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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도시화율로 인해 도시에서 거주

하는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관적 안녕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노년기에 직면하는 건강 저하, 경제적 문제, 사회적 역

할 상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은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되고 있

다. 또한 도시환경에서 나타나는 낮은 주거 안정성, 위험한 환경, 배타적인 

사회관계 등의 특성은 고령자의 소외와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이에 

고령자의 삶을 지원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실

제 도시계획이나 정책과의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안녕한 노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논

의하기 위해 ‘포용성’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도시민 누구나 다양

한 자원과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도시 차원에서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응을 제시한다는 유용성이 있다. 고령자

의 문제가 경제적 결핍을 넘어 공간적, 사회적 제약과 심리적, 정서적인 

건강에까지 관련되는 상황은 다차원적, 통합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정주환경’개념을 제안한

다. 이는 삶의 영역이 축소되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용성의 범

주를 정주환경으로 좁히고 있으며, 도시 포용성 및 고령자 배제 논의를 통

합하여 구성 차원과 층위를 정립하고 있다. 정주환경 포용성은 사회적 측

면에서 ‘참여, 상호의존’, 공간적 측면에서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

의 다섯 차원, 그리고‘미시 및 지역수준’의 두 층위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포용성 개념을 통해 서울시 고령자가 경험하는 정주환경의 양

상을 파악하고, 정주환경 특성과 고령자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

담을 시행하는 정성적 분석과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기초로 구

조방정식 및 다층 모형의 분석을 시행하는 혼합연구 방법을 적용한다. 

서울시 고령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정주환경 포용성의 의미를 탐색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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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거지 인근의 정주환경은 그들의 안녕감에 상당히 관련된 것으로 드

러난다. 면담 참여자들은 살아온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면서 이웃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외로움과 고립감을 완화하고 만족감을 

높이는 통로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을 벗

어나 외부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안녕감을 느끼지만 각종 제약으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증 분석 결과,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차원은 분명하게 고

령자 주관적 안녕 진작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 연령 등 개인

적 특성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적절한 주택과 

점유 안정 등으로 포착한 주거 안정성이 핵심적 차원으로 발견된다. 또한 

공원, 가로 등의 공지는 복지관 등 여가시설보다 고령자 안녕에 미치는 영

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집 가까이에서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

는 개방된 공간을 풍부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을 뜻한다. 사회

적 측면에서 공식적인 참여 및 공적 지원과 별개로 지역사회 내에서 비공

식적 참여와 이웃 관계망이 고령자 안녕감 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포용적인 주거근린 공간은 활동적 

참여와 이웃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제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저소

득, 후기 고령자의 경우 참여와 상호의존 사이의 선순환을 통해 점차 주관

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의 포용성이 

지역사회 참여와 관계망을 증진하여 안녕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신체·경제적 자원이 취약한 집단에게 그 영향력이 더욱 큼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 변인 중 일부는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

에 유의한 맥락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자치구 수준

의 문화활동 참여, 고령자 인정,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예산 규모, 공원 조

성률의 증가는 고령자의 안녕감 증대와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된다. 반대로 

지역수준 주거비부담, 세대 간 거주지 분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거리, 교통

사고 위험의 증가는 안녕감 저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 나아가 지역

수준 변인 중 일부는 개인의 주거 조건, 곧 주택상태, 거주기간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작동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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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변인에 따라 다르게 확인되는데 자치구의 복지예산 규모, 노인여가복

지시설 근접성 등은 부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더 크지만, 세대 간 주거지 통합, 문화활동 참여 수준은 적절한 주택에 거

주할 때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령자 인정 수준이 높고 

주거비부담이 낮은 자치구에서는 장기거주가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 강화되지만, 반대의 경우 장기거주의 긍정적 영향이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지역 차원에서 개인 및 지역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다

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주거 안정성은 

고령자의 참여 활동, 상호의존, 주관적 안녕 등에 다양한 효과가 확인되므

로, 기존 생활권역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거비부담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 

복지시설 공급이나 한시적 사업 위주로 시행되는 현재 정책은 범위를 넓

혀서 전반적인 근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및 관리 체계하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자의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뒷받

침할 수 있는 비공식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간 상호

의존 제고 효과가 확인된 바 있는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장소, 곧 공지, 지

역시설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에 집중한 포용성의 구성 개념을 정립하여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준거 틀로 하여 주관적 안녕에 기여하는 정주환경 특

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정주환경 포용성의 차원과 층위는 

다면적일 뿐 아니라 복합적으로 고령자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개인적 자원이 취약한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의 안녕감 저하를 완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틀과 실증적 증거는 안녕한 노후를 제고하

기 위한 도시계획 및 정책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고령자, 정주환경, 주관적 안녕, 공간적 포용성, 사회적 포용성

학  번 : 2015-31313



- iv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4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용어 ····························································· 6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6

    2. 용어의 정의 ···························································································· 7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8

    1. 연구의 방법 ···························································································· 8

    2. 연구의 구성 ···························································································· 10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12

제 1 절 고령자와 도시 포용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2

    1. 도시 포용성의 개념 ·············································································· 12

    2. 고령자 배제의 특수성 ·········································································· 20

    3. 도시 고령자의 공간적 배제 ································································ 29

    4. 고령자 포용을 위한 정주환경 논의 ·················································· 33

제 2 절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정주환경 개념 ······························· 36

    1. 정주환경 포용성의 개념과 구성 ························································ 36

    2. 정주환경 포용성의 차원 및 층위 간 관계 ······································ 44

제 3 절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과 정주환경 포용성의 관계 ········· 47

    1. 고령자 주관적 안녕의 개념과 결정요인 ·········································· 47

    2. 정주환경 특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 54

제 4 절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 틀 ····················································· 60

    1. 연구의 차별성 ························································································ 60

    2. 분석의 틀 ································································································ 63



- v -

제 3 장 서울시 고령자의 정주환경 포용 양상 분석 ············ 65

제 1 절 서울시 고령화 추이 및 고령자 정주환경 현황 ··············· 65

    1. 서울시 고령화 추이 ·············································································· 65

    2. 고령자 정주환경의 사회적 현황 ························································ 68

    3. 고령자 정주환경의 공간적 현황 ························································ 70

제 2 절 서울시 고령자의 정주환경 포용 경험 ······························· 74

    1. 질적 자료 및 분석 방법 ······································································ 74

    2. 질적 분석의 내용 ·················································································· 75

제 3 절 서울시 고령자 집단별 정주환경 포용 특성 ····················· 93

    1. 자료 및 변수의 구성 ············································································ 93

    2.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정주환경 포용성의 차이 ······························ 103

제 4 절 소결 ··························································································· 112

제 4 장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 115

제 1 절 분석 모형 및 방법 ································································· 115

    1. 분석 모형 ································································································ 115

    2. 분석 방법 ································································································ 117

제 2 절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차원과 주관적 안녕 ················· 120

    1. 개념의 측정 ···························································································· 120

    2.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모형 결과 ···································· 125

제 3 절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 131

    1. 비재귀 구조방정식 모형 및 도구변수 ·············································· 131

    2.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모형 결과 ·········································· 134

제 4 절 정주환경 포용성이 주관적 안녕에 이르는 과정 ···················· 139

    1. 종합 모형의 결과 ·················································································· 139

    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비교 및 해석 ································· 142

제 5 절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차별적 영향 ····································· 144

    1. 연령에 따른 차별적 영향 ···································································· 144

    2. 소득에 따른 차별적 영향 ···································································· 150

    3. 고령자 집단별 주관적 안녕 결정요인 ·············································· 155

제 6 절 소결 ··························································································· 158



- vi -

제 5 장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 161

제 1 절 분석 방법 및 변수의 구성 ··················································· 161

    1. 분석 모형 및 방법 ················································································ 161

    2.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의 측정 ···················································· 166

제 2 절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의 맥락효과 ····························· 172

    1.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 ························ 173

    2.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 ························ 179

제 3 절 정주환경 포용성의 다층 간 상호작용 효과 ····················· 186

    1. 주택상태와 안녕의 관계에 대한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조절효과 ····· 189

    2. 거주기간과 안녕의 관계에 대한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조절효과 ····· 193

제 4 절 소결 ··························································································· 196

제 6 장 결 론 ·········································································· 199

제 1 절 주요 발견 ················································································· 200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 203

참고문헌 ····················································································· 208

Abstract ···················································································· 224



- vii -

표   목   차

<표 1-1> 용어의 정의 ···································································································7

<표 2-1> 도시 포용성 구성 차원의 공간적 측면 ·················································18

<표 2-2> 도시 포용성 증진을 위한 공간적 전략 ·················································19

<표 2-3> Walsh et al.(2017)의 고령자 배제의 구성 차원 ·····························21

<표 2-4> 고령자 배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22

<표 2-5> 고령자 배제 내용의 특수성 ·····································································26

<표 2-6> 고령자 배제 발생의 유형 ·········································································28

<표 2-7> 도시 고령자 공간적 배제의 주요 내용 ·················································32

<표 2-8>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정주환경의 구성 ···············································42

<표 2-9> 주관적 안녕의 구성 ···················································································49

<표 3-1> 시도별 고령 인구 현황 ·············································································66

<표 3-2> 서울시 및 전국의 고령화 추이 관련 지표 ···········································67

<표 3-3> 연령대별 사회적 관계망 현황 ·································································68

<표 3-4> 세대 및 지역별 전반적 주거 현황 ·························································70

<표 3-5> 세대 및 지역별 주택환경 만족 수준 ·····················································72

<표 3-6> 세대 및 지역별 근린환경 만족 수준 ·····················································73

<표 3-7> 면담 대상자의 특성 ···················································································74

<표 3-8> 내용분석의 범주화 ···················································································76

<표 3-9>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응답자의 특성 ·····················································94

<표 3-10>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른 고령자 집단 구분 ··································95

<표 3-11> 인지적 안녕의 측정 문항 ······································································96

<표 3-12> 정서적 안녕의 측정 문항 ····································································97

<표 3-13> 주관적 안녕에 대한 기초통계 ······························································98

<표 3-14> 고령자 집단별 주관적 안녕 수준 ························································98

<표 3-15> 정주환경 포용성 변수의 구성 ····························································99

<표 3-16> 정주환경 포용성 변수의 기초통계 ··················································102

<표 3-17> 고령자 집단별 참여 활동 비교 ··························································103

<표 3-18> 고령자 집단별 지역시설 이용률 비교 ··············································104

<표 3-19> 고령자 집단별 지역시설 이용 의사 비교 ········································105

<표 3-20> 고령자 집단별 사회적 관계망 비교 ··················································107



- viii -

<표 3-21> 고령자 집단별 주거 안정성 비교 ······················································108

<표 3-22> 고령자 집단별 시간 활용 비교 ··························································109

<표 3-23> 고령자 집단별 접근성 요인 비교 ······················································111

<표 4-1> 구조방정식 모형의 투입 변수 ······························································121

<표 4-2>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123

<표 4-3> 잠재변인의 신뢰도와 집중타당성 ······················································124

<표 4-4> 잠재변인의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한 상관계수 제곱  ··················124

<표 4-5>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모형 적합도 ··································126

<표 4-6>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모형 경로 ······································128

<표 4-7> 잠재변인 및 도구변수 간 상관계수 ····················································132

<표 4-8> 도구변수의 타당성 검정 결과 ······························································133

<표 4-9>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모형 적합도 ········································134

<표 4-10>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모형 경로 ··········································137

<표 4-11> 종합 모형의 적합도 ··············································································139

<표 4-12> 종합 모형의 경로 ··················································································142

<표 4-13> 종합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143

<표 4-14> 연령 집단별 측정동일성 검증 ····························································145

<표 4-15> 연령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 ······································149

<표 4-16> 소득 집단별 측정동일성 검증 ····························································150

<표 4-17> 소득수준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 ······························152

<표 4-18> 고령자 집단별 주관적 안녕 결정요인과 영향력의 크기 ··············156

<표 5-1>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 변수 구성 ············································168

<표 5-2>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 변수의 기초통계 ····································171

<표 5-3> 기초모형 분석 결과 ················································································172

<표 5-4> 인지적·정서적 안녕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76

<표 5-5> 인지적 안녕에 대한 다층-회귀모형 분석 결과 ·······························182

<표 5-6> 정서적 안녕에 대한 다층-음이항회귀모형 분석 결과 ···················182

<표 5-7> 인지적, 정서적 안녕에 대한 임의계수 다층모형 분석 결과 ·········186

<표 5-8> 유의미한 층위 간 상호작용 효과 ························································188



- ix -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절차와 방법 ···············································································8

<그림 1-2> 연구의 구성과 흐름 ·············································································11

<그림 2-1> 고령자 배제의 다차원적 과정 ·····························································27

<그림 2-2> 고령자 관점의 정주환경 포용성 개념 틀 ·········································37

<그림 2-3> 분석의 틀 ·································································································64

<그림 3-1> 서울시 및 전국의 고령화 추이 ···························································67

<그림 3-2> 세대 및 지역별 사회 참여 현황 ·························································69

<그림 4-1> 4장의 분석 모형 체계 ········································································116

<그림 4-2> 구조방정식의 재귀 모형과 비재귀 모형 ········································119

<그림 4-3>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122

<그림 4-4>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모형 ············································125

<그림 4-5>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모형 모형 ········································134

<그림 4-6> 종합 모형 ······························································································139

<그림 4-7> 연령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147

<그림 4-8> 소득수준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150

<그림 5-1> 5장의 분석 모형 ··················································································162

<그림 5-2> 부정적 정서 변수의 분포 ································································164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기

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6.9%가 고령인구에 해당하며, 멀지 않은 2025년

경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21).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고령자로 보내야 하는 시간은 이전 어느 시대에 비해 길다. 

이에 따라 생애 후반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으며 계획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과거보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이 분명

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령층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위태로운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관적 안녕은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거나 느끼는 상태로 개인의 삶의 질과 

심리적 건강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차원이며(Diener, 1984), 삶의 질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부각되고 있다(Stiglitz et al., 2009). 통계청

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5명 중 1명 이상인 21.1%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

데 고령층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70대는 OECD 평균보다 2.9배, 80대 이

상은 3.6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심각성이 크다(보건복지부‧중앙자살

예방센터, 2020). 또한 고령층 내에서 주관적 안녕의 차이가 다른 연령층

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대적인 문제도 확인되고 있다(김혜

연, 2020). 

고령층은 신체적 기능 쇠퇴로 인한 건강 저하뿐 아니라 사적·공적 소득



- 2 -

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 등 다

양한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나이 듦으로 인한 세

대 간 갈등과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아서 다양한 참여 활동이나 사

회적 관계에서 위축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노년

기에 직면하는 어려움은 단일 차원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배제(exclusion) 개념을 통해서 고령자의 다차원적, 복합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다(Scharf et al., 2005; Walsh et al., 2017). 또한 

현대 사회에서 가족 구성 및 기능의 변화로 인해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

가 늘어나고 있어, 여러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만한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적 조건뿐 아니라 고령자를 둘러싼 환경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

후를 보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WHO, 2007). 신체적 기능과 이동 능력이 취약한 고령

층은 많은 활동이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주거지 인근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다(Glass & Balfour, 2003). 이에 따라 집 주변 환경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기회가 풍부한 경우, 고령자의 제한된 역량을 보완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개

인이나 지역의 조건 속에서 환경 특성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가에 대해 학술적인 접근이 미흡한 편이다. 또한 실제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과도 연계성도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고령자 정책

은 소득, 건강, 돌봄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령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환경 조성은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

하다. 공간적 측면에서 주로 노인복지시설, 고령자 주택 공급이나 일부 지

역에 한정된 시범 사업 등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도시 고령층의 규모와 다

양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존재한다. 노년기에는 여유 시간이 크게 늘어남

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면서 소극적인 여가에 할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허지정·최막중, 2017), 이는 경제력이나 체력 

등의 한계뿐 아니라 집 근처에 갈 만한 목적지가 제한적이고 안전하게 접

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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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안녕한 노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의 ‘포용성(inclusivity)’ 개념에 주목한다. 

이는 현대 도시에서 심화되는 취약층의 배제 문제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증진하여, 모든 도시민이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박인권·이민주, 2016; UN-habitat, 2002). 현재 고

령자의 문제가 경제적 결핍을 넘어 공간적, 사회적 제약과 심리적, 정서적

인 건강에까지 관련되는 상황은 다차원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뜻하

므로, 도시 포용성 논의는 고령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

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도시의 

포용성 증진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적 영역이 무엇인가를 참조할 수 있

으며, 또한 배제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다양한 문제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

와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Bergham, 1995; Levitas et 

al.,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배제와 이로 인한 주관적 안녕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관점에서‘포용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고령자

의 축소된 삶의 영역을 반영하여 주거지 인근의 정주환경으로 범위를 좁

히고 고령자의 문제 상황에 집중하여 포용성의 구성 차원을 도출할 것이

다. 기존의 도시 포용성 이론은 모든 도시민의 경제적, 정치적 참여의 기

회 등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어 고령자의 삶을 대입하기에 지나치게 광범

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주환경 포용성의 증진은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밀착할 기회를 확대함을 뜻하므로 고령

자 주관적 안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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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포용성’ 개념을 통해 정주환경 특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

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 관점에서 정

주환경 포용성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 우리 도시에서 고령자가 경험하는 

정주환경 포용성의 양상을 고찰하며,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

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녕한 노후를 뒷받

침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계획 및 정책 관련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령자 관점에서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개념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는 대표적인 취약층임에도 불구하고 고령

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용성 논의에는 이론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

구는 도시 포용성 논의를 토대로 하되 고령자의 문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

해 고령자 배제 이론을 참고한 ‘고령자 관점의 정주환경 포용성’ 개념

을 정립하고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주환경과 고령자 주

관적 안녕의 관계를 논의하여 도시계획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서는 현재 우리 도시 고령자 입장에서 정주환경 경험과 삶의 관련성에 대

한 이해가 우선될 필요가 크지만, 그동안 이러한 시도는 많지 않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 고령자의 정주환경 경험을 탐색하고 이에 근

거하여 포용성의 의미를 깊이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정주환경 포용성의 증진이 고령자 주관적 안녕 

제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개인의 주관적 안녕은 심리적, 내

면적 영역이기 때문에 소득, 직업, 건강 등 개인적 차원에 의해 대부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접근되어 왔다(Ballas, 2013). 정주환경 특성과 주관적 

안녕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공간환경이나 사회환경 

중 하나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는 부

족한 편이다(Kim, 2008). 또한 포용성은 주로 개념과 구성 차원 위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접

근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고령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정



- 5 -

주환경의 공간·사회적 포용 특성이 안녕감 진작에 유효한 영향력을 미치

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은 ‘개인적 자원에 따라 정주환경 포용성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가’이다. 고령층은 생애 궤적에서 경제적 

자원, 사회적 역량 등이 차이가 누적되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집단 내 차

이가 큰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Walsh et al., 2017). 이에 고령층을 동질

한 집단으로 접근하기보다 신체·경제적 자원에 따른 이질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주환경의 포용 특성은 개인의 부족한 자원과 

역량을 보완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상대적으로 신체·경제적 자원이 취약

한 고령자에게 영향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 

네 번째 연구 질문은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요인은 주관적 안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주환경 포용성 

개념은 공간 및 사회적 측면 그리고 미시 및 지역수준 환경을 포괄하고 있

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고령자 주관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험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복합적인 영향을 발휘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의 문제 사이의 관계성을 논

의하는 배제의 개념적 유용성을 바탕으로(Bergham, 1995; Levitas et 

al., 2007), 정주환경의 구성 요인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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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용어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인구로 파악한다. 고

령자에 대한 기준은 사회나 시대마다 다르며 우리나라 내에서도 고령자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서

는 50세 이상을 준 고령자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고

령자 고용법」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

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에

서 국제적으로 고령화율을 산출하는 기준인 65세 이상을 따르고자 한다. 

