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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시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로 노인을 위한 공간복지가 계획되고 

노인친화 근린계획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노인의 일상과 

노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공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질

적인 노인친화 근린계획을 모색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근린생활권 내 노인의 일상 중 보행을 통해 일어나는 구매

행위와 구매장소를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함

으로써 노인의 근린보행 및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한 근린계획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노인실태조사 설문지를 바

탕으로 구성된 설문지, 통행일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주로 활

용하였고, 부수적으로 휴대폰의 GPS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

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연구 대상

지는 망원 1, 2동으로 선정하였다. 망원동은 서울시에서 노인비율

이 많은 동네 중 하나이며, 평평한 대지와 저층 고밀의 주거의 도

시형태를 지니고, 망원 1, 2동 중심에 망원시장 및 월드컵 시장이 

위치해 있어 근린 내에서 노인들이 보행으로 구매행위를 많이 할 

것이라 예측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린 내 노인의 보행데이터에 나타나는 구매행위

와 구매장소를 분석하고 각각의 특성을 중심으로 노인의 근린 내 

근린보행을 유형화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한 

통행일지 데이터시트를 정리해 근린 내 노인이 이용하는 구매장소

를 범주화 시키고 구매목적에 따른 구매장소 이용빈도를 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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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었다. 또한, 통행시간 및 방문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행일지표를 작성하여 근린 내 구매행위와 구매장소 유형화를 도

출해 낼 수 있었다. 이에 부수적으로 GPS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간 

맵핑 다이어그램을 그려 공간적인 분석도 할 수 있었으며, 근린 내 

노인의 구매장소 특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본 논문은 근린생활권의 노인 일상행태를 미시적이고 종

합적인 시각을 통해 분석하여 도출한 노인의 근린보행 유형은 노

인의 보행 및 사회적 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계획의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후 구매행위 뿐 아니라 노인의 다양한 일상적 행

위가 발생하는 장소와 보행이동 경로의 개별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근린 내 노인의 공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주요어 : 노인; 보행이동; 일상생활; 구매행위; 구매장소; 근린

학  번 : 2016-2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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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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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2007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넘

어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 후, 2018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

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1)로 진입이 되었다. 도시 내에서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는 그만큼 노인을 위한 공간이 더욱 확충되어야 함을 의미하

며, 부수적으로만 여겨졌던 노인계층이 도시설계 및 계획에 있어 주 계층

으로 배려가 되어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내 융복합 연구(0668-20170194)의 지원에 의한 데이터를 

사용함. “노인의 근린생활권 내 구매행위 특성을 고려한 공간복지 및 동네가로 활성

화 파일럿 연구

1) UN(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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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1970년∼2060년)

*출처: 통계청

 노인은 고령화가 될수록 사회관계가 끊기게 되고, 근린 밖을 나가는 경

우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활반경이 줄어들게 되며, 

신체적 활동이 적어진다. 근린의 환경은 인근 주민의 신체적 활동량 및 

주민의 건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ICE Public Health 

Collaborating Centre, 2006). 근린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생산가

능계층(16세∼64세)에 비해 생활반경이 작은 노인에게 있어 근린환경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한편 노인계층의 구매시장이 확대 및 증가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체인구 구매량에 노

인의 구매비중이 커지는 이유도 있지만 근린 내에서 노인이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식료품점과 재래시장을 한 달에 1번 이

상 이용한 비율이 81%이상으로 분석되었다2)) 

 따라서 노인의 근린 내에서의 활동을 장려하여 노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립, 신체 활동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노인 친화 근린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인의 일상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오찬옥(2015), 노인의 근린생활시설 이용정도와 도보권 시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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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가 되며 노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구매활

동이 많아지지만, 근린계획에 필요한 노인의 일상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

을 문제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질문을 가진다. 

    1) 근린 내에서 노인의 일상(외부활동)은 어떠한가?

    2) 특히, 근린 내에서 노인들의 근린보행3)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은 노인들이 근린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행하

는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며, 일주일동안 노인들의 행적이 담긴 통행일

지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다. 

1.2  연구의 목적

 근린 내 노인의 옥외공간에서의 교류와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

인의 활동을 장려하는 필수적 행위와 장소의 파악이 중요하다. 근린 내 

노인이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이용 정도와 그 장소를 선택하는 이유, 일

상의 어느 단계에서 그 장소를 이용하는지 등 일상에 대한 파악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근린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들의 보행이동 행태를 기록하고 

특히, 일상에서 나타난 구매행위에 초점을 두어 노인의 기초 행위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는다. 이는 모

두 일주일 동안의 노인들의 행적이 담긴 행동일지를 기반으로 한다. 

 첫째, 근린 내에서 노인이 방문했던 장소들 중 구매장소를 중심으로 분

석하여 구매행위 및 구매장소의 속성을 파악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밝

혀진 바와 같이 근린 내에서 많은 노인이 구매활동을 하는지 밝히고, 방

3) 근린보행이란, 근린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행경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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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소 중 구매장소의 비중은 어떠한지 통계적 수치를 통해 밝힌다. 

 둘째, 구매목적에 따른 구매장소 이용빈도를 도출한다. 근린 내에서 노

인들이 각 구매목적에 따라 어떠한 구매장소를 많이 이용하는지 파악하

여 노인의 구매장소 속성을 도출시킨다. 

 셋째, 근린 내 노인의 구매행위가 일어나는 근린보행을 유형화시킨다. 

구체적으로는 통행일지의 주요응답을 한 시트에 정리하여 노인의 근린보

행패턴과 함께 구매장소 및 구매행위가 나타나는 구매보행4)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트에 작성하여 ‘통행일지표’를 만들고 각 노인에게 나타난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의 속성 및 특징, 구매행위 특징을 밝힌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근린 내 노인의 근린보행 패턴을 유형화시키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망원 1, 2동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의 노인 6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1주

에 1회, 총 2주간 2회 실시하였으며 일주일간 노인들이 일과를 마친 저

녁 7시∼9시 사이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은 주로 

통행일지와 DRM(Day Reconstruc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을 서론에서 밝히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필요성을 설정한다. 이후에, 조사 및 분석 방법을 

설정하고 조사 대상지 및 대상자에게 적용시켜 결과를 도출했다. 

