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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다른  

국가가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된 과정을 압축적으로 겪고 있다. 

이에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더. 

욱이 기존의 도시공간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교통계획 공간계획, ,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급속한 고령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요

구된다 한편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 , 

인적인 차원에서는 길어진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이들의 삶의 질 ,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및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국가 및 각 . 

지자체에서는 고령자가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 ’ . 

러한 사회의 변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WHO

는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하여 고령자가 노년기에도 활동성을 유

지하며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Active aging) (Aging in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고령자를 위한 공place) . , ‘

간복지 가 무엇보다 주요해진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고령자를 위한 공간복지는 고령자가 노년기 삶 대부분을 보내는  

근린생활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린생활권의 고령친화 정도에 . 

따라 고령자의 건강 및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근린생활, 

시설의 양적 질적 수준에 따라 고령자가 노화로 겪을 수 있는 여, 

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린생활시. 

설은 일상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로 정의되는 생활

와 그 이상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SOC

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년. 2019

에 발표된 생활 개년 계획안은 근린생활권 속 공간복지SOC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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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 . , 

나아가 삶의 질은 근린생활권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령친화적인 근린생활권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자가 살던 지역에서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 

낼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도시설계 및 

계획의 특징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 

년 경기연구원에서 주관한 제 차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2016 ‘ 1 ’

용하였으며 응답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분석의 단계에서는 고령자의 근린생활권 범위에서 근린. 1

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분석의 , 2

단계에서는 공간보간기법의 을 통하여 대상지 내 근린생활Kriging

환경만족도의 공간적 분포를 예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린생활. 

권보다 넓은 범위에서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적 특성을 사례지역 관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 

요인은 생활 접근성 주택 유형 보행 만족도 거주지역이 꼽혔SOC , , , 

다 즉 생활 및 주요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와 혼합되어 계획되. , SOC 

고 근린생활권 내 보행환경이 고령친화적으로 조성될 때 고령자, 

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의 단계에서 선정한 사례지역은 총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 2 3

었고 이는 도시지역 내 근린생활환경만족도 편차가 큰 경우 대도, , 

시지역 내 구도심과 신도심 농촌지역 내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 

높은 경우이다 도시지역 내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는 제. 1

종일반주거지역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 생활 및 주요 근린생활, SOC 

시설공급의 취약지역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활 사업의 대상. , SOC 

지로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형태의 다양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주거형태의 다양성이 . 



- iii -

확보되면 근린생활시설 입지의 불균형이 해소되어 근린생활환경, 

만족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 , 

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는 일반 상업지역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

는 경향이 있다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마을회관이 담당하고 있. 

었으며 도시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규모가 작고 프로그램의 다양, 

성이 충분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이에 농촌지역의 생활 사업. SOC 

의 대상지를 복지시설을 포함한 복합화를 일반상업지역 내로 선정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통 환경의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 

보장한다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생활 사업을 운영, SOC 

할 수 있고 더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 

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차 자료를 주된 분석자료로 활용. , 2

함으로써 시설 및 환경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

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고령자가 희망하는 생활. SOC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 커뮤니티 등의 질적인 환경에 대한 고찰, 

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고령자를 위한 공간복지 정책 및 생활

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되기를 바란다SOC . 

주요어 생활 접근성 근린생활권 공간복지 근린생활환경만족도: SOC, , , , , 

고령친화도시

학  번 : 2019-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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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연구의 배경1.1.1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 

면 세의 생산가능인구가 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15~64 2017 , 

세 이상 고령 인구의 구성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년에 세 이상 65 . 2000 65

고령 인구의 구성비가 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년에는 7% , 2017

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년에는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14% , 2025 20%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영 외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 ( , 2019). 

추세는 고령화에 진입한 다른 선진국들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1)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한편으론 노년기가 늘어난 만큼 생애 단계에 있어 노년기가 갖는 개인적, ·

사회적 의미가 증대하고 있어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고령 친화성을 제

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정경희 지역사회 고령친화성( , 2010). (Age-Friendliness of 

Communities)2) 정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신혜리 외( , 2018). 

이러한 배경에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GNAFCC :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3)에 일부 도시가 가입하여 고

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서 논의하. , 

1)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는 년이 걸렸으며 미국은 년 독일은 년 일본 115 , 74 , 40 , 
은 년이 걸렸다24 .

2)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성은 노인 중심적인 노인 친화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elder friendly) .  

3) 는 고령 문제를 비롯하여 활력있는 노후생활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GNAFCC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세계보건기구 가 년부터 추진한 범세계적 프(WHO) 2006
로젝트이다 년 월 기준 국내 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다. 2020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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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고령자의 삶의 질 에 관한 이슈들이 건강 도시 고령친화도시의 주된 ‘ ’ , 

목표로 등장하며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는 복. 

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고령자 복지는 일부 빈곤한 노인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이고 획일화된 복지서비스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년기 등이 삶의 질 향상

과 관련된 사회복지 욕구로 분출되면서 고령자 복지의 주된 내용은 모든 고령

자의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추구로의 복‘ ’ . 

지패러다임 변화는 많은 선진국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으로 GNAFCC

는 노년기에도 활동성을 유지 하며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Active aging)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고령자 복지(Aging in Place) . 

정책의 내용으로 환언하면 고령자를 위한 공간복지가 주요해진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고령자를 위한 공간복지는 고령자의 활동 대부분 근린에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경우 산책이나 일상용품 구매 활동 등의 기초. 

적 일상생활의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 여가 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 ·

동들이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대부분 근린에서 이뤄진다 고령자에게 근린생. 

활권은 노년기 삶을 대부분 보내는 공간적 범위로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고

령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적 삶을 장려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사회 교류, 

의 장이자 활동적 삶을 지원해주는 공간으로서 사회적 고립감으로부터 탈피시

켜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시설로 정의되는 생활 개년 ( SOC 3

계획안 생활 와 그 이상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로 구분할 수 있) SOC

다 따라서 생활 정책은 근린생활권 속 공간복지 라 할 수 있다 고령자. SOC ‘ ’ . 

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 나아가 고령자 삶의 질은 생활 를 포함한 주요 근, SOC

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환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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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1.1.2 

고령자의 건강과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자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이 전제되

어야 한다 고령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취. , 

미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교류 등 · , 

다양한 활동을 보다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거주지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고령친화도시의 대 정책 영역 중 사회적 환경에 관련된 내용 이8

외에 외부환경 교통환경 주거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을 고령자의 ‘ ’, ‘ ’, ‘ ’ 

주된 활동공간인 근린생활권으로 규정하고 고령자의 건강과 활동적 삶에 영, 

향을 미치는 생활 시설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선행SOC . 

연구 고찰을 통하여 생활 시설이 고령자의 건강과 활동에 어떠한 역할과 SOC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시설로의 접근성이 시설의 이용 외부활동 장려에 , ,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주된 통행수단으로 이용되는 도보 이동

을 통하여 고령자의 거주지로부터 생활 및 주요 근린생활시설까지의 접근SOC 

성이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령자의 인구 사회학

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친화도시를 대비하여 고령자. , 

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은 근린생활권은 어떠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반대로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낮은 근린생활권은 어떠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고령자의 관점에서 도시환경을 이해함으로써 기존의 젊. , 

은 세대를 위주로 조성된 도시에 고령자들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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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분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근린생활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물리 환경적 특성뿐 아, ·

니라 고령자의 개인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생활. , SOC 

개년 계획안의 국가적 최저기준안을 근린생활시설의 현황 분석의 기준으로 3

삼은 결과를 바탕으로 근린생활환경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 

근거로 생활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필요성을 담보하고자 한다SOC . 

둘째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근린생활권보다 , 

넓은 범위인 거주환경 및 거주지역의 단위에서 분석함으로써 고령자를 위한 ,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 1 연구의 개념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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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2 . 

연구의 범위1.2.1 

본 연구에서 정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내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주시, , , , , 

이천시 여주시이다 이 중 성남시는 인구 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은 대도시지, . 

역에 속하며 그 외 도시는 중소도시이자 도농복합시로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 

은 지역에 해당한다 이외희 따라서 대상지는 대도시지역 도시지역 및 ( , 2009). , 

농촌지역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비교적 사회복지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예

상할 수 있고 이에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그림 와 같다. [ 1-2] . 

본 연구는 경기연구원에서 주관한 제 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를 연구‘ 1 ’

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시간적 범위는 설문조사의 시점인 년이다2016 .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그림 [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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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성1.2.2 

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2

현대사회의 노인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고령자의 관점에서 도시환경을 이해하, 

고자 노화 및 고령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의 고령친화도시 지침을 통해 . WHO

고령친화도시의 지향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근린생활권에 주목. 

하여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에 관한 연구로 선행연구 역시 근린생활권

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고령자의 근린생활권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성이 . , 

고령자의 근린생활시설 이용 빈도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고령자, 

에게 근린생활시설 이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장에서는 연구 과정과 방법을 기술하였다 분석의 틀 및 분석의 단계별 수3 . 

행 목적을 기술하였다 또한 분석 자료로 활용한 설문조사 데이터에 관한 내. , 

용을 기술하고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구축한 종속변수 선행연구 및 지, WHO 

침을 참고하여 선정한 주요 변수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의 순. , 

차에 따른 주요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우선으로 주된 변수의 기술통계를 간략4 . 

히 기술하였으며 절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로 근린생활권 내에, 1 , 

서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기술하였다 절은 . 2

근린생활권보다 넓은 범위에서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지역 및 거주 환경의 특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장에서는 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를 위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5 4

고려해야 하는 요소 및 환경의 특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생활 취. , SOC 

약지역의 성격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생활 정책을 시행할 때 특히 고려SOC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농촌 지역 및 도심 지역, 

의 성격에 따라 생활 의 주된 공급은 어떤 환경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좋을SOC

지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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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선행연구 고찰2

절 고령자와 근린생활권의 관계1 . 

