하며 서울 주택가에 1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서울시 소재의 10곳 중 절반인 5곳이 서울 서북

쪽의 주택지에 집중되어 있다. 노인복지주택 유형 역시 고령자주택으로 

정착되기 전의 과도기적 상태로, 원칙적으로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만 분양 또는 임대 자격이 주어져야 하지만 2008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주택에 한해서는 매매에 대한 60세 나이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어 노인복지주

택이란 용어는 허울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서울시에 위치한 도심형 고령자주택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유료양로시설에 해당하는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와 '더클래식500', 그

리고 60세 나이제한이 적용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하이원빌리지'

의 총 3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물리적 실태조사 및 입주자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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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서울시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양로시설 정원 설치일 운영주체

1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124 1969.06.04 영원한도움의성모회

2 쟌쥬강의집 강서구 까치산로14길 67 25 1997.09.29 가난한이들의작은자매회

3 모니카의집 광진구 자양로33길 36 15 2006.06.15
(재)천주교 한국순교자수녀회 
유지재단

4 The CLASSIC500 광진구 능동로 92 760 2009.06.15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5 섭리의 집 금천구 시흥동 420-2 15 1998.11.25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6 혜명양로원 금천구 금하로29길 36 64 1982.03.26 사회)혜명복지원

7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덕릉로131길3 80 1968.04.07 진각복지재단

8 홍파양로원 노원구 동일로248길 30 44 1981.08.21 사회복지법인 홍파복지원

9 자애로운 성모의 집 도봉구 우이천로 38마길 19 25 2008.03.21 (재)한국순교자수녀회

10 안식관 성북구 보국문로8길 16 20 2005.08.31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11 은빛천사의집 송파구 감이남로 87 12 2003.06.03 개인

12 성우회 은평구 통일로 92길 13 25 1987.06.20 천주교쎈뽈수도원

13 청운양로원 종로구 비봉길 76 57 1927.08.01 사회복지법인 청운양로원

14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중구 다산로 72 288 1997.09.05 서울시니어스타워㈜

계 1,554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 설치일 운영주체

1 소리마을노인홈 강동구 구천면로 41길 5-10 9 2005.05.23 개인

2 효천(성바오로집) 강남구 포이동 1234-6 7 2005.11.09 개인

3 청남노인공동생활가정 동작구 강남초등 8길 20 5 2008.05.20 청해복지재단

4 한울타리사람들 영등포구 영신로 9길 17 9 2006.06.29 개인

5 사랑의복지센터 은평구 갈현로 15길 24-6 6 2007.03.12 개인

계 36

노인복지주택 세대 설치일 운영주체

1 후성누리움 강동구 명일로 135 51 2007.04.26
후성누리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2 서울시니어스 강서본부 강서구 공항대로 315 142 2003.03.28 서울시니어스타워(주)

3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강서구 화곡로68길 102 391 2008.01.30 서울시니어스타워(주)

4 그레이스힐 강서구 양천로 470 182 2007.03.22 ㈜케이에이치아이엔디

5 상암카이저팰리스 마포구 월드컵북로 47길 37 240 2011.01.19 우림건설

6 노블레스타워 성북구 종암로 90  239 2008.04.15 백마씨엔엘㈜

7 하이원빌리지 용산구 한강대로 40가길 24 114 2009.09.10 재단법인 원불교

8 시니어캐슬클라시온 은평구 은평로21길 34-5 137 2007.09.28 화진복지산업주식회사

9 골든펠리스 종로구 통일로16길 4-1 83 2008.01.01 개인

10 정동상림원 중구 정동길 21-31 98 2008.11.01 ㈜경향신문

계 1,64
8

출처: 2013년 노인복지시설 현황(2012.12.31.기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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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예시

교통접근성
도시형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하고 도심
의 입지적 이점을 갖추고 있는가

지하철역 및 버스
정류장의 접근도

시설지원성
주거기능 이외의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생활제반기능의 인접여부와 활용도

쇼핑시설, 문화시
설, 교육시설 등

용도복합성
한 단지 또는 건물에 다른용도와의 용도복합
이 되어 있는가

병원복합형태, 숙
박복합형태 등

안전성
고령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제거 및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

안전바, 비상벨 설
치

외부 녹지
고층고밀의 형태로 인한 외부의 녹지공간 및 
여가공간의 마련과 활용도

건폐율, 녹지면적, 
이용빈도, 만족도

제공 서비스
고령자들의 생활을 지원하지 위한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그 내용

의료서비스, 생활
편의서비스 등

커뮤니티프로그램
고령자들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의 제공여부와 참여도

운영 프로그램, 참
여도, 만족도

2. 물리적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의 ‘고령자주택’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중 실제로 고령

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서울시 중심지에 위치한 자립형시설

로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설을 제외한 고령자주택은 실제로 

양로시설(유료)2곳, 노인복지주택 1곳이 있다. 