4) 구매보행이란, 근린보행 중 구매행위가 발생한 특정 보행경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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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이론적 고찰은 크게 고령친화 근린시설계획분야, 노인복지 및 

정책분야, 노인소비 분야 세 가지로 나누어 각 분야에 대한 연구의 내용

과 한계점을 밝히고 드러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결과를 도출하기위한 분석의 틀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연

구 대상지와 피험자를 선정한 후, 노인들의 근린보행을 유형화시키기 위

한 자료 구축방법과 분석방법 및 과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의 

분석방법 및 한계, 조사 내용 및 절차, 데이터의 가공과정으로 나누어 기

술하였다. 

 제 4장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드러난 분석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통

행일지를 통해 구매장소의 속성, 구매장소의 이용빈도, 시설과 연계되는 

구매보행패턴으로 나누어 근린 내 구매장소를 분석하였다.

 제 5장은 연구의 결론으로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한계점과 의의, 근린 

내 노인의 근린보행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였고,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한

계점과 의의, 이를 토대로 한 근린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단위로 거시적으로 조사되었

던 것과는 달리 지역사회에서 근린단위로 노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

면서 구매행위를 하는지 즉, 장소특성과 행위특성을 알기 힘들다는 점을 

넘어서 실증적 데이터를 통한 일상생활 분석을 통해 보다 노인의 행위를 

유형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노인관련 계획 및 복지 서비스의 기

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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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2.1 선행연구고찰

2.2 근린과 노인

2.3 서울시 노인구매 관련사업 현황

2.4 연구의 차별성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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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고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요구에 대

응할 수 있는 노인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노년학, 정책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설계 및 계획학에서는 

노인을 고려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는 크게 고령친화 근린시설 계획, 노인복지 및 정책, 노인의 소비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고령 친화 근린시설 계획’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근

린 내 물리적인 환경에서 일정 건물과 시설에 대한 선호도나 이용도를 

분석하거나, 이에 따른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실태 및 평가에 



- 8 -

분류 저자 논문제목 및 내용

고령친화

근린시설

계획

오찬옥

(2015)

 노인의 근린생활시설 이용정도와 도보권 시설의 요구

 -부산지역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김용진

(2011)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의 건강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

이형숙

(2011)

 노인들의 도보권 근린시설 이용현황 및 인지된 근접성 연구

 -성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아

(2000)

 서울지역 노인들의 근린시설 이용실태와 근접정도에 대한 분

석

관한 연구였다. 하지만 이는 근린시설이라는 지점(Spot)에 한정된 논의로 

시설과 시설간의 연계, 더 나아가 노인이 일상을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것

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근린 내 노인의 일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공원, 복지관, 문화센터 등 공적인 공간에 대한 분석, 계획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노인복지 및 정책’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조사규모가 도시계획(시 

규모)의 단위로 정책 및 제도적 논의가 한정되어 있고, 실제 이러한 정책

이 적용될 노인의 일상공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효율적인 지역 맞춤

형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공간’을 연계한 융·복합적인 

연구, 분석, 계획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소비’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노인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것이 

아닌 일반인에 적용된 구매 비목을 사용함으로써 노인의 구매행위 특성

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노인의 구매행위는 대부분 10∼12개로 

특정한 소비 비목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정량적인 통계수치 위주의 분석

에 그쳐 가령 식비에 소비 비목이 많이 지출되었다는 분석결과 등은 길

거리에서 사 먹는 행위가 많은지, 집에서 요리하기 위해 사는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인지 등 노인의 일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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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및 정책

조희금

(2017)
 농촌 노인의 생활안전을 위한 정책적 조언

정경희

(2017)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서정숙

(2013)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미국 뉴욕시의 도시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뉴욕시 맨하탄의 커뮤니티구역7을 중심으로 

이영아

(2001)
 노인을 위한 도시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노인의

소비

성혜영

(2016)

 노인의 소비실태와 소득적정성: 연금생활가구와 

 비연금생활가구

이소정

(2010)
 노인의 소비실태 분석

원종욱

(2002)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소비실태 및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김자혜

(1998)
 노인과 소비

<표 2-1> 선행연구 분류에 따른 내용

 이에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지역에 기반을 둔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

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와 공간을 연계한 융·복합적인 연구, 분

석, 계획, 정책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에 기반을 둔 미시적이고 종합적

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역 맞춤형 공간복지 

서비스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 구체적인 일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고령 친화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근린 환경의 개선, 정책, 사업 등이 노인의 일상

에 기초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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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에 기초한 복지와 공간의 융합적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특히 근린 내 노인의 일상 데이터에 나타나는 구

매행위 및 구매장소의 특성을 중심으로 근린보행패턴을 유형화하여 제시

함으로써 노인을 위한 근린계획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2 근린과 노인

 근린의 환경은 인근 주민의 신체적 활동량 및 주민의 건강과 연관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ICE Public Health Collaborating Centre, 

2006). 특히, 근린의 환경은 노인의 신체적 활동량 및 건강과 크게 연관

이 있다. 노인은 은퇴로 인해 사회관계가 많이 끊기고, 신체기능이 감퇴

되며 근린 밖을 나가는 경우가 적어져 자연스럽게 생활반경이 작아지게 

되며 근린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

린계획을 함에 앞서, 노인들이 보행권 영역의 크기와 노인들이 자주 가는 

근린생활 서비스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요소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

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거가 된다.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활동적 노화를 촉진하고, 접근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

해 나가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고령화친화도시 체크리스트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큰 틀에서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서비스 지

원환경 3가지 관심분야로 구성되며 8개의 세부영역과 84개의 항목으로 

나뉜다. ‘물리적 환경’분야에서는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택의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분야에는 존경과 사회적 통합, 사