급속한 고령화에 의해 예상되는 현대사회의 노인문제2.1.1.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문제는 개

인의 차원 사회 경제적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노화는 신체기능, · . 

이 퇴화하는 현상으로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고령, , . 

자 개인의 측면에서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은퇴로 인한 사회적 교류의 축, , 

소 인간관계 상실 및 외로움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평균수명은 , . , 

연장되고 있으나 고용 구조상 퇴직 정년이 짧아짐에 따라 퇴직 후 개인의 노

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우울증4)을 유발하는 원인

이 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급증하는 고령인구는 사회복지 수요증가 및 비용증가의 문

제를 초래할 수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은 더욱 다양하고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가족화의 보편화 개인주의의 . , , 

확산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족체제에 의한 노인부양을 기대

하기는 힘들어졌고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우선시하는 고령자들이 많아짐, 

에 따라 기존의 시설수용 방식 양로원 등 을 지양하고 있다( ) .  

경제적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일으키며 잠재적인 

노동 공급의 상실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 , 

령화가 진행될수록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부양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 재정 여건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비용 지출 증가를 일으킨다 김미(

숙 외, 2003). 

4) 노인 우울증은 많은 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 이는 우울증이 젊은 층이 호소하 , 
는 심리적 문제와는 달리 신체적 아픔 피로감 집중력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 인지하, , · 
기 어렵고 다른 연령층보다 우울증에 취약하여 실제 자살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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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령사회는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속 가·

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의 다방면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더욱이 기존의 도시환경은 어린아이 혹은 생산가능인구를 중심으로 . 

조성되었기 때문에 고령친화적인 도시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령자2.1.2. 

노화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은 노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 을 의미한다 에서 정한 노. ‘ ’ . UN , 

인은 세 이상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고령자 인구 통계에서는 노인을 전기고65

령자 세 세 와 후기고령자 세 이상 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65 ~74 ) (75 ) . 

법시행령에서는 정의하는 고령자는 세 이상이며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55 , 

생활 보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은 세 이상으로 고령자 혹은 노인의 65

범위는 법규에 따라 다르다. 

고령자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은퇴와 같은 신상의 변화나 노화에 따

른 신체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 교류영역이 축소되는데 이는 곧 고, 

령자의 물리적 활동공간이 줄어드는 대신 고령자들에게 있어 사회적 활동공간

으로서 근린생활권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서유석 고령자( , 2003). 

들은 이와 같은 교류영역 축소에도 자신들의 활동 범위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앞마당 공원 공공시설 등에서 활동을 이어간다 정, , (

연주 외 이는 근린생활권 내에서 충분한 사회적 교류 및 사회적 활동2, 2020). 

공간이 제공된다면 앞서 살펴본 노인 우울증 사회적 박탈감 및 고립감 등의 , 

노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욱 요구될 도시 내 , 

공공공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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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근린생활권2.1.3. 

고령자와 관련된 연구는 그동안 실내환경에 초점을 두어왔는데 최근에는  

물리적 근린환경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가 지역환. 

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의 맥락효과, , 

가 알려지면서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생활(context effect) (Solar & Irwin, 2010) 

을 위해 옥외에서의 활동을 유도하고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근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희연 외 고령( 2, 2015). 

자의 물리적 근린환경 조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근린생활권 범위(critical 

보행환경 근린생활시설 이용빈도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용 거리 등distance), , , 

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은 고령자의 근린생활권 한계 거리에 관한다 근린생활권 한계 거리는 . 

생활반경 최대거리를 의미한다 즉 고령자는 신체적 한계 등으로 일정 범위 . , 

이상으로는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이 고령자의 근린생활권 , 

한계 거리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은 근린생활시설을 물리적 거리와 기능적 거리 이용빈도 간의 Lawton(1979) ,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근린생활권의 범위를 설명한다 식료품점 은행같은 일. , 

상적인 시설의 경우 블록 이내에 문화시설 혹은 도서관 같은 비일상적인 1~3 , 

이용시설은 마일 이내로 제시한다 는 약국 공중목욕탕 미장원1 . Cantor(1979) , , , 

슈퍼마켓 노인회관의 경우 평균적으로 이내를 제시하고 동사무소 소방, 450m , , 

서 경찰서 병원은 평균적으로 이내를 제시한다 는 노인들, , 1km . Carstens(1993)

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접근성이 용이한가를 기준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식

료품 가게 약국 대중교통 정류장 옷가게 은행 식당 등은 정도, , , , , 450m~900m 

의 도보권 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안태선( , 2017). 

즉 고령자의 근린생활권 한계 거리는 시설 방문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자주 ,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용빈도가 높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평균, 

적으로 이내에 위치해야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4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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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근린생활시설2.1.4. SOC 

근린생활시설은 크게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활SOC5)와 그 외의 

활동을 제공하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 는 기본적 생활 편. SOC

익시설인 동시에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 구현 및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

경 조성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 는 고령자를 SOC

위한 근린생활권 속 공간 복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김향집( , 2020). 

고령자의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고령 친화적인 근린생활

권 계획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고령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 

근린생활시설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설로의 거리와 이용 정도의 관계를 비롯

한 근린환경 특성 분석에 관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찬옥 은 노인들이 도보권 내에 위치하기를 바라는  (2015)

시설은 의원 병원 노인시설 전철역 버스정류장 재래시장 공원녹지 산책로/ , , , , , , , 

식료품점 편의점 등의 순서라고 밝혔다 이형숙 은 노인들에게 근린생활/ . (2011)

시설까지의 근접성을 높임으로써 외출의 목적 및 동기 등을 지원하고 안전하

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걷기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 

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민아 는 병원을 제. , (2000)

외한 근린생활시설의 근접 정도와 이용 정도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밝혔으며, 

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용 정도와 거리에 대한 Chapman&Beaudet-Walters(1978)

만족도 그리고 편리한 정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

즉 고령 친화적인 근린생활권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용 , 

거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의 실제적인 이용에 근린생활시설로의 거, 

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 의 경우 근린생활권 한계 거리를 적SOC

극적으로 고려하여 근린생활권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5) 생활 는 종전의 공간 개발 중심의 대규모 과는 다른 개념으로 정부 SOC · SOC(Social Overhead Capital)
는 년 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 밀착형 2018 8 , , ‘
생활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생활 개년 계획안SOC’ ( SOC 3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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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의 개념과 중요성2.1.5. 

고령자의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이동 수단에는 도보 대중교통 자동차 등이 , , 

있다 이 중 도보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 , 

편의시설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도보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최병숙( ·

박정아 따라서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시설이 그들의 거주지로, 2017). 

부터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 내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접근성은 어떤 . ,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기회로 정의된다 이현주( , 

즉 고령자들에게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용 욕1998). , 

구가 있는 고령자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커짐을 의미하며 이는 , 

활동적 노화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 증대로 이어져 고령자 근린생활환경만족, , 

도를 비롯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유에서 고령자들에게 도보 이동을 통한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성

이 중요시되고 있다 생활 개년 계획안은 접근성을 생활 설치 기준으. SOC 3 SOC 

로 도입하였고 의 고령친화도시의 지침도 시설로의 접근성을 지향하는 WHO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 고령 친화도 평가 연구에서도 . , 

노인 친화도의 개 평가 지표 영역에 물리적 근린환경과 관련된 영역으로 기10

초생활 안전 도시환경 교통서비스 및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김선자 김경혜, , , ( · , 

이와 관련하여 김소희 는 노년기에 요구되는 근린환경에 관한 연2008). (2009)

구를 진행하였는데 그는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교통 의료시설 여가시설 , · ·

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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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고령친화도시의 개념과 지향점2 . 

고령친화도시 정의 및 지향점2.2.1. 

는 고령친화도시를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WHO(2007) “ , 

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에서 활력 있고 , 

건강한 고령기를 위하여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

시 로 정의한다 궁극적으로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함” . 

께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한다. 

는 고령친화도시 구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WHO

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WHO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는 활기찬 노년 과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GNAFCC (Active aging) (Aging in 

등을 주요한 가치로 삼는다place) .

고령친화도시 지침2.2.2. 

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안하는 지침은 다음과 같다 표 WHO [ 2-1].

고령친화도시 대 영역8 기본방향
외부환경 및 시설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제고· ·

야외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
교통수단 편의성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편의환경 구축
주거환경 안정성 주거시설의 구조 디자인 위치 비용 및 공공 설계· · ·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
여가 및 사회활동 고령자의 가족 사회 문화 여가 활동 접근성· · ·

행정 정보 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
존중 및 사회통합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매체 활용

지역사회 내 고령자 역할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
인적 자원의 활용 고령자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 및 취업기회 확대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의사소통 및 정보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정보 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의료 및 지역 돌봄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충분성 적절성 접근성 강화· ·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

표 [ 2-1 고령친화도시 대 영역별 기본방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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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2.2.3. 

고령자는 은퇴 혹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여건의 변화로 주된 생활반경이 축

소됨에 따라 근린생활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고령자가 일상에서 보행을 .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도보 분 분 반경 이내이며 고령자들은 10 ~ 15

활동 범위 축소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앞마당 공원, , 

공공공간 등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정연주 외 이러한 활동은 ( 2, 2020). 

노인 우울증 사회적 고립감을 탈피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고령자의 건강 및 행, 

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고령자의 근린생활시설 이용 및 외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도보 접근가능권 내에서 시설 이용의 기회를 얻

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고령친화성 정도를 높이고자 하는 

근린생활환경 내 공간복지의 실천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에서 제시하는 . WHO

고령친화도시 지침에서도 고령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시설로의 접근성 의료, 

시설 접근성 도시기반시설의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등 물리적 환경으로의 , , 

접근성을 강조한다 또한 생활 개년 계획안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고령자. , SO3

가 근린생활환경 내 생활 접근성이 국가 최소기준에 도달하도록 계획하여 SOC 

근린생활시설 이용 기회에 있어 평등한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고령자 공간복지의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 2-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고령자 공간복지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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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 

본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한 근린

생활환경만족도를 기준으로 근린생활권 특성 거주환경 특성 지역환경 특성의 , , 

관점에서 대상지를 분석한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더욱 종합적. 