  조사대상 고령자주택의 물리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주택의 

분류형태, 위치, 정원수, 현재 거주인원, 운영주체, 규모 등의 공간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입지적 측면에서의 교통접근성, 시설지원성을 

살펴보고, 물리적 측면에서 용도복합성, 안전성 그리고 외부공간을, 마지

막으로 서비스 측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커뮤니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 25] 물리적 실태조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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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더클래식500 하이원빌리지

외관

구분 양로시설(유로) 양로시설(유료) 노인복지주택(유료)

위치 중구 다산로 72 광진구 능동로 92
용산구 한강대로 40
가길 24

운
영

건립

연도
1997. 09. 05 2009. 06. 15 2009.09.10

관리

운영
서울시니어스타워(주)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재단법인 원불교

운영

방식
장기임대형 임대형 장기임대형

의료

시설
송도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

시
설

대지

면적
2,980m2 23,148m2 3,980m2

건축

연면적
10,380m2 247,344m2 15,736m2

용적률 - 612.06% 243.21%

건폐율 -
50.43%

(법정 60%)

40.88%

(법정 68.90%)

건물

규모
지하4층/지상14층 A동 50층, B동 40층 지하4층/지상10층

세대수 144세대 380세대 114세대

정원 288명 760명 114세대

평형 15py, 23py, 30py 전평형 56py로 동일
22py, 32py, 44py, 
46py, 59py

건물

형태
고층형, 병원일체형 고층형, 용도복합형 고층형

[표 26] 고령자주택 사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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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시니어스 타워

  서울 시니어스 타워는 국내에서 아직 노인주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로 개발된 실버타운의 모태라고 볼 수 있

다. 이후 서울 시니어스 타워 주식회사는 2003년에 '서울시니어스 강서

본부', 2008년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등 수도권 및 인근 지역을 중

심으로 실버타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니어스 타워의 특징은 배치도에서 보이듯이 의료시설인 

송도병원에 노인주거시설을 전략적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바로 옆에 위

치하고 있는 송도병원에서 상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연계되어 있

고 유료노인요양시설인 ‘너싱홈’역시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서울 시니

어스 타워의 입주자가 노환으로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너싱

홈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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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통접근성

  서울 시니어스 타워는 다른 실버타운들과는 달리 도심 한복판에 위치

한 지리적 조건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니어스 타워가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실버타운사업을 최초

로 시작하여 서울 중심부의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근처의 남산을 통해 산책이나 등산이 가능하고 지하철 6호선 약수역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있다. 이로 인해 입주자의 외출

도 용이하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방문이 편리하다.

Ÿ 시설지원성

  서울 시니어스 타워는 배치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거주자의 생활공

간인 주거동과 별동의 의료시설 및 건강관리 센터가 연결되어 있다. 병

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큼 의료시설과 직접 연계된 24시간 의료서비스 

및 생활 관리 서비스의 제공은 이 시설의 가장 큰 특징이다. 

Ÿ 용도복합성

  단면 구성을 보면 저층부(지하1층~지상4층)와 최상층에는 거주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공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다. 지상 

5층부터 13층까지 노인 거주자들이 생활하는 주거영역으로 구성되고, 

저층부의 서비스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은 수직이동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준층 평면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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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안전성

  서울 시니어스 타워는 의료시설로서 웰파크 건강관리 센터 및 운동 처

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24시간 응급환자를 처치하기 위한 너스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각 주호는 평형에 따라 방이 1~2개가 있고 

건강센서기, 위급호출기와 같은 노인주택용 설비이외에도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와 각종 생활 편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너싱홈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전환을 염두에 둔 초고령자의 

입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간병인을 둔 세대도 약 40여 세대가 되

었다. 장기 분양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이곳을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거주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공실률이 적고 구성

원들의 변화도 적었다.

Ÿ 제공서비스

  서울 시니어스타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료간호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식사서비스, 생활편의서비스 등이 있다. 의료간호서비스에는 

송도병원을 통한 진료, 응급처치, 입원, 수술 등의 서비스와 매년 1회의 

무료종합검진, 24시간 의료팀의 상주 및 혈압 및 당뇨 등의 방문 건강

체크가 포함된다. 건강관리서비스 내용으로는 운동처방과 영양상담, 수

술 등 집중치료 시 3차 병원의 전문의 연계 및 예약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식사서비스로는 저지방, 저염 식단이 제공되고 개인 영양처방에 따

른 치료식도 준비된다. 생활편의서비스 내용으로는 세대청소 및 유료 세

탁 서비스, 구내에 실버마트 운영, 우편물 수발, 부동산 재테크 및 유산

상속에 대한 전문가 상담 등이 있다.