회참여, 시민참여와 고용 항목으로 구성되어있고, ‘사회서비스 지원환경’ 

분야에는 커뮤니테이션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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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영역(항목수)

물리적 환경(36)

야외공간과 건물(12)

교통(17)

주택(7)

사회·경제적 환경(25)

존경과 사회적 통합(9)

사회참여(8)

시민참여와 고용(8)

사회서비스 지원환경(23)
커뮤니케이션과 정보(11)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12)

<표 2-2> 고령친화도시 체크리스트의 범주

 이와 같은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각국에서는 고령친화도

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복지, 문화 및 여가, 건강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고령친화적인 도시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고령친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각 국, 각 지

역에서는 활동적 생활(Active Living)에 대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그 예로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 국가에서는 정부기관 및 지자체

가 주도하여 신체 활동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디자인, 즉 활동친화적인 디자인

(Active Design)5)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뉴욕시의 ‘활동친화디자인 안

내지침(Active Design Guideline, 2010)’, 호주의 ‘디자인에 의한 건강

(Healthy by Design, 2004)', 호주 캔버라시의 ’활동친화영향 평가항목(Active 

Living Impact Checklist, 2012)에서 다루고 있는 계획지침의 주요범주는 다

음과 같다.6)

5) 활동친화적 디자인은 사람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설계전략으로 형평성에 중

점을 둔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친환경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디자인

(Sustatiable Design)과 함께 계획될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6) 성종상 외(2015), 건강증진을 위한 근린생활환경모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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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뉴욕시

활동친화디자인 

안내지침

(Active Design 

Guideline)

호주 캔버라시

활동친화영향 평가항목

(Active Living Impact 

Checklist)

호주

디자인에 의한 건강

(Healthy by Design)

주요

내용

∙ 복합토지이용

∙ 이동수단 및 주차

∙ 공원, 오픈스페이스,

  레크레이션시설

∙ 어린이 놀이공간

∙ 공공 광장

∙ 식료품점 및

  신선한 식품 접근성

∙ 가로 연결성

∙ 도로 정온화

∙ 보행자도로 디자인

∙ 가로경관 프로그래밍

∙ 자전거 네트워크 및

  연결성

∙ 자전거 도로

∙ 기반시설

∙ 활동적 이동수단

∙ 미학

∙ 연결성

∙ 모든 이들을 위한

  환경

∙ 복합 밀도

∙ 복합 토지이용

∙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 안전성과 자연감시

∙ 사회적 포섭

∙ 지원 기반시설

∙ 보행 및 자전거 루트

  (연결성)

∙ 가로(안전성, 편리성)

∙ 동네 목적지

  (보행권 내 위치)

∙ 오픈스페이스

  (접근성)

∙ 대중교통(접근성)

∙ 지원시설: 벤치, 

  신호체계, 조명,

  펜스, 담장

∙ 지역 커뮤니티

  의식 양성

<표 2-3> 미국, 호주의 활동친화적 디자인 계획지침의 범주

 세계의 고령의 활동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추세로 우리나라의 서울시에

서도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외의 ‘고령친화상점’을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상황이다. 다음 절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되는 노인구매 관련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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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시 노인구매 관련 사업 현황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인 구매 관련 사업으로 ‘고령 친화 상점’이 있으

며, 이는 해외에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인 고령 친화 비즈니스를 국내

환경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현재 동작구 성

대시장 약 400m, 은평구 신응암시장 약 700m, 종로구 락희거리 약 

70m, 종로구 송해거리 약 120m 등 지역 내 주택과 상점이 공존하고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상권이 있는 3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10개 지역으로 대상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상점을 선

정하는 과정은 먼저 노인이 많이 구매하는 거리를 지정 후, 거리에 접한 

상점들의 상점주의 의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고령 친화 상점이 선정했

다. 이렇게 선정된 고령 친화 상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13개의 부가 서비

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①가정 배달 서비스(쇼핑 후 귀가 시 배달 서비스), ②전화 주문 서비스

(상점 방문 없이 전화로 주문받고 배달하는 서비스), ③쇼핑 동행 서비스

(쇼핑을 위한 이동 및 물품 선택에 도움), ④고령친화적 웹사이트 구성, 

⑤지역별 경로우대제도 가입 및 운영, ⑥화장실 무료 개방, ⑦상점 외부

에서 쉬어갈 수 있는 의자 설치(상점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 ⑧어

르신 고객 전담 직원 배치 및 직원교육(직원 수가 많은 대형 상점의 경

우), ⑨긴급 연락 서비스(이상 행동 및 특이 사항 발견 시 가족, 이웃, 관

련 기관 연락), ⑩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대처 방안 마련(구급상자 비치,  

⑪심폐 소생술 등 직원의 응급처치 교육 이수), ⑫어르신 상담 및 학대신

고 전화 안내, ⑬어르신 관련 기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홍보

물 비치 포스터 게시 등) 



상점거리

/거점기관

성대시장/

동작노인 종합 복지관

신응암시장/

응암2동 주민센터

락희거리, 송해길/

추억을 파는 극장

자치구 동작구 은평구 종로구

시범지역 성대시장 약 400m 신응암시장 약 700m
락희거리 약 70m

송해거리 약 120m

상점 및 

거점기관

위치표시

시장거리 

사진

거점기관 

사진

<표 2-4> 서울시 ‘고령친화 상점’ 시범지역 및 거점기관

(사진은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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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령친화상점이 밀집

한 거리(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신응암시장, 서울시 동작구 성대시장, 서

울시 종로구 락희거리 및 송해거리)와 거점기관(응암 2동 주민센터, 동작

노인 종합복지관, 추억을 파는 극장)을 현장방문하고 상점주와 상점거리





- 45 -

받는 경우, 현금을 지출하고 현물이 생기는 경우, 월비로 금액을 내고 수

업을 수강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93개의 방문점 중에서 집

을 제외한다면 약 1,393개의 방문점이 나왔는데 이중 499개의 방문장소

(약 1/3이상)가 구매장소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인들이 일상에서 방문하

는 장소 중 대부분이 구매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노인의 구매행위에 따른 구매장소 이용 빈

도를 나타낸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노인의 구매활동 목적을 

장보기 및 생필품구입, 근린생활서비스이용, 기호식품 및 상품 구입, 의

료 서비스, 문화여가오락, 종교 활동의 6가지 대분류로 나누고 각 목적에 

해당하는 장소를 소분류로 나누었다.