인 관점에서 고령자의 근린생활권을 이해하고자 한 측면에 해당한다.

또한 고령자의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근린생활시설로, 

의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지적 근접성을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이용빈도 

혹은 시설 이용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 이용이 고령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혹은 근린환경 중 보행환경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응한 고령자의 집 주소를 기반으. , 

로 생활 및 주요 근린생활시설까지의 접근성을 산출하고 고령자의 근린생SOC 

활환경만족도와 공간분석을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대도시지역 도시지역의 비율이 더 높, , 

은 도농복합시 농촌지역의 비율이 더 높은 도농복합시의 다양한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각 , 

다른 내용을 시사한다 기존의 생활 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수가 접근성 . SOC

분석을 통한 공간적 형평성에 관하여 시사하는 한편 본 연구는 종합적인 관, 

점에서 근린생활환경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생활 정책의 방향성을 거주환, SOC 

경 거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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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분석방법론3

절 분석의 틀 1 . 

분석의 틀3.1.1. 

본 연구는 고령자의 관점에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이해하고 근린생활환경 

을 비롯한 도시환경을 고찰하여 고령친화적인 근린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고

려해야 할 계획요소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 고령친. WHO

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시하는 지침과 근린생활권 속 공간복지를 위한 생활

개년 계획안의 지침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SOC 3 .

고령친화도시의 대 정책 영역 중 외부환경 교통환경 주거환8 ‘ ’, ‘ ’, ‘

경 등의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고령자가 거주지로부터 도보를 통해 이용 가’ 

능한 범위를 근린생활권으로 규정하였고 활동의 목적에 따라 근린생활환경을 ,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고령자의 근린생활권은 활동의 목적에 따라 크게 5 .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일상용품 구매환경 생활문화환경 근린환경 의5 . , , , 

료환경 복지환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 

로 하여 가지 모델을 구축하였다 고령자가 일상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5 . 

생활 로 지정된 시설을 포함하여 주요 근린생활시설을 선정하였으며 이 또SOC , 

한 활동의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근린생활환경 관련 시설
일상용품 

구매환경
전통시장 마트 대규모 점포 식료품 가게 시니어 매장 등, , , , 

생활문화환경 평생교육시설 작은도서관 마을회관 문화원 등, , , 
근린환경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생활체육시설, , , 

의료환경 의원급 의료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 , ), 
복지환경 경로당 노인교실 복지관 및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시설, , 

표 [ 3-2 근린생활권의 특성에 따른 생활 시설 분류]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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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4 분석의 틀 ] 

근린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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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와 설문조사 데이터3.1.2. 

본 연구의 주된 관찰대상은 근린생활권이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응답

자들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를 바탕으로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에 관하

여 연구한다 근린생활환경만족도는 년 경기연구원에서 주관한 제 차 . 2016 1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 ’ .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현황 파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마련을 위한 설문으로 응답자 중 세 이상의 고령자는 명이다 이 중 대65 4,260 . 

상지 내의 응답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구리시는 명 하남시는 명 광. 112 , 145 , 

주시는 명 성남시는 명 이천시는 명 여주시는 명 남양주시는 147 , 231 , 200 , 135 , 

명이다 따라서 총 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응답자의 144 . 1,142 , 

집 주소를 기반으로 응답자별 근린생활환경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오코

딩하였다.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그림 [ 3-5 지오코딩을 통한 설문조사 자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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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선정3.1.3. 

본 연구는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자료와 

근린생활환경을 비롯한 도시환경의 공간정보를 결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근린생활환경 관련 만족도 변수는 일상용품 구매환경 모델 의료환경 모델 생, , 

활문화환경 모델 근린환경 모델 복지환경 모델의 종속변수로 설문조사를 활, , 

용하여 구축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문 항목은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의 편의. “

시설에 만족하십니까 이며 세부 항목으로 일상용품 구매장소 의료기관 공?” , , , 

공기관 생활문화 기반시설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이 있다 각 항목은 리커트 , , , . 

점 척도로 측정되어 설문 응답자는 지역의 편의시설에 매우 불만족한 경우 4

매우 만족하는 상태는 로 응답한다‘1’, ‘4’ .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와 의 고령친화도시 지침에서 제시하는 서술적 내WHO

용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크게 개인 및 가구특성과 물리 환경적 특성으, ·

로 구분된다 개인 및 가구특성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연령 주관적 건강 만족. , , 

가구 월 평균 소득 배우자 여부를 선정하였으며 물리 환경적 특성을 대표하, ·

는 변수로는 시설로의 접근성 주택 유형 보행안전 만족도 보행 만족도 토지, , , , 

이용복합도 거주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선정한 까닭은 접근성은 시설의 , .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주택 유형의 경우 보안 및 편의시설, 

이 잘 갖추어진 아파트와 이와 상반된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곳의 근린생활권

의 특성은 다를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경우 보행 환경이 외부. 

활동을 장려하는 요소이자 도보 이동이 가장 보편적인 통행 수단이므로 보행 

관련 변수를 채택하였다 또한 다양한 토지이용 혼합유형과 보행량의 관계는 . ,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상업 용도와의 토지이용 혼합은 보행을 증가시키는 , 

효과가 크며 집에서 가까운 곳의 용도가 혼합되어 (Cervero and Duncan, 2003) 

있으면 사람들의 보행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Cerin et al., 2007) 

토지이용복합도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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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의 개인 및 가구특성 변수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으

며 물리 환경적 특성 변수는 경기데이터드림 및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

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자료의 추출 및 통계적 분석에는 프. Stata 

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공간 분석에는 를 활용하였다, Arcgis Pro 10.5 . 

분석 자료의 출처 및 시점은 다음과 같다. 

변수명 데이터 설명 시점 출처

제 차 경기도민 삶1

의 질 조사

만 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9

가족 가계 일자리 교통환경 일반환경/ / / / /

사회통합 웰빙 등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016

경기

연구원

의료시설 접근성 경기도 내 의원 현황

경기

데이터

드림

복지시설 접근성

경기도 경로당 현황
경기도 노인교실 현황

경기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현황( )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작은도서관 평생교육기관, , 

문화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등, 

도시공원 접근성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 체육시설 현황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등, 2020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2018

로컬푸드직매장 등 2016
버스정거장 접근성 경기도 내 버스정류소 현황 2018

공공

데이터

포털

지하철역 접근성 수도권 호선별 지하철역 현황 2019

토지이용복합도 엔트로피지수를 활용하여 구축 2020

표 [ 3-3 분석 자료의 출처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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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분석방법론2 . 

분석 과정3.2.1.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도시계획 및 설

계적 요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크게 두 단계의 분석 과정을 거쳤다.

단계는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추출을 목적으로 1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의 근린생활권을 분석단위로 하여 근린생활권의 물. 

리 환경적 특성과 개인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

진행하였다.

단계는 근린생활권보다 넓은 범위에서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2

향을 주는 요인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 

도를 토대로 공간 보간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지 내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분포

를 예측하였다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거주환경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였고 거주지역 단위에서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단계별 세부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 3-6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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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론3.2.2. 

분석의 단계는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1

관하며 부터 까지는 분석 단계의 과정 및 방법론에 관한 기술이다 는 , 1) 4) 1 . 5)

분석 단계의 방법론에 관한다2 . 

분석 단위영역 설정1) 

분석의 단계에서 설정한 단위영역은 고령자의 근린생활권이며 본 연구에서1

는 거주지로부터 도보 분 이내의 반경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고령자들의 쾌10 . 

적 보행 거리 혹은 한계 거리로 많은 학자들이 도보 분 이내를 제시하고 있10

기 때문이다(Gruen, 1965; Blachere, 1968; E.Leblanc et al.,1969; Lawton, 1975; 

최병숙 박정아 분석 단계의 분석단위는 다Cantor, 1979; Kim, 2012; · , 2017). 1

음과 같다. 

Unit of analysis Index

응답자의 

거주지

응답자별 

근린생활권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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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리 산출2) 

생활 및 주요 근린생활시설까지의 네트워크 거리를 산출하여 접근성 분SOC 

석에 활용하였다 네트워크 거리 분석 중 최단경로검색은 도로망을 기반으로 .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가능한 여러 이동 경로들을 검색해주고 순위를 매겨 

최단경로를 찾아주는 장점이 있다. 

근린생활권 내에는 비슷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더라도 그 개수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지의 다양성이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거리 측정은 이를 고려하는 데 적합하다.

응답자의 집 주소와 각 시설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거리를 측정

하는 과정은 이와 같다.

Network Distance Index

응답자의 

거주지

생활SOC

시설위치

Network

Distance

표 1 



- 23 -

를 활용한 접근성 분석3) Gravity-based measurements

다음은 네트워크 거리를 이용하여 접근성을 분석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접. 

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집으로부터 가까운 거리 내에서 일상에 필요한 활동

을 수행할 수 있고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시설이 다양하여 목적지의 ,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목적지를 . , 

방문할 확률이 줄어든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는 시설의 접근성. Lee(2013)

을 분석하기 위하여 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Gravity based measurements . –

도 출발지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도착지를 고려하되 멀리 있는 도착지일수록 , 

접근성에 낮은 영향력을 가하도록 지수함수를 적용한 Gravity based –

을 활용하였다 접근성 분석에 활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measurements . . 

Accessibility to neighborhood facility :   
 



exp   

그림 [ 4-7 접근성 분석 예시 ] 

이를 통해 접근성이 우수할수록 접근 거리가 짧고 근린생활권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으므로 근린생활시설까지의 접근성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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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요인분석 4) 

분석의 단계에서 구축한 모델은 일상활동의 목적에 따라 근린생활환경 특1

성을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으로 각각의 모델은 제 차 경기도민 삶의 5 , ‘ 1

질 조사 의 설문 중 근린환경만족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종속변수로 가진’

다 구축된 종속변수는 점 리커트 척도로 각 측정값의 간격이 동일한 범주형 . 4

변수에 속한다. 변수 간의 관련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

중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많이 사용하는데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범, 

주형 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한재원 이수기( · ,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종속변수의 의사 선택 수에 따라 이항 로지스틱2019). 