Ÿ 커뮤니티프로그램

  생활서비스 시설로서 수영장, 골프장, 목욕탕, 사우나실, 미용실, 약국 

등을 두고 있으며, 문화 여가 시설로서 게이트볼 운동시설 및 야외 휴게

실을 두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시설로서 가족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

가활동을 위한 서예실, 영화감상실, 도서관 등의 취미관련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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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개 운영하고 있다. 절기별로 외부인사를 초청하거나 교양강좌가 열

리고, 연2회 관광여행도 계획되러 있다. 하지만, 운영자에 따르면 서울 

시니어스타워는 전체 144가구 중 약 20세대의 부부세대를 제외하고는 

여성 1인가구로 여성비율과 초고령자 비율이 높아 거동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커뮤니티의 참여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2) 더 클래식 500 

  한국의 대표적인 도심형 고급실버타운으로 호텔과의 복합화를 실현한 

사례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는 '더 클래식 500'이다. 고령층의 도

시 활동성을 보장하는 Private Senior Society를 목표로 도심 시니어 

주거타운을 표방하며 2009년 6월 오픈한 후, 4년에 걸쳐 전체 380세대

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380가구 입주민 총 600여명의 평균 연령은 남성 77세, 여성 74세 

등 평균 75.5세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50억원 이상에 이르고 3.5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남녀 비율은 남성이 45%, 여성이 55%로 여성이 

10% 포인트 더 높고 부부 입주민이 전체의 74%로 1인가구보다 많다는 

특징이 보인다. 현재 또는 전직 직업은 경제계 종사자가 54%로 가장 많

고 의료계 16%, 고위직 공무원 13%, 학계 9%, 법조계 4%, 언론계·

문화 예술계가 2% 등 순이다. 직전 거주지역은 강남구·서초구 42%, 

광진구 9%, 송파구 8%, 분당구·중구·시민권·영주권자 5% 등으로 

나타났다.

Ÿ 시설지원성

  은퇴 후 계속해서 도시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는 고령층을 공략하기 위

한 전략으로 반경 200m 내에 2호선 전철역과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스타시티 쇼핑몰, 롯데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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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플렉스 영화관 등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One Stop 

Life를 즐길 수 있다.  

Ÿ 용도복합성

  더 클래식 500은 동일건물안에 도심형 레지던스 호텔 Pentaz를 동시

에 운영하고 있는 용도복합형 건물이다. 초기 계획에는 기존의 시니어주

거 방문인들을 위한 게스트룸였던 공간을 호텔로 전환시켜 2012년 오픈

했다. 게스트하우스의 이용률이 적어 시설운영비가 높아지자 운영업체에

서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호텔전환을 추진했다. A동 8층부터 20층까

지 78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텔의 유치로 운영주체의 수익성이 개

선되고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

과 외국인의 이동이 많아져 로비의 활기찬 분위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

Ÿ 안전성

  의료서비스에 특히 민감한 고령층이 주목하는 것은 건국대병원과 연계

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다. 24시간 간호사가 건물 내 상주하고 있으며, 주

요 생활 동선에는 응급콜 버튼 및 최첨단 인체 감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위급 시 의료진이 즉각 출동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들의 안전을 고려해 내부 객실에는 화장실을 비롯한 모든 현관의 턱을 

없애고,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다

Ÿ 외부녹지

  스타시티 계획부지의 가장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의 연계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건물 전면의 녹지공간은 대부분 페이빙으로 처리되

어 쾌적하기는 하나 여유로운 산책을 위한 공간은 부족하다. 하지만 고

층의 장점을 살린 전망으로 한강과 어린이 대공원의 조망이 가능하고, 

도보 5~10분 거리에 건국대 캠퍼스가 있어 주변 녹지시설을 연계시키

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Ÿ 제공서비스

  호텔식의 고급 생활서비스를 특화하여 세대청소 및 쇼핑대행업무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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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된다. 의료서비스로는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전문 분과별 

진료서비스가 제공되고, 건물내에 물리치료실을 구비되어 있다. 개인별 

질병 및 영양상태에 따른 맞춤식 식단이 제공된다. 

Ÿ 커뮤니티활성도

  고급화를 지향하는 고령자주택의 개념에 맞게 활동적 시니어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및 강좌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각종 동호회, 도서관, 영

화감상실, 와인 바를 설치하고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운동시설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등이 한 건물 안에서 제공된다. 입주자 대부분이

‘액티브 시니어’인 70대로 비교적 초기고령자 연령대를 형성하고 있

어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입주자의 대부

분이 현재 직업 활동을 하고 있어, 종일 프로그램 보다는 입주자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운동 및 취미생활을 즐기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Ÿ 세대구성

  각 세대는 모두 183.76m2의 동일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

으로 현관, 전실입구, 거실, 주방, 드레스 룸, 침실, 욕실을 갖추고 있다. 

한 층에 6세대가 위치하며, 6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한 세대당 한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출입 및 보안, 입주자 관

리 등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거주의 편리함과 프라이버시를 높였

다. 

 

[더클래식500의 기준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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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원 빌리지

  하이원빌리지는 ⌜노인복지법⌟의 분류유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

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 하이원빌리지는 2009년에 건설된 시설로 서울시 

소재의 10개 노인복지주택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다. 