노년기는 누구나 도달하는 생애주기의 마지막 과정으로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되고, 은퇴로 인해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며, 가까운 가족 구성

원이나 친구의 사별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등 다양한 상실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고령자는 신체적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쉬운데, 우리나라 전

체 연령층 가운데 고령 인구의 삶의 만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정해식 외, 2020: p.23).

본 연구는 대도시 맥락에서 정주환경 특성과 고령자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 대도시는 높은 주거비부담, 낮은 주거 안정성, 혼잡

한 환경 등으로 인해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간의 밀도와 압축도가 높고 대중교통 체계가 발달하여 고령자의 

이동성을 제약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교통사고나 범죄의 위험

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대도시는 이질적인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풍부하지만 도시의 익명성, 빠른 속도 속에서 밀도 있는 관

계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대도시는 배제의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으로 주목되고 있으나(박인권·이민주, 2016), 도시에 거주

하는 고령자의 삶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한경혜·윤성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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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로 상정한다. 서울시는 2020년 기

준 국내 고령인구의 약 18.1%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도시로서 대

표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지역 차원의 정주환경 특성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용이한 측면도 있다1). 서울시의 고령화율은 전국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서울의 고령인구는 2021년 기준 약 156만 명으로, 이는 

2000년 약 54만 명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더욱 급속히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통계청, 2021).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분석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개별 면담의 경우 조사가 시행된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하

며, 실증 분석의 경우 주요 분석 자료인 서울시 노인실태조사가 조사된 

2018년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2. 용어의 정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용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요한 개념어는 <표 1-1>과 같으며, 본문의 2장 

2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한다. 

1) 본 연구의 주요 자료인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구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노인실태조사’는 거
주지역을 시도 단위로 제공하는데, 이는 고령자가 경험하는 정주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에 광범위한 단위라고 판단하여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최종 자료로 선정하였다.

용어 내용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정주환경

생애 후반까지 상호의존적 관계와 다양한 활동 참여를 지속할 수 
있고, 적절한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개방된 장소와 기본적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영역
사회적 포용성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과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참여’와 ‘상호의존’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주환경 특성

공간적 포용성 독립적, 안전한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주거의 ‘안정성’, 근린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갖춘 정주환경 특성

층위
미시수준 포용성 주거지 인근에서 개인이 경험하고 체감하는 정주환경의 포용성.

지역수준 포용성 고령자가 속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거시적 맥락적 환경의 포용성.
물리적, 제도적 환경 특성 및 지역 거주민의 집합적인 속성에서 발현.

<표 1-1>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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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일련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혼합연구

(mixed method) 방법을 적용하며 이에 따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그

림 1-1>과 같이 구성된다2). 혼합연구는 양적·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합하여 연구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접근으로, 하나의 연

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활

용된다(Creswell, 2018: p.38). 양적 연구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일반

화된 결론을 도출하고 요인 간 관계를 조사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연구 

대상의 심도 있는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소수 참여자

의 관점에 근거하여 문제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발견하는 데 장점이 있지

만,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3장에서 고령자

의 입장에서 정주환경 포용성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분

석과 양적 분석을 혼합하여 활용하며, 4, 5장에서 정주환경 특성과 주관적 

안녕 사이의 일반화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양적 분석을 활용한다.

3장에서는 연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양적 연구 내

용을 통합하는 수렴적 병렬 혼합연구(convergent parallel mixed 

method)를 사용한다. 우선 고령자 관점에 근거하여 포용성의 의미와 경

험을 파악할 필요성이 크므로 서울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

2) 혼합연구 설계를 위한 도식의 작성은 Creswell(2018)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림 1-1> 연구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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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이는 서울대학교 IRB(No. 2110/002-009) 승인을 받은 후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보다 

많은 서울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반화된 정주환경 포용 특성을 파악하고, 

신체·경제적 자원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2018년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양적·질적 자료에 대

한 분석을 통합하여 해석하고 서울시 고령자가 경험하는 정주환경 포용의 

양상에 대한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4, 5장에서는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밝

히기 위해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두 가지 실증 분석을 시

행한다.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 정주환경 포용성의 다차원 및 다층이 

주관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주관적 안녕은 삶에 대

한 전반적 평가를 뜻하는 인지적 안녕과 일정 기간 동안 느끼는 긍정적 감

정을 뜻하는 정서적 안녕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

이기 때문에 종합하기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

된다(OECD,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정서적 안녕을 종

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별도로 분석할 것이다3). 

4장에서는 고령자가 경험하는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다.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차원 간 순환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비재귀 모형을 사용하며, 연령 

및 소득별 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경로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

집단 모형을 시행할 것이다. 5장에서는 임의절편 다층 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수준 변수를 통제한 후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이 고령자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추가적으로 임의계수 다층 모형을 통해 

층위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을 분석할 것이다. 

3) 다만 분석모형과 변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종속변수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4장에서는 인지적 안녕, 5장에서는 인지적 안녕과 정서적 안녕을 모두 종속변수로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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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과 흐름은 <그림 1-2>와 같다. 

1장에서는 국내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이 크게 낮고 고령자의 문제가 복

합적인 상황 속에서,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을 뒷받침하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적 논의나 도시계획적 실행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

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고령자 관점에서 포용적 정주환경을 정의하기 위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우선 1절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도시 포용성 및 

고령자 배제 이론을 고찰하고, 도시 고령자의 공간적 배제와 정주환경의 

함의를 논의한다. 2절에서는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정주환경 개념을 정립

하면서 구성 차원과 층위, 그 사이의 관계성을 제시한다. 3절에서는 고령

자 주관적 안녕의 결정에 대한 논의, 정주환경 특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

를 다루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3, 4, 5장을 위한 분석의 틀을 구축할 것이다.

3장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경험하는 정주환경 포용의 현황

과 양상을 파악한다. 우선 다른 지역 및 다른 연령대와 비교를 통해 서울

시의 고령화 추이 및 정주환경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정주환경 경험에 근거하여 포용성의 내용과 의

미에 대한 질적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이후 양적 분석을 통해 소득 및 

연령별 집단에 따라 정주환경 포용 특성이 어떻게 상이한가를 설명한다. 

질적·양적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 고령자의 정주환경 

포용의 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고령자가 경험하는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이 주관적 안녕

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한다.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차원은 주관적 안녕

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주관적 안녕에 도달하고 있음을 검증할 것이다. 더불어 고령자의 연령 및 

소득별 집단에 따라 그 과정과 변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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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것이다. 

5장에서는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이 고령자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수준 요인이 고령

자의 주관적 안녕 진작에 관련되는가를 검토하고, 나아가 미시 및 지역수

준 정주환경 요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한가를 검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발견을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서술한다.

<그림 1-2> 연구의 구성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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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고령자와 도시 포용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절에서는 도시 고령자의 다차원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 특성

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포용성 개념을 통해 접근한다. 우선 도시 포

용성과 관련한 이론을 검토하여 구성 차원을 파악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포용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고령자 배제의 내용을 고찰한다. 포용성

은 배제의 상대적 개념으로 함께 검토할 때 그 개념과 목표가 더욱 명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Gerometta et al., 2005; 박인권, 2015). 이후 도시 

고령자가 경험하기 쉬운 공간환경에서의 어려움에 관련하여 논의하고 노

년기 삶에서 정주환경이 갖는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1. 도시 포용성의 개념

최근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도시화율로 인해 도시에서 거주하는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 지역은 물리적 환경의 압축도가 크고 

다양한 서비스가 집약되어 있으며 고령자의 이동성을 보완할 만한 대중교

통 체계가 발달해 있다는 점에서 생활의 편의가 높은 측면이 있다. 반면에 

도시환경의 빠른 변화와 일반화된 익명적 관계 속에서 고령자는 적응과 

정체성 유지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Scharf et al.. 2005). 또한 

도시는 비도시 지역에 비해 생산 및 소비 활동 기회의 규모와 다양성이 크

지만, 생산과 소비 여력이 낮아진 노년층에게 이 같은 도시의 편익은 체감

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도시에서는 거주민 사이에 사회경제적 수준의 

이질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외감이 가중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도시 포용성(urban inclusivity)’은 현대 도시에서 심화되는 배

제(exclusion)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한 개념으로 모든 도시민이 도

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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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2002; 박인권, 2015). 그동안 도시 문제는 빈곤이라는 단

일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도시 포용성 증진의 논의는 취약층이 경

험하는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차원에서 겪는 문제 심화에 대한 대안 마련, 

즉 사회적 배제의 해소로 관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 개념

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의 영역에서 자원, 권리, 서비스의 결핍

(lack)과 거부(denial)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가능한 정상적인 관계 형성

과 참여의 불가능(inability)”을 의미하며(Levitas et al., 2007: p.9), 

한 개인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상태와 과정을 뜻하고 있

다.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의 문제가 상호 관련성이 크고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확대 재생산됨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경제적 결핍을 의미하는 빈곤

이나 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박탈 개념과 차별성이 있다(Bergham, 

1995).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써 도시의 포

용성 논의는 취약층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소득 지원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도시 차원에서 통합적, 복합적인 방안을 강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 고령자가 겪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사회, 공간, 

정서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논의는 

도시 고령자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

요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 포용성 논의에서는 고령

자를 사회 취약층의 일원으로서 다루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고령자를 대상

으로 한 도시 포용성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좁히고 있지 않다. 

도시에서 거주하는 고령인구의 증가하고 다른 연령층과의 계층화, 고령층 

내의 다양성과 차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포용성 논의

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큰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 포용성

의 개념과 구성, 그리고 도시 포용성 구현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전략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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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포용성의 차원

도시 포용성 개념은 UN-Habitat이나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먼

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UN-Habitat(2000)은 배제된 도시민의 문제를 

다루는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의 주제로 포용성을 

채택한 바 있다. 도시의 포용성 증진은 포용 도시(inclusive city)를 현실

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설명되며, 포용 도시는 “부, 성별, 나이, 인종, 종교

와 관계없이 모두가 도시가 제공해야 하는 기회 안에서 생산적이고 긍정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정의된다(UN-Habitat, 2002: p.5). 

World Bank(2015)는 ‘World Inclusive Cites Approach Paper’에

서 도시화는 경제적 성장을 통해 전반적인 빈곤을 축소하는 동력이 되지

만 빈곤의 집중,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문제가 수반되어 나타나므로, 도시

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공간, 

사회, 경제적 배제는 상호연관된(interlinked) 문제임을 설명하면서 통합

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적 포용

(spatial inclusion)은 ‘저렴한 토지, 주택, 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

을 뜻하고,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모든 개인과 집단에 부여

된 사회 참여의 권리’를 의미하며, 경제적 포용(economic inclusion)은 

‘경제활동 참여와 분배 기회의 보장’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World 

Bank, 2015: p.11-13). 

2016년에 개최된 ‘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UN 

회의(UN-Habitat Ⅲ)’에서 공표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의 주제인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는 포용 도시 논

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포용 도시의 실현

을 위해서 거버넌스와 협치 체제의 구축뿐 아니라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가 크다(최막

중, 2016).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현되는 불균등한 접근성, 공간적 분

리,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도시계획, 관리, 정책 등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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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학술적으로는 Gerometta et al.(2005)가 현대도시에서 두드러지는 사

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포용 도시의 전략을 강조하면서 사

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대 도시사회는 다양한 집단 간에 공유하는 관심

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편화와 단절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컬 레벨에서 연결성을 높이고 공유하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 사회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과 ‘참

여(participation)’를 핵심적 구성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

합되고 보다 통합된 사회에 도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박인권(2015)은 도시 포용성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공간적 측면의 중

요성이 간과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공간적 포용’을 가장 근본적인 차원

으로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공간적 포용은 모든 도시민이 살만한 주거 공

간을 도시 내에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할 때 상

호의존과 참여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박

인권·이민주(2016)는 거주민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역량형성(capacity building)을 포함하여 공간적 개방(spatial 

openness), 상호의존, 참여를 포용 도시의 네 가지 핵심 차원으로 확장하

였다. 이에 포용 도시는 “모든 거주민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삶

을 영위할 역량을 갖추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상호의존하며, 각종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 사

회의 다양한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하고, 이들을 뒷받침할 공간적 

개방성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고 있다(박인권·이민주, 2016 : p.126). 

김수진(2015)은 포용성을 도시 발전을 위한 대안적 가치와 규범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 포용성에 대해 “모든 도시 거주민이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조건인 공공재로서의 도시를 사용하고 점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하위 구성요인으로는 사회적 배제, 

취약성, 잠재역량, 참여의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김수진, 2015: p.21). 즉 

도시의 포용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배제 수준 및 사회구조적인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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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낮으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역량이 크고 시민 

참여가 활성화된 상태를 뜻한다. 

이 같은 도시 포용성을 증진하려는 논의는 현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사회

적 취약층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으로서 대두되었다. 이는 

도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포용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특히 도시 

포용성의 구성 차원 중 공간적 측면과 관련한 내용에 집중하여 검토할 것

이다. 

(2) 도시 포용성의 공간적 전략

기존 연구에서 도시 포용성의 구성 차원 중 공간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다수의 연구에서 포용 도시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주거

비부담 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시민이 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은 최소한의 사적인 영역으로 

개인의 심리적 안정의 기저를 형성할 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기 위한 토대로서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이

를 위해서 도시 내에 적정한 가격과 적정한 환경을 갖춘 주택이 충분히 공

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임대주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주택을 

보유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 또한 중요하게 언

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인권(2015)은 저렴 주택 의무비율,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공간적 포용 정책의 관점에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도시의 포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적 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어

디에서나 접근 가능해야 함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도시에서 제공하는 

교육, 복지, 의료, 교통 등의 서비스는 도시민의 역량을 증진하고 사회 참

여의 기회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시설은 도시공간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접근 수준은 토지이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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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차원 내용 및 지표

World Bank
(2015)

공간적
포용

토지와 주거

저렴한 토지와 주거에 대한 접근
안정적인 점유
슬럼의 방지와 개선
토지 규격화, 토지 금융

기본적 서비스 공공공간 복원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

UN-Habitat
(2017) 도시 공간적 전략

적절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에 대한 접근
도시의 공유공간, 공공공간의 다양성
기본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접근
비공식주거지 개선
회복탄력성, 기후변화, 재난 위기 관리

박인권·이민주
(2016)

공간적
개방

저렴한 주거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
중위 주택가격
소득주택가격 비율

외부지향
인구 유입률
청년 인구 비율
대중교통 접근성 만족도

공간통합
1인당 오픈스페이스면적
외국인 거주분리 지수
빈곤층 거주분리 지수

변미리
(2016)

공간
포용성

생활인프라 접근성

공공임대주택
주거비부담률
이동권
녹시율
녹지,교통,주거환경 만족 

공공서비스 접근성

공공인터넷
안전서비스
응급대응서비스
밤거리 안전 만족도

김수진
(2018)

서비스 
접근성

생활인프라 접근성
기초서비스 만족도
공공서비스 공급률
공공 및 공용공간 비율

이동성 대중교통 접근성
이동가능 범위

주거안정성 주거비 부담률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Liang et al.
(2021) 공간적 포용

저렴한 주거
공공공간
교통과 기초 인프라
공간적 정의

주) World Bank(2015), World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
   UN-Habitat(2017), Habitat III Policy Papers: Policy Paper 1, The Right to the City and Cities for All. 
   박인권‧이민주(2016), 도시 포용성 잠재변인과 지표체계의 개발.
   변미리(2016),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김수진(2018).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Liang,D.et al.(2021), Mapping Key Features and Dimensions of the Inclusive City.

<표 2-1> 도시 포용성 구성 차원의 공간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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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체계 등 도시공간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도시의 토지이용에

서 압축성과 연결성을 고려하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UN-Habitat, 

2015:p.6). 더불어 양호한 접근성의 편익이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민

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서비스를 형평적으로 공급

될 필요성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변미리, 2016; Liang et al., 2021; 

김용국, 2019).

공공공간의 확충 또한 마찬가지로 도시의 공간적 포용성의 확대 측면에

서 강조되고 있다. 공원, 가로 등의 공공공간은 연령, 소득, 직업 등과 관

계없이 누구나 배제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공공

공간은 도시민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연한 마주침과 비

공식적인 관계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시민 사이

의 연대감을 고취하는 장소라는 함의를 지닌다. 현대도시에서는 비용을 지

불하거나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 가능한 사적 공간이 확대되지만 공

공공간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박인권, 2017). 특히 사적 공간 이용에서 

제약을 경험하는 사회 취약층에게는 개방된 여가 및 교류의 장소로서 공

공공간의 함의가 더욱 크기 때문에, 양호한 공공공간을 풍부하게 공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 포용성 증진하기 위한 논의에서는 다양한 도시민 사이의 공간적 혼

합과 열악한 주택 밀집 지역의 해소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곧 물리적으로 

열악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시민의 주거지가 공간적으로 집중되

는 주거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는 도시의 공간적 포용성과 대

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지 분리는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이 새

로운 도시민의 유입을 잠재적으로 차단하고 주거비부담 능력이 낮은 집단

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지를 찾은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

회경제적 경계가 지리적으로 드러나는 주거지 분리 현상은 적절한 교육, 

근린 서비스 등의 기회를 축소하고 다양한 집단 간 상호작용을 낮추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여 배제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타적 토지이용 규제와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거 이동의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개입, 토지 기반 금융, 비공식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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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물리적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World Bank, 2015; 

UN-Habitat, 2017). 

이상의 논의들은 도시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 계획 및 

관리가 뒷받침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즉 모든 도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의 ‘안정

성’, 도시 공간의 분리와 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개방성’, 각종 서비스

의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도시 공간을 구현을 주요하게 다

루고 있다.

개념 주요 내용

안정성
(↔ 주거 불안정)

- 양호한 주거, 저렴한 주거의 공급
- 안정적인 점유 보장
-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개방성
(↔ 폐쇄, 분리)

- 공공공간의 확충
- 사회경제적, 물리적 경계가 드러나는 주거지 분리 방지
- 비공식주거의 해소와 방지

접근성
(↔ 단절, 제한)

- 압축성과 연결성 높은 도시공간 구조
- 이동성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 도시 서비스, 시설의 형평적 공급

<표 2-2> 도시 포용성 증진을 위한 공간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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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배제의 특수성

(1) 고령자 배제의 차원과 내용

고령자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배제’는 중요한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

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 사회적 역할의 상실, 관계망의 축소, 

나이로 인한 차별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겪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고령자는 도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충분히 누리기 

쉽지 않은 대표적인 취약층이라 할 수 있다. 배제 개념은 다차원적

(multi-dimensional)이고 동태적인(dynamic) 특성을 내포한다는 점에

서 빈곤 또는 박탈과 차별적으로 제시되었다. 빈곤이 경제적 자원의 결핍

을 의미한다면, 배제는 상호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복합된 상태를 뜻한다

는 점에서 다차원적이다. 또한 박탈이 고정된 결과물이라면, 배제는 하나

의 문제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동태적이라 설명할 수 있다(Bergham, 1995). 이에 배제 개념은 

고령층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Levitas et al., 2007; Barnes et al., 2006). 