과 순서형 로지스틱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점 리커트 척도로 4

수집된 의사 선택 결과이므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공간보간기법의 5) Kriging을 통한 공간적 분포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단계는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2

역적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지역에 사는 모든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많은 경우에 공간보간을 수행한다 즉 공간보간기법. . , 

이란 공간상 모든 지점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획득하지 (Spatial Interpolation) , 

못할 때 특정 지점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관측 지점의 값을 예측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획득한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값을 공간

보간 기법의 하나인 크리깅 방법을 활용하여 미응답자의 근린생활환경(Kriging)

만족도를 예측하였다 또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역 간의 상호연관성이 감소. , 

하므로 크리깅의 여러 함수 중 지수함수를 적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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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고령자 근린생활환경만족도 실증분석4

절 고령자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 . 

기술통계 4.1.1.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에 응답한 대‘ ’

상지 내 고령자는 총 명으로 개인 및 가구특성에 관한 변수를 포함하여 1,142

근린생활환경만족도 변수의 관측값은 개이다1,142 . 

근린생활환경의 특성별 만족도는 리커트 점 척도로 구축되어 최소값은 점4 1

이며 최대값은 점이다 개 모델의 만족도를 모두 합한 값을 근린생활환경만, 4 . 5

족도로 산정하였고 따라서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최소값은 점 최대값은 5 , 20

점이다 응답자들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 평균은 점에 해당하며 이를 지. 14.19 , 

역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성남시의 경우 점 구리시의 경우 점 남양14.70 , 16.12 , 

주시의 경우 점 하남시의 경우 점 이천시의 경우 점 광주시14.35 , 13.14 , 14.18 , 

의 경우 점 여주시의 경우 점에 해당한다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가13.71 , 13.24 . 

장 높은 지역은 구리시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에 해당한다, .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물리 환경적 특성에 관한 ·

변수와 개인 및 가구특성에 관한 변수로 구분된다 물리 환경적 특성에 관한 . ·

변수에는 시설로의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토지이용복합도 보행안전 만족, , , 

도 보행 만족도 거주지역이 해당하며 개인 및 가구특성에 관한 변수로는 성, , , 

별 배우자 여부 가구 월 평균 소득 주관적 건강 만족 연령 주택 유형이 해, , , , , 

당한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세이며 이 중 는 단독주택 는 다. 73 , 44.2% , 13.5%

세대 다가구 주택 는 아파트에 거주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 , 42% . 

응답자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근린생활환경만족도 실증분석에 활용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기술통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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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efinition Obs. %
Dependent Variable
일상용품 구매환경 만족도 일상용품 구매환경 만족도

매우 불만(1) 6 0.54
불만(2) 147 13.20
만족(3) 720 64.63
매우 만족(4) 241 21.63

의료환경 만족도 의료환경 만족도 -
매우 불만(1) 31 2.78
불만(2) 215 19.30
만족(3) 717 64.36
매우 만족(4) 151 13.55

생활문화환경 만족도 생활문화환경 만족도 -
매우 불만(1) 51 4.58
불만(2) 402 36.09
만족(3) 556 49.91
매우 만족(4) 105 9.43

근린환경 만족도 근린환경 만족도 -
매우 불만(1) 14 1.26
불만(2) 306 27.47
만족(3) 677 60.77
매우 만족(4) 117 10.50

복지환경 만족도 복지환경 만족도 -
매우 불만(1) 31 2.78
불만(2) 284 25.49
만족(3) 689 61.85
매우 만족(4) 110 9.87

근린생활환경 만족도 근린생활환경 만족도 Mean (S.D.) Min. Max.
14.19 2.44 5 20

표 [ 4-4 조작적 정의 및 기술통계] ( N =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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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efinition Mean (S.D.) Min. Max.
Neighborhood Variables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생활편의시설까지의 접근성 0.05 (0.1) 0 0.64
의료시설 접근성 의료시설까지의 접근성 0.46 (1.14) 0 7.5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생활문화시설까지의 접근성 0.03 (0.07) 0 0.41
도시공원 접근성 도시공원까지의 접근성 0.05 (0.12) 0 0.54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생활체육시설까지의 접근성 0.01 (0.03) 0 0.19
복지시설 접근성 복지시설까지의 접근성 0.07 (0.15) 0 1.53
생활 접근성 SOC 생활 접근성SOC 0.67 (1.39) 0 9.03
버스정거장 접근성 버스정거장 접근성 36.56 (45.66) 0 192
지하철역 접근성 지하철역 접근성 0.31 (1.29) 0 11
토지이용복합도 엔트로피지수를 활용한 토지이용복합도 0.27 (0.18) 0 0.68

Obs. %
보행 안전 만족도 Pedestrian walking safety at crosswalk

매우 불만족(1), base category 23 2.06
불만족(2) 331 29.71
만족(3) 664 59.61
매우 만족(4) 96 8.62

보행 만족도 Pedestrian walking satisfaction
매우 불만족(1), base category 12 1.08
불만족(2) 199 17.86
만족(3) 745 66.88
매우 만족(4) 158 14.18

거주지역
1 성남시, base category 231 20.74
2 구리시 112 10.05
3 남양주시 144 12.93
4 하남시 145 13.02
5 이천시 200 17.95
6 광주시 147 13.20
7 여주시 135 12.12

Mean (S.D.) Min. Max,
개인 및 가구특성
남성 남성 (0 : no; 1 : yes) 0.81 - 0 1
배우자 여부 싱글 사별 이혼 별거 , , , (0),

결혼 (1), base category
0.70 - 0 1

가구 월 평균 소득 가구 월 평균 소득의 로그값 5.45 (0.65) 3.40 7.31
주관적 건강 만족 주관적 건강 만족 (0 : dissatisfied; 1 : satisfied) 0.63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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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 %
연령

60 세 이상 세 이하65 69 , base category 343 30.79
70 세 이상 세 이하 70 79 591 53.05
80 세 이상 세 이하80 89 173 15.53
90 세 이상90 7 0.63

주택 유형
1 단독주택 492 44.17
2 다세대 다가구 주택/ 150 13.46
3 아파트 오피스텔 , 472 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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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4.1.2. 

일상용품 구매환경 모델1) 

일상용품 구매환경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석 결과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가구 월 평균 소득 주택 =349.40 p<.001). , , , 

유형 보행 만족도 토지복합이용도 거주지역이 일상용품 구매환경만족도에 유, , , 

의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용품 구매환경 모델은 개의 모델 중에. 5

서 시설로의 접근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이는 일상용품 구매. 

환경에 속하는 시설이 시장 마트 등으로 일상활동 내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일상용품 구매환경만족도. 

를 향상할 수 있는 근린생활환경 특성을 정리하면 표 와 같으며 각 변수[ 4-5] , 

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과 같다[ 4-6] . 

Variable Interpretation

물
리
·

환
경
적  
특
성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거주지로부터 일상용품 구매시설까지의 도보거리가 짧고 

도보 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시설의 개수가 많을수록 10

일상용품 구매환경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주택 유형 주택 유형가 단독주택인 경우보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

혹은 아파트일 때 일상용품 구매환경만족도는 높아지는 , 

경향이 있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보행 만족도
근린생활권 내에서 보행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상용품 구매환경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토지이용
복합도

토지이용복합도가 높을수록 일상용품 구매환경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거주지역 거주지역에 따라 일상용품 구매환경 만족도가 다를 것으

로 예상되며,

성남시의 일상용품 구매환경만족도가 구리시 남양주시, , 

하남시 광주시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개인 
및 

가구
특성

가구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일상용품 구매환경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 4-5 일상용품 구매환경 모델의 결정요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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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ef. S.E. P-value Odds ratio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3.64*** (0.85) 0.00 38.08

버스정류장 접근성 0.00* (0.00) 0.03 1.00

지하철역 접근성 0.08 (0.06) 0.16 1.08

남성 0.04 (0.24) 0.86 1.04

배우자 여부 -0.13 (0.21) 0.54 0.88

가구 월 평균 소득 0.27* (0.12) 0.02 1.31

연령(base category : 60）
70 0.21 (0.16) 0.19 1.23

80 0.43 (0.23) 0.06 1.54

90 -1.13 (0.79) 0.15 0.32

주관적 건강 만족 0.24 (0.15) 0.10 1.28

주택 유형
다세대 다가구  / 0.82*** (0.22) 0.00 2.28

아파트 0.72*** (0.16) 0.00 2.06

보행안전 만족 
매우 불만족 (base categoty : )

불만족 0.58 (0.46) 0.21 1.78

만족 0.87 (0.46) 0.06 2.41

매우 만족 0.94 (0.51) 0.06 2.57

보행 만족도 
매우 불만족 (base categoty : )

불만족 2.17*** (0.68) 0.00 8.75

만족 3.17*** (0.67) 0.00 23.94

매우 만족 4.35*** (0.69) 0.00 77.81

거주지역 
성남시 (base categoty : )

구리시 -1.29*** (0.27) 0.00 0.27

남양주시 -0.78*** (0.26) 0.00 0.46

하남시 -1.18*** (0.26) 0.00 0.31

이천시 -0.21 (0.24) 0.39 0.81

광주시 -0.66* (0.27) 0.01 0.52

여주시 -0.49 (0.29) 0.09 0.61

토지이용복합도 1.11* (0.46) 0.02 3.05

/cut1 -0.28 1.08 - -0.28

/cut2 3.50 1.07 - 3.50

/cut3 7.52 1.09 - 7.52

N 1,114

 349.40***

Pseudo R2 0.17

표 [ 4-6 일상용품 구매환경 만족도 ] (*p<.05, **p<.01, ***p<.001)



- 31 -

의료환경 모델 2) 

의료환경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37.32 

분석 결과 의료시설 접근성 지하철역 접근성 성별 배우자 여부 월 p<.001). , , , , , 

평균 가구 소득 연령 주관적 건강 만족 거주지역이 의료환경만족도에 유의한 , , ,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환경 모델의 경우 다른 모델들과 달리 개인 . 