2008년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분양시에 60세 이상

에 한정된 매매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일반분양아파트처럼 

거래되어 고령자주거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이원빌리지의 경우 

60세 이상 매매제한 규정에 해당되고, 분양형이 아닌 최대 15년의 장기

임대형으로 운영하고 있어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운영시스템은 유료 양

로시설과 유사하면서도 양로시설에 비해 의료 및 사회복지 필수인력이 

완화된 환경이 차이점이다. 양로시설과 비교하여 거주민의 건강이 비교적 

건강하고 자율성이 좀 더 존중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Ÿ 교통접근성

  하이원빌리지는 서울의 지리적 중심지역인 용산구에 위치하여 지하철 

1,4,6호선 환승역, 신분당선, 신공항선과 인접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등 

고속철도(KTX) 및 경부선 역사와도 인접하고 있어 서울시내 뿐만 아니

라 지방간의 교통연결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용에 편리한 대중교통

은 활동적인 시니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및 친구의 방문을 용이

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 노인복지주택의 경쟁력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Ÿ 시설지원성

  하이원빌리지는 노인복지주거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간다. 노인

복지법 제00조에 따른 정의에 따르면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보

다 상대적으로 신체가 건강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 및 복지담당 직원의 상주가 필수요건이 아니다. 때문

에 앞의 두 사례에 비해서 초기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의료시설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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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4시간 생활케어서비스는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있다. 우선, 간호사의 

상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층에 의료시설이 들어와 있지만, 긴급

의료상황에 대비하기 보다는 시설 및 동네의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역할

을 하며, 저녁 6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하지만, 물리치료 등을 받을 

시에 소정의 혜택이 주어지며, 가벼운 질환에는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만약 위급시에 비상벨이 울리면 응급구조대의 출동에 의지해야 하며, 가

장 가까운 응급종합병원은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게 된다. 쇼핑시설의 경우에는 현대 아이파크 백화점, 서울역 콩

코스, 용산이마트 등 근거리의 다양한 쇼핑몰에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입지적 이다.

Ÿ 용도복합성

  하이원빌리지 건물은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며 주거공간을 제외하면 

거주민의 생활편의를 돕는 시설들이 주를 이룬다. 그 중 특징적인 것이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원불교 교당이다. 종교재단이 운영하고 있다는 인

상은 건물 곳곳의 로고에서 짐작이 가능하지만, 1층에 위치한 교당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이 시설에 원불교 교인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

지만,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플러스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에게는 한 건물 내부에 교당이 있어 종교생활을 

하기에 용이하며, 다른 종교인에게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집단이 아닌 

장기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운영주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Ÿ 안전성

  양로시설이 아닌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만큼 건강에 대한 밀착된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대마다 설치된 비상벨과 화장의 안전난

간, 문턱을 없애는 등의 배리어프리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어 휠체어나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고령자의 거동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

Ÿ 외부 녹지

  서울의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의 녹지는 대부분 인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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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으로 처리되어 녹지공간이 풍부한 느낌은 주지 않았다. 대신 옥상을 

이용하여 산책로, 등나무길, 게이트볼 연습장 등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

록 마련해놓았다. 또한 주변에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

관, 용산전쟁기념관 등이 인접해 있어 인근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외부활

동 및 다양한 문화생활이 용이하다. 

Ÿ 제공서비스

  건강의료서비스로는 진료협약기관에서의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가 제공

되고 상시 검진 및 종합건강검진이 제공된다. 맞춤식 식사, 세대청소, 세

탁물 접수 대행 등의 가사지원서비스와 재무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한 재활·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 운동치료 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와 운동프로그램 지도서비스가 제공되며, 붙박이장·냉장고·세탁기 등

도 빌트인 가전으로 제공된다.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사우나·독서실·

당구장·컴퓨터실·헬스클럽 이용이 가능하다.

Ÿ 커뮤니티프로그램

  입주민들은 새벽부터 시간대별로 마련되어 있는 주간 프로그램에 자율

적으로 참석하게 된다. 요일별로 게이트볼, 서예, 기공체조, 스트레칭교

실, 미술수업, 노래교실, 영화감상, 사우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

다. 입주자 대부분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비교적 젊은 초기고령자로 구

성되어 있어  입주자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활동의 참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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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뷰 조사

  입주자 측면의 인터뷰조사 대상자는 현재 서울시 소재의 고령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로 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29개의 노인

복지주거시설 중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또는 실비시설을 제외한 유료의 

고령자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1곳, 유료 양로시설 2곳의 

입주자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조사 내용은 입주의 배경, 입

주자가 느끼는 입지적 특징, 주거공간 및 공용시설 등 물리적 시설에 대

한 만족도,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만족도, 커뮤니티의 참여도 등

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입주자에게 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27] 고령자주택 입주자 인터뷰 명단

조사대상 종류 주거유형 조사대상자
번호 성별 연령 건강상태

고령자주택-1 노인복지주택
도심형,

종교재단운영

고령자-1 여 76세 거동양호

고령자-2 여 73세 거동양호

고령자-3 여 76세 거동양호

고령자주택-2 유료양로시설
도심형,

병원복합형

고령자-4 여 93세 거동불편

고령자-5 여 78세 거동불편

고령자주택-3 유료양로시설
도심형,

호텔복합형

고령자-6 남 71세 거동불편

고령자-7 여 68세 거동양호

1) 입주배경

  고령자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가구구성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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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자 혼자 거주하는 가구로 구분된다. 고령자주택의 설계에서도 위