 조사결과 노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구매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지와 각 

목적에 맞는 구매행위를 할 때, 어떠한 구매장소를 방문하는지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목적에 대한 빈도를 보면 전체 지출의 42%가 일상장보기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기호식품 및 상품구입 23%, 의료서비스 

20% 순으로 나타난다.

 장보기 및 생필품 구입의 경우 대형점포 4%, 중형점포 8%, 소형점포 

13% 재래시장 75%로 재래시장(망원시장, 월드컵시장)에서 가장 많은 일

상장보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린 내의 재래시장이 노인의 

일상 장보기를 목적으로 하는 구매행태와 가장 큰 영향 관계를 가질 것

으로 볼 수 있다. 기호식품 및 상품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행태의 경

우 동네음식점은 43%, 망원시장 내 음식점 10%, 근린 외 음식점 14%, 

빵집 7%, 카페 27%, 의류 1%로 분석이 되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가

깝다, 단골이다, 지인이 추천했다는 등의 이유에서 재래시장 내의 음식점

보다는 동네음식점을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싸다, 

어색하다는 이유로 노인층이 잘 가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카페가 근린 내

에서는 비교적 많은 구매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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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빈도 전체에 따른

대분류의 비율N %

장보기 및

생필품 구입

대형점포

(홈플러스, 이마트 등)
8 4

42%

중형점포

(공판장, 복합쇼핑몰 등)
13 8

소형점포(집 앞 동네가게 등) 21 13

재래시장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124 75

계 166 100

근린생활

서비스

세탁소 1 3

6%
미용실 15 51

목욕탕 13 46

계 29 100

기호식품 및

상품 구입

동네 음식점 39 43

23%

재래시장(망원시장,

 월드컵시장) 내 음식점
8 10

근린 외 음식점 13 14

빵집 6 7

카페 25 27

의류(신발) 1 1

계 92 100

의료 서비스

대형병원 11 14

20%동네의원, 한의원 46 57

약국 23 29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노인의 구매장소에서는 백화점, 우체국, 서점, 

꽃집, 주점, 노래방,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생산계층을 대상

으로 한 기존의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가 나

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근린 내에서 노인들이 생산계

층과는 달리 한정된 구매장소에서 한정된 구매품목을 가진다는 것을 시

사한다. 그 외에 성당에서 어묵을 구매하고, 미용실에서 쌀을 구매하며, 

옷가게에서 커피를 사서 담화를 나누는 등 구매장소의 속성으로는 예측

할 수 없는 구매활동 양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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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0 100

문화여가오락

영화관 1 6

4%
체육관 13 81

교육관 2 13

계 16 100

종교활동 교회, 성당 11 100 3%

합계 394

<표 4-2> 구매목적에 따른 구매장소 이용빈도(N=67)

<그림 4-16> 통행일지 표 예시1 (순회형)

 4.2.2 통행일지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노인)들의 일상을 기록해보았다. <그림 

4-16>은 개인정보를 암호화시킨 ID 1013번인 전기여성의 하루를 그래

프화한 것이다. 

1) 순회형 

 다음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자 한다. ID기 1013인 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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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통행일지 표 분석 예시2 (피스톤형)

오전 8시 30분에 집 밖을 나서서 1시간 30분 동안 주민센터에서 단전호

흡을 했다. 수업이 끝나고 망원시장을 가서 1시간 30분 동안 쇼핑과 구

경을 하다가 과일 5,000원어치를 구매했다. 이후로 부동산에 들려 1시간 

30분 동안 동네 주민과 담화를 나누었다. 이는 총 4시간 30분 동안 3개

의 방문점을 들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나서 식사할 곳이 마땅히 없어 

집으로 가서 30분간 간단히 식사를 하고 다시 집밖을 나와 미용실에서 

1시간 30분안 동네주민과 담화를 나누었다. 그 후로 2시간동안 망원시장

에서 산책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집밖을 다시 나선지 4시간동안 

2개의 방문점을 들린 것이다. 중간에 잠시 집을 들려 식사를 한 것을 제

외한다면 총 8시간 30분 동안 5개의 방문점을 방문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노인은 근린 내에서 집을 한번 나서면 2개 이상의 장소, 4시간 이상

을 방문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집을 잠깐(30분)들리시는 경우

에도 식사비를 아끼기 위해 집에서 식사 후, 바로 외출하시는 경향을 보

였다. 한편, 미용실, 망원시장 등 구매장소를 구매행위를 하지 않고 담화

를 나누거나 산책, 구경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2) 피스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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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통행일지 표 분석 예시3 (집중형)

 <그림 4-17>는 앞서 <그림 4-16>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ID가 

1032인 후기 여성 노인의 하루를 그래프를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 노

인은 오전 5시 30분에 집 밖을 나와 1시간 30분 동안 한강 둔치에서 운

동을 하시고 집으로 들어와 2시간동안의 휴식 및 식사를 한다. 이후 동

네를 돌아다니며 도시락 나누기 봉사를 하고 귀가해 1시간 30분 동안 

휴식 및 식사를 한다. 그리고나서는 망원시장에서 1시간 30분 동안 쇼핑

하고 병원에 들러 8,300원을 지출한다. 이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 2시간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나와 친구 집에서 2시간 30분 담화를 나

누다가 귀가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집과 외부를 반복적으로 다니는 행태

를 보인다. 한번 나서면 1개의 장소만 짧게(2시간 이내) 방문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1시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경우이

다. 특히, 지출행위가 있는 장소를 들리시면 귀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집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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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8>의 ID 1051, 전기남성의 노인의 경우 또 다른 양상을 보

인다. 이 노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봉사회에서 담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간혹 빵집에서 빵과 커피를 구매

하며 담화를 나누거나 가족과 식사를 하지만 봉사회에 있는 시간에 비하

면 굉장히 적은 비율이다. 한 장소에 대한 애착이 깊고 일상에서 가는 

장소와 패턴이 단순한 편이다. 