또한 노년기에는 배제 경험이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보다 심화되어 나

타나게 된다. 사회적 배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기존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배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고(Barnes et al., 2006) 더 높은 수준

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며(김교성·노혜진, 2008) 둘 이상의 배제를 경

험하는 다중 배제의 위험도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Kneale, 2012; 

Scharf et al., 2005). 

고령자 배제의 일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배제에 대해 본격

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에 Walsh et al.(2017)은 

고령층 배제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표 2-3>과 

같이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고령자 배제의 구성 차원을 제시하는 개념 틀

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고령자는 ‘자원, 서비스와 이동성, 사회적 관

계, 시민 참여, 근린과 커뮤니티, 사회문화적 양상’의 핵심적인 여섯 차원

에서 주로 배제의 상황에 처한다. 여기에서 자원으로부터의 배제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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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필수재의 결핍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른 차원의 배제 문제와 복합

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 배제는 의료, 돌봄, 대중교통,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의 결핍으로 설명되며 독립적인 삶을 위

해 필요한 차원이다.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는 고립과 외로움,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의미하며, 시민 참여로부터의 배제는 시민 사회에 연계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에서의 거부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근린 배제

(neighborhood exclusion)는 근린을 기초로 한 관계망에서의 소외와 근

린환경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다루며, 사회문화적 배제는 고령층에 대한 차

별과 연령주의(ageism)의 내용을 담고 있다(Walsh et al., 2017). 이들 

핵심적 차원 내에서도 특히 근린 배제와 사회문화적 차별은 고령자 문제

에 집중하여 부각되는 차원이다. 이는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근린에서 보내

는 시간이 많아 근린환경 조건에 의존적인 특성,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차원 내용

물질적, 재정적 자원 · 빈곤
· 박탈과 물질적 자원

· 소득과 고용
· 에너지 빈곤

서비스, 어메니티와 이동성
· 건강과 돌봄 서비스
· 교통과 이동수단
· 지역 기반 배제

· 기본적 서비스
· 정보와 기술
· 주거

사회적 관계 · 사회적 지지
· 외로움과 고립감

· 사회적 관계의 질
· 사회적 기회

시민 참여 · 시민권
· 시민 활동

· 봉사활동과 커뮤니티 활동
· 투표와 정치 참여

근린과 커뮤니티
· 사회 관계적 측면
· 서비스, 어메니티, 건조환경
· 장소의 사회경제적 측면

· 사회정치적 구조
· 장소기반 정책
· 범죄

사회문화적 양상
· 정체성 배제
· 상징적 배제
· 연령주의와 연령 차별

주) Walsh et al.(2017: p92)의 그림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표 2-3> Walsh et al.(2017)의 고령자 배제의 구성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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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고령자 배제의 주요 구성 

차원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이들을 종합하면 경제 배제, 고용 및 

교육 배제, 건강 배제, 서비스 배제, 사회환경 배제 및 공간환경 배제를 주

요 차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 및 서비스 배제는 다른 

집단의 배제에서도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차원이라면 고용과 교육에서의 

배제 관련해서는 고령자 배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건강 배제는 노년층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다

수의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동일한 이유에서 고령자 배제의 서비스 차

원에서는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환경과 공

간환경 배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항목은 일반적인 배제와 유사하나 구

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

는 사회환경 차원에서 발생하는 배제를 사회적 배제, 공간환경 차원에서 

발생하는 배제를 공간적 배제로 설명하고 고령자에 초점을 맞출 때 드러

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차원 배지연 외
(2006)

김안나 외 
(2008)

최재성
·김혜진
(2019)

전병주
·최은영
(2015)

박현주
·정순둘
(2012)

MacLeod 
et al.
(2017)

Kneal
et al.
(2012)

Scharf
 et al. 
(2005)

Barnes 
et al. 
(2006)

경제 경제
(경제활동

포함)

소득
소득

경제 재정적 
안전 경제,물질

경제 물질적 
자원

경제

소비 소비재 소비재

고용
교육 노동시장 - 학력 - - - - -

건강 - 건강 건강 건강 - 건강 - - -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 - - 의료

서비스
기본

서비스
어메니티 기본

서비스
기본

서비스대중교통

사회
환경

문화활동 사회활동 사회활동
-

문화여가
활동 시민참여

시민 참여
시민 참여

시민 참여

문화활동 문화여가
활동

사회적 
관계 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노인차별 - - - 정서적 
배제 차별 - - -

공간
환경 동네 주거 주거 - - 환경과 

근린 적정 주거 근린 근린

<표 2-4> 고령자 배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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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령자 사회적 배제의 내용적 특성

고령자의 사회적 배제 측면에서 다수의 연구는 사회 참여 활동 및 사회

적 관계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배제에 대해 참여와 상호

의존의 결핍의 두 차원으로 설명하는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

(Gerometta et al., 2005). 일반적으로 상호의존에서의 배제는 공적인 노

동 활동에서의 협력적 관계(co-operation), 그리고 사적인 관계에서 상

호호혜, 수용, 인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Gerometa et al., 

2005 : p.2010). 그러나 고령자는 대부분이 은퇴 이후의 생애주기에 있

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계에서 협력의 의미는 축소되는 대신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연대와 인정 등의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된다. 신체적, 기능적 역

량이 감소한 고령자에게는 사회적 관계망에 기초한 도구적 지원의 필요성

이 증대되며 노화의 과정을 함께 겪는 동년배와 정서적 교류 또한 중요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 배제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지역사회에 기반

한 관계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김안나 외, 2008; Scharf et al., 

2005). 고령자는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출가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감

소하고, 외부로의 통행이 자유롭지 않아 커뮤니티 경계를 넘어 교류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주거지를 기반으로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는 이

웃은 멀리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보다 더 자주 왕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지지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세대 간 연대 감

소, 고령자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서 차별과 불인정의 경험을 고령자가 

경험하는 상호의존 배제의 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MacLeod et al., 

2017; 배지연 외, 2006). 나이 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정관념은 고령

자에 대한 무시, 회피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나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

으로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경험은 고령자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저해

하고 소외감을 강화할 수 있다. 

참여 차원의 배제와 관련해서 고령자의 경우 생산활동으로서 경제적 참

여보다는 사회적 참여나 여가 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령자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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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참여는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단체, 조직 활동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친

목 모임이나 인터넷 활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뤄진다(배지연 외, 

2006; Barnes et al, 2006). 공식적, 정기적 활동이 많지 않은 고령자에

게는 크고 작은 모임이 사회적 연대감을 유지하고 비물질적 지원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이나 통신기기 활용에서 어려움

을 겪는 고령자는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사회적 교류에 참여하는 데 있어 

제약을 경험하기 쉽다는 점에서 배제의 한 측면으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산책, 외식, 영화 보기 등의 여가활동도 고령자에게 중요한 참여 

활동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이는 집안을 벗어난 외부활동으로 노년기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체감하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giyama & Thomson, 2007).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활동의 장벽이 높으므로 참여 활동에 대해서 더욱 폭넓게 집 밖에서 

벌어지는 대부분 활동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며, 상당 부분이 집 주변

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근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나. 고령자 공간적 배제의 내용적 특성

앞서 고령자의 사회적 배제에서는 참여와 상호의존 차원에서 일반적인 

통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데 비하여 고령자의 공간적 배제에 대

해서는 공통적인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모든 개인은 구체적인 공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배제의 공간적 측면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Murie 

& Musterd, 2004; 박인권, 2015).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고령자의 공간

적 배제에 관한 내용은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

자 배제에서 공간적 내용을 아예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전병주·최은영, 

2015; Feng et al., 2019), 지리적으로 공간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 해도 그 의미가 공간적이지 않은 경우도 다수이다. 

고령자의 공간적 배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주택의 적

정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 연구들이 주택을 소비재로 파악할 뿐 

주거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과(박인권, 2015)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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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적절한 주거공간은 다른 연령층에게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

지만, 신체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에게는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MacLeod et al., 2017; Levitas et al., 2007). 기본

적인 냉난방, 화장실 설비, 채광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밀집도가 지

나치게 높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고령자는 최소한의 안전하

고 건강한 사적 공간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경우 낙상, 화재 등의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집 내부에서조차 원하는 바에 따라 환경을 통

제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여 의존적인 생활을 해야 할 수 있다. 일부 연

구에서는 비자가일 경우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측면에

서 배제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최재성·김혜진, 2019).

또한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고령자 배제에서는 근린 차원이 강조되고 있

다. 고령자는 일과 중 대부분 시간을 근린 안에서 보내며 주거 이동성이 

낮아 동일한 지역에서 더 오랫동안 거주하기 때문에, 근린은 고령자의 자

아 형성이나 삶의 질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Scharf et al., 2005 : p.77-78).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근린

에 대한 소속감, 안전함, 친근함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근린환경의 

물리적 속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서비스 배제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의료 서비스를 고령자의 필요가 큰 

것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구매시설, 대중교통시설, 금융시

설, 소비시설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근린시설에 대한 접근을 

다루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Kneale, 

2012; 박현주·정순둘, 2012)이나 불만족(배지연 외, 2006)을 배제 상

태로 파악하며 대체로 높은 비용,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

태를 설명한다. 그러나 고령자의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 곧 거

주지 환경을 고려한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고령자의 공간적·사회적 배제의 내용적인 특

수성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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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배제의 발생

한동안 사회적 배제 논의에서 고령층이 간과되어 온 이유는 다수의 연구

가 경제활동 참여에서의 배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에 있다

(Walsh et al., 2017; Scharf et al., 2005). 사회적 배제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이 경제적인 빈곤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나 사회문

화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현

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층은 은퇴 이후의 생애주기에 있으므로 청장년층과 다르게 

고용에서의 배제가 다른 차원의 배제를 일으키는 동력으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 고령자 배제의 특성은 신체적인 노화의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는 

데에서 찾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노화는 신체적 기능의 쇠퇴와 이로 인한 

이동 역량이 감소하여 공간적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되는 과정이다. 축소

된 삶의 영역에서 고령자가 도달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Scharf et al., 2005; Kneale, 2012). 이에 노년기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가능하고, 또 자신이 과거에 가능했던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참

여 활동 등의 기회가 크게 축소됨을 경험하며, 이는 모든 사람이 생애 단

계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MacLeod et al.(2017)가 제시한 고령자 배제 개념 틀

에서는 ‘건강’ 차원이 고령자 배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중요한 차

원이 되고 있다(그림 2-1). 이 개념 틀은 고령자 배제의 동태성과 관계성

유형 내용

사회적 배제
측면

- 공적 관계보다 사적 관계에서 상호의존의 강조
- 가족구성원 변화, 활동 영역 감소로 인해 지역사회 관계망의 중요성 증대
- 연령으로 인한 차별, 불인정 등도 배제의 주요한 형태 
- 공식적 참여보다 비공식적 참여의 내용 강조
- 친목 모임, 인터넷 사용, 여가 활동 등까지 폭넓게 포괄 

공간적 배제
측면

- 부적절한 주거환경의 위험성이 비고령자에 비해 큼
-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근린 공간의 함의가 강조됨

<표 2-5> 고령자 배제 내용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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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배제가 상호 관련되어 심화되는 과정

을 구조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제의 원인이 되는 ‘환경, 사회경제’

차원은 배제의 지표가 되는 ‘서비스 접근, 참여, 사회적 관계’차원을 매

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은 다시금 서비스 접근, 

참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4). 

또한 고령자의 배제는 생애 궤적(life trajectory)에서 누적된 각종 배

제의 결과일 수 있다. 즉 청장년층부터 교육 기회의 제한, 불안정한 노동 

등 각종 기회 제한이 축적된 효과가 노년기에 복합적으로 발현될 가능성

이 크다(Kneale, 2012). 여기에 노년기 역량의 제한이 더해져 고령층은 

외부적 기제 없이 스스로 배제에서 벗어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자의 문제 상황은 점차적으로 심화하여 고

착화되기 쉽다(Scharf et al., 2005; 박현주·정순둘, 2012).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는가는 고령자 배제 경험과 발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령자는 스스로 통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환경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Kerr et al. 

2012; Burton et al., 2011). 그러나 기존 고령자 배제 연구에서는 부적

4) 개념 틀에 제시하지 않았지만‘차별 차원’의 경우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2-1> 고령자 배제의 다차원적 과정 (MacLeod et al.,2017 바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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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주거나 안전하지 않은 근린환경 등을 배제의 한 차원으로 다루고 있

을 뿐, 다른 차원의 배제를 일으키는 기제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앞서 <그림 2-1>에서 나타낸 MacLeod et al.(2017)의 개념 틀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한 차원의 배제가 다른 차원의 배제로 확대되는 과정에

서 그 영향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조절요인으로 제시하고 있

지만, 농촌 또는 도시 지역의 차이로 환원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배제는 <표 2-6>과 같이 생애 단계(life cycle), 생애 

궤적, 환경 맥락을 기초로 발생하고 이들이 복합되어 심화되는 상태와 과

정이라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생애 단계에 따른 배제는 대표적으로 나

이 듦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적 쇠퇴로 경험하는 배제라면, 생애 궤적에서 

누적으로 발생되는 배제는 대표적으로 소득 등 물질적 자원에서의 배제가 

해당하며 과거 안정적인 일자리, 적절한 교육 등에서 기회의 제약이 축적

되어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환경적 맥락에 따른 배제는 열악한 주택, 

취약한 근린환경 등에 거주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고령자 배제와 관련한 논의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하여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가 크다. 또한 배제의 다차원

성과 동태성을 바탕으로 문제 간의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주지하고 연속

적인 확장 과정을 논의한다는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고령자 배제 논의는 

주로 노년학과 사회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간적 측면 및 다른 차원

의 배제와의 관련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구되지 못한 상황이다. 

유형 내용

생애 단계에 따른 배제 신체적 기능 축소와 이동 역량의 감소
만성질환, 인지기능 감퇴

생애 궤적에서 누적된 배제 과거 저학력,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현재 소득, 자산 등의 자원의 부족

환경 맥락에 따른 배제 
열악한 주택과 취약한 근린환경
기존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대중교통이용의 어려움

<표 2-6> 고령자 배제 발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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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고령자의 공간적 배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고령자 배제 연구에서는 공간적 측면에 관한 논

의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도시 고령자가 공간환경

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논의하는 여러 문헌들을 검토하여 도시 고령자의 

공간적 배제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주거공간

우리나라 도시 고령자가 체감하는 평균적인 주택상태는 비도시의 고령

자보다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안나 외, 2008 : p.193). 그러나 

서울시 내에서 고령인구는 단독주택 비율이 높고, 아파트 비율은 낮으며,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정지은·정명진, 2013).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밀집지 특성을 분석한 이희연 외(2015)는 이들이 주로 경사지의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 구도심의 시장 인근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

행환경의 질, 생활 편익 시설,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 등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고려할 때 상대적

으로 고령자,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

서 선택한 거주지의 환경이 노년기 삶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고령자의 주거 경험은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인 적정성 측면에

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고령자는 경제적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

에 주거비부담은 비자발적인 이주로 이어지거나 물리적으로 불편함을 느

끼는 주택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 도시 고령자의 주거비부담 수준과 주거 이동 경험에 대

해 밝혀진 바는 많지 않다. 그러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비자발적인 주거 

이동할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이민주·박인권(2019)의 연

구에서는 서울에서 비자발적인 하향 주거 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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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비해 약 1.3배 높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어, 서울에 사는 도시 고령

자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고령자의 경우 주거 이동의 과정 자체가 어려운 경험할 수 있음

을 이해하여야 한다. 주거 이동의 결정과 실현에는 상당한 정보 수집 및 

탐색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고령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

에 노년기에는 주거지 선택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Scharf et al., 

2005). 또한 오랜 기간 거주해온 삶의 터전이자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축

적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이주를 결정하는 것은 노년층에게 쉬운 일이 아

니다. 이에 따라 사는 지역이 점차 낙후되는 상황에서 고령자는 이주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머무르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2) 외부공간

서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토지이용의 밀도가 높아 각종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활동 반경이 상당

히 넓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수경·이희연, 2015).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와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 등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낮은 이동 역량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자 내에서

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가 밀집한 거주지역의 대중교통시설 접

근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며(이희연 외, 2015) 후기 고령자의 경우에

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목적지를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설명

되고 있다(고승욱·이승일, 2017). 이는 서울시 내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각종 시설 접근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고령층 내에서는 이동 수단의 선택

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고령자는 운전 능력의 제한, 경제적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보행을 

통행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이다(Cao et al., 2010). 그러

나 압축적인 도시화 과정을 거진 서울의 보행환경은 고령자와 같은 보행 

약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서울의 구릉지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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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령자들은 집 주변의 좁고 울퉁불퉁한 길, 경사가 심한 골목과 많은 

계단, 빠르게 지나다니는 오토바이, 주정차 되어있는 자동차, 인도의 부재 

등에서 어려움을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새롬·양희

진, 2021). 보행로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외부활동을 제약하여 실제로 각

종 근린시설의 이용 빈도의 감소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Rigolon et al., 2018),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Burton & 

Mitchell(2006)은 미끄러운 표면, 단차가 있는 보행로, 어두운 가로등, 연

속되지 않고 단절된 보행공간 등이 고령자의 외부활동과 삶의 질을 저해

한다고 지적하면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포용적 가로

(inclusive street)’ 조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본주의의 확대로 인해 사적 공간이 증가하고 열린 공

간이 감소하는 도시환경 특성이 도시 고령자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Phillipson, 2004; 한경혜·윤성은, 2009). 농촌 지역은 

주택과 가로, 가로와 마을 전체가 공유하는 공간, 그리고 생태적 공간 사

이의 구분이 쉽지 않다. 반면에 대도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접근이 허락

되는 사적 공간,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소비공간이 더욱 많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희소해져서 도시 고령자는 공

간적 고립을 경험할 위험이 더 크다. 

한편에서는 고령자 이용 공간의 분리(segregation)가 고령자에 대한 부

정적 인식과 세대 간 계층화를 연유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Laws, 1993; 한경혜·윤성은, 2009). 예를 들어 고령자 전용 커뮤니

티 시설이나 은퇴자만을 수용하도록 계획된 주거 단지는 고령자 집단 내

부의 접촉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계획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은 다른 연

령층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저하시켜 결국 세대 간 통합을 방해하고 고정

관념과 차별을 강화할 수 있는 역기능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고령자의 

입장에서 다른 세대와 접점이 차단될 경우 소외감이 증폭되고 사회에 대

한 소속감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 또한 현대도시에서 등장한 무인주문기, 

자동화 기기 등 앞에서 고령자는 위축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재방문을 꺼



- 32 -

리는 행태도 발견되고 있다(박한솔, 2020). 이러한 장치는 물리적으로 공

간을 구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여 연령에 따른 

공간적 분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환경 속에서 고령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정

체성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Scharf et al., 2005 : p.77). 

도시 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인해 집 근처의 오래된 상점이 사라지

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등의 변화는 익숙했던 장소 경험의 상실, 지역 

주민과의 관계의 단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기에

는 반복적인 경험의 축적과 기억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구축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므로 빠른 변화는 그 자체로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해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시 고령자가 경험하는 공간적 배제의 쟁점은 

<표 2-7>과 같다. 도시 고령자는 주택환경의 물리적인 질, 그리고 시설까

지 접근성은 비도시지역의 고령자에 비해 나은 수준일 수 있지만, 높은 주

거비부담이나 비자발적인 주거 이동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외

부공간 측면에서는 위험한 보행환경, 사유지의 구획화와 희소한 개방 공

간, 도시 개발의 압박과 변화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제약되고 접근 가능한 

공간이 축소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

위가 어려워져 공간적 고립과 의존의 위험도 증대될 수 있다.