의 두 가지의 경우를 고려한 다양한 크기가 평면구성이 발견되었다. 부

부가 함께 이주한 입주자들은 자녀를 출가시킨 후 부부만 남게 된 상황

에서 입주하였으며 혼자 거주하는 입주자는 자녀를 출가시키고 배우자와 

사별한 상황에서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남을 배우자를 걱정하여 서둘러 입주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입주자들의 가족상황이나 가구구성원의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

으로 자녀와 별거하여 자립적으로 지내고 있었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선

호한다는 특징이 보였으며, 고령자주택의 선택과정에서도 자녀보다는 본

인의 의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살다 보니까, 살던 집에 혼자 살기가 싫
어서 시골 가서 한 4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애들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 어떻게 지내려고 하냐고 해서 여기로 왔
어요. 선택은 내가했고 계약금은 큰 아들이 와서 내줬지. 아파트에서 혼
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잘 왔다고 생각해요.” (고령자-1, 76세)

  “우린 수유리에 있는 주택에서 살았는데 눈 오면 두 노인네가 눈 치
워야 하고.. 나이가 드니까 신경 쓰이는 일을 정리하고 싶더라구. 난 주
택에 사는 게 좋고 아직도 미련이 있지만, 내 몸을 생각하면 여기로 오
는 게 맞았지요. 나이 들어서 서서 집안일하고 식사시간 맞추고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영감님이 앞서가는 분이거든. 컴퓨터로 검색해보
더니 여기가 교통도 좋고 위치도 좋다고 주택 팔고 계약하자고 해서 난 
그냥 그러자고 했어요. 부부가 들어오면 생활비가 좀 싸요. 매달 140만
원정도 내야하는데, 자녀들 도움은 안 받아요. 자녀들 도움을 받으면 우
리 맘대로 못하니까.” 
(고령자-2, 7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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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주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입주

자들이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과 근접한 의료시설을 꼽았

다. 특히, 고령자주택의 선택에 있어서 운영업체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이 아닌 종교재단이나 학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 재정이 좀 더 튼튼하고 신뢰가 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종

교재단 및 학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 입주보증금이 고액임에도 불구

하고 퇴소시에 일주일 이내의 빠른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입주자 

중 해당 교직원이나 종교인들의 비율이 높고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았

다.

  “서울시내 중심이라 어디든 가기 편해요. 한군데 다른 곳을 가보기도 
했는데 여기가 교통이 좋고 자녀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요. 자녀들이 찾
아오기도 편하고 종교재단에서 하니까 믿음이 가고 외롭지 않아요. 아
파도 걱정 없고요.” (고령자-3, 76세)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종교재단에서 운영해서 검소해서 가장 좋아
요.  재단이 튼튼하잖아요. 개인이 하는 곳은 부도나서 나가버리는 경우
도 많대요. 그리고 여기는 교통이 너무 좋아요. 나는 볼일 보러 시내에 
많이 다니는데 버스, 지하철 타면 안가는 곳이 없어요.” (고령자-1, 76
세)

2) 물리적 측면

  이전 거주지와 비교했을 때 입주자들은 현재의 고령자주택에서의 삶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입주시설에서 제공되는 청소 및 급식 등의 생활서비스로 인해 고

령자들이 가사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어 고령자의 생활노동을 줄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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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꼽았다. 또, 고령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된 무장애 공간설계와 

건강관리 서비스로 입주자들은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받으며 삶의 

활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면적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부부 또는 혼자 생활

하는데 적절한 크기라고 평가하였다.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와 시설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 집

안 곳곳에 사고를 대비한 비상벨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다는 것에 심리

적 안도감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독거노인 세대의 경우 혼자 지

내는 것에 대한 걱정이 확실히 덜해 보였다.

   

  “주거상태도 좋고, 편안하게 잘 되어있어요. 나같이 혼자 사는 집은 
20평형 정도 되는데 취사는 직접안하고 식당에서 먹어요.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어요. 휠체어도 다 들어
갈 수 있게 문지방 없이 설계되어 있어요.” (고령자-1, 76세)

  “노인들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비상벨이 있어서 아파도 걱정 
없고, 청소도 해주고 관리도 다 해주고 신경쓸 것이 없어서 좋아요.” 
(고령자-4, 93세)

  “집이 뭐 불편한 것 있나요. 위험한 데도 없고 집안에서 다친 적도 
없고 혹시 다치더라도 비상벨이 있어서 걱정은 없어요. 청소도 일주일
에 두 번씩 와서 해주고... 다 좋아요.” (고령자-7, 68세)

  운동을 위해 주변을 산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도심지에 녹지가 많지 

않아 큰길을 따라 산책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오픈스페이스 부족이 느껴

지냐는 물음에는 실내의 헬스시설과 옥상정원 등으로 인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으며, 주변 시설을 이용하면서 활발하게 대내외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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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야외활동은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크게 좌

우되었지만, 근처를 걷기운동 하는 등의 활동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고령자주택 주변의 다양한 녹지 및 운동공간의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도심지라 녹지가 얼마 없을 것 같지만 조금만 나가면 많아요. 공원이 
근처에 있어서 산책하기 좋아요. 그리고 옥상에 등나무가 잘 조성되있
는데 거기에서 새벽운동도 하고, 전망이 좋아서 종종 올라가서 쉬기도 
해요” (고령자-5, 78세)

3) 서비스 측면

  고령자주택-1은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만큼 유료 양로시설인 고

령자주택-2, 3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상주 의료 인력이 

필수요건이 아니다. 의료시설의 경우, 고령자주택-1을 제외한 모든 고

령자주택에서 인접한 연계종합병원과 연계하여 건강의료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었으며 고령자주택별로 내용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주치의 상담, 

종합건강진단, 무료진료서비스, 응급의료, 간호사 배치, 응급호출서비스 

등이 있었다. 