및 가구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시설 방문의 목적. 

이 질병 치료 등으로 근린생활권의 객관적인 특성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영

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 

의료환경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근린생활환경 특성을 정리하면 표 과 [ 4-7]

같으며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과 같다, [ 4-8] . 

Variable Interpretation

물
리
·
환
경
적  
특
성

의료시설 접근성

거주지로부터 의료시설까지의 도보거리가 짧고 도보 

분 이내에 이용가능한 시설의 개수가 많을수록 의10

료환경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하철역 접근성
거주지로부터 지하철역까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의료환경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거주지역
거주지역에 따라 의료환경만족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성남시의 의료환경만족도가 구리시 하남, , 

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 , , 

었다. 

구리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개
인 
및 
가
구
특
성

남성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의료환경만족도가 높은 경향

이 있다.

배우자 여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료환경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가구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환경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연령
대가 세 이상 세 이하의 고령자보다 의료환경70 65 69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주관적 건강 만족
건강하다고 느끼는 고령자가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

는 고령자보다 의료환경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표 [ 4-7 의료환경 모델의 결정요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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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ef. S.E. P-value Odds-ratio

의료시설 접근성 0.11* (0.06) 0.04 1.12

지하철역 접근성 0.14* (0.06) 0.02 1.15

의료시설 접근성 및 
지하철역 접근성의 상호작용항

-0.44 (0.03) 0.17 0.96

남성 -0.47* (0.22) 0.03 0.63

배우자 여부 0.51* (0.19) 0.01 1.66

월 평균 가구소득 0.43*** (0.11) 0.00 1.53

연령 (base category : 60）
 70 0.36* (0.15) 0.01 1.44

 80 0.32 (0.22) 0.14 1.37

 90 -1.36 (0.71) 0.05 0.26

주관적 건강 만족 0.42*** (0.14) 0.00 1.52

거주지역  
성남시 (base categoty : )

구리시 -0.57* (0.25) 0.02 0.57

남양주시 -0.25 (0.23) 0.27 0.78

하남시 -1.53*** (0.24) 0.00 0.22

이천시 -0.59* (0.22) 0.01 0.56

광주시 -0.62* (0.23) 0.01 0.54

여주시 -0.81* (0.24) 0.01 0.44

/cut1 -1.51 0.69 - -1.51

/cut2 0.97 0.67 - 0.97

/cut3 4.38 0.69 - 4.38

N 1,114

 137.32***

Pseudo R2 0.06

표 [ 4-8 의료환경 만족도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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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환경3) 모델 

생활문화환경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문화시설 접근성 지하철역 접근성 성별 배우자 =213.17, p<.001). , , , , 

여부 가구 월 평균 소득 주택 유형 보행안전 만족도 보행 만족도 토지이용, , , , , 

복합도 및 거주지역이 생활문화환경만족도에 유의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생활문화환경 모델의 경우 일상용품 구매환경 모델 근린환경 모델 복지. , , 

환경 모델과 달리 지하철역 접근성이 유의한 변수에 해당한다 이는 생활문화. 

환경에 속하는 시설의 입지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영화관 혹은 대형 . 

쇼핑몰 내의 문화시설의 입지는 도심 내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

가 큰 도서관과 박물관의 경우 시설의 분포가 한정적이라 대다수의 지역주민

은 차량 혹은 대중교통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

로 고령자의 생활문화환경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근린생활환경 특성을 정리

하면 표 와 같으며 각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 4-9] , [

과 같다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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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nterpretation

물
리
·
환
경
적  
특
성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거주지로부터 생활문화시설까지의 도보거리가 짧고 도보 

분 이내에 이용가능한 시설의 개수가 많을수록 생활문10

화환경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하철역 
접근성

거주지로부터 지하철역까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생활문

화환경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주택 유형 주택 유형이 단독주택인 경우보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

혹은 아파트일 경우 생활문화환경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

이 있다.

다세대 다가구 /

아파트

보행안전 만족 근린생활권 내에서의 보행안전 만족도가 만족일 때 생활, 

문화환경만족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만족
매우만족
보행만족도

근린생활권 내에서의 보행만족도가 향상할때 생활문화환, 

경만족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거주지역 생활문화환경만족도는 지역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리시 이천시 여주시의 생활문화환경만족도가 성남시보, , 

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구리시
이천시
여주시

토지이용복합도
토지이용복합도가 높을수록 생활문화환경만족도가 높아지

는 경향이 있다.

개
인 
및 
가
구
특
성

남성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생활문화환경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배우자 여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

문화환경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가구 월 
평균 소득

가구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문화환경만족도가 높

은 경향이 있다.

표 [ 4-9 생활문화환경 모델의 결정요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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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ef. S.E. P-value Odds-ratio

문화시설 접근성 2.73*** (0.91) 0.00 15.40

버스정류장 접근성 0.00*** (0.00) 0.00 1.00

지하철역 접근성 0.16*** (0.50) 0.00 1.17

남성 -0.64*** (0.22) 0.00 0.53

배우자 여부 0.49* (0.19) 0.01 1.64

가구 월 평균 소득 0.28* (0.11) 0.01 1.33

연령(base category : 60）
 70 0.12 (0.14) 0.39 1.13

 80 -0.16 (0.21) 0.44 0.85

 90 -1.10 (0.79) 0.16 0.33

주관적 건강 만족 0.23 (0.13) 0.08 1.26

주택 유형
다세대 다가구 / 0.48* (0.19) 0.01 1.62

아파트 0.55*** (0.14) 0.00 1.74

보행안전 만족 
매우 불만족 (base categoty : )

불만족 0.25 (0.45) 0.58 1.28

만족 0.94* (0.45) 0.04 2.57

매우 만족 1.78*** (0.49) 0.00 5.91

보행만족도 
매우 불만족 (base categoty : )

불만족 1.43* (0.68) 0.04 4..18

만족 1.66* (0.67) 0.01 5.23

매우 만족 1.68* (0.69) 0.01 5.38

거주지역  
성남시 (base categoty : )

구리시 0.74*** (0.24) 0.00 2.10

남양주시 0.25 (0.23) 0.27 1.29

하남시 -0.19 (0.23) 0.41 0.82

이천시 0.97*** (0.23) 0.00 2.64

광주시 0.27 (0.23) 0.24 1.31

여주시 1.49*** (0.26) 0.00 4.44

토지이용복합도 1.73*** (0.42) 0.00 5.65

/cut1 1.74 1.02 - 1.74

/cut2 4.75 1.03 - 4.75

/cut3 7.72 1.04 - 7.72

N 1,114

 213.17***

Pseudo R2 0.09

표 [ 4-10 생활문화환경만족도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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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환경 모델4) 

근린환경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47.27, 

분석 결과 도시공원 접근성 주택 유형 보행 만족도 토지이용복합도 p<.001). , , , , 

및 거주지역이 근린환경만족도에 유의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환. 

경만족도를 다른 변수들은 제외하고 주택 유형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아파트에 , 

거주하는 고령자의 근린환경만족도가 단독주택 혹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거/

주하는 고령자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 . 

단지 내 조경 혹은 놀이터 소공원 등의 공원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공, 

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의 근린환경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근린생활환경 특성을 정리하면 표 [ 4-11]

과 같으며 각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와 같다, [ 4-12] . 

Variable Interpretation

물
리
·
환
경
적  
특
성

도시공원 
접근성

거주지로부터 도시공원까지의 접근 거리가 짧고 갈 수 있

는 공원이 많을수록 근린환경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주택 유형 주택 유형이 단독주택인 경우보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

혹은 아파트일 경우 근린환경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보행만족도 근린생활권 내에서의 보행만족도가 만족일 때 근린환경, 

만족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만족

매우 만족

거주지역 근린환경만족도는 지역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남, 

시 이천시 여주시의 근린환경 만족도가 성남시보다 더 , ,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토지이용복합도
토지이용복합도가 높을수록 근린환경만족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표 [ 4-11 근린환경 모델의 결정요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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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ef. S.E. P-value Odds-ratio

도시공원 접근성 1.78*** (0.67) 0.00 5.93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0.52 (2.39) 0.83 1.69

버스정류장 접근성 0.00* (0.00) 0.03 1.00

지하철역 접근성 0.05 (0.06) 0.32 1.06

남성 0.05 (0.22) 0.84 1.05

배우자 여부 0.37 (0.19) 0.06 1.45

가구 월 평균 소득 0.14 (0.11) 0.21 1.15

연령 (base category : 60）
 70 -0.29 (0.15) 0.85 0.97

 80 0.25 (0.22) 0.25 1.28

 90 -0.34 (0.75) 0.65 0.71

주관적 건강 만족 0.12 (0.14) 0.41 1.12

주택 유형
다세대 다가구 / 0.90*** (0.20) 0.00 2.46

아파트 0.48*** (0.15) 0.00 1.62

보행안전 만족 
매우 불만족 (base categoty : )

불만족 -0.43 (0.44) 0.33 0.65

만족 -0.20 (0.44) 0.65 0.82

매우 만족 0.48 (0.49) 0.33 1.61

보행만족도 
매우 불만족 (base categoty : )

불만족 1.30 (0.65) 0.05 3.66

만족 1.96*** (0.65) 0.00 7.09

매우 만족 2.52*** (0.67) 0.00 12.39

거주지역  
성남시 (base categoty : )

구리시 0.42 (0.26) 0.11 1.52

남양주시 0.13 (0.24) 0.59 1.14

하남시 0.83*** (0.26) 0.00 2.30

이천시 0.91*** (0.23) 0.00 2.48

광주시 0.11 (0.25) 0.66 1.12

여주시 1.18*** (0.27) 0.00 3.25

토지이용복합도 1.77*** (0.43) 0.00 5.85

/cut1 -0.43 1.04 - -0.43

/cut2 3.20 1.01 - 3.20

/cut3 6.58 1.03 - 6.58

N 1,114

 147.27

Pseudo R2 0.07

표 [ 12 근린환경 만족도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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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 모델5) 

복지환경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15.82, 

분석 결과 복지시설까지의 접근성 배우자 유무 주택 유형 보행 안p<.001). , , , , 

전도 보행만족도가 복지환경 만족도에 유의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복지환경만족도

가 높은 이유를 복지시설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아파트 단지 내 혹은 , 

부근에 경로당 혹은 노인복지회관 등의 복지시설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통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 

령자의 근린환경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복지환경 특성을 정리하면 표 [ 4-13]

과 같으며 각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와 같다, [ 4-14] . 