 <그림 4-16>, <그림4-17>, <그림4-18>와 같은 분석을 통해 노인이 하

루동안 돌아다닌 경로와 집밖을 나와서 몇 시간동안 몇 개의 경로를 거

쳤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프를 통해 분석한 내용과 일반설문지

로 하여금 얻은 개인의 정보를 종합하여 근린 내 노인의 구매행위와 구

매장소를 유형화 할 수 있었으며, 각 유형에 대한 유형 속성, 유형 특징, 

구매행위특징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4.2.3. 공간 맵핑 다이어그램

 앞서 작성한 통행일지표는 실제로 망원동 내에서 노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점과 지점사이를 이동하는지, 경로의 길이는 어떠한지, 동네를 이

동한 영역의 크기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답을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4.1.4 공간적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실제 노인이 움직인 경로와 

방문점을 다이어그램화 시키고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이어그램은 망원동의 figure and ground 도면 위에 거주지(붉은색) 

, 방문장소(갈색), 방문영역(살구색), 이동경로(마젠타색), 집으로 돌아오는 

이동경로(연두색), 이동순서(마젠타색), 집으로 돌아오는 경로의 이동순서

(연두색)와 같은 요소를 표시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이동경로와 이동순

서를 다른 색으로 표시함으로써 노인이 얼마나 빈번하게 집을 들리는지, 

혹은 한번 집을 나서면 얼마나 많은 장소를 들렸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

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 맵핑은 노인이 하루동안 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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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공간 맵핑 다이어그램 예시1 (순회형) 

1,2동 외에 10분 도보권의 영역과 도보로 이동했을 경우만 추출해 도식

화 하였다. 각 유형별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9>는 한 노인의 하루 동안 망원 1,2동 내를 도보로 이동한 

지점 및 경로를 맵핑한 것이다. 집은 망원 1동 70번지 일대로 추측하였

다. 이 노인은 아침에 ①집을 나서 첫 번째 경로로 집에서 본죽(음식점

을) 으로 이동하였다. 식사 후, ②망원시장에 들러 구경을 하셨다. 구매 

항목은 없으므로 짐은 생기지 않았다. 그 후로 ③월드부동산에 가서 담화

를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망원시장에서는 구매행위가 일어나지만 구매행

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계약 및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하지만 일상 

담화를 나누는 장소의 특성과는 다른 모습을 각 장소에서 보인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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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공간 맵핑 다이어그램 예시2 (순회형) 

징이다. 그 후로 ④하나은행에서 은행업무를 보고 다시 ⑤집으로 돌아오

는 경로를 택했다. 

 이 노인은 망원 1동에 거주하며 망원 1동을 벗어나지 않는 좁은 영역을 

다니시되, 한번 집을 나서면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업무를 보고 오는 경

향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분류한 유형으로는 순회형이다.

 <그림 4-20>와 같이 하루를 생활한 노인의 경우 집은 망원 성원 2차 

아파트로 추측 할 수 있었다. 이 노인은 첫 번째 경로로 ①망원 2동 주

민센터에서 수업을 들은 후, 수업을 같이 들을 사람과 함께 ②동네 수창

골 추어탕(음식점)으로 향했다. 전에 있던 장소의 사람들과 다음 장소로 

같이 이동하는 ‘연계장소’ 및 ‘연계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그 후에는 ③

올포유(옷매장)으로 가서 동네사람들과 담화를 나누고 홀로 ④은행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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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공간 맵핑 다이어그램 예시3 (피스톤형) 

다. 은행 업무를 마친 후에는 ⑤월드컵시장에서 일상장보기를 한 후, ⑥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노인의 경우 앞서 <그림 4-19>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분류한 

순회형에 속하며, 전 장소의 사람들과 다음 장소를 정하고 이동하며 연계

되는 행위를 많이 보이는 특징이 들어났다. 또한, 아침에 집을 나와 여러 

곳의 방문점을 들리더라도 마지막 경로는 시장으로 계획을 하여 짐이 생

기면 다른 장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21>와 같이 하루를 생활한 노인의 경우 거주지로는 망원 1동 

83번지 1대로 예상할 수 있다. 거주지는 대상지인 망원 1,2동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 노인은 망원동도 많이 방문

하지만 거주지의 남쪽인 합정동에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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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하루를 설명하자면, 먼저 ①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운동수업을 들

은 후, 다른 방문점을 가지 않고 ②집으로 돌아온다. 그 후에는 ③‘성산

동 제1경로당’으로 가서 다른 노인들과 담화를 나눈다. 거주지 근처에 노

인정이 존재하고, ‘성산동 제1경로당’을 가는 길에도 노인정이 위치하지

만, 굳이 비교적 멀리 떨어져서 위치한 ‘성상동 제1경로당’을 방문하는 

이유는 망원 1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성산동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일반 

설문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경로당에서 담화를 나누고 ④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을 돌아오는 경로가 집을 나서는 경로와 다른 모습을 나타

냈다. 이는 동네가 그만큼 익숙하여 골목길을 자유자제로 지나다니는 모

습을 예측 할 수 있다. 그 후에는 친구와의 약속으로 ⑤마포구청 근처 식

당을 방문했으며, 식사 후에는 식사한 사람들과 후식을 먹기 위해 ⑥마포

구청 근처 카페를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포구청 근처 식당에

서 마포구청 근처 카페로 ‘연계장소’와 ‘연계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그 

후로는 다시 ⑦귀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노인의 경우 중간에 연계행위

가 발생하여 집을 나서서 두 군데를 방문하긴 했지만, 이 노인의 일과는 

‘피스톤형’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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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공간 맵핑 다이어그램 예시4 (피스톤형) 