  이외에 모든 고령자주택에서 일반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은 유지관리서비스와 급식 및 청소 등의 생활편의서비스, 안전관

리서비스, 문화레져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고급

화 추세에 맞춘 호텔식 서비스가 선호되고 있었다. 

  반면 매달 내야하는 생활비의 인상과 관련하여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

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특히 식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입맛에 맞지 않거나 부실해졌을 경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

고 있었다.



- 94 -

  “회사가 말이야, 아주 나쁘다구.. 식당에서 먹는 밥이 만원이었는데 
재료값이 올랐다고 만 삼천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른 업체에 의뢰했더니 만원으로 지금처럼 똑같이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업체를 바꿨지.. 회사가 말이야, 노인네들 돈을 가져가려
고만 해” (고령자-6, 71세)

  “시설은 참 좋아요.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하고 쾌적해요. 청소도 다해
주고... 식사도 영양사가 와서 식단을 짜니까 내가 혼자 해먹는 것보다 
아무래도 낫겠지. 식사가 원래 별로였는데 얼마 전에 조리장님이 새로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고령자-7, 68세)

4) 커뮤니티 측면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과 그 활동을 하는데 

드는 시간양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의 개인생

활은 혼자 있거나 교제활동, 레져활동, 휴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고령자주택의 입주자들은 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교류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류는 마음이 맞는 소수의 인원이 모임을 갖는 것에서

부터 30명이상의 친목회 성격의 동아리 모임까지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갖고 있었다. 고령자주택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주거를 주임으로 입

주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한 신체를 

위한 여가활동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기공체조, 서예실, 스트레칭, 노래교
실, 건강체조, 게이트볼 등 다양한데 내가 밖에 안 나가고 안에 있으면 
이용하지요.” (고령자-3, 7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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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에서 모여서는 별로 얘기를 안해요.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아서 
거동하기 힘드니까 사랑방이라고 따로 만들어놨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수다도 떨고 시간을 보내지요.” (고령자-5, 78세)

  하지만 상대적으로 입주자의 연령이 높은 고령자주택-2의 경우 비교

적 연령이 낮은 고령자주택-1과 고령자주택-3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도 

및 커뮤니티가 활발하지 않았다. 비교적 초기고령자라고 할지라도 거동

이 불편한 입주자의 경우 프로그램의 참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른 거동의 불편함이 커뮤니티의 참

여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초기고령자 연령

일수록 자녀와 떨어져 고령층끼리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

적이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초ᆞ중

기고령자가 후기고령자가 되는 십 여년 후의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층의 

사고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이 지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

이 가능하였다.

 “내가 나이가 70인데 걷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번은 이
렇게 나와서 삼십분씩 운동하고 그래요. 여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는데 재미가 없어. 노인끼리 있는 것도 그렇고...  매일 
방에 있기 보다는 로비에 나와서 신문도 보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구
경하고 그래요.” (고령자-6, 71세)

 “자식들 집에서 손주들 재롱 보면서 같이 사는 게 좋지, 노인들끼리 
있는 게 뭐가 좋아. 노인네들이랑 사귀어서 뭐해. 배울 것도 많고 한 달
에 한 번씩 놀러가기도 하는데 나는 안가요. 혼자 심심해도 그냥 산책
하는 게 낫지.” (고령자-5, 7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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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주택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도심지 입지 유형을 다루었고, 고령자들의 건강상태 및 재정상태가 양호

한 완전자립형 고령자주거 가운데 형태별로는 병원과의 용도복합형으로 

'서울 시니어스 타워'와 호텔과의 용도복합형으로 '더 클래식 500'을 분

석하고, 마지막으로 종교재단을 운영주체로 가지는 '하이원 빌리지'를 통

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층고밀형 고령자주택의 형태와 제공서비

스의 범위를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의 3곳은 모두 지리적으로 한강과 가까운 서울의 중심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때문에 대중교통 및 주변의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형태는 144세대~380세대, 12~50층 

규모의 고층고밀형태였다. 