내용

주거공간

-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의 격차
- 낮은 거주 안정성
- 높은 주거비부담
- 비자발적인 주거 이동 위험

외부공간

- 단차, 경사, 인도 등의 보행환경 열악
- 교통사고, 낙상 등 사고의 두려움
- 비형평적 대중교통 서비스
- 사적 공간 확대와 공공공간의 축소
- 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
- 세대 간 교류와 통합의 장소 부족
- 무인주문기 등으로 인한 공간 선택 축소

<표 2-7> 도시 고령자 공간적 배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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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자 포용을 위한 정주환경 논의 

여기에서는 고령자의 일상생활 공간인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증진하려는 논의를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와 고령친

화 도시근린(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5). 이들은 공통적으로 개별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벗어나, 정주환경을 기초로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

여 건강과 안녕을 높이고자 하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층은 신체 기

능 및 이동 능력의 저하로 인해 생활 반경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주거지 

인근을 기초로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Glass & Balfour, 2003; Scharf et al., 2005). 

(1)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거주

최근 고령자 정책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는 기본적인 규범

으로 제시되고 있다. 노년기에는 새로운 환경보다 기존에 살던 장소와 이

미 형성된 관계를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1982년 UN 비엔나 국제 

회의(Vienna Internatial Plan of Action on Aging)에서 발표된 권고 19

에서는 “가능한 한 오래 자기 집에서 계속 살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야 한

다”라고 언급하면서 정주의 공간적, 시간적 지속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처음 제시하였다. 이후 계속 거주의 공간적 범위는 집에서 지역

사회로 확대되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6).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논

의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공간 사이의 정서적 연결을 의미하는 장소에 관

한 담론을 바탕으로 한다. 고령자 관점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의미를 

연구한 Wiles et al.(2011)은 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는 것은 근린의 장

5) 일상적인 생활환경은 동네, 근린, 커뮤니티, 지역사회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이 자리를 잡고 거주하는 인근 환경을 의미하는‘정주(定
住)환경’으로 사용할 것이다. 

6) 미국 CDCP(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은 AIP를 ‘연령, 소득, 
능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신의 집 또는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편안하
게 사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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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그리고 이웃과 정서적 애착(attachment)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

미한다고 설명한다. 즉 고령자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통해 친숙한 장소

와 사람들 속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와 상실의 연속인 노화의 과정 속에서 장소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는 것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 정책이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고

령층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고령자 개인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조아라, 2013).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고령자는 고립된 채 계속 거주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

이다. 혹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열악한 장

소에서 계속하게 거주하는 것은, 의지와 관계없이 살던 곳에서 머물러야 

하는 ‘장소 고착(Stuck in Place)’의 상황을 의미한다(Wiles et al., 

2011). 그리고 지역마다 고령자를 위해 제공하는 복지 수준이나 환경적 

여건의 차이가 크다면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고령자  삶의 질에서 차

이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Gardner(2011)는 그동

안 AIP 논의에서는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루고 있을 뿐, ‘계

속 거주를 위한 장소(places of aging)’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고령자의 

삶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지속을 넘

어 고령자를 배려하는 정주환경 특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 

(2) 활동적 노후를 지원하는 정주환경

고령자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는‘활동적 노후(active aging)’는 노년

기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걸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를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WHO, 2002). 이는 고령자에 대해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존재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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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활동적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WHO(2007)는 ‘고령친화 도시근

린(AFCC)’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친화 도시근린은 “노후의 삶의 

질의 증진을 위해서 건강, 사회 참여, 안전의 기회를 최대로 활용 가능하

여 활동적 노후를 장려하는 도시”로 정의된다(WHO, 2007: p.1). 즉 활

동적 노후를 위해 갖추어야 할 환경 특성을 다루고 있으며, 전 세대가 살

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면서 물리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포괄

하는 8개 영역에서 84개 세부 항목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7). 

고령친화 도시근린은 고령자의 다차원의 기회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 도시 포용성과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다. 이에 일부 연구자

들은 고령친화 환경을 포용성과 연계하여 논의하거나(Scharlach & 

Lehning, 2013) 포용도시 계획요소 구축을 위해 고령친화 도시 개념을 

참고하고 있다(손지현 외, 2016). 또한 고령친화 도시근린을 구성하는 8

대 영역의 하나에서는 ‘사회적 포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령자에 대한 

존중과 인정, 배려 등 포용적인 태도가 고령자가 지역사회 의견 개진이나 

사회적 참여 활동을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용은 고령자에 대한 관용, 연령주의의 극복과 같은 다

소 한정된 의미에서 설명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8

대 영역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및 제도적 환경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관해 설

명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용성 개념은 다양한 구성 차원에 대

해 포괄적이고 관계적인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유용성과 차별성이 

있다. 다만 기존의 도시 포용성 논의는 모든 도시민의 경제적, 정치적, 사

회적 기회와 권리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고령자를 대

상으로 할 때 그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7) 8대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외부공간 및 건물(Outdoor spaces and buildings), ②
교통 수단(Transportation), ③주거(Housing), ④사회 참여(Social participation), 
⑤존중 및 사회적 포용(Respect and social inclusion), ⑥시민 참여 및 고용(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⑦의사소통 및 정보(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⑧지역돌봄 및 의료(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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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정주환경 개념8)

1. 정주환경 포용성의 개념과 구성

(1)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정주환경 의미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정주환경’개념을 제안하고, 고

령자 배제를 최소화하고 생애 후반까지 도시민으로서 다양한 기회를 충분

히 누릴 수 있는 정주환경으로 정의한다. 기존 도시 포용성 논의는 도시민

의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차원적 구성 차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

가 크나, 고령자 특성을 반영하여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지 못하며 고령자

의 삶을 대입하기에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또한 고령자 배제 이론은 고령

자가 경험하는 문제의 다차원에 관해 설명하고 있지만, 공간적 측면에서 

면밀히 고찰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정주환경’ 

개념은 도시 포용성 논의를 바탕으로 하되 고령자 배제 이론을 통해 고령

자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본 개념은 사회적, 공간적 영역이 축소되는 노년기 삶을 반영하여 포용

성의 범주를 ‘정주환경’으로 설정한다. 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

을 증진하려는 일련의 논의에서 정주환경에 의미를 두는 것을 고려한 것

이다. 이에 포용 도시에서는 도시민의 경제, 정치, 사회적 활동의 배경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비해, 포용적 정주환경은 주거지 인근의 일상적 생

활환경에 집중하고 있다.

정주환경은 지역 주민 사이의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사회적 배경이자 주

택을 구심점으로 하는 공간적 영역의 의미를 포괄하므로, 정주환경의 포용

성은 사회적, 공간적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작

용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소속과 연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주

환경 특성을 ‘사회적 포용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공간

8) 본 절의 내용은 연구자의 다음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을 기초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새롬·박인권, 2020. 정주환경 포용성이 고령층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 지역
연구, 36(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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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되며 외부공간의 이용 장벽이 낮고 선택의 기회가 높은 정주환경 

특성을 ‘공간적 포용성’이라 할 수 있다. 

(2) 정주환경 포용성의 차원과 구성요소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정주환경 포용성의 개념 틀은 <그림 2-2>와 같

이 사회적·공간적 포용성에서 총 다섯 개의 핵심 구성 차원을 포괄한다. 

우선 정주환경의 사회적 포용성은 ‘상호의존, 참여’의 두 차원으로 구성

되며, 정주환경은 공간적 포용성은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의 세 차원

으로 구성된다. 이들 다섯 개의 핵심 차원은 앞서 살펴본 도시 포용성 논

의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차원을 설명하는 하위 구성요소는 고

령자 배제 및 고령자를 위한 정주환경 논의를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령자 관점에서 포용적인 정주환경은 “생애 후반까지 상호의존적 

관계와 다양한 활동 참여를 지속할 수 있고, 적절한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개방된 장소와 기본적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을 의미한다. 

<그림 2-2> 고령자 관점의 정주환경 포용성 개념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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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적 포용성의 구성 차원인 ‘상호의존, 참여’는 기존 문헌을 

토대로 도출하였다(Gerometta et al., 2005; 박인권, 2015). 

상호의존 차원은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사

회에 밀착하는 상태로 비자발적인 의존 상태와 구분된다. 고령자의 상호의

존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과 통합,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인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상호의존 차원의 하위 구성요인으로는 ‘비공식

적 관계망, 고령자에 대한 인정’을 도출하였다. 비공식적 관계망

(informal relations)은 가족, 친구, 이웃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적으

로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며 직장, 공적 단체 등 개인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에서 발생하는 공식적 관계망(formal relations)과 구분된

다. 본 개념 틀에서는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한 비공식적 관계망인 지역사

회 관계망을 설명하고 있다. 노년기에 이웃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유용

한 정보, 정서적 지지, 도구적 자원 등의 교환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구

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혼자 살더라도 이웃

과의 왕래를 통해 홀로 문제 상황에 처할 위험이 감소하고 누군가가 자신

을 살피고 있다는 위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Wiles et al., 2011),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고취하여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웃으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정보는 건강, 경제적 이득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나이가 들어서도 존엄한 인간으로

서 권리를 보장받고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은 고

령자 포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나이 듦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 차

별, 무시 등은 고령자 배제의 한 형태로, 자기효능감과 연대감을 저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참여 활동을 위축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 차원은 활동적 노후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자기실현, 자기 존중감 등을 경험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구성요인으로는 ‘사회활동 참여, 여가활동 

참여’를 도출하였다.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는 자원 봉사, 단체 소속 등 

공식적인 활동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 또한 포괄한다. 예를 들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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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웃을 만나는 비정기적인 모임이나 공원, 체육시설 등 지역시설을 이

용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고령층은 생활 반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 

주변에서 여유 시간을 보내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여가활동 참여는 집 밖에서 산책, 취미생활 등을 폭넓게 포괄하며 이는 

외부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타인과 간접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

공하는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고령자에게

는 집을 벗어나 거리에서 햇볕을 쐬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행위도 고립

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체감하는 활동으로서 함의가 있다. 이에 여

러 연구자는 고령자의 여가 활동을 의미 있는 참여 활동의 하나로 포함하

고 있다(김용진·안건혁, 2011; Glass et al., 2006). 

한편 공간적 포용성은 앞서 도출한 도시 포용성의 공간적 전략을 기초로 

안정성(security), 개방성(openness), 접근성(accessibility)의 세 차원

으로 제안한다. 

우선 안정성 차원에서는 ‘적절한(decent) 주택, 부담가능한

(affordable) 주택, 장기 거주’를 하위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물리적으

로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에 대한 필요는 어느 생애주기보다 노년기에 가

장 크다. 노년기에는 집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신체적 능력과 적

응력의 저하로 인해 주택의 구조, 설비, 채광 등이 건강과 안녕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부적절한 주거환경은 심리적으로 위축

시켜서 사회적 관계나 참여 활동에도 소극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WHO(2002)에서 활동적 노후를 위한 3대 요소의 하나로 안전을 제시하

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안전은 가장 필수적인 고령층의 욕구이며, 

특히 일차적인 공간인 주택의 안전은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부담가능한 주택 또한 주거 안정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령층

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주거비부담은 의료비, 

생활비 등 다른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제약

되는 등 이차적인 기회의 차단으로 이어지기 쉽다. 고령층의 자가점유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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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령층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주거비부담은 자가를 갖추

지 못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가 점유는 단순히 물질적 

자원 이상으로 심리적인 편안함, 존재론적 안정감 등을 형성하고 정상 시

민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Shaw, 2004), 불안정한 점유

는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관계, 참여 활동 등을 저해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점유 안정이 반드시 포용적 상태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

는데,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필수적인 수리를 감

당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가 없어 과밀한 집에서 

거주할 때는 포용의 상태로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자가 점유가 아니라

고 해서 반드시 배제의 상태는 아닐 수 있는데, 쾌적한 환경을 갖춘 임차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Somerville, 1998). 

한편 정주환경의 시간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 거주를 강조한다. 주거지 인근은 고령자에게 자기 존재를 

자각하는 공간으로 가능한 한 오래 친숙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은 이웃

이나 지역 장소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 삶의 만족감을 고취할 수 있다

(Wiles et al., 2011). 청장년층에 비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고령

층에게는 정주환경의 이동과 변화는 단절과 고립을 연유하는 부정적 측면

이 더 클 수 있다. 다만 집 안팎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

는 경우는 포용적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의 물리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방성 차원에서는 ‘풍부한 공지(open space), 세대 간 공

간적 통합’을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고령층은 비단 개인 차원에서 이

동성의 제약뿐 아니라 외부환경의 높은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의 범위와 선택의 폭이 크게 축소된다. 거주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단지형 아파트나 비용을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는 상업시

설, 이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공원, 가

로 등은 도시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할 수 있다. 이에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지를 풍부하

게 제공하는 것은 고령층이 집 밖으로 나와 편안하게 이용할 기회를 확장



- 41 -

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의 경우, 상대

적으로 다른 공간 이용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양호한 공지를 통해 사회적 

교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받는 의미가 더욱 클 수 있다(이희연 외, 

2015). 

또한 세대 간 공간적 통합은 고령층과 비고령층의 생활 공간이 지리적으

로 구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주거

지 내의 장소들은 세대 간 접점을 제공하고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

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Gardner(2011)은 전문적 서비스나 가정 

내에서의 돌봄이 아닌 세대 간 ‘보편적으로 공유하는(universally 

shared)’ 장소를 통해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세대 간 이용 공간의 명백한 분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

를 사전에 차단하여 고령자에 대한 고정관념, 차별의식 등을 강화할 가능

성이 있다(이지연·한경혜, 2009). 이에 따라 고령자 전용시설에서 제공

하는 특수한 보살핌 대신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정주환경은 고령자 공간적 포용의 중요한 항목으로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차원에서 ‘기본시설 근접성, 보행성(walkability)’

을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9). 의료시설, 슈퍼마켓, 은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하는 각종 근린시설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은 고령자에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

는 기본 조건이 된다. 또한 노인정과 같은 고령자 커뮤니티 시설이나 동네 

가게와 같은 제3의 공간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것은 이웃과의 

교류, 사회적 참여 활동,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Kim, 2008; Lee, 2015). 대중교통시설은 고령자의 취약한 이동

성을 보완하고 근린을 넘어 외부로의 이동과 고차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고령자는 경제적, 신

체적 조건으로 인해 운전을 중단하고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대중교통 제약은 통행만이 아니라 공간적 활동의 제약과 삶의 질 저하

9) 접근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이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 등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으나 여기서는 물리적, 공간적 측면의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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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질 수 있다(노시학, 1998). 

또한 고령자에게는 지리적 근접성뿐 아니라 보행환경의 편의성과 안정

성이 이동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고령자는 도보로 통행하는 경우

가 많으나 불편을 겪기 쉬운 보행약자에 해당한다. 이에 열악한 보행환경

이나 자동차 위주의 근린환경은 고령자의 외부활동을 제약하고 공간적 고

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쾌적하고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환경

은 보행 활동을 늘리고, 늘어난 보행 활동은 사회적 교류와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o et al., 

2010; 박효숙·이경환, 2019).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령자 관점에서 정주환경의 포용성을 설명하

는 구성 차원과 요인을 종합하면 <표 2-8>과 같다. 아래 표에서는 도시 

포용성 개념과 공유되는 내용을 공통요인으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을 고유요인으로 정리하고 있다. 정주환경의 사

회적 포용성 측면에서 사회활동 참여와 비공식적 관계망은 모든 구성원에

게 공통으로 중요하다면, 고령자에게는 특히 여가활동 참여, 지역사회 관

계망, 고령자에 대한 인정이 더욱 강조된다. 고령자의 축소된 사회적 역할

정주환경의 사회적 포용성
차원 참여 상호의존 
공통
요인 - 사회활동 참여 - 비공식적 관계

고유
요인

- 활동의 공간적, 사회적 영역 축소로 인해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이 증대

- 여가활동 참여 : 집 밖에서 운동, 산책 등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폭넓게 포함

- 현대 사회 가족 역할의 변화로 
‘지역사회 관계망’의 중요성이 강조

- 고령자에 대한 인정과 비차별 

정주환경의 공간적 포용성
차원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
공통
요인

- 적절한 주택
- 부담가능한 주택 - 풍부한 공지 - 기본시설 근접성

고유
요인

- 신체적 취약을 바탕으로 주택 
내 안전에 대한 필요 증대

- 장기 거주: AIP 관점에서 익
숙한 장소, 관계의 지속 중요

- 세대 간 공간적 통합 : 
다양한 연령층 간 생활공간
의 공유와 상호작용의 증대

- 보행성 :
보행약자인 고령자는 열악한 환경
이 공간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 

<표 2-8> 고령자 관점의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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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활 영역, 그리고 차별에 처하기 쉬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간

적 포용성 측면에서는 부담가능한 주택, 공지, 기본 시설 근접성은 전 세

대의 공간적 기회를 확장하는 공통요인에 해당하며 적절한 주택, 장기 거

주, 세대 간 주거지 통합, 보행성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다루는 고유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정주환경 포용성의 층위

본 연구에서는 정주환경 포용성을 ‘미시수준 및 지역수준’의 두 층위

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고령자 배제와 관련한 연구들은 개인의 삶에서의 

경험과 주관적인 평가를 파악하는 개인적, 미시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Scharf et al., 2005; 박현주·정순둘, 2012 외). 반면에 도시 포용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지역 차원의 거시적, 맥락적인 지표에 관심을 두고 이것

이 개인의 기회나 권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UN-Habitat, 

2017; 박인권·이민주, 2016 외).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환경의 특성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개인적

인 역량이나 자원을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수준에서 제공하는 기회

의 구조나 지원 체계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

자의 정주환경 포용성에 대해 다층적(multi-layered)으로 접근하고 있

다. 이는 Murie & Musterd(2004)가 지역마다 개인에게 제공하는 ‘기

회의 구조(structure of opportunities)’가 다르기 때문에 배제에 대해 

개인, 지역, 국가 등 다층적으로 접근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과 동일한 맥

락에 있다. 

이에 따라 미시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인접한 

환경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감하는 포용성을 의미한다면,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은 이보다 거시적인 물리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 등의 포

용성으로 설명한다. 즉 지역수준에서 공급하는 서비스나 조성된 물리적 환

경,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집합적인 속성에서 발현되는 특성을 뜻한다. 이

와 유사하게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삶의 질을 개인 및 지역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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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시에 파악하고 있으며(Cramm et al., 2012; 김형용, 2010), 공간환

경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근린 특성과 지역 제반 환경의 특성으로 통합

적으로 접근하고 있다(Ettema & Schekkerman, 2016).