 

Variable Interpretation

물
리
·

환
경
적  
특
성

복지시설
접근성

거주지로부터 복지시설까지의 접근 거리가 짧고 시설의 

개수가 많을수록 복지환경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

다.

주택 유형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아파트에 거주할 때 복지

환경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아파트

보행안전 만족
근린생활권 내에서 보행안전 만족도가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 고령자가 매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고령자보다 

복지환경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매우만족

보행만족도
근린생활권 내에서 보행만족도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복지환경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개
인 
및 
가
구
특
성

배우자 여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고령자가 그렇지 않은 고령자보

다 복지환경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표 [ 4-13 복지환경 모델의 결정요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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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ef. S.E. P-value Odds-ratio

복지시설 접근성 0.83* (0.41) 0.046 2.28

지하철역 접근성 0.00 (0.05) 0.989 1.00

남성 0.05 (0.22) 0.818 1.05

배우자 여부 0.39* (0.19) 0.043 1.47

가구 월 평균 소득 0.14 (0.11) 0.199 1.15

연령 (base category : 60）
70 -0.12 (0.15) 0.422 0.89

80 0.03 (0.21) 0.896 1.03

90 -0.83 (0.76) 0.273 0.44

주관적 건강 만족 0.05 (0.14) 0.711 1.05

주택 유형
다세대 다가구 / 0.37 (0.19) 0.055 1.45

아파트 0.47** (0.14) 0.001 1.60

보행안전 만족 
매우 불만족 (base categoty : )

불만족 -0.15 (0.49) 0.757 0.86

만족 0.33 (0.49) 0.499 1.39

매우 만족 1.30* (0.53) 0.014 3.69

보행만족도 
매우 불만족 (base categoty : )

불만족 1.60** (0.60) 0.008 4.96

만족 1.80** (0.59) 0.002 6.08

매우 만족 2.33*** (0.61) 0.000 10.37

토지이용복합도 0.40 (0.36) 0.265 1.49

/cut1 -0.22 0.96 - -0.22

/cut2 2.54 0.96 - 2.54

/cut3 5.93 0.97 - 5.93

N 1,114

 115.82***

Pseudo R2 0.05

표 [ 4-14 복지환경 만족도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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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4.1.4. 

본 연구의 분석 단계는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1

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활동의 목적에 따라 근린생활환경의 특성을 일상용품 . 

구매환경 의료환경 생활문화환경 근린환경 복지환경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 , , , ,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근린생활환경만족의

결정요인

일상용품 

구매환경 

의료

환경 

생활문화

환경

근린

환경

복지

환경
종합

물
리
·

환
경
적  
특
성

생활 접근성soc ● ● ● ● ● 5

버스 접근성 0

지하철 접근성 ● ● 2

주택 유형 ● ● ● ● 4

보행안전 만족도 ● ● 2

보행만족도 ● ● ● ● 4

거주지역 ● ● ● ● 4

토지이용복합도 ● ● ● 3

개
인 
및
가
구
특
성

성별 ● ● ● 3

연령 ● 1

배우자 유무 ● ● 2

소득 ● ● ● 3

건강상태 인식 ● 1

표 [ 4-15 모델별 결정요인]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 환경적 특성으론 주택 ·

유형 보행 만족도 거주지역이 개의 모델 중 개의 모델에서 유의하였다 단, , 5 4 . 

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다세대 다가구 혹은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 /

고령자보다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보행 만족도는 매우 만. 

족인 경우가 매우 불만족인 경우보다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

다 또한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근린생활환경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 , 

인하였고 비교적 성남시 이천시 여주시 구리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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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토지이용복합도의 경우 개의 모델 . 5

중 개의 모델에서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확인되3

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는 생활 및 주, SOC 

요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와 혼합되어 계획되고 근린생활권 내 보행 환경이 고, 

령친화적으로 조성될 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은 고령자의 보행. 

량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임하나 외 고령자의 외부활동 장려 및 ( , 2016) 

고령자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의 이용 기회도 증가, 

시키므로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는 의료시설 생활문화시설의 접근성보다 , , 

일상용품 구매시설 도시공원 복지시설의 접근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 , 

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이용의 목적 이용빈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 , . 

라서 시설 방문의 목적 및 빈도를 고려하여 고령자의 근린생활권 속 공간복지, 

를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근린환경 및 복지환경의 취약지역으로 예상되는 단

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의 주거지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생활 관련 사업을 집, / SOC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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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일상용품 구매환경 만족도 의료환경 만족도 생활문화환경 만족도

Coef. (S.E) Coef. (S.E) Coef. (S.E)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3.64*** (0.85) - - - -
의료시설 접근성 - - 0.11* (0.06) - -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 - - - 2.73*** (0.91)
도시공원 접근성 - - - - - -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 - - - - -
복지시설 접근성 - - - - - -
생활 접근성SOC - - - - - -
버스정거장 접근성 0.00* (0.00) - - 0.00*** (0.00)
지하철역 접근성 0.08 (0.06) 0.14* (0.06) 0.16*** (0.05)
의료시설 접근성 및 지하철역 접근성의 상호작용항 - - -0.44 (0.03) - -
남성 0.04 (0.24) -0.47* (0.22) -0.64*** (0.22)
배우자 여부 -0.13 (0.21) 0.51* (0.19) 0.49* (0.19)
가구 월 평균 소득 0.27* (0.12) 0.43*** (0.11) 0.28* (0.11)
연령 (base catergory : 65 - 69)

70 0.21 (0.16) 0.36* (0.15) 0.12 (0.14)
80 0.43 (0.23) 0.32 (0.22) -0.16 (0.21)
90 -1.13 (0.79) -1.36 (0.71) -1.10 (0.79)

주관적 건강 만족 0.24 (0.15) 0.42*** (0.14) 0.23 (0.13)
주택 유형 단독주택(base category : )

다세대 다가구 주택/ 0.82*** (0.22) - - 0.48* (0.19)
아파트 오피스텔, 0.72*** (0.16) - - 0.55*** (0.14)

보행안전 만족 매우 불만족(base category : )
불만족 0.58 (0.46) - - 0.25 (0.45)
만족 0.87 (0.46) - - 0.94* (0.45)
매우 만족 0.94 (0.51) - - 1.78*** (0.49)

보행만족도 매우 불만족(base category : )
불만족 2.17** (0.68) - - 1.43* (0.68)
만족 3.17*** (0.67) - - 1.66* (0.67)
매우 만족 4.36*** (0.69) - - 1.68* (0.69)

거주지역 성남시(base category : )
구리시 -1.29*** (0.27) -0.57* (0.25) 0.74*** (0.24)
남양주시 -0.78*** (0.26) -0.25 (0.23) 0.25 (0.23)
하남시 -1.18*** (0.26) -1.53*** (0.24) -0.19 (0.23)
이천시 -0.21 (0.24) -0.59* (0.22) 0.97*** (0.23)
광주시 -0.66* (0.27) -0.62* (0.23) 0.27 (0.23)
여주시 -0.49 (0.29) -0.81* (0.24) 1.49*** (0.26)

토지이용복합도 1.11* (0.46) - - 1.73*** (0.42)
N 1,114 1,114 1,114
Chi(2) 349.40*** 137.32*** 213.17***
Pseudo R2 0.17 0.06 0.09

표 [ 4-16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종합] 



- 43 -

Variable 근린환경 만족도 복지환경 만족도 근린생활환경 만족도
Coef. (S.E) Coef. (S.E) Coef. (S.E)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 - - - - -
의료시설 접근성 - - - - - -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 - - - - -
도시공원 접근성 1.78*** (0.67) - - - -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0.52 (2.39) - - - -
복지시설 접근성 - - 0.83* (0.41) - -
생활 접근성SOC - - - - 0.14* (0.03)
버스정거장 접근성 0.00* (0.00) - - 0.00 (0.26)
지하철역 접근성 0.05 (0.06) 0.00 (0.05) 0.103 (0.07)
남성 0.05 (0.22) 0.05 (0.22) 0.03 (0.89)
배우자 여부 0.37 (0.19) 0.39* (0.19) 0.20 (0.30)
가구 월 평균 소득 0.14 (0.11) 0.14 (0.11) 0.20 (0.08)
연령 (base catergory : 65 - 69)

70 -0.29 (0.15) -0.12 (0.15) 0.20 (0.18)
80 0.25 (0.22) 0.03 (0.21) 0.03 (0.90)
90 -0.34 (0.75) -0.83 (0.76) -1.51 (0.06)

주관적 건강 만족 0.12 (0.14) 0.05 (0.14) 0.31* (0.03)
주택 유형 단독주택(base category : )

다세대 다가구 주택/ 0.90*** (0.20) 0.37 (0.20) 0.53* (0.01)
아파트 오피스텔, 0.48*** (0.15) 0.47* (0.14) 0.25 (0.09)

보행안전 만족 매우 불만족(base category : )
불만족 -0.43 (0.44) -0.15 (0.49) 1.16* (0.01)
만족 -0.20 (0.44) 0.33 (0.49) 1.61*** (0.00)
매우 만족 0.48 (0.49) 1.30* (0.53) 2.09*** (0.00)

보행만족도 매우 불만족(base category : )
불만족 1.30 (0.65) 1.60* (0.60) 1.62* (0.01)
만족 1.96*** (0.65) 1.80* (0.59) 2.14** (0.00)
매우 만족 2.52*** (0.67) 2.33*** (0.61) 2.78*** (0.00)

거주지역 성남시(base category : )
구리시 0.42 (0.26) - - 2.05*** (0.00)
남양주시 0.13 (0.24) - - 0.27 (0.27)
하남시 0.83*** (0.26) - - -0.38 (0.12)
이천시 0.91*** (0.23) - - 0.60* (0.01)
광주시 0.11 (0.25) - - -0.08 (0.77)
여주시 1.18*** (0.27) - - 0.13 (0.65)

토지이용복합도 1.77*** (0.43) 0.40 (0.36) 3.01*** (0.00)
N 1,114 1,114 1,114
Chi(2) 147.27*** 137.32*** R-squared 0.29
Pseudo R2 0.07 0.06 Root MSE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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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 고찰2 . 