 <그림 4-22> 노인의 하루 일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주지는 마

포구민센터 옆 망원대림 2차아파트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 노인은 첫 

번째 경로로 ①천주교 성산동 성당을 갔으며, 성당에서 미사가 끝난 후, 

바로 ②동네 목욕탕으로 갔다. 이처럼 망원 1,2동 노인의 경우 망원 1,2

동 내에는 적정한 규모의 번듯한 교회나 성당이 없어 거리는 좀 멀어도 

천주교 성산동 성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근린 내의 

노인은 일상장보기를 하는 매장이나 음식을 먹는 동네 음식점과는 다르

게 종교시설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비교적 먼 곳도 왕래함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에는 ③집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한 

후, ④동교초등학교로 가서 손녀와 잠시 놀다가 다시 ⑤거주지로 돌아오

는 모습을 보인다. 이동경로를 분석하면, 한번 집을 나서면 1~2 곳의 장

소만 들리고 오는 ‘피스톤형’이라고 분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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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공간 맵핑 다이어그램 예시5 (집중형)

 <그림 4-23> 노인의 일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을 뒤늦게 (오후 

1시) 나서서 ①봉사회 모임장소로 간다. 봉사회 모임장소는 주말에 불우 

이웃에게 도시락이나 김치를 전달하기위해 음식을 만드는 장소로 이용되

지만, 평소에는 봉사자들의 담소가 이루어지는 용도로 사용한다. 봉사회

에서 약 3시간동안 담화를 나누고 후배가 찾아와 바로 앞 ②빵집(파리바

게트)를 들려 1시간동안 담화를 나눈다. 그 후에는 다시 ③봉사회 모임장

소로 가서 2시간동안 담화를 나누고 ④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이는 본 논문에서 분류한 근린보행의 유형 중 집중형에 속한다. 집중

형의 노인들은 대체로 매우 작은 영역에서 단순한 패턴(단순한 행위, 적

은 방문점)으로 근린보행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장소에 집중 되

며, 그 집중된 장소에서 외부활동의 70%~90%의 시간을 소요한다. 친구

가 찾아오거나 병원을 가는 특별한 날이면 특정장소에서 잠시 나오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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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공간 맵핑 다이어그램 예시5 (집중형)

위를 보이지만, 특별한 날이 아니면 하루 종일 특정 장소에 머무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보인다. 

 <그림 4-24>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①한강에서 1시간 

30분 정도 운동 후 바로 ②노인정으로 가서 8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동안 식사 및 담화를 나누시고 ③집으로 갔다. 아침에 한강에서 운동을 

하시느라 영역은 넓은 편이지만, 행위가 단순하고 방문점이 적다. 이는 

전형적인 집중형이며, 이 노인 또한 한강을 가지 않거나 구매행위가 일어

나지 않으면 노인정에 하루 종일 있는 일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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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근린 내 구매행위와 구매장소 유형화

 통행일지를 통해 수집된 구매행위 및 구매장소의 자료 분석결과 근린 

내 노인의 근린보행패턴은 순회형, 피스톤형, 집중형, 종합형으로 4개 유

형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먼저, 순회형의 경우 한번 집을 나서면 동네의 많은 장소를 들리고 다

시 집으로 돌아오는 유형이다. 이는 생산가능인구(15세~ 64세)와 유사한 

패턴으로써 나이와 관계없이 활동적이거나 몸이 건강한 노인에게 나타난

다. 또한, 근린 밖을 나설 때 대부분 나타나는 유형으로 근린 밖을 한번 

나가면 많은 일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귀가 후 

식사를 하시도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즉, 식사를 하기 위해 집을 들

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유형에서는 규칙적인 단계에서 

구매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구매장소에서 현물이 생겼을 경우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연계구매나 연계행위가 많이 나타나

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는 피스톤 형으로 집을 나서면 한두 군데의 장소만 들렸다가 다

시 집으로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휴식을 하는 유형이다. 집을 들러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집안일을 한 후 다시 집 밖을 나선다. 근린 내

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특히, 전기 여성 노인과 

일상의 경로가 단순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구매장소에서 현물을 갖거나 서비스를 받은 후 곧장 집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계구매나 연계행위가 가끔 일어나는 구매행위특징을 가지

고 있다. 

 세 번째인 집중형은 직업이 있거나 종교 활동, 학습, 운동 등을 꾸준히 

하면서 특정 장소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유형이다. 이는 후기 남성 

노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며, 특정장소에 대한 애착이 매우 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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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특히 구매행위의 경우 시장에서 장보기를 하기보다는 외식으

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매가 일어나는 단계는 평일의 경우 특

정한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로이며, 주말에는 구매만을 목적으로 

외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연계구매나 연계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은 종합형으로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유형

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또한, 망원동의 노인들은 각 유형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유형

비중’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잠재적 

정의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한명의 노인이 대부분 

하나의 유형의 성격을 가지지만 날 별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

문에 단위를 일(a day)로 설정하고 유형을 도출시켰다. 둘째, 본 논문은 

근린 내에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연구로써 근린 밖의 장소를 

가는 경로는 제외시켰다. 근린 밖은 망원 1,2동과 그 주변 1km을 포함

한 지역 외의 장소를 의미한다. 셋째, 하루에 3곳 이하 방문점을 들린 경

우 유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에 5일 이상 가는 장소가 있을 경우 이를 집중형의 특정장소로 보고 그 

장소를 갔던 날은 집중형으로 정의하였다.