정주환경 포용성의 층위를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면, 정주환경의 

안정성 차원에서 ‘적절한 주택’요인은 미시수준에서 고령자가 현재 거

주하는 주택의 물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수준에서는 고령자

가 속한 지역에서 적절한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로 설명할 수 있

다. 이러한 지역수준의 적절한 주택의 보유와 공급 수준은 개인의 주택 선

택의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정주환경 포용성의 차원 및 층위 간 관계

(1) 포용성의 차원 간 자기강화

여기에서는 정주환경 포용성을 구성하는 차원 및 층위 사이의 ‘관계’

에 대해 논의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배제 내지 포용은 여러 문제들이 독

립적이지 않고 상호 관련성이 큰 특성, 곧 다차원성과 동태성에 주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차원이 다른 차원을 강

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점차 포용 수준이 심화되는 특성을 ‘자기강화

(self-reinforcement)’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배제의 다차

원성과 역동성을 논의하는 기존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배제는 하나의 문

제가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기제로 작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확대되

는 과정으로 일부 연구자는 특히 주거 배제가 또 다른 차원의 배제를 일으

키는 원인이 될 것에 주목하고 있다(Arthurson & Jacobs, 2003). 열악

한 주거환경에서의 거주는 안정적인 일자리, 적절한 교육, 사회적 관계의 

기회를 축소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차

원의 배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개념 제시에서 그치고 있으며 실증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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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자의 공간적 포용성이 사회적 포용

성을 견인할 가능성을 제안한다. 고령자는 주택을 구심점으로 하는 정주환

경에서 벗어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정주환경을 토대로 경험하는 사회적·

공간적 포용성이 상호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동일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고령자일지라도 근거리에 풍부한 녹지와 커뮤니티 시설을 갖

춘 근린에서 생활한다면, 집 밖으로 더 자주 나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를 통해 이웃을 만나 교류할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지역 장소에 

대한 애착과 이웃에 대한 연대감이 강화되면 나이 듦으로 인한 소외감, 불

안감이 다소 해소되어 삶 전반에 대한 만족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실증적 증거들은 공간적 포용성과 사회적 포용성이 연계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공원이나 가로와 같은 공지가 풍부함은 고령자

의 신체적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

으며(Sugiyama et al., 2009; Kweon, 1998), 근린의 양호한 보행환경

은 외부에서 보내는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이웃 간 신뢰, 네트워크 등 사

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Leyden, 2003; 정

현·전희정, 2019, 조혜민·이수기, 2017; 고은정, 2018). 그리고 양질

의 근린주거 환경은 그 자체로 지역의 장소와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을 강

화하므로(Zhang & Zhang, 2017; 이경환, 2009), 지역사회 참여와 상호

의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2) 포용성의 층위 간 상호작용

정주환경 포용성의 다층의 관계는 ‘층위 간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자 한다. 이는 미시수준 및 거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이 각각 개인에게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 영향을 강화하거나 완

화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Murie & 

Musterd(2004)는 국가나 지역의 복지 수준이나 근린의 기회 구조에 따

라 개인 차원 배제의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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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배제에 처한 사람은 열악한 근린에 거주하기 쉽고, 열악한 근린

은 재취업, 교육 등에 대해 제한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

일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복지의 혜택이 미칠 수 있다면 열악한 근린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취업의 지속적인 

실패나 생활고와 같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자 관점에서는 거주하는 지역의 포용 수준에 따라 미시수준의 정주

환경이 안녕에 미칠 영향이 강화되거나 경감될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

다. 개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활동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고령자

에 대해 호의와 관용의 수준이 높고 이웃 관계망이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

는 지역에서 거주할 때, 우호적인 대인 관계를 경험하거나 정보, 서비스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또한 

고령자 개인수준에서 주거비부담능력이 낮더라도 지역적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거비 지원이나 임대주택 공급 등의 기회가 풍부하게 제

공된다면 주거비부담이 고령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완충될 수 있을 

것이다.



- 47 -

제 3 절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과 정주환경 포용성의 관계

주관적 안녕은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고령층의 경우 지속적인 상실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혼란이 증가하기 때

문에 자기 삶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갖는 함의가 크다. 이에 본 절에서

는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 포용적 정주환

경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찰한 후에, 정주환경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1. 고령자 주관적 안녕의 개념과 결정요인

(1) 주관적 안녕의 의미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자신의 경험과 삶 전반에서 다

양한 기대가 충족되어 나타나는 “좋은 감정의 상태(good mental 

states)”를 의미한다(OECD, 2013 : p.10). 이는 소득, 고용, 교육 수준 

등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조건과 다르게 자기 삶에 대해 스스로 판단한 결

과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주관적 안녕은 행복, 삶의 만족, 주관적 삶의 

질 등의 용어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상호 간에 중복되

는 부분이 많다. 이에 여러 연구에서는 행복과 주관적 안녕을 구분하지 않

고 통용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Diener, 1984; Layard, 2005; 

한준 외, 2014) 일부 연구에서는 행복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OECD, 2013 : p.29)10).

최근에는 주관적 안녕에 대해 사회의 발전 수준을 표상하는 지표로서 정

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Stiglitz et al.(2009)의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10) 행복은 삶의 만족감, 감정과 같은 헤도닉(hedonic) 측면을 의미한다면, 주관적 안
녕은 추가적으로 삶의 가치와 목표의 성취를 의미하는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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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rogress 보고서 이후 본격화되었다(OECD, 2013: p.13-14). 

이 보고서는 그동안 GDP로 대표되는 경제적 성과가 발전의 우선적 목표

로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반드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발전의 근본적 목표는 개인의 삶의 질 증

진에 두어야 하며 이를 가늠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에 대한 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Stiglitz et al., 2009: p.216). 즉 최근 공공 정책의 초

점이 개인의 더 나은 삶의 질로 전환될 필요가 강조되고 있으며 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관적 안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 주관적 안녕의 구성과 측정

주관적 안녕은 내면적인 인지 및 심리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의와 

측정이 쉽지 않다.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이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이루어지고, 자기 보고(self-reported) 

형식을 통해 측정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11). 주관적 안녕이 높다는 것은 

삶에 대한 만족감이 크고, 기쁨·자신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의 빈도가 높

으며, 걱정·분노·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빈도는 낮은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안녕으

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표 2-9>에서 인지적 안녕

(cognitive well-being)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삶 전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라면, 정서적 안녕(affective well-being)은 

최근 일정 동안‘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했는가’와 관련되므로 보다 변화

하기 쉬운 특성이 있으며(OECD, 2013 : p.31) 일부 연구자들은 둘 사이

11) 일반적으로 주관적 안녕을 정량화하는 것은 자기보고(self-reported) 형식으로 이
루어진다. 삶의 만족감 측정은 보통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1부터 10까지 중에서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묻거나, 건강·경제·직장 등 하위 영역별로 구분하여 평가
한 후 종합한다. 정서적 안녕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긍정적 감정에 대한 최근 특정한 
기간 동안에 경험한 빈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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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 관련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들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서은국·구재선, 2011) 반드시 상관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 높으면서도 부정적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

할 수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OECD(2013)의 ‘주관적 안녕의 측정에 대한 지침

(OECD Guide 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에서는 

주관적 안녕의 하위 요소를 집계하여(aggregating) 종합적인 안녕을 산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12). 불가피하게 하나의 지표를 

보고해야 할 경우 삶의 만족을 활용할 것을 제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삶의 만족이 더 핵심적인 개념이어서가 아니라 측정 방식이 비

교적 정립되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OECD, 2013 : p.193). 이

러한 제언에 따라 주관적 안녕을 분석하고 있는 여러 연구에서는 삶의 만

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하여 별도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Boarini, 2012; Ettema & Schekkerman, 

2016; Dolan et al., 2008; Gibney et al., 2020; 정해식 외, 2020). 

12) 이를 종합하는 지수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인 가중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OECD, 2013 : p.193).  

13) 부정적·긍정적 정서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 긍정적 정서 빈도에서 부정적 정서의 
빈도를 뺀 값인 총 정서(net affect, balanced affect)를 산출하기도 한다(OECD, 
2013). 

영역 하위 요소 측정 예시

주관적 안녕

인지적 안녕 삶의 만족 스스로 평가하는 전반적 만족 수준 
또는 부문별 만족 수준의 종합

정서적 안녕13)

긍정적 정서 최근 경험한 즐거움, 기쁨, 자신감 등의
정서의 빈도

부정적 정서 최근 경험한 걱정, 분노, 우울 등의 
정서의 빈도

<표 2-9> 주관적 안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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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 주관적 안녕의 핵심 결정요인으로서 정주환경 포용성

주관적 안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초기에는 소득이나 교육 수준, 

건강 상태 등 개인적 조건과 관련하여 집중되었다. 연령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는 U자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년기에는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롭고 성취와 실현에 대한 압박이나 욕구가 크지 않아 안녕감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Ballas, 2013).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가 역 U자형으로 나타나서 노

년기의 안녕감이 매우 낮은 수준임이 지적되고 있다(정해식 외, 2020

)14).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생애 과정에 따라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달라

질 뿐 아니라 결정요인이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Boarini et al., 

2012). 청소년기에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주는 만족감이 크다면 청

년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여부, 장년기는 사회경제적인 성취가 주는 만

족감이 더욱 클 수 있다. 

개인의 소득, 자산 등 경제적 수준은 주관적 안녕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

적 요인이며 경제적 활동에서 벗어난 노년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대적인 경제 수준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수준이 주관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한계 수준 이상의 

소득 증가는 더 이상 안녕감 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Leyden, 2011).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

는 청장년층의 주관적 안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지만 고령자

에게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경제활동을 통한 성취감이나 경제적 

여유의 측면에서 고령자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생계유지

를 위한 비자발적인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

기 때문이다(정해식 외, 2020 : p.73).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고령자를 둘러싼 환경적 

특성이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데 초점을 둔다. 

그동안 환경적 특성과 개인의 신체적 활동이나 신체적 건강의 관련성에 

14) 이는 소득, 건강 등을 통제하지 않은 평균값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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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진 데 반해서 주관적 안녕과의 관련성을 다루

는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Kim, 2008; Saarloos et al., 2011)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일부 연구는 노년기에 들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연대와 안전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한국인의 

행복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김미혜 외

(2014)의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안녕감에 대해 경제적 만족도의 영향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지 않았지만 안전한 환경의 영향력은 다른 연령층

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재우(2017)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행복은 소득 수준이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성이 크다면, 고령층

의 행복은 심리적 지지를 주고받는 이웃 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접근 방식 외에 일부 연구자들은 고령자 스스로 더 나

은 삶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그들의 

응답을 통해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Fry, 2000; Bowling et al., 

2003). 궁극적으로 주관적 안녕은 개인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

치나 욕구가 충족된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

의 관점이 아닌 고령자의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ry(2000)는 고령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노년기에는 독립적인 주

체로서 의사결정의 권리가 지속하기를 원하며 통제력과 자립을 잃게 되는 

상황이 삶의 질을 저해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노년기는 신체적, 경

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비자발적인 의존이 증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 대한 독립성과 통제력에 대한 욕구가 더 강화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연구한 Bowling et al.(2003)은 보

다 일상적인 생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자 관점에서의 삶의 질을 파

악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이 자기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참여, 독립적 생활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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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건강이 가장 

많고, 이어서 주거근린 환경, 경제적 상황 순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고

령층은 사회적 연결과 연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크고 양호한 건

강, 적절한 환경, 소득 등은 기본적인 조건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령층의 욕구는 사회에 대한 ‘연결’과 

주체로서의 ‘독립’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

다. 나이 듦은 사회적 존재로서 역할, 주체적 존재로서의 역량이 축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결성과 주체성에 대한 욕구는 어느 때보다 커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층의 욕구는 그동안 복지적 차원에서 강조되어 

온 소득이나 건강에 대한 지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확장된 시

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사회의 일원으로 고령자의 공간·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적 정주환경’은 고령층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년기의 적극적인 참여, 상호의존적 관계

를 확장함으로써 고령자의 고립감과 소외를 완화하고 사회적 연결감을 충

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 안정, 개방되고 접근성 높은 근린공간

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나이 들어서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외부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다. 즉 포용적 정주환경은 고령층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다양한 선택과 통제의 ‘능력을 증진하는 환경

(enabling environment)’으로 기능하여(Beard et al., 2016) 주관적 

안녕을 진작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고령자의 배제 경험이 삶의 질, 주관적 건강의 저하

를 야기하고 우울을 증대를 초래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Scharf et al., 2005; Feng et al., 2019; Tong et al., 2011). Scharf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물질, 관계, 참여, 서비스, 근린에서 배제 상태

인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는데, 모든 차원에

서 배제 상태인 고령자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더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Barnes et al.(2006)는 더 많은 차원의 배제를 경험할수록 주관적인 삶



- 53 -

의 질이 더욱 저하됨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동떨어지거나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경험은 고립감, 불안감 등 정서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주관

적 안녕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고령자의 배제 경험을 최소화할 때 

고령층의 주관적 안녕감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써 정주환경의 특

성에 주목하며 특히 ‘포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 증

거를 검토하기 위해 정주환경 포용성을 구성하는 다섯 차원와 관련하여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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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환경 특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 참여, 상호의존과 주관적 안녕

활동적 노후(active aging) 개념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지속해야 함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으로 수행하던 역할을 중단하게 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의 참여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존재로서 안녕감을 증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는 사회활동 참여가 실제로 고령자의 

삶의 만족 수준 증가와 정서적 안녕에 해당하는 우울 위험의 감소와 관련

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Glass et al., 2006; 김용진·안건혁, 

2011; 한재원·이수기, 2019).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

하기 위해 운동, 여가활동 등 비공식적인 참여 활동을 의미 있는 사회활동

으로 포함하여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 활동이 한 시점의 우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우울의 증가 폭을 줄이는 인과적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Glass et 

al., 2006). 

한편 사회적 상호작용은 전 세대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주관적 안녕의 

결정요인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웃 관계망의 함의가 

클 것으로 주목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혈연관계에 기반한 관계망과 별개로 

지역사회 관계망이 고령자 주관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Chao et al., 2011; Sugisawa et al., 2002). Chao et al.(2011)은 전

반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 왕래 빈도, 정서적 지지 수준, 지지에 대

한 만족도가 클수록 고령자의 우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는데, 다른 관계망을 통제한 후에도 친구와 이웃 관계망의 규모가 독

립적으로 우울의 감소에 관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

적 유대(social tie)가 미국과 일본의 고령층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Sugisawa et al.(2002)은 가족과의 왕래를 통제한 이후에도 친구·

이웃·친척과 왕래의 효과는 미국과 일본의 고령자에게 모두 유의한 것으

로 확인하였다. 주거지 인근에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많고, 자주 왕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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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 자원, 심리적 지지 등을 받을만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안녕감이 진작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러한 상호의존적 

관계망의 효과는 고령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 확인되고 있다. Lee & Chou(201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고

령자의 우울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사회적 배제 상태에 

있는 고령자에게 우울을 경감하는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고령자에게 상호의존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2) 정주환경의 안정성과 주관적 안녕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주거환경은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Evans, 2003). 인간에게 가장 밀착된 

일차적 환경인 주택의 안전은 곧 안전한 환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Sirgy 

et al., 2008) 안전에 대한 욕구가 큰 고령층에게 적절한 주택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다수의 연구에서 주택의 설비, 구조, 노후도 등 열악한 주

택상태가 고령자의 심리적 건강 및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Guite et al., 2006 ; Weich, 2002; 김승연 외, 2013; 

박금령·최병호, 2019). 박정민 외(2015)의 연구에서는 종단분석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과 고령층의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우울의 증가와 부적절한 주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일

부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주택환경이 아닌 주관적인 만족감에 초점을 맞추

고 있는데 오히려 객관적인 특성에 비해 삶의 만족과 안녕에 더 큰 영향력

을 발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Sirgy et al., 2008; 박성복, 2011; 

Zhang & Zhang, 2017). 

주거의 경제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주거비부담 수준의 영향이 알려져 

있다.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 여러 건강 지표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울 척도

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65세 이상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

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정민 외, 2015). 주거비부담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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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가중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다(박금령·최병호, 2019). 또한 주거비부담의 영향은 점유 형태에 따

라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가보다 전세, 전세보다 월세에 해

당할 경우 주거비부담이 우울의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강수진·서원석, 2019). 

고령자에게 주거의 시간적 안정성은 변화하는 신체적, 사회적 조건 속에

서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

여 기존 연구에서는 거주기간과 점유 형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일부 연

구에서는 짧은 거주기간이 행복과 안녕감의 저하와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

하고 있다(Kim & Im, 2020; 장인수·김홍석, 2016; Gilleard et al. 

2007). 이러한 결과는 주거 이동이 잦으면 이웃 주민과 교류할 만한 기회

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 형성이 어렵기 때문으

로 설명할 수 있다. Kang(2021)은 잦은 이동, 비자발적 이동, 비정상 주

택으로 이주 경험 등의 주거 불안정이 일회적인 사건이라기보다 반복적, 

누적적인 경험일 가능성이 큼에 주목하고, 주거 불안정 경험이 많을수록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자가 점유의 이

점에 대해 Zumbro(2014)는 자기 영역을 차지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충

족시키고, 생활의 조건이 더욱 우수하며, 비자발적인 이주의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가 점유의 복합적인 

함의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일관되게 자가 점유가 삶의 만족 증대와 부정적인 정서의 감소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김동배 외, 2012; 한재원·이수기, 

2019; Foye et al, 2018). 

(3) 개방성, 접근성과 주관적 안녕

정주환경의 높은 개방성, 곧 다양한 특성과 계층의 지역주민이 공유하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공간이 풍부함은 고령자가 집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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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 쉬운 조건을 형성하여 안녕감 증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

보다 가장 대표적인 공지인 공원과 관련하여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도시

민의 안녕을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

고되고 있다(Guite et al., 2006; Dong & Qin, 2017; 이우민 외, 2016).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지와 삶의 만족 사이 관계를 분석한 Sugiyama 

et al.(2009)은 녹지 쾌적성, 안전성, 근접성이 높다고 인지할 때에 삶의 

만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장

인수·김홍석(2016)은 자치구별 녹지 공급 수준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데, 특히 총 녹지면적의 증가가 주관적 안녕

의 진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는 도시민

의 삶의 질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시설의 밀도

(이영빈·정창무, 2013), 만족도(Sugiyama et al., 2009; 한재원·이수

기, 2019), 인지된 접근성 등을 통해 근린시설 접근성이 도시민의 주관적 

안녕, 행복, 삶의 질과 관련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고령층의 경우 집 주

변에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풍부할 때 우울 위험을 낮추

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서(김용

진·안건혁, 2011; Kim & Lee, 2015), 고령자 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

고 사회적 참여의 장소를 마련하는 시설로서 실제로 기여하고 있음이 확

인된다. 

Berke et al.(2007)은 보행환경과 고령자 우울의 관계에 주목하였는데, 

시설까지 거리, 블록 크기, 보도 특성 등으로 측정한 근린의 보행성

(walkability)이 남자 고령자의 우울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자동차 의존적인 환경에 비해 보행 친화적인 환경은 운전에 제

약이 있는 고령자가 목적지에 접근할 기회를 늘려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Saarloos et al.(2011)은 

건조환경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행성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토지이용 혼합만이 우울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용도혼합은 보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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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지만 동시에 지역의 혼잡도를 높여 스트레스 수준이 증대하는 것

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는 보행환경의 측정 방법 및 대상 

지역 특성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4) 지역수준 정주환경과 주관적 안녕

일부 연구자는 개인수준에서 측정한 미시적 환경과 별개로 개인이 속하

는 거시적, 맥락적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맥락효과

(contextual effects) 또는 지역효과(neighborhood effects)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층 모형을 통해, 주관적 안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 특성 변인을 통제한 후 지역수준 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한다. 