분석의 단계를 통해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생1

활환경 단위의 물리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였다 분석의 단계에서는 보다 거· . 2

시적인 관점인 거주환경과 지역 단위에서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공간적 분포 분석4.2.1. 

을 활용하여 예측한 대상지 내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공간적 분포이Kriging

다 대상지 내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연속적인 분포도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 

확인할 수 있다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최소값은 점 최대값은 점 평. 10.22 , 18.17 , 

균은 로 예측되었으며 앞서 단계의 결과와 같이 구리시 성남시의 근린13.14 1 , 

생활환경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광주시. , 

는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는 지역 내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 , , , , 

차이가 큰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 간 지역 내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차. , 

이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구 현황 생활 및 주요 근린생활, , SOC 

시설의 입지 현황 대중교통 현황 등의 물리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 .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공간적 분포 국토계획상 용도지역

산지지역

농지지역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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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유형별 근린생활환경만족도 사례지역 선정4.2.2.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유독 높거나 낮은 지역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근린생활권보다 넓은 단위에서는 어떠. 

한 요인들이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선정한 사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 

그림 [ 4-8 선정한 사례지역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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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대상지 유형4.2.3. 3

선정한 사례지역들은 지역별 환경적 특성 및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분포 양

상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크게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3 .

도시지역 내 근린생활환경만족도 편차가 큰 경우1) 

은 지리적으로 연접하지만 만족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의 특Type1

성 파악에 관한다이에 선정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사례지역
Case 1-1.

구리시 수택동 및 남양주시 다산동
Low High

수택동 일대( ) 다산 동 다산 동( 1 , 2 )

Case 1-2.
하남시 미사 동 및 신장 동1 2

Low High
미사 동1 신장 동2

표 [ 4-17 의 사례지역] Type1

은 구리시 수택동과 남양주시 다산동에 해당한다 두 지역의 근린생Case 1-1 . 

활환경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예측되지만 수택 동 및 수택 동은 지리적, 1 2

으로 연접한 다산동 인창동 동구동을 기준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와 같은 , , .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 단위에서 각 사례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남양주시 다산동의 경우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시점은 . 

년으로 다산 동의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의 경우 년 월에 사업2016 1 ‘ ’ 2018 6

이 종료되었고 다산 동의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의 경우 년 월 , 2 ‘ ’ 2018 12 1

단계 준공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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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현황 고령인구 분포도 지하철역 분포 현황

토지이용계획도 고령인구 비율 분포도 버스정류장 분포 현황

표 [ 4-18 구리 및 남양주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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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택동 및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Case1-1. 

그림 [ 4-9] Case 1-1

의 지역은 경의 중앙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에 해당하며 백화점과 Case 1-1 · , 

시청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구리시 남양주시 내 위상이 우세한 지역에 해당한, 

다 또한 수택 동은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며 병원과 약국 일상용품 구매시. , 2 , , 

설이 밀집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은 다산동 동구동을 포함. , 

하여 만족도가 낮은 수택 동 및 수택 동의 의료환경 교통환경 혹은 일상용품 1 2 , 

구매환경은 모두 양호한 편에 속하며 수택 동과 수택 동의 경우 의료 시설로, 1 2

의 접근성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활문화시설 복지시설 및 도시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다른 지역보다 , ,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산동과 동구동의 생활문화시설 복지시설 및 도시공. , 

원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듯 단지 내 입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동, . , 

구동과 다산동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 공원 혹은 소공원이 밀집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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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 동과 수택 동의 주택 유형은 대부분 단독주택 혹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1 2 /

지역에 해당하며 수택 동의 경우 비교적 제 종 제 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과 3 1 , 2

제 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동구동 및 다산동의 경우 3 . 

대부분 제 종 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수택 동과 수택 동의 경우 다산동 동구3 . 1 2 , , 

동 수택 동에 비교해 주택 유형의 차이로 인해 밀도가 높은 지역의 거주환경, 3

에 해당한다 즉 수택 동과 수택 동의 경우 만족도가 더 높은 지역과 비교하. , 1 2 , 

여 거주 환경 내 공공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령자의 활동적 . 

삶을 유도하는 공간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를 저

하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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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사 동 및 신장 동Case1-2. 1 2

그림 [ 4-10] Case 1-2

는 하남시 미사 동과 신장 동의 비교에 관한다 설문조사 응답 결Case 1-2 1 2 . 

과 미사 동의 고령자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하였다 미, 1 . 

사 동의 경우 자료 시점의 이유로 하남 미사 공공주택지구는 제외하고 분석1 , 

을 진행하였다. 

미사 동은 제 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 녹지지역으로 대다수 지정되어 있1 1

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다른 거주 형태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연 녹지지역, . 

은 상당 부분 동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축사 혹은 온실로 활용되고 있·

다 생활 시설 및 주요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에 취약하고 생활 의 접근. SOC , SOC

성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만족도가 높은 하남시 신장 동의 경우 스타필드 하남시청 등이 위치, 2 , , 

하는 하남시의 기존 시가지에 해당하여 제 종일반주거지역이 제 종일반주거지, 1 3

역보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생활 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에 속한다S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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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역 내 구도심 및 신도심2) 

사례지역
Case 2.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신흥 동 신흥 동1 , 3 백현동 삼평동, 

표 [ 4-19 의 사례지역] Type2

는 성남시에 관한다 성남시는 대상지 내 고령자 근린생활환경만족도Case 2 . 

가 전반적으로 높은 지역에 해당하며6) 지역적인 수준에서 이와 같은 분포를  

띄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남시 내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 분포를 . 

비교하기 위하여 성남시를 대상으로 한 결과 대상지 내 근린생활환경만Kriging , 

족도의 평균은 점으로 예측된 반면 성남시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평균13.14 , 

은 점으로 예측되었다 성남시의 전반적인 근린생활환경만족도는 지역의 14.31 . 

주요 골격을 따라 우세함을 보이고 분당구가 수정구 및 중원구보다 높은 것으, 

로 예측된다.7) 하지만 특정 행정동에서는 구도심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 , 

게 예측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수정구 신흥 동 신흥 동 일대로 백현동. , 1 , 3 , 

삼평동보다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게 예측되었다 이는 성남시의 공간구조에 . 

따른 교통망과 근린생활시설 분포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성남시의 경우 생활. 

및 주요 근린생활시설의 분포가 지역의 주요 골격을 따라 분포하는 경향SOC 

을 보였고 지하철역 주변으로 높은 밀도를 보였다, . 

6) 대상지 내 고령자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설문조사 결과 상위 개 지역 중 개의 행정동이 성남시에  , 7 3
해당한다.

7) 성남시의 경우 기존 시가지 보다 신시가지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기존  , 
시가지 역시 대상지 내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 52 -

성남시 내 세부적인 근린생활환경만족도 현황

표 [ 4-20 성남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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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내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은 경우3) 

은 농지지역의 면적이 도시지역의 면적보다 넓은 지역권 내에서 근린Type3

생활환경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적 특성 파악에 관한다.

이에 선정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사례지역

Case 3-1
이천시 중리동 및 창전동의 일부

Case 3-2
여주시 대신면

Case 3-3
여주시 중앙동 및 여흥동의 일부

표 [ 4-21 의 사례지역] Type3

은 도농복합시 내의 도시지역이다 국토계획에 의해 지정Case 3-1, 3-2, 3-3 . 

된 용도지역과 근린생활환경만족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도농복합시 내에서 도, 

시지역에 사는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농지 지역에 사는 고령자의 근

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 

여 우선 지역 단위에서 각 사례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세 사례지역은 대상지 내 고령인구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고령  ,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천. , 

시 중리동 및 창전동 일대와 여주시 중앙동은 고령 인구 비율은 낮은 편에 속

한다 이를 통해 과 의 경우 대 이상의 계층 외의 연령대. Case 3-1 Case 3-3 , 60

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편임을 예상할 수 있다 과 의 경우. Case 3-1 Case 3-3 , 

지하철역과 버스 터미널이 위치하여 지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교통환경이 우

수한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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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현황 고령인구 분포도 지하철역 분포 현황

지적편집도 고령인구 비율 분포도 버스정류장 분포 현황

표 [ 4-22 이천시 및 여주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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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중리동 및 창전동의 일부Case3-1. 

그림 [ 4-11] Case 3-1

이천시 내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중리동 및 창전동의 일부에 해당한다. Case 

의 경우 영창로 및 이섭대천로를 기준으로 일반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으3-1 , 

며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및 주요 근린생활시설들이 분포하고 있SOC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약국 의원 시장 및 마트의 경우 다른 용도. , , ,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린생활권의 특성별 시설의 입지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구역의 만, A

족도가 구역 내에서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역은 준주거지역 Case 3-1 . A

및 제 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구역의 거주자가 의료시설 및 일상용품 구3 . A

매시설이 밀집한 일반상업지역 내의 주거지역의 거주자보다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토지이용에 따라 허용되는 주택 유형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 

고 거주환경 특성상 특정 시설은 밀집하나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취약지역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근린환경 및 복지환경의 취약지역에 해당할 . ,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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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신면Case3-2. 