 위의 잠재적 정의를 통해 유형비중을 도출한 결과 피스톤 형으로 하루

를 보낸 노인이 134일(약 46.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순회형으로 82일(약 28.37%)을 차지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비중이 적었던 유형은 집중형으로 73일(약 25.26%)이다. 망원동 노인들

의 근린보행패턴에 따른 유형비중은 위와 같지만, 다른 지역 노인들의 근

린보행 패턴에 따른 유형비중을 도출해, 비교함으로서 각 동네에서 노인

들의 근린보행패턴 특성을 쉽게 비교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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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순회형 피스톤형 집중형 종합형

공간

맵핑

예시

<그림4-19>

<그림4-20>

<그림4-21>

<그림4-22>

<그림4-23>

<그림4-24>

근린

보행

패턴

Diag

ram

유형

속성

 -집을 나서면 동네

  의 많은 장소를

  들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유형이다.

 -집을 나서면 

  한, 두 군데의 

  장소만 들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

  와서 조금이라도

  휴식하는 유형이다. 

 -집을 나서면 한, 

  두 군데의 

  장소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지내는

  유형이다. 

 *장소: 일하는 곳

  (노인정, 교육장,

  운전기사 등), 

  종교시설, 체육관,

  문화센터 등

 앞의 3가지 유형이 

상황에 따라 종합적

으로 나타나는 유형

이다. 

유형

특징

 -나이와 관계없이

  활동적이거나

  몸이 건강한

  노인에게 나타난다.

 -근린 밖을 나설 때

  대부분 나타나는

  유형이다.

 -귀가 후, 식사를

  하시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식사를 

  하기 위해 집을

  들리시는 

  경우가 많다)

 -전기 여성 노인에

  게 가장 많이 

  나타나며, 일상의

  경로가 단순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

  에게 나타난다.

 -근린 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후기 남성 노인에

  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이 깊다.

 -일상의 루트가

  단순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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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행위

특징

 -불규칙한 단계에서

  구매행위가 발생

  한다.

 -연계구매나

  연계행위가 많이

  일어난다. 

 -구매장소에서 현물

  이 생기면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현물을 들고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

 -구매장소에서 

  현물을 갖거나 

  서비스를 받은 후,

  집으로 간다.

 -연계구매나 연계행

  위가 가끔 일어난

  다. 

 -시장에서 일상장보

  기를 하기 보다는 

  외식으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계구매나 연계행

  위가 거의 일어나

  지 않는다. 

 -평일에는 집에 돌

  아오는 길에 구매

  장소를 방문하며, 

  주말에는 구매만을 

  목적으로 외출하는 

  경우가 많다. 

유형

비중
82일 (약 28.37%) 134일 (약 46.37%) 73일 (약 25.26%)

<표 4-3> 근린 내 구매행위와 구매장소 유형화 (시설과 연계되는 근린보행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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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구매장소 특성 다이어그램1

4.2.5 구매장소의 특성

 통행일지표를 통하여 근린 내 노인이 이용하는 구매장소에는 어떠한 특

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구매장소의 특성을 

도출 시킬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근린 내 구매장소는 일반적인 구매장소의 특성과는 다른 행

위가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구매장소에서 구

매행위 외의 다른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계약

을 하거나 미용실에서 머리시술을 받지 않고 단순히 일상생활에 대한 담

화를 나누거나, 망원시장에서 구매행위를 하지 않고 산책 및 구경을 하는 

행위이다. 다음으로는 구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구매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이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묵을 구매하거나 미용실에서 쌀을 구매하는 

행위이다. <그림 4-23>의 경우를 보면, 세 번째 방문점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부동산에 있었는데,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민들과 모여 담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섯 번째 방문점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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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구매장소 특성 다이어그램2

간동안 미용실에 있었는데, 이 곳에서도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를 하는 등

이 아닌 미용실 주인과 담화만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

섯 번째 방문점으로 망원시장에서 2시간동안 구매를 하지 않고 산책하고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근린 내 구매장소는 ‘연계행위’와 ‘연계장소’를 유발시킨다. 

구매행위는 현물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지만, 이와 더불어 구매장

소에서 만나는 사람과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등 다음 행위와 장소를 매

개시켜주는 즉, ‘연계행위’와 ‘연계장소’를 유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24>를 예시로 보자면, 첫 번째 방문장소로써 

오전 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주민센터에서 노래교실을 수강한 후, 구성

원들과 두 번째 장소인 식당으로 가는 연계행위가 일어난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구성원과 망원시장 내의 옷가게로 가서 옷가게 주인과 

함께 담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근린 내에서 구매장소는 노인

에게 있어 ‘연계 행위’와 ‘연계 장소’를 유발하며 근린 내에서 다양한 행

위와 다양한 방문점을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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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구매장소 특성 다이어그램3

 마지막으로, 근린 내 구매장소는 공공성을 가지는 장소보다 자연스러운 

교류와 보행을 일으킨다고 분석되었다. 앞서 선행연구 분석에서 한계점으

로 현재의 연구는 공공성을 가지는 장소인 오픈스페이스나 노인정, 주민

센터와 같은 시설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근린 

내에서 노인의 일상을 들여다본 결과 공공성을 가진 장소를 가지 않는 

노인들이 많으며, 공공성을 가진 시설에서는 정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나

지만, 구매장소에서는 자연스러운 교류와 보행을 일으키면서 비교적 동적

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5>를 예시로 살펴보

면, 차례로 증권사, 백반 집, 집, 망원시장을 방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

왔다. 이 중에서 구매 장소를 제외시키면 증권사를 잠시 들렸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단순한 패턴이 되고 그만큼 집(실내)에서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로의 중간에 ‘구매장소’라는 방문점이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근린을 보행하게 되고 ‘구매행위’가 일어나 단순

히 구매를 하는 것을 벗어나 상인과 그리고 우연히 만난 이웃과 자연스

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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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통행일지와 일반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된 노인의 일상데이

터를 중심으로 근린 내 노인의 구매행위와 구매장소를 분석하고, 도출된 

특성을 통해 노인의 근린보행패턴을 유형화하여 제시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린 내의 구매행위를 분석한 결과 67명 중 2명을 제외한 대부분 

노인이 근린 내에서 일주일간 구매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78세 이후 노인에게서는 급격히 구매빈도가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신체적인 문제로 인

해 일상생활 활동의 범위가 작아지고 구매행위와 같은 신체적 활동 역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구매목적에 따른 구매장소 이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간의 구

매장소 약 42%가 장보기 및 생필품 구입을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

타났다. 또, 장보기 및 생필품 구입의 75%는 재래시장(망원시장, 월드컵

시장)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노인의 구매장소 선택에서 차지하는 근린 내 

재래시장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밖에 노인들이 생산계층

과는 달리 한정된 구매장소에서 한정된 구매품목을 가진다는 점, 구매장

소가 가진 일반적 속성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구매활동 양상이 나타나는 

점 등이 분석되었다. 