개인의 안녕과 건강에 대한 지역수준 사회적 환경의 맥락효과를 검토하

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Cramm et al.(2012)은 개인수준에서 보

유하는 사회적 자본뿐 아니라 근린수준에서 집계한 사회적 자본과 응집 

수준이 고령자의 안녕에 유의미한 맥락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형용(2010)은 지역수준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를 분석하였

는데, 사회자본 중 신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맥락효과가 나타나지만 

참여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의 맥락효

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더욱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하면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수준의 신뢰 형성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수준의 주거 안정성(Boardman, 2004; Matthews & 

Yang, 2010), 주거지 분리(Kubzansky et al., 2005; 곽현근, 2009)와 

개인의 주관적 건강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Boardman(2004)은 지

역의 주거 안정은 그 자체로는 개인의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

만, 높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곧 주거 불안정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

민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함을 의미하고, 지역의 주거 안정은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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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 그리고 사회적 통합과 커뮤니티 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설명하고 있다. 주거지 분리가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들은 취약층의 집중된 지역에서 범죄, 위생 등 개인의 스트레스를 높일 위

험이 높으며 부정적 경험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만한 자원을 찾기 어려운 

환경임을 설명한다(Kubzansky et al., 2005; 곽현근, 2009). 이와 관련

해서 곽현근(2009)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빈곤 가구 비율이 개인의 자기 

효능감을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Kubzansky et al.(2005)의 연

구에서는 근린의 빈곤율은 우울의 증가에, 근린의 고소득 비율은 고령자의 

우울 감소에 유의한 맥락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지역수준의 접근성이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미

치는 맥락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일관된 증거는 부족한 편이다. 

Kubzansky et al.(2005)은 편의시설, 의료시설, 비선호시설의 물리적 근

접성이 우울에 대한 맥락효과를 보일 것을 예상하였으나 모든 시설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사하게 이창관·이수기(2016)의 연

구에서도 근린수준의 시설 접근성이 신체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관적인 삶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Kim & Im(2020)은 지역 주민 간 사회적 교류를 위한 매개 장소로서 기

본생활인프라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근접성과 행복의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에서 지역수준에서 측정한 어린이집 및 학

교까지 평균 거리가 멀수록 행복의 감소와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

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하는 지역 주민은 어린이와 학부모로 제한되기 때

문에 집단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나 반영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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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틀과 연구의 차별성

1. 연구의 차별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하고 안녕한 노후를 뒷받침하는 환경 특성

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보건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술

적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근린환경과 신체적 건강의 관계와 관련

된 실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린환경과 주

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은 편이다(Kim, 2008; 

Saarloos et al., 2011). 그동안 주관적 안녕은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영역

이라는 점에서 소득, 건강 등 개인적 요인이나 관계망, 참여 활동 등 사회

적 환경에 의해 상당히 결정된다고 접근되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 개인이 속한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의 결정요인의 하나

로 분석되기 시작하였지만(Ballas, 2013), 고령층의 주관적 안녕과 정주

환경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몇 가지 한계를 보인다. 많은 연구

가 도시, 국가 등 거시적 단위로 집계된 객관적인 지표와 평균적인 안녕감

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개인이 경험하는 근린환경과 주관적인 안

녕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Pfeiffer & Cloutier, 2016). 또

한 환경의 사회적, 공간적 측면의 요인들이 고령자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개인 특성 및 사회·공간적 환

경을 모두 고려하여 통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공간 및 사회적 환경 요인, 개인 조건과 지역 특성이 복합적으로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 연구들과 별개로 그동안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학술적 관심이 이어지는 속에서 국내 도시 고령자의 생활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환경 특성과 고령자의 삶에 대해 탐구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의 환경 특성

과 고령자의 생활을 연계하는 접근은 미흡한 상황이다(한경혜·윤성은, 

2009). 도시 맥락의 정주환경에서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만족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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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환경 특성이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

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의 응답을 통하여 탐색하는 접근이 보다 구

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

는다. 

우선 서울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주환경 포용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진단하고자 한다. 고령자의 삶의 질 증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

책의 입안자나 전문가의 시선이 아닌 대상이 되는 고령자의 관점이 더욱 

세밀하게 이해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owling et al., 2003; Fry, 

2000). 이에 고령자의 안녕 진작을 지원하는 정주환경 특성을 밝히기에 

앞서, 고령자의 시선에서 정주환경 경험과 삶의 관련성을 파악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고령자 집단 내 이질성에 따른 정주환경 

포용 특성의 차이에 주목한다. Walsh et al.(2017)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

할수록 경제적 자원, 사회적 역량 등이 차이가 누적되므로 고령층 집단 내

부의 다양성은 상당히 크다. 고령층이 점차 두터워짐에 따라 이러한 다양

성은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많은 연구에서 고령층을 동질한 집단

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의 신체적, 경제적 자원에 따

른 차이에 주목하여 집단에 따라 정주환경의 상황과 주관적 안녕의 결정

요인이 어떻게 차별적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령자 개인적 조건 및 정주환경 특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는 주관적 안녕이 심리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환경적 특성의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령자의 일상생활은 거주지를 중심으

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근린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기회, 관계망 등에 

대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정주환경 특성은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주환경 특성과 주관

적 안녕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이 공간 또는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제한된 변인을 분석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모형마다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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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이 다르기 때문에 변인 간의 영향력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

서 다양한 영향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주환경의 포용 특성이 독립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발휘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핵심적으로 드러나는지

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은 정주환경의 구성 요인이 복합적으

로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곧 정주환경의 구성 차원 및 

층위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관적 안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복합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배제 논의에서는 차원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는 다차원성과 

역동성을 빈곤, 박탈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Arthurson & 

Jacobs, 2003; MacLeod et al.,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포용성의 차원 및 층위의 관계성, 곧 ‘자기강화’ 및 ‘상호작용’을 토

대로 하여 정주환경의 사회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 그리고 미시 및 지역수

준의 변인 간 복합적인 작용에 대해서 실증적인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 특성이 실제로 고령자 안녕감의 

진작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배제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소득, 사회적 관계, 참여 등 개인적 차원의 

배제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Tong et al., 2011; Lee & Chou, 

2019). 또한 포용성과 관련해서는 개념과 구성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연

구가 대다수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이민주·박인권(2019)은 지역 차원의 공간적 포용성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으나 도시민의 주거 이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이에 개인수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후에도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

과 고령자 안녕의 관련성이 유의미하게 확인되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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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틀

이와 같은 연구의 차별성을 반영하고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

적인 분석 틀은 <그림 2-3>과 같이 제시한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주

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개인적 속성, 미시수준 정

주환경의 포용성,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으로 구분한다. 개인적 속성

은 연령, 소득, 가구 유형, 건강 등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신체적 특성을 

포함한다. 미시수준 정주환경은 고령자가 경험하는 인근 환경을 의미하고, 

지역수준 정주환경은 고령자가 속한 거시적, 맥락적 환경을 일컫는다. 정

주환경의 특성은 앞서 제시한 정주환경 포용성 개념 틀에 따라 사회적, 공

간적 영역에서 다섯 차원으로 세분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정주환경과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

서, 3장에서는 서울시 고령자가 경험하는 정주환경의 포용성의 현황과 양

상을 탐색한다. 고령자의 정주환경 경험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공간·사회

적 포용성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여, 고령자 관점에

서 정주환경 포용성의 경험과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 집단 내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령 및 소득별 집단에 따라 정주환경의 포용 특

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양적 분석을 시행하도록 한

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과 고령자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주목한다.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분

석 틀에서는 구성 차원 사이의 경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정주환경의 

공간적 포용성은 사회적 포용성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의 증가로 확대되고, 

지역사회 참여와 상호의존성 사이에 상호적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이 발

생하는 과정을 규명한다. 이에 따라 포용적 정주환경의 구성 차원이 확장

하여 주관적 안녕에 이르는 과정을 검증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은 

연령 및 소득별 집단에 따라 차별적이며 정주환경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건강이나 자원 및 지원망이 취약한 집단에게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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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경제적 자원이나 신체적 역량에서 기인한 불안감, 소외감 등을 정주

환경의 자원과 기회를 통해 보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과 고령자 주관적 안녕

의 관계에 주목한다. 고령자가 속한 지역의 포용성은 고령자의 사회적 참

여나 교류, 안정적 정주 및 외부공간 선택에 대한 기회 구조 및 지원 체계

를 의미하므로 전반적인 안녕감의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적

으로 미시수준 및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데, 개인의 정

주환경 특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수준 포용에 의해 완화되거나 

강화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정책적 환

경의 포용 수준이 높을 때, 개인의 자원과 기회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차

이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림 2-3>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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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서울시 고령자의 정주환경 포용 양상 분석

3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개념 틀을 바탕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정주환경 포용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우선 1절에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서울시 고령자의 정주환경 현황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 및 다른 연령층과 비교를 통해 기술할 것이다. 이후 2, 3절에서는 수

렴적 병렬 혼합연구(convergent parallel mixed method)을 활용하여

(Creswell, 2018: p.17)15),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체적인 양태와 상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혼합연구를 위한 질적 자료로는 개별 

심층 면담의 결과물을 활용하고, 양적 자료로는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

조사를 활용한다. 질적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 고령자가 정주환경에서 경험

하는 포용성의 내용과 의미를 발견하며, 양적 분석을 통해 일반화된 정주

환경 포용 특성과 생애 단계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제 1 절 서울시 고령화 추이 및 고령자 정주환경 현황 

1. 서울시 고령화 추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어 고

령화사회(age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14%가 넘어 현

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해당하고 있다16). 한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불과 7년으로 영국이 47년, 일본

15) Creswell(2018)은 혼합연구의 유형을 ‘수렴적 병렬, 순차적 설명, 순차적 탐구, 
변형적 혼합 방법’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에서 ‘수렴적 병렬 혼합연구’
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서로 다른 통찰을 결합하여 다각도에서 문
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질적 자료를 통해 개인의 관점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양적 자료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추세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reswell, 2018 : p.18 & p.262). 

16)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를 기준으로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
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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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4년 소요된 데 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이다(보건복지부, 2018 : 

p.27). 이러한 빠른 추세는 계속되어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 20.3%

로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67년경에는 고령화율 

약 46.5%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21 : p.16). 

국내 지역별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2020년 기준 시도별 고령

인구 규모와 비율,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소요됐거나 소요가 예

상되는 기간을 <표 3-1>에 정리하였다.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평

균보다 다소 낮은 15.6%로 나타나서 17개 시도 가운데 열 번째에 해당하

나, 특별·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부산,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시 지

역은 현재 도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 구성비는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사회

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훨씬 짧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산업연구원, 2019 : p.3), 도시에서 거주하는 고

령인구의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과 <표 3-2>는 서울시의 고령인구 비율 및 노령화지수17)

의 변화 추이를 전국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1970년 기준 서울시는 전국 

대비 고령인구 구성비가 크게 낮은 수준이었지만 증가의 폭은 더욱 커서 

전국과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된다. 한편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인구 규모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2000년대 초

까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대략 2010년 이후에 역전되기 

17)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 (0~14세) * 100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령인구

규모 8,287 1,499 639 394 406 208 209 141 33 1,758 309 281 395 376 414 558 565 103

고령인구
비율 16.0 15.6 19.1 16.4 13.8 14.0 14.1 12.4 9.3 13.0 20.3 17.2 18.2 20.9 23.1 21.1 17.0 15.4

고령화율
순위 - 10 5 9 14 13 12 16 17 15 4 7 6 3 1 2 8 11

초고령사회
소요기간 - 8 7 7 6 8 7 6 - 7 13 12 17 14 8 14 8 11

주1) 고령인구 규모(천명) 및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음
주2) 초고령사회 소요 연도(년)는 산업연구원(2019)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표 3-1> 시도별 고령 인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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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으며, 이후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45년경 서

울시의 노령화지수는 400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유소년인구에 

비해 65세 인구가 4배가량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서울시는 고

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유소년인구의 감소가 동시적으로 진행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18) 노년부양비 = 고령 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로 생산연
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의 수를 의미한다.

연도
전국 서울

65세 이상
(천명)

고령인구
비율(%)

노년
부양비18)

노령화
지수

65세 이상
(천명)

고령인구
비율(%)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1970 991 3.1 5.7 7.2 96 1.7 2.7 4.6
1980 1,456 3.8 6.1 11.2 210 2.5 3.7 7.9
1990 2,195 5.1 7.4 20 368 3.5 4.9 14.2
2000 3,395 7.2 10.1 34.3 539 5.3 7 28.8
2010 5,366 10.8 14.8 67.3 928 9.2 12 66.2
2020 8,125 15.7 21.7 129 1,480 15.4 20.7 151.9
2030 12,980 25.0 38.2 259.6 2,219 24.2 35.9 297.4
2040 17,224 33.9 60.1 345.7 2,827 32.4 55 368.7
2045 18,329 37 69 392.8 2,980 35.3 62.7 415.6

주) 2019년도에 공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1970~2047」 자료의 중위 추계 기준으로 작성함

<표 3-2> 서울시 및 전국의 고령화 추이 관련 지표

<그림 3-1> 서울시 및 전국의 고령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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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정주환경의 사회적 현황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 고령층

은 경제적·사회적·정서적인 측면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크게 낮으며 소득 빈곤율과 고령층 자살률은 OECD 회

원국 평균의 4배에 달할 정도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보건

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20; 원시연, 2019). 

<표 3-3>에서는 연령대별로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관계 측면을 살펴보

고 있다. 우선 스스로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령층에서 크

게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네 명 중 한 명만이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20대에 비교해서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울러 연령이 증가할수록 혈연 및 비혈연집단 모두에서 상호작용하는 인

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

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서적 교

류를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응답자 비율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

하고 있다. 특히 갑자기 돈을 빌릴만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 고령자는 

33%만이 있다고 응답하여 20대의 63%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한 고령자

의 사회적, 심리적인 고립 수준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65

연령대
삶에 

만족함
(%)

가족
교류 인원
(하루,명)

가족 외
교류 인원 
(하루,명)

아플 때 
부탁할 사람 
있음 (%)

돈 빌릴 
사람 있음

(%)

이야기할 
사람 있음

(%)

외롭다고 
느낌
(%)

아무도 
자신을 모름 

(%)

19~29세 45.6 3.0 4.7 85.9 62.6 89.3 15.3 14.1

30~39세 45.6 2.7 3.7 83.4 62.5 88.9 17.5 16.8

40~49세 41.9 2.9 3.6 79.3 56.6 84.9 19.8 15.8

50~59세 33.6 3.0 3.7 77.0 46.0 81.3 22.6 15.7

60세 이상 27.0 2.6 3.2 75.1 35.5 74.5 30.8 18.3

65세 이상 25.0 2.4 3.0 74.5 33.4 72.6 35.9 19.3

주) 사회조사(2020) 및 사회통합실태조사(2020)를 기초로 작성

<표 3-3> 연령대별 사회적 관계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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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은 약 36%로 높게 나타나서 20대 응답

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비율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어 

고립감, 소외감을 경험하는 고령층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일반 성인 인구의 각종 단체 참

여율을 서울 및 서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고령층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분야에서 단체 참여율은 일반 성인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아 대략 절반 수준으로 확인되지만, 지역 단체, 종교 단체 

참여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사

회, 경제, 정치 등의 분야에서 축소된 참여 활동을 대체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 및 지역 단체에 참여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지역에 따라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고령층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단체

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서 보다 활동적인 노후를 보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여 활동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종교 분야 

참여에서 서울시와 그 외 지역에서 참여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

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그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인구총조사(2020)를 기초로 작성

<그림 3-2> 세대 및 지역별 사회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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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 정주환경의 공간적 현황

<표 3-4>는 고령자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 현황을 서울 및 서울 외 

지역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19). 고령자 가구의 평균 자가 점유율은 약 

75%로 일반 가구의 5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서

울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자가 점유율(68.8%)은 비서울(77.5%)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 대비 주거비 수준을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 및 

RIR(rent index ratio) 지표는 고령자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평균적인 고령자 가구의 주택비용은 낮은 상황이지만 일반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은 더 크게 낮기 때문에 주거비부담 지표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객관적인 주거비부담 지표 대신에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고령자(14.6%)가 비고령자(40.4%)

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고령자 가구는 자가 점유와

(5.4%) 임차가(43.0%) 주거비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약 8배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안정적인 점유의 중요성이 매우 큼을 시사한다.

고령자 가구의 경우 평균 거주기간은 약 16년으로 일반 가구의 7년에 

비해 2.4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지만, 임차인 고령자 가구는 평균 거주

기간이 8.5년에 불과하여 자가인 일반 가구의 8.9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이다. 서울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 주거비부담 수준이 

높고 거주기간도 짧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이루기 어려운 상태일 가능

성이 보다 큰 것으로 파악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의 경우 고령자 가구는 3.4%로 일반 가구 

4.6%에 비해 낮았다. 일반 가구의 경우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은 것과 반대로 고령자 가구의 경우 서울 지역이 더 낮은 3.0%

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 반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일

19) 고령자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를 뜻하며, 그 외는 일반 가구로 
구분하였다.

20)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로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중위 주택가격을 중위 가구 연소
득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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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가구보다 고령자 가구가 더 높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서울에서 확인되

고 있다. 지하, 반지하, 옥탑의 경우 채광, 환기 등의 기능이 떨어질 뿐 아

니라 계단을 통해 접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고령자 생활에 편리하지 않

은 주택환경일 위험이 높은데 서울시 고령자의 약 6.2%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령자 가구의 경우 건축 연한이 30년 이상 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30.6%로 일반 가구 14.6%에 비해 매우 높다. 서울이 아

닌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32%에 

달하고 있다. 

<표 3-4>의 오른편에는 해당 지표에 고령자 가구와 일반 가구, 서울의 

고령자 가구와 비 서울의 고령자 가구를 비교하기 위한 비(比)를 산출한 

결과를 나타냈다. ‘세대 간 비교’의 경우 고령자 가구 전체의 값(a1)을 

일반 가구 전체의 값(b1)으로 나눈 것으로 1과 멀어질수록 고령자 가구와 

일반 가구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간 비교’의 경우 서

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값(a2)을 서울 외 거주하는 고령자의 값(a3)

21)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로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중위 월임대료를 중위 가구 월소득
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고령자 가구 일반 가구 세대간 
비교

(a1/b1)

지역간
비교

(a2/a3)
전체
(a1)

서울
(a2)

비서울
(a3)

전체
(b1)

서울
(b2)

비서울
(b3)

자가점유율(%) 75.45 65.83 77.51 53.00 36.21 57.08 1.42 0.85
*PIR20) (배) 10.85 15.2 7.7 7.29 9.6 5.4 1.49 1.97
*RIR21) (%) 27.04 29.9 22.3 20.94 23.7 16.2 1.29 1.34

주거비부담체감(%)_전체 14.61 18.60 13.75 40.40 41.86 40.04 0.36 1.35
주거비부담체감(%)_자가 5.38 6.99 5.09 31.39 28.06 31.90 0.17 1.38
주거비부담체감(%)_임차 42.96 40.97 43.61 50.56 49.70 50.87 0.85 0.94

거주기간(년)_전체 15.83 13.39 16.35 6.57 5.68 6.79 2.41 0.82
거주기간(년)_자가 18.21 15.88 18.64 8.91 8.78 8.93 2.04 0.85
거주기간(년)_임차 8.49 8.58 8.46 3.93 3.92 3.94 2.16 1.01

*최저주거기준 미달(%) 3.4 3.0 3.8 4.6 5.6 3.6 0.74 0.79
30년이상주택(%) 30.60 23.83 32.05 11.22 14.61 10.39 2.73 0.74

지하·반지하·옥탑 (%) 1.78 6.18 0.83 1.52 4.94 0.69 1.17 7.42
주1)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에 대해 가중치 적용하여 세대 및 지역별로 집계한 결과임.
주2) *표의 경우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 가구 연구보고서(2021)에서 제시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값을 적용하였음.