그림 [ 4-12] Case 3-2 

여주시 내에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대신면의 일부와 중앙동 및 여흥동의 

일부에 해당한다 는 대신면의 도시지역에 관한다 대신면의 대부분은 . Case 3-2 . 

자연녹지에 해당하며 주거지역은 에 해당한다0.28 .㎢ 8) 대신면의 생활 및  SOC 

주요 근린생활시설은 여양로 일대의 일반상업지역 주위로 분포하는 모습을 보

이고 그 외 주거지역 주변으로는 복지시설의 공급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 

인다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마을회관 혹은 복지관에 해당한다. , . 

8) 대신면의 도시계획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주거는 일반상업은 준공업은  . 0.2832 , 0.0204 , ㎢ ㎢
자연녹지는 생산녹지는 에 해당한다0.0105 , 1.7072, 0.57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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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중앙동 및 여흥동의 일부Case3-3. 

그림 [ 4-13] Case 3-3

은 여주시 중앙동 및 여흥동의 일부로 여주시청과 여주 종합터미널Case 3-3

이 위치하여 여주시의 중심지역에 해당한다 세종로와 여흥로 주변으로 일반상. 

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약국 의료시설 생활문화, , , 

시설 시장과 주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다 또한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 . , 1 , 2

일반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인접하게 지정되어 있어 사례, 3 , 

지역 내 거주 가능한 주택 유형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시설의 경. 

우 주로 주거지역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 경우 사례지역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근린생활환경만족도Case 3-3 , , 

의 분포는 같은 계급에 해당하고 있어 비교적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고르게 

높게 분포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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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근

린생활권 단위 거주환경 및 지역 단위에서 살펴보았다 경기연구원에서 , . 2016

년에 주관한 제 차 삶의 질 조사 를 활용하여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성‘ 1 ’ , , , 

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내 거주하는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자, , , 

료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의 단계에서는 근린생활권의 특성 및 인. 1

구 사회학적 특성을 종합하여 응답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

살펴보았으며 분석의 단계에서는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공간분석을 통해 근, 2

린생활권보다 넓은 단위에서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근린생활권 단위에서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주된 요인은 

생활 접근성 보행 만족도 주택 유형 거주지역이 해당하였다 생활 및 SOC , , , . SOC 

주요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와 혼합되어 계획되고 근린생활권 내 보행 환경이 , 

고령친화적으로 조성될 때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일상용품 구매시설 도시공원 복지시설은 의료시설 생활문화시설. , , , , 

보다 도보 이동을 통한 접근성이 중요한 시설로 꼽을 수 있고 이는 시설 이용, 

목적 및 이용빈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의료환경 . ,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의료환경의 경우 근린생활권의 물리 환경적 특. ·

성보다 개인의 특성을 많이 받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은 고령자에게 취약한 근린생활환경이라 할 수 있어 생활 정책을 행, SOC 

할 때 대상지로 우선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응답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를 바탕으로 공간 보간기법의 을 통해 Kri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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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내 근린생활환경만족도를 예측하였다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주변 지역. 

과 비교하여 높거나 낮은 지역을 꼽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례지역은 총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이는 도시지역 내 근. 3 , 

린생활환경만족도 편차가 큰 경우 대도시지역 내 구도심과 신도심 농촌지역 , , 

내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은 경우이다. 

도시지역 내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편차가 큰 이유를 구리시 하남시의 사례, 

지역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는 주거지역,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주거지역이 제 종일반주거지역이 단독으로 있. 1

으면 생활 및 주요근린생활시설의 공급에 취약하며 공공공간 부족이 예상SOC 

되어 이는 근린생활환경만족도의 저해요인으로 사료된다. 

대도시지역 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를 살펴보면 신도심의 ,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구도심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은 경향

을 보였지만 특정 행정동에서는 구도심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게 예측되, 

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수정구 신흥 동 신흥 동 일대로 백현동 삼평동보다 . , 1 , 3 ,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게 예측되었다 이는 성남시의 공간구조에 따른 교통. 

망과 근린생활시설 분포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성남시의 경우 생활 및 . SOC 

주요 근린생활시설의 분포가 지역의 주요 골격을 따라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

고 지하철역 주변으로 높은 밀도를 보였다, . 

또한 분석 단계에서 취약지역에 해당하였던 제 종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 1 1

공간적 특성을 파악해본 결과 제 종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제 종일반주거지역 , 1 3

혹은 준주거지역과 연접한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다양성 및 공급 취약의 정도, 

가 완화되어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 

서 고령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생활 사업의 대, SOC 

상지로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형. , 

태의 다양성이 확보되면 근린생활시설 입지의 불균형이 해소되어 근린생활환, 

경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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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경우 일반 상업지역 중심으로 만족도가 높은 공통점이 발견되, 

었으며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주거 지역이 밀집한 공간에 분포하나 대부분 , 

마을회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어 그 규모가 도시지역에 비해 작고 프로그램

의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현실성을 고려하여 농촌 . , 

지역의 경우 복지시설을 포함한 생활 의 복합화를 고려하고 대상지를 일반 SOC

상업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교통 환경의 개선을 통해 . , 

접근성을 보장한다면 한정된 예산 내에 효율적으로 생활 사업을 운영할 수 SOC

있으리라 생각되고 보다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근린생활권에 주

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근린생활권 내 생활 및 주요 근린생활시설 이. SOC 

용이 고령자의 근린생활환경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되어 시설의 입지 및 접근성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해 근린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시설로의 접근

성이 높을수록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실증하였으나 고령자가 희, 

망하는 각 시설에 관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커뮤니티 등의 질적인 환경에 대해, 

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생활 취약지역 . , SOC 

및 근린생활환경만족도가 높고 낮은 지역의 특성을 고찰하였으나 보다 나아가 

고령자의 지속적인 외부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매력도 높은 환경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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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is currently one of the world’s fastest aging 

countries, as we undergo a compressed process of what other 

countries undergo over several decades. For this reason, the problem 

we face of having minimal time to prepare ourselves for the future 

is severe. Moreover, the existing housing supply into account, 

requiring active response to the problem of rapid aging. On the other 

hand, along with the increasing life expectancy and improving 

standard of living, individuals are gaining interest in living an overall 

healthy and active life. On the social level, efforts are being made in 

developing welfare policies and creating certain environments to 

improve individuals’ quality of life. The national and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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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are attempting to implement diverse policies to create 

an ‘age-friendly city’ in order for the elderly to live an active and 

healthy life. This social change is not only ongoing in South Korea, 

but is also a global movement, as the WHO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the elderly can 

continue their “active aging” and “aging in place” in order to build an 

age-friendly city. In other words, 'spatial welfare for the elderl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Spatial welfare for the elderly requires special attention to their 

neighborhood units, where the elderly spend most of their time. 

Depending on the level of age-friendliness of the neighborhood unit, 

the elderly's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could vary, as spatial welfare 

could contribute to creating solutions for problems of varying level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iving facilities in the neighborhood 

units.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can be separated into LifeSOC, 

which is defined as the minimum living infrastructure needed for 

daily activities, 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which provides 

diverse activities above and beyond. It can be stated that, the 

3-yearLifeSOC plan, which was announced in 2019 and aim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regardless of where they 

live, corresponds to ‘spacial welfare among neighborhood units’. 

Therefore, since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further their overall quality of life can vary depending on 

how the neighborhood unit is established, a study on the 

age-friendly neighborhood unit is neede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design 

and planning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create an 

urban environment in which the elderly can live an active and 

satisfying life. “The 1st Study of the Quality of Life”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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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Research Institute in 2016 was referenced for background 

research, more specifically the respondents’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levels. In the initial stage of the analysis, 

factors affecting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within 

the range of the elderly’s neighborhood living were identified. The 

second stage of the analysis focused on predict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in the 

target area through kriging of the spatial interpolation method. Based 

on thi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in a range wider than the neighborhood unit 

were examined through observations of case study are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re: accessibility to 

LifeSOC, housing type, walking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area. 

Particularly,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s 

expected to improve if LifeSOC and major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re 

combined with housing plans, and the pedestrian environment in the 

neighborhood unit is created to be age-friendly.

 The case study areas selected from the second stage of the 

analysis were classified into 3 types, being urban areas with large 

variation in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the old and new 

centers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rural areas where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is high.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urban areas is expected to 

be low for the supply of LifeSOC and major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where the Class 1 General residential area stands alo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rst aim for the residential areas 

where houses are concentrated for the target areas of the LifeSOC 

business, and to aim for the diversity of housing types.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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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nce the diversity of housing types is secured, the 

imbalance in the locations of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will be 

resolved and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may 

improve. In regards to rural areas,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ends to be higher around general 

commercial areas. In the case of welfare facilities, most of the town 

halls were in charge, as compared to urban areas, they are expected 

to have a smaller scale with less diversity among programs.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a complex site of the rural areas that 

includes welfare facilities within the general commercial areas should 

be selected for the target site of the LifeSOC business. If 

accessibility is guaranteed by improving the traffic environment, it 

will be possible to efficiently operate the LifeSOC business within a 

limited budget, and more elderly people will be able to receive the 

benefits. 

 Ultimately,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environment that can improve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order to create an optimized urban 

environment for the elderly to live in. However, this study had 

limitations in considering the qualitative aspects of facilities and 

environments in incorporating secondary data as the main analysis 

data. Future studies could improve this area of study by expecting a 

review of qualitative environments for the elderly such as services, 

programs, and communities related to LifeSOC to proceed, and to 

consider when conducting spacial welfare and LifeSOC businesses.

keywords: LifeSOC, Accessibility, Neighborhood unit, Spatial Welfare,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Age-friendl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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