 셋째, 근린 내 노인의 일상에서 발생한 구매행위 및 구매장소를 분석한 

결과, 근린보행패턴은 순회형, 피스톤형, 집중형, 종합형의 4개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순회형은 전체 유형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크며(28.37%)며 

집을 나서면 동네의 많은 장소를 들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생산가능계층(16세~64세)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나이와 관

계없이 활동적이거나 몸이 건강한 노인에게서 나타난다. 또한, 구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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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는 귀가 후 식사를 하시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고, 구매행위가 

불규칙한 단계에서 행해졌으며, 연계구매나 연계행위나 많이 일어나는 유

형이다. 피스톤형은 집을 나서면 한, 두 군데의 장소만 들렸다가 다시 집

으로 돌아와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는 유형으로 전체 유형에서 가장 많

은 비중(46.37%)을 차지하였다. 전기 노인 혹은 일상의 경로가 단순하거

나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나타난다. 구매장소에서 현물을 갖거나 서비스

를 받은 후 곧장 집으로 가고, 연게구매나 연게행위가 가끔 일어나는 구

매행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집중형은 집을 나서면 한, 두 군데의 장소에

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보내는 유형이다. 후기 남성 노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며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이 깊고, 일상 움짐임의 영역이 좁고 단

순한편이다. 구매행위 특징으로는 시장에서 일상장보기를 하기보다는 외

식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장소를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매행위가 일어난 경우가 많았고, 연계구매나 연계행위가 거의 잃

어나지 않았다. 

 넷째, 근린 내 노인의 구매장소는 다음과 같은 3가지특성을 가졌다. 먼

저, 일반적인 구매장소의 특성과는 다른 행위가 나타났다. 미용실에서 머

리시술을 받지 않고 담화를 나누러 가는 등 구매장소에서 구매행위 외의 

다른 행위가 일어나거나, 교회에서 어묵을 구매하는 등 구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구매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구매장소에서 만나는 사

람과 다음 장소를 이동하는 등 다음 행위와 장소를 매개시켜주는 것을 

‘연계행위’ 및 ‘연계장소’라고 정의 내렸으며, 근린 내에서 노인의 행위를 

분석하면 구매장소는 ‘연계행위’와 ‘연계장소’를 유발시킴을 알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근린 내 구매장소는 공공성을 가지는 장소보다 자연스러

운 교류와 보행을 일으킨다고 분석되었다. 공공성을 가진 장소에서는 정

적인 행태를 보이지만 구매장소에서는 이웃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며 

자연스럽게 교류와 보행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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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망원동이라는 단일지역에서 한정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근린 내 노인

의 일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중심으로 노인의 구매행위와 구매장소

의 특성을 도출, 유형화된 근린보행패턴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인을 위한 

근린계획의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가 근린 내 노인들

을 위한 구매장소를 배치하거나 구매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등 근린을 

통한 공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매 뿐 아니라 노인의 다양한 일상적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와 경로의 

개별특성을 밝히며 이를 공간적으로 분석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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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ategorization 

of Purchase Walking Pattern 

through Purchase Space and 

Behavior of the Elderly 

in the Neighborhoods.

-An Empirical Study 

of Mangwon-Dong in Seoul -

Chung, Taeho

Graduate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ough spatial welfare for the elderly is planned and 

studies for the elderly are emerging due to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urban elderly population, more practical 

research tha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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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 and the elderly's places and spaces is still lacking.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improve the neighborhood 

walking and social exchanges of senior citizens by identifying 

the purchase behavior and place of purchase through walk in 

the neighborhood with empirical data. 

  As a method of study, the survey questionnaire based on 

questionnaires of senior citizens condu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daily passage record' was used 

mainly. and GPS data of mobile phones was used. incidentally. 

  The study participants were conducted on 63 people aged 65 

or older, and the sites for study were selected as Mangwon 1 

and 2 Dong in Seoul. Mangwon-dong is one of the many 

elderly villages in Seoul. and I would have expected lots of 

purchase behavior of elderly. because It has a flat land, a 

low-rise high-density residential urban form and Mangwon and 

world cup traditional market located in the center of villag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urchase behavior and 

purchase place in the walking data of the elderly in the 

neighborhood and categorized the neighborhood walking in the 

neighborhood of the elderly based on each characteristic. The 

process is as follows. 

  First of all, After organizing the data sheets of the 'daily 

passage record', the places of purchase used by the elderly in 

the neighborhood could be categorized and the frequency of  

place of purchase was derive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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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derive the 'daily passage 

record sheets' that can see the passage time and the place of 

visit at a glance, and to develop the purchase behavior and 

the type of purchase place in the neighborhood. and Based on 

GPS data, a spatial analysis can be made by drawing a spatial 

mapping diagram and can derive characteristics of a place for 

senior citizens in a neighborhood.

  In this paper, the type of elderly people walking in the 

neighborhood, derived from a micro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is the basic data of elderly people's walking and 

social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everyday activities of the elderly 

as well as the activities of purchasing, so that follow-up 

guidelines can be presented to the elderly in the 

neighborhood.

Keywords : Elderly people; Walking; Daily life; 

            Purchase behavior; Purchase space; neighborh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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