<표 3-4> 세대 및 지역별 전반적 주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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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눈 값이며, 마찬가지로 1과 멀어질수록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남을 

뜻한다. 전반적으로 고령자 가구는 자가점유율, 거주기간,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율과 관련하여 일반 가구에 비해 나은 상황이지만 객관적인 

주거비부담 지표, 노후주택 거주율, 지하 및 옥탑 거주율 지표에서는 더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 및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제외한 모든 지

표에서 비 서울 지역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서울의 고령자 가구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고, 주거비부담 수

준은 높으며, 거주기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표 3-5>는 보다 세부적인 주택환경 특성에 대한 불만족 수

준을 세대 및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세대별 불만족 비(a1/a2)가 1보

다 클 때 고령자 가구의 불만족 비율이 더욱 높음을 의미한다. 주택 내외

부의 소음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고령자 가구의 불만족율이 높았는데, 

특히 구조, 난방, 화재 안전에 대해서 그 차이가 확연하다. 또한 고령자 가

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비교한 지표(a2/a3)가 1보다 클 때 서울 지역

의 고령자 가구의 불만족이 더 큼을 의미한다. 서울 고령자의 경우 전반적

인 주택상태나 구조, 방수, 난방, 안전, 위생에 대한 불만율이 더 낮지만 

불만족 비율(%)
고령자 가구 일반 가구 세대간

비교
(a1/b1)

지역간
비교

(a2/a3)
전체
(a1)

서울
(a2)

비서울
(a3)

전체
(b1)

서울
(b2)

비서울
(b3)

전반적 불만족 16.93 14.96 17.36 11.64 12.93 11.32 1.46 0.86
구조 21.28 19.64 21.63 12.50 14.29 12.07 1.70 0.91
방수 22.72 19.04 23.51 14.20 14.06 14.23 1.60 0.81

난방단열 21.17 18.29 21.78 12.56 14.08 12.19 1.68 0.84
환기 13.39 14.92 13.06 10.70 14.06 9.88 1.25 1.14
채광 14.18 17.59 13.45 12.22 17.35 10.98 1.16 1.31

외부소음 22.34 22.30 22.36 23.70 24.91 23.40 0.94 1.00
내부소음 17.27 19.65 16.76 23.77 21.33 24.36 0.73 1.17
재난재해 13.74 11.89 14.14 9.00 10.69 8.60 1.53 0.84
화재안전 16.59 15.29 16.87 10.36 12.64 9.80 1.60 0.91
주택방범 14.64 14.69 14.63 10.43 12.91 9.82 1.40 1.00
주택위생 16.46 16.05 16.55 11.65 13.62 11.17 1.41 0.97

주)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에 대해 가중치 적용하여 세대 및 지역별로 집계한 결과임.

<표 3-5> 세대 및 지역별 주택환경 만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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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채광, 소음, 방범과 관련해서는 불만율이 더 높아서, 대부분 밀도가 

높고 혼잡한 주거환경에서 불만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6>은 근린환경 특성에 대한 불만족 수준을 비교하고 있는데 대

부분의 항목에서 고령자 가구의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주택

환경에 대한 전반적 불만과 비교해보면, 고령자 가구의 경우 주택환경 불

만족 비율(16.9%)이 근린환경 불만족 비율(15.5%)보다 높은 반면 일반 

가구는 주택환경보다(11.6%) 근린환경 불만족 비율(13.0%)이 더 높았

다. 이는 노년기는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적절한 주택환경에 대

한 필요가 다른 연령층보다 큼을 뜻한다. 모든 시설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율이 고령자 가구가 크게 높은데 특히 상업시설, 의료시설 접근에 대한 차

이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비서울의 고령자의 불만 수준이 확연하게 높

게 나타났다. 근린의 안전 및 쾌적성과 관련된 지표 대부분이 비서울 고령

자 불만족이 가장 높았지만 세대 간, 지역 간 차이는 접근성에 비해 적은 

편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주차, 소음, 청결 및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서울 고령자의 불만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

는 비서울 고령자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상대적인 불만족이 

가장 크게 높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만족 비율(%)
고령자 가구 일반 가구 세대간

비교
(a1/b1)

지역간
비교

(a2/a3)
전체
(a1)

서울
(a2)

비서울
(a3)

전체
(b1)

서울
(b2)

비서울
(b3)

전반적 불만족 15.47 10.88 16.45 13.03 11.29 13.45 1.19 0.66
상업시설 접근성 30.44 12.33 34.33 19.75 11.30 21.80 1.54 0.36
의료시설 접근성 32.04 12.05 36.33 20.97 10.08 23.63 1.53 0.33
공공기관 접근성 26.52 11.27 29.79 17.93 11.12 19.58 1.48 0.38
문화시설 접근성 46.37 31.70 49.52 36.46 26.66 38.85 1.27 0.64

녹지 접근성 22.33 19.05 23.03 18.49 17.66 18.70 1.21 0.83
대중교통 접근성 24.85 7.97 28.47 17.96 8.33 20.30 1.38 0.28

주차편의성 28.08 31.97 27.24 27.57 32.70 26.32 1.02 1.17
보행안전 13.59 11.13 14.12 11.99 13.14 11.71 1.13 0.79
교육환경 23.09 12.48 25.37 16.93 13.35 17.80 1.36 0.49

치안 12.06 9.31 12.64 9.40 9.86 9.29 1.28 0.74
소음 20.60 20.90 20.54 23.20 24.50 22.88 0.89 1.02

청소상태 11.21 12.61 10.91 10.76 13.10 10.19 1.04 1.16
대기오염 불만족 15.60 13.85 15.98 14.52 16.18 14.12 1.07 0.87
이웃관계 불만족 6.26 8.02 5.89 9.83 10.13 9.76 0.64 1.36
주)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에 대해 가중치 적용하여 세대 및 지역별로 집계한 결과임.

<표 3-6> 세대 및 지역별 근린환경 만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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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울시 고령자의 정주환경 포용 경험

1. 질적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절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정주환경

에서의 경험과 공간·사회적 포용성의 양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서술하기 위해 개별 면담을 시행한다. 개별 면담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면

접자가 연구 참여자와 일대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인적인 경험, 인지, 

감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IRB(No. 2110/002-009) 승인을 받은 후 진행

되었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수준인 한 자치구를 대상지

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해당 자치구에 위치하는 A 노인복지관의 승인에 

따라 복지관 내 1층 공용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복지관을 이용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고령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1:1 면담 형태로 1회에 

걸쳐 약 30분 정도 이루어졌다. 연구의 참여자는 <표 3-7>과 같이 70대

에서 90대까지 총 10명의 고령자이다. 

대상자 연령 성별 점유형태 주택유형 동거인 거주기간 주거지원 경제활동

어르신1 91 남 자가 아파트 아들내외 60년 - X

어르신2 92 남 임차 다세대 반지하 혼자 60년 주거급여 X

어르신3 78 남 임차 다가구 반지하 혼자 8년 전세금 지원 X

어르신4 82 여 임차 다가구 1층 혼자 30년 주거급여 O

어르신5 78 여 임차 단독 반지하 혼자 40년 주거급여 X

어르신6 82 여 임차 영구임대아파트 혼자 20년 주거급여 X

어르신7 80 남 임차 다세대 혼자 5년 전세금 지원 X

어르신8 87 남 자가 단독 부부 60년 - O

어르신9 72 여 자가 다세대 부부 40년 - O

어르신10 76 여 자가 다세대 아들 10년 - 손주양육

<표 3-7> 면담 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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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개별 면담 시행 이전에 연구의 

목적, 방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비밀 보장, 

녹취 및 기록 등과 관련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르신 1부터 10까지 고유 번호를 부여하였

다. 주요 질문은 연구 참여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주환경에서 언제 

어려움을 당면하는지, 언제 만족감을 경험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반구조

화된 형태로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나가며 진행되었다. 

질적 분석의 방법으로는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을 활용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면담 결과물인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생각을 기록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내용을 범주화해 나가면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이다(Hsieh & Shannon, 2005). 

이는 귀납적인 범주화의 과정으로 원자료에서 코드(code)로, 코드에서 주

제(theme)로 단계적으로 좁혀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코드는 전사

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축소한 것이고, 주제는 코드들을 다시금 

범주화하여 질적 연구의 중심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결과라 할 수 있다

(Creswell, 2018 : p.244). 

2. 질적 분석의 내용

개별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내용분석의 방법을 통해 범주화한 코드

와 주제는 <표 3-8>과 같이 도출되었다. 전사화된 자료는 21개 코드와 8

개의 하위주제로 축약되었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2개의 상위주제로 귀결되

고 있다. 상위주제에서는 서울시 고령자가 정주환경의 공간·사회적 측면

의 경험과 관련하여 만족감을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를 포용

의 강화로, 반대로 어려움과 소외감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 포용의 저해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서 범주화된 하위주제별로 구체적인 인용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묘사하고 도출된 중심현

상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 76 -

(1) 포용성의 강화 

가. 안정적인 거주

공통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더 나이가 들어도 현재 거주지를 떠나는 것

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선호가 확인되고 있

다. 대부분이 해당 구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오

랜 기간 살아온 지역에 적응하여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 생애 

마지막까지 변화 없이 유지하고 싶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언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10년 이내로 짧은 참여자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상위주제 하위주제 코드

포용성의
강화

안정적인 거주

오래 살아서 익숙하고 편안한 거주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집 밖의 개방된 공간
집 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부담 없는 고령자 시설 이용

이웃과의 상호의존
외로움을 잊게 하는 관계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을 서로 돕는 관계 

자발적인 참여 활동
삶의 활기를 찾아주는 활동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활동

포용성의
저해

부적절한 주거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택

한정된 주거부담능력으로 인해 제한된 선택의 결과

주거급여 단절에 대한 불안감

외부공간
이용과 선택의 제한

집안에서의 외로움을 떨치기 위한 외출

신체적 취약성과 맞물린 열악한 보행환경

갈 만한 장소의 다양성 부족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의 위치

급격한 주거환경의 변화
도시 개발로 인한 거주의 불안정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선택 제한

상호 교류의 단절

이웃 관계에서 소외와 갈등

나이로 인한 차별과 무시

세대 간 관심과 교류의 부족

<표 3-8> 내용분석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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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착하여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고 적응하는 것 자체가 고령자에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행위임을 짐작하게 한다. 자신의 신체적·인지적 조건, 주변의 사

람들과 상황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나이 듦의 과정 속에서 정주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고령자들은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에 대한 애착뿐 아니라 주거지

를 공유하는 이웃에 대한 애착을 함께 표현하고 있어서, 한 지역에서 장기 

거주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계속 거주에 대한 

희망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된다기보다 일상적인 생활 반경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로 설명하고 있어 집 자체라기보다 동네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 갈 생각이) 없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사 가도 이 근처야.” 

(어르신 7) 

“변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 익숙한 거(가 제일 좋아요). 이 자리에서 죽어

야지요.”(어르신 8) 

“딸이 자꾸 옆에 와서 살라고 하는데 싫어. 여기가 내 터전이고 친구가 있

으니깐.”(어르신 4)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 대

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를 맞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상당수가 노

령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금 등 공적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등에 대한 주거급여를 수급하거나 공공임대주

택에 거주하면서 주거비부담을 상당히 감면하고 지역에서 계속해서 거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공의 주거비 지원 정책은 자가를 보

유하지 못하거나 주거비 충당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기초적인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한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르신 3의 

경우 이전에 노숙, 고시원 등 불안정한 주거의 상태에 있다가 주거비 지원



- 78 -

을 통해 거처를 찾게 되었으며, 더는 이주하지 않고 8년째 한 동네에 정착

해 살면서 복지관을 이용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큰 만족감

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 안정 정책은 단지 주거 공간 영역뿐 아니

라 사회적 관계나 참여 활동 등 삶 전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임대아파트 들어온 지) 꽤 오래되어서 부자 됐어. 나가라고도 안 하

고. 다 고쳐주잖아. 아파트가 편하지. 단독은 가고 싶지 않아.”(어르신 6)

“전에는 고시원에 살다가 취약계층이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시원보다 훨씬 낫지. 고시원은 사람들이 땡강도 부리고 시끄럽고. 여기가 

맘이 편해요”(어르신 3) 

일부 참여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주거급여 지원 형식

을 더 선호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거주할 동네와 주택을 직접 선

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수의 참여자는 ‘이웃과 같이’

살던 근거지를 떠나 ‘고립되어’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원하

지 않아서 공공임태주택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임대주택

의 경우 공급되는 위치가 한정되어 있고 현재 거주지역에 공급되는 물량

이 희소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고령층은 장기적, 안정적 거주에 대한 욕구가 크면서도 이웃과의 상호호혜

에 대한 필요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주하던 지역을 떠나야 입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이웃 관계 지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 아파트가 나와도 어디 저 멀리 00 같은 데면 못 가지. 이웃

이랑 같이 (살아야지).” (어르신 4) 

“집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임대아파트라도 나는 00구에만 있었

으면 좋겠어. 먼 데 사면 (이웃과) 떨어지니깐. 그건 내 소원이지. 오래 살 

수 있는 집. 집이 젤 소중해. 근데 다른 데 외따로 가면 더 외롭잖아. 그때 

가면 아주 고립되는 거잖아.”(어르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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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맘대로 못하고 정해준 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세금 지

원으로) 나는 내가 정하니깐 더 좋아요. 나는 이게 좋더라고. 공간도 더 넓

고. 공공임대주택은 죽을 때까지 사는데 서로 들어가려 하니깐 (들어가기 

힘들지). 이번에도 연락 왔더라고 근데 안 한다고 했어.”(어르신 7) 

나. 집 밖의 개방된 공간

많은 참여자는 남는 시간에 집 밖에서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구경하며 

걷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고령자의 외출은 특별한 목적지가 있다기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경험하며 바깥 환경을 탐색하는 행위이자 여유 시간을 

소비하는 형태로서 파악된다. 외출 시 이동 수단으로는 대부분이 보행을 

선택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동(洞)을 벗어나 인근의 동을 넘나들며 상당히 

장거리 산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야외활동

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자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2).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해당 구(區)를 벗어나는 일은 많지 않다고 언급하여 대

부분이 후기 고령자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생활 반경은 

행정동을 다소 벗어나는 정도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밖에 나와 돌아다니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어르

신 6)

“나는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고 차 안 타려 하거든. 내가 00동 살잖아. 

00시장까지 다 걸어 다녀. 여기서 가려면 버스정류장 네 개인데 걸어. 운동

이다 하고.”(어르신 5)

“다른 구까진 안 나가고 주로 000, 00역, 00대 다 돌아다니지. 주로 걷

지. 그게 운동이지.” (어르신 7)

“어디를 가나 우리는 시장 가깝고, 내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갈 수 있고 그

게 제일 좋은 거지.” (어르신 4)

22) 연구 참여자들은 복지관을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고령자로 상대적으로 신체적 건강
이 양호하고, 활동성이 높은 편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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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시설은 복지관, 경로당 등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은 대체로 고령자 전용시설을 편안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복지관

은 참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동년배를 만나고,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취업을 알선받는 공간으로 해당 지역 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언급되고 있다. 혼자 거주하는 후기 고령자들은 주

로 식사를 위해서 매일같이 찾는 공간이며, 전기 고령자들은 다양한 교육 

참여나 일자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 복지관 1층 입구에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꼭 복지관 활동에 참

여하지 않아도 친구를 만나기 위한 약속의 장소, 잠깐 쉬었다 가는 장소로

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관이 고령층에게 ‘친정집’같은 장소로 묘사되는 

것은 복지관이 고령층이 외로움을 달래고 편안하게 찾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시설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참여자

에게는 거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식사하러 (복지관에는) 매일 와.”(어르신 3)

“(외롭고) 그런 건 없어요. 복지관 오면 다 만나는데 뭐. 복지관이 너무 

좋아요.” (어르신 6) 

“복지관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내 친정집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

부러 방을 이쪽으로 얻어 왔어요.”(어르신 7)  

“집에서는 내 생활하고 경로당 가요. 아침에 한 10시 반이나 문 열면 6시 

정도 마쳐요.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가본 데가 없어서 길도 잘 모르

고 여기만 (가요). 매일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시간 보내는 거야. 금방 

시간이 가니깐.” (어르신 4)

다. 이웃과 상호의존적 관계

혼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참여자는 이웃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데 때때로 이웃은 가족보다도 더 밀접한 존재로 언급하며 음식을 함

께 나누어 먹거나 아플 때 도움을 받는 등 상호의존적 관계의 형태가 확인

된다. 고령자들은 집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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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토로하기도 하면서 그럴 때 멀리 있는 가족보다 도구적 지원을 해

주는 통로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웃과의 관

계망은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행태로 이

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고령자가 비도시지역의 고령자 보다 

이웃을 만나는 빈도가 낮고 지지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

구에 참여한 다수가 이웃과 거의 매일 교류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이웃과의 연계는 동네를‘고향’으

로 인지하게 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고 혼자 사는 외로움을 극복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고령자는 자녀에게 일방적으

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

에서 이웃과 상호적 지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고령자 커

뮤니티 시설을 매개로 만나고 있으며, 여성 고령자들은 서로의 집을 빈번

히 오가면서 교류하기도 하고 있다.

“외로울 때도 있지. 많이 아플 때. 저번에는 냉장고에 물이 있는데도 일어

날 수도 없지. 그때 누가 오면 반갑잖아. 파스를 붙이려도 여긴 (등 뒤에) 

못 붙이니깐 사람이 오면 붙여 달라고 하고.”(어르신 4) 

“가족은 아들 하나. 근데 이웃이 자주 보니 더 좋지. 이 동네가 사람이 훈

훈한 맛이 있잖아. 고향이랑 같으니까…. 안 좋은 다리를 집에서 넘어져서 

화장실 넘어져서 석 달 깁스했어. 그때 교회 식구들이 와서 도와줬어. 권사

님들이.” (어르신 2)

“이웃이랑 같이 살아야지…. 외로우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속상하면 밥

맛도 없지, 사람 만나기도 싫지, 거기서 병이 생기는 거야. (중략) 경로당

에 오고 가며 잘 지내요. 이웃하고 매일 보지. 옆집에 할머니 혼자 있는데 

(친하게) 잘 살아. 먹을 거 있으면 갖다주고. 빈 그릇으로 가지고 올 때도 

없고. 이웃이 최고 좋아.” (어르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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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발적인 참여 활동

연구에 참여한 고령자들의 사회적 활동은 주로 이웃과의 왕래, 복지관 

이용, 산책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활동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

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 긍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운동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고, 복지관 내의 카

페, 식당 등에서 간단한 판매나 안내 서비스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

는 고령자도 확인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보행이나 산책 등 활동을 제

외한 상당히 많은 외부활동이 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시설을 매개로 벌

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 

혹은 집까지 거리 등은 고령자의 자발적인 참여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반응

이 나타난다. 전기 고령자인 어르신 9의 경우에는 일을 통해 삶의 활력을 

느끼고 의미 있는 역할 수행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반면에, 어르신 5의 경우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복지관에 오면) 레크레이션 댄스도 하지, 운동도 하지. 여러 가지 해서 

시간이 부족해요.” (어르신 6) 

“(복지관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육 들으러 (오지). 영어 문법하고 레크레

이션 댄스.”(어르신 10) 

“여기서 소개해 준 어린이집에 청소하러 가는 거야. 그전에는 동네 여자들

과 집에서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서 일자리 마련해줘서 너무 고마

워. 일하는 건 즐겁고 좋아. (중략) 원장님도 너무 친절하고.”(어르신 9)

“교통정리 활동 아침에 해. 매일 아침에. 내가 신청했어. 혼자 사는데 생

활비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생활 능력이 없으니깐 그거라도 보탬이 되니

깐 계속해야지 일은…. 27만 원씩 주거든.” (어르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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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용성의 저해

가. 부적절한 주거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거 상태에서 거주하는 어려

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임차로 반지하 등에서 거주하면서 난방 

및 설비 문제, 벌레나 곰팡이 등의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불편함

과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자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이 길고 불리한 주거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고령자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반지하나 2층과 같

이 계단으로 접근해야 하는 주거환경은, 신체적 제약이 있는 연구 참여자

에게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언급되고 있

다. 