  사례시설은 운영주체에 따라 용도복합화를 통하여 수익성 창출 및 시

설의 차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병원이 운영주체

인 경우 병원과의 일체화로 24시간 응급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차별화

하였고, 종교재단이 운영주체인 경우 종교시설과 검소한 분위기를 접목

함으로써 해당종교인의 높은 입주율과 종교적 신뢰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호텔복합화 사례는 젊은 층

의 유동인구로 인한 활력 있는 분위기 때문에 활동적인 초기고령자들에

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녹지공간을 경우, 외부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5~20%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적이 도보로 

페이빙 처리되어 통행자들의 방해를 최소화한 모습이었다. 때문에 입주

민들은 외부의 산책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고, 주요 도로에 

면해있어 외부로의 산책이 꺼려진다는 의견도 존재해 도시형 고령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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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조경면적 산정 시 식재면적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옥상조경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과 

더불어, 도시근린공원과의 인접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도시에 입지한 이

점을 살려 근접한 종합병원, 대중교통, 쇼핑시설, 문화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도시형 유료 고령자주택의 입주자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이주동기를 살펴보면 교통이 편리한 도시 중심부

에 입지해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먼저, 60-70대의 액티브시니어에 해당하는 

경우로, 현재 직장을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오랜 사회생활로 인해 생활

기반이 가깝고 이용이 쉬운 도심지역에서의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

인다. 두 번째는 가까운 거리에서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고 싶으나, 핵가

족을 유지하고 싶은 선호가 반영된 경우이다. 자녀들에게는 출퇴근시 방

문이 용이한 거리에 있고, 근접한 병원과 연계된 상시대기서비스가 이루

어지는 점이 부모의 건강상태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자주택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프로그램은 비슷한 연령을 대

상으로 고령층의 관심분야에 할애하는 만큼  호응이 큰 반면에, 참여도

는 고령자주거의 성격 및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한

계가 있었다. 도심에 위치한 이점과 고급서비스화 된 커뮤니티 프로그램

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극

대화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시설의 고급화

로 고령자주택을 양극화시키기 보다는 고령자의 건강상태와 연령별 상황

에 맞는 차별화 및 세분화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령자주택처럼 고령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설이 허브가 

되어 주변지역의 AIP(Aging in Place)를 이룰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고령자주거정책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공급

에 그치고 있는 사이, 민간주도의 유료고령자주택은 고소득층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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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일반화하고 있다. 도시형 유료고령자주택

의 주거공간이 종래의 집합주택과 비교하여 공간계획상 가장 큰 차이점

은 거주자의 고령화를 배려한 거주공간의 설계 및 의료보건시설, 생활을 

지원하는 입지와 공용 시설부분이 충분히 배려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본적인 공간구성형태는 거주부분, 공용부분(생활지원부분), 의료

부분, 관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거주부분은 부부용과 독신용으

로 구분할 수 있고 부속적인 공간으로서 가족면회시 숙박을 위한 객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주택내에서는 간단한 취사공간, 화장실, 

욕실, 수납공간, 그리고 고령자의 신체적이 특징상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12시간동안 현관출입 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

적으로 관리사무실로 연락되는 생활리듬 체크시스템, 그리고 긴급시의 

연락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배려되

어 있다. 공용부분은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식당, 공동욕

실, 집회실, 오락실, 도서실, 체육실, 연수실, 교실, 이발소 및 미용실 등

을 포함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가사지원서비스, 식사관리서비

스, 안전관리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의료 및 간호부분은 간병을 필요로 

할 때 시설 내에서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병실 등을 갖추고 있거

나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관리부분은 

거주부분, 공용부분, 의료 및 간호부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

는 분야로 거주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사업기획, 홍보 그리고 시설

을 운영하는 직원의 관리를 수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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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할 고령층의 주거이동 

양상에 주목하여, 도시의 재도시화 과정에서 고령층이 가지는 의미와 영

향, 그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재생 유형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적절한 도시 인프라를 갖추는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고령화가 도시사회와 공간에 미

칠 영향력과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성과 대책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 도시의 재도시화 단계가 급격한 고령

화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재도시화 현상에 있어 고령층의 영향력 수

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란 점이다. 지금까지 중심도시의 강한 이주증가를 

책임지고 있던 젊고 유동적인 연령층은 앞으로 뚜렷하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비롯하는 현

상과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고

령인구의 선호이주지역, 이동의 특성, 이주의 요인 등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예비고령층의 도시유입과 도심주거의 수요는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인구감소시대의 저성장을 극

복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도시화를 선도할 인구구조

학적 계층으로서 고령층을 주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고령

화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은 아직도 고령인구를 복지를 위한 소수의 특정

대상으로 치우쳐 다루고 있어, 다가올 미래의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제시에는 부족한 면이 발견되고 있다.

  고령화와 도시계획에 대한 이 같은 문제인식과 대응방향을 위해 고령

층의 도심회귀현상 및 고령화 사회에서 도시로의 재집중화가 가지는 도

시사회적· 도시환경적 의미를 살펴보고, 도심재개발 유형으로 고층고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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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용도복합개발을 제시하였다. 고령층의 생활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

제는 경제적 안정, 건강유지, 사회참여 및 여가로 집약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고령인구의 생활세계와 신체

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고, 의료시설로 대표되는 도시기반서비스

로의 접근성을 갖춘 주택 및 도시환경의 구축이 고령화 시대 도시계획의 

주요한 정책적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층고밀형 도심재생의 기대효과는 크게 수직화에 의한 공간의 효율화

와 밀집화에 의한 접근성의 증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고층화를 

통해 지가가 높은 도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거기능과 타 

용도와의 복합화가 가능하고 건폐율의 조절을 통해서 녹지의 확보 및 도

심주거에 대한 고령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고밀도 개발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신체적 노화를 겪는 고령인

구의 공동체생활과 도시시설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기개발지를 활

용함으로써 보행위주의 지속가능한 도시구조 구축이 가능하다. 이 형태

는 고밀도로 집약된 한국적 도시상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압

축도시, 뉴어바니즘, 지속가능성 등의 패러다임 등과도 연계되면서 설득

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층고밀형 고령자주거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도심지역 소재

의 고령자전용주택인 '서울 시니어스 서울타워', '더 클래식 500', '하이

원빌리지'를 사례로 선정하고 물리적 실태조사와 입주자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정부의 고령자주거정책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공급에 그치고 있는 사이, 민간주도의 유료고령자주택은 고소득층을 대

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일반화하고 있었다. 사례조사를 통해

서 정리된 고층고밀형 도시재생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의 고령자주택의 물리적 형태는 고층의 집합주거형태로 교

통의 편리함을 강점으로 도시생활과 도시기반시설의 활용에 익숙한 독립

적인 성격의 고령자들에게 선호되고 있었다. 둘째, 운영업체의 성격에 

따라 병원, 종교, 호텔 등과의 용도복합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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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이는 고령자주택의 차별화와 함께 운영상의 수익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전략이 되고 있었다. 셋째, 유료 고령자주택이 제공하는 호텔

식 가사서비스는 고령자들이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으며, 고령자주택으로의 주요 이주동기가 되고 있

었다. 넷째, 도심형 고령자주택은 모든 시설을 갖추기 보다는 인근의 의

료, 쇼핑, 문화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계가 중요시 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고령인구의 재도시화가 실제로 도심르네상스를 가져오

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도시로의 인구유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도시의 발전전략과 주택정책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시정책과 주택공급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도시발전방향과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고령화 

사회의 도시재생은 도시발전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령인구의 도

시사회학적 관찰이 수반되어야 재도시화의 수요주체에 적합한 계획수립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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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gh-rise and High-density 

Urban Regeneration for the Aging Society

Lee, Ahri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s rapid aging rate is not just a simple change in the 

demographic and can be the cause urban problems caused by the 

incongruity of social changes and the urban environment. After 

15 years, people aged 65 and over will be more than a quarter 

of the population. So, it is time for the transition of adjusting 

urban and housing policies to focus on senior citizen. 

Government has started establishing the aging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in the 2000s, but they still have some severe limit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lderly housing, it’s new supply is 

limited and too much concentrated in the provision of welfare 

dimension because it is still classified as a social welfar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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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 housing.

  According to the Stages of Urban Development Theory, urban 

researchers have proposed a re-urbanization phase as the next 

step of urban decay phase. In this theory, Korea will be 

confronted by a re-urbanization and an aging society 

simultaneously after passing through de-urbanization step. At 

that time, our urban regeneration strategy can be determine 

factors for whether or not to lead a regression of elderly to the 

city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ing for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in aging society. The suggestion could be lead the 

city’s growth by re-linking the demographic background of the 

aged and the timely background of urbanization phase in 

response to alarmingly fast rate of aging. For this research 

question, sociological and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is 

required about the life change of preliminary older citizens 

because their lifestyle is distinguished from the past. Older 

people experience the loss of social status and income due to 

retire, and become a recipient of welfare at the same time. This 

social support can be a major cause of conflict with the younger 

generation due to increasing cost of expense. Also, safe 

environment and easy access to the city facilities are requir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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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f older people’s physical and mental aging. 

Community based support system should be equipped for 

supporting single or elderly household.

  This study proposed a high-rise and high-density as a urban 

regeneration form for the aging society through verticality and 

compaction. Firstly, verticality permits a efficient land use, 

including mix-use with residence and green area through the 

coverage ratio. Also, additional gross area can meet the needs of 

downtown residence. In addition, high density can minimize the 

distance for the elderly who have undergone a physical aging 

that offer to convenience of city living  and community 

formation.  Besides, the concentrated planning brings a 

sustainable urban structure by using brownfield and making 

walkable environment.

  For the field test, three elderly housings was selected which 

was registere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 

Seoul. There was charg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hich located 

in urban center. As a case study, it was component with 

physical survey and interviews with residents and the 

implications for high-rise and high-density urban regeneration 

was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form of these  elderly housing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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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rise, and they were preferred by the elderly who were 

fond of living independent.  Their strengths were convenient for 

transportation and accessibility to urban infrastructure. Second, 

depending on the operators, mix-use has been tried such as 

hospital, chapel, hotel and that became their differentiation 

strategy. Third, provided hotel-style housekeeping service was 

the main motivation of determining to move because it helped to 

live independently and comfortably. Fourth, urban senior housings 

made full use of their location to connect with nearby 

infrastructure like health care, shopping and culture rather than 

to equip all utilities.

  In conclusion, preference for urban residence which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senior citizens shows that the high-rise 

and high-density urban regeneration could be a appropriat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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