“집이 오래되어서 손 볼 때가 많지요. 화장실도 오래되어서 변기도 물이 

새고, 보일러가 배관이 어떻게 됐는지 뜨시지 않아. 이불 두 개 덮고 자요, 

전기장판 깔고…. 가장 불안한 거는 집이 고장 나면 내가 고쳐야 하니 그게 

불안해요.” (어르신 3) 

“(주거비는) 300만 원에 23만 원. 나라에서 집세를 내주고, 전기세는 그

래도 1년에 한두 번인가는 안 내고. (중략) (지금 거주하는 집이) 일본 사

람이 지은 집이잖아, 흙집이야. 거미, 개미, 바퀴벌레 그런 게 너무너무 있

지. 힘들어.”(어르신 4)

“2층은 못 올라가지. (아는 친구가) 허리 다쳐 가지고 누워있어. 사는 데

가 2층이어서 나는 못 올라가고. 요새는 봉지로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고 

하지.”(어르신 4)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고 겨울에 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는 기회가 있다면 살고 싶은 주거 유형이었으나 노령 기초

연금, 기초생활보장,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현

실에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연구 참

여자들이 열악한 주택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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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정된 주거비용 내에서 선택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23).  

“어디 비싼 데는 못 가잖아. 여기는 싸니깐 (살 수 있는 거지). (중략) 아

파트가 좋지. 겨울에 안 춥고. 근데 우리가 되겠어?” (어르신 4) 

“아파트 가고 싶은데. 잘 안돼. 00구에 살면서 아파트로 이사 가면 제일 

좋지.” (어르신 2)

또한 현재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어서 당장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

지 않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힘들거나 향후 월세가 오르

는 문제, 적절한 집 수선을 받기 어려운 문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어르신 5의 경우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영구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안 놔줘. 내가 어떻게 보면 

거기 얽매여서 사는 거야.” (어르신 3) 

“내가 주택보험을 10만 원씩 17년을 부었어. 딸이 병원비가 필요해서 해

약해버리니깐 소득이 생기잖아. 그 이득으로 주거비를 또 안 주더라고. 그

래서 또 좀 힘들지. 그래서 내가 교통정리 활동 같은 거 하는 거야.”(어르

신 5)

나. 외부공간 이용과 선택의 제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함의가 있

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동시에 집안에서 머무는 긴 시간은 ‘외롭고 답답

한’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정기적인 사회

적 활동이 많지 않은 고령자들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동거

23) 2021년 서울시의 주거급여 상한액은 1인 기준 월 31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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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가 흔해서 집은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고립

된 장소인 것이다. 이 때문에 집안에서 느끼는 무료함, 단절감, 무기력함, 

고립감 등을 해소하고 긴 여가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어디

라도 나가는 것을 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나오는 게 편하지. 집에 있으면 답답하지. 집에선 주로 TV하고 놀지.”

(어르신 2)

“사람들이 집에 많이 찾아오는 게 좋지. 외로우니깐.” (어르신 4)

“집에 혼자 있잖아. 운동 삼아 그냥 한 바퀴 빙 도는 거지. 구경하면서…. 

어디 들어가진 않고 그냥 걸어. 앉을 때 있으면 앉아 있다가 가. 의자가 좀 

많으면 좋지.”(어르신 5)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정작 집 밖에 나와서 많은 시간을 그저 걷는 데 

활용한다고 설명했는데 딱히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을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걷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면서도 걷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령층의 어려움과 불

편함은 신체적 역량의 저하로부터 연유할 뿐 아니라 거주지의 경사로와 

좁은 길, 쉴만한 장소의 부재, 위험한 보행로 등 물리적 환경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보행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안

전한 인도, 벤치의 확충, 그늘막 등의 보행 인프라의 적절한 공급에 대한 

필요도 지적하고 있다.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동네가 중요하지. 특히 너무 공간이 없어, 갈 수 있

는 공간이…. 도보로 나가서 산책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중략) 옆의 00구

는 그늘이 많은데 00구는 그늘막이 없으니깐 힘들더라고. 여기에도 그늘이 

있으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어르신 10)

“대부분은 걸어서 가죠. 멀게 느껴지는데 운동이라고 가요. 골목길은 언제

나 위험이 상존하는 거니깐. 길가는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죠. 항상 위험

을 피하자 하고 살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동작이 느리잖아요.” (어르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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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경로당 같은 시설은 고령층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장소로서 함의

가 큰 것으로 언급되고 있었지만, 동네마다 한두 개씩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자가 선택 가능한 장소에 제약이 있음이 확인된다. 고령자들은 

거주지 내에서 다양한 공간 중에서 원하는 장소를 선택한다기보다 주어진 

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노인복지시설이 경로당 하나뿐이에요. 근데 앉아서 다들 고스톱만 하고 

있으니깐 거기가 안 좋아요. 노인이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으니깐…. 

이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8)

고령자 전용시설 외에 연구 참여자들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근린시설의 

다양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 도시민 대다수가 편하게 이용하

는 마트나 구멍가게에서도 일부 참여자들은 높은 비용, 적응하기 어려운 

판매 방식 등에서 경제적, 심리적인 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령 마트는 다양한 물건을 한 데 갖추고 있지만 가격을 파악하기도 어려

운 판매시설로 묘사되었으며, 집에서 가까운 구멍가게는 비싼 가격이 부담

스러운 시설로 설명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은 집에서의 거리는 멀지만 

상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가격이 더 저렴한 시장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즉 면담 참여자들은 거주지에서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감 없

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복지관, 경로당을 찾게 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접점

이 감소하고 보편적인 도시민으로서 장소 공유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는 우려가 있다. 

“마트는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얼마인가 글자가 안 보여. 가르쳐 달라고 하

면 ‘쓰여 있어요’ 하고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 그건 어디 가든지 그러

더라고. 그래서 그 물건을 못 사고 마트를 못 가. 할머니들이 파는 데가 제

일 편하더라고. 그래서 동네 시장 가. 지하철 타도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러

면 ‘저기’ 그러고 말아. 근데 저기가 어딘지 알아? 앞이 안 보이는데.”

(어르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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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는 가고 싶어도 물건이 비싸. 주로 시장 가. (중략) 00시장 가면 

중고 물건 같은 거 사고.”(어르신3) 

또한 참여자 다수가 갈만한 공간의 부족에 더해, 각종 시설까지 접근하

는 과정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특히 언덕을 오르내려야 하는 어려움, 좁

은 골목길에서 느끼는 불안함 등에 대해 여러 참여자가 문제를 제기하였

다. 해당 구 내에서 유일한 복지관인 면담 장소는 저층 주거지 안쪽 깊숙

이 위치하며 보차혼용의 좁은 언덕길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조건이었다. 

이에 신체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의 경우 복지관 이용을 원해도 접근이 어

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전용 버스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접근 가능한 고령자도 있지만, 버스 노선

과 운영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제약이 크다24). 일부 참여자들은 도

보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 평지에 복지관이 위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공급 규모뿐 아니라 고령자의 접근 경로의 질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언덕배기 같은 데 말고. 여기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래. ‘깔딱 고개 올

라온다’라고. 이런 데 말고 쉽게 올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좋겠어). 여

기는 도로도 좁고.” (어르신 10)

“근데 복지관이 높은 데 있어서 올라오기 힘들어. 빈 땅 어디 (이전해서) 

가면 좋을 텐데. 여기 너무 산동네야.”(어르신 1) 

“내가 걷지를 잘 못 해요. 버스가 있어서 여기 복지관에 오지요. 없으면 

못 와요”(어르신 4) 

다. 급격한 주거환경 변화로 인한 불안정

면담이 이루어진 장소는 서울시 내에서도 주거비부담이 높지 않고 상대

적으로 저렴한 주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각종 도

24) 인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다섯 노선의 버스가 오전, 오후 각각 한 차례씩 운영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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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로 인한 급격한 주거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고령자가 살기 곤란해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

히 어르신 4의 경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장기간 거주했던 지역을 원

하지 않게 떠나야 했던 상황을 경험했는데, 현재 사는 주택 역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다시금 떠나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새로운 환경을 찾는 과정, 그리고 적응하는 과정은 고령층에

게 큰 노력이 필요한 행위이며, 특히 기존에 유지했던 이웃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될 위

험이 크다. 

“많이 바뀌었지. 살기는 더 곤란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살기 좋아도…. 재개발돼서 강남사람들이 다 집 사서 세 놓고…. 그런 데는 

우리는 갈 엄두도 못 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르신 5) 

“(전에 살던 데) 다 헐려서 철거하잖아. 11년을 살았는데 철거해서 거기

로 간지. 작년 10월 15일에 이사했거든. (중략) 돈 많은 사람들이 집 사서 

세를 내는 거라. 여기도 아파트 들어오면 헐린다고 하는데 (걱정이지).”

(어르신 4) 

이러한 도시 개발로 인해 양호한 주택이 공급되고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

이 개선되더라도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본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

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어쩔 수 

없는 일’, ‘정부에서 하는 일’로 표현하고 있어서 각종 계획안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변화와 개발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 또한 동일

한 반응이었는데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웃 관계의 와

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 등을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거 우리한테 안 돌아오지.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어르

신 4)

“000의 대변혁인데 직접 관계는 없으니깐. 변하는구나 그러죠. (중략)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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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것도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떠나야 하고 손익을 또 따져야 

하고 동네 분위기도 어수선해지는 수가 있으니깐.” (어르신 8)  

“얼마만큼 돈을 더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집을 뺏기는 느낌이지. 

너무 비싸서 오히려 우린 못 들어가. 지금 월세 받는 게 더 좋지. 들어가면 

돈이 나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나이 든 사람은 오히려 더 경

제적으로 더 힘들어 월세도 벌기 힘들고.” (어르신 9)

도시의 물리적인 개발 과정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불안정 또한 고령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한정

된 경제적 자원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양과 질은 큰 폭으로 감소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녀와 가까이 거주하거나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하

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유동하거나 가구원의 감소로 인해서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데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해 주거 선택의 기회가 축소된 것이다.

“이번에 집값 오른 거 정부가 큰 실수지. 내가 이사를 하고 싶어도 갭이 

커서 이사를 못가, 애들을 분가를 못 시켜. 집값 때문에 가족끼리 가까이 

사는 게 더 어려워졌어. 오래 살 수도 없고.”(어르신 10)

라. 상호 교류의 단절

연구 참여자 다수가 지역사회에서 동년배의 고령자들과 호혜적인 관계

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현대도시 그리고 아파트라는 주거 

유형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인색’하며 유대감이 적다고 느끼고 있

다. 동질적인 조건의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내에서도 이웃

과의 유대나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거

주기간이 짧거나 남성 고령자의 경우 이웃과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소외될 위험이 더 클 것으

로 예상된다. 일부 참여자는 이웃과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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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의한 차별과 무시에 대해 호소하기도 하였다.

“동네 많이 변했지. 싫어요. 너무 인색해지니깐 사람들이. 옛날엔 이웃사

촌이라더니 요즘은 그것도 틀렸어.” (어르신 6)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로 모이는 사람들은 할머니들인데 그 안에 

낄 수가 없어. 할머니들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어렵

지요.” (어르신 7) 

“인심이 안 좋아, 동네가. 내가 수급자니깐 사람들이 안 좋아해. 이웃하고 

절대 일절 교류 없어. 옆집에 누군지도 몰라. 저번에 이유 없이 우리 집 문

을 때려 부수고 그래서 경찰이 온 적 있어.”(어르신 3)

연구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형성하고 있는 호혜적 관계는 고령자 집

단 내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다른 연령 집단과는 교류가 거의 부재한 상

황으로 파악된다. 청장년층에 대해서 대부분의 고령층은 ‘상대가 안 되

고, 대하기 어려우며, 우리와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청

장년층을 만나는 공간은 동사무소, 복지관 등이며 대상자는 자원봉사자나 

복지가, 공무원 등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더러는 청장년층이 노

년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젊은이들이 많은 장소를 꺼리거나 상관하지 않는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젊은 사람들 있는 곳은 잘 안 가지. 옆에 비슷한 사람들 있는 게 더 좋

지.”(어르신 1)

“젊은이들하고는 안 맞아. 젊은이들은 상대가 안 되지.”(어르신 2)

“젊은 사람은 늙은이 심정을 모르니깐. 크게 해달라 그럼 싫어하고 얘기하

다가도 가버려. 마음이 짠하고 속상해.” (어르신 6)

반면에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들은 젊은 세대가 주거지 근처

에 있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였는데, 고령자가 밀집한 거주지역은 ‘낙후’

되고 활기를 잃기 쉬우므로 다양한 연령층이 한 지역에서 ‘더불어’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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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전기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녀의 

연령대가 젊고 어린 손자녀와 왕래가 잦기 때문에 다른 연령 집단과 만날 

기회가 많은 데에서 연유할 가능성이 크다. 어르신 10의 경우에는 적극적

으로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역사회

를 기반으로 전 세대가 함께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게 좋지. 그래야 더 활력 있지.”(어르신 9)

“젊은이들 더불어 살아야지요. 젊은 사람 살아야 형평성이 맞지. 노인만 

살면 너무 낙후되어 있지. 죽은 것처럼….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더불

어 모일 수도 있고 한쪽엔 어른들, 한쪽엔 아이들이 있어서 함께 쓰는 시

설, 노인들만 쓰는 거 말고.”(어르신 10)

(3) 종합

이상의 심층 면담의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 및 

외부 환경과의 연계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주환경의 포용성은 이러한 필요

와 욕구를 충족할 가능성이 큼을 확인해준다.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경험

하는 공간·사회적 포용성과 고령자 삶의 안녕과의 관련될 가능성과 포용

의 다차원 및 다층이 연계되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고령자들은 무엇보다 거처의 안정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희망은 집 자체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상호작용해 온 이웃에 

대한 애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거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이웃

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잊고 타인(자녀 또는 시설)에 

대한 의존 없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심리적, 도구적 지

지의 통로가 되고 있다. 반대로 고령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방해하는 요인

에 해당하는 주거비 지원 단절에 대한 우려,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

주 우려 등은 고령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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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준의 계획이나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되는 외적 요인으로 고령자의 장

기 거주 기회 및 주관적 안녕 수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시 고령자들은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고립감과 외로움

을 야기하는 중요한 기제로 지적하고 있다. 열악한 주택상태와 동거인 없

이 혼자 거주하는 상황은 고립감과 소외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 밖에 나와 근린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사람과 마주치는 

것은 고령자들에게 의미가 큰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을 지

불해야 하거나 고령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근린시설보다는 고령자 전용

시설 또는 동네의 가로 등을 한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어디라도 나가야 하는 상황과 막상 나가서 갈 데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

아 고령자 안녕감이 저하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

으로 고령자가 집 근처에서 이용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다양하

게 갖출 때에 고령층의 안녕을 진작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고령자의 이웃 관계와 참여 활동 등의 사회적 포용 경험은 

지역시설 및 보행환경 등 공간적 조건과 연계되고 있다. 고령자의 이웃과

의 친밀한 관계는 복지관과 같은 지역시설 이용과 같은 활동의 동기가 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주지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애착심이 강화되어 계

속 거주 의사를 더욱 높이는 상황이 확인된다. 반대로 고령자에게 지역시

설 이용에서 물리적인 접근에서의 어려움은 고령자의 신체적 취약성과 함

께 작용하여 독립적인 외부 참여 활동의 장벽으로서 묘사되고 있어 포용

을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고령자의 사회

적 포용 경험은 거주지의 공간적 조건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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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서울시 고령자 집단별 정주환경 포용 특성

1. 자료 및 변수의 구성

(1) 양적 자료

본 절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주환경 포용 특성

을 파악하고 고령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포용 수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

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조사한 ‘2018년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활

용한다25). 서울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WHO의 고령친화 도시근린 국제 

네트워크(GNAFCC)의 회원이 된 도시로, WHO의 권고에 따라 노인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26).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고령친화 도시근린의 8

대 영역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노후생활, 건강 상태, 생활환경, 근로

활동, 여가활동, 존중 보호, 돌봄의 영역에서 설문하고 있다. 표본은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제곱근 비례 배분법을 활용하여 추출되며 2018년도에

는 1953년 이전에 출생한 3,034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에 의한 대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면접원이 선정

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종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2018년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신체

적 특성은 <표 3-9>와 같다. 응답자의 46.8%는 남성이며 평균 나이는 

74.1세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가구 유형은 독거 형태가 22.8%, 고령자

로만 구성된 가구 형태가 40.1%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23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1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도 27.1%에 달

했으며 경제활동 중인 고령자는 전체의 33.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

25) 이는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5조에 근거하
여 노인 특성을 이해하고 고령사회에 적정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2년 이후 2년마다 실시된다(서울시 복지재단, 2019). 

26) GNAFCC(Gloabal Network of AFCC)는 세계 여러 도시의 고령친화환경 관련 내
용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며, 서울시는 2013년 국내 최초로 가
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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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특성과 관련해서 자신의 평소 건강 상태를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건강 

상태는 매우 나쁘다를 1, 매우 건강하다를 5점으로 할 때 평균값은 약 

3.24로 확인되었다.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의 수가 3개 이상인 고령

자는 전체의 28%에 달했다. 인지기능에 제한이 있는 고령자는 전체의 약 

19.6%27),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제한이 있는 고령자는 약 

18.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28).

27) 인지상태척도(Short Portable Mental Status Questionnaire, 이하 SPMSQ)를 측
정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남력, 계산능력, 기억 등을 확인하는 10개 문항으로 구
성된다. 응답 결과 하나라도 정답이 아닌 경우 제한적 인지기능으로 구분하였다.

28) IADL(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은 집안일, 물건구매, 근거리 외출 
등의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지를 묻는 10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된다. 하나의 
동작이라도 자립적 수행이 불가능 경우에 제한으로 분류하였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빈도 최솟값 최댓값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

성별(남성=1) 0.468 0.499 1,420 0 1
연령 74.114 6.363 3,034 65 96

가구
유형

독거 0.228 0.419 691 0 1
고령자 가구 0.401 0.482 1,215 0 1
기타 가구 0.371 0.469 1,128 0 1

교육
수준

무학 0.074 0.269 223 0 1　
초등학교 0.297 0.457 904 0 1
중학교 0.243 0.429 737 0 1
고등학교 0.293 0.455 889 0 1
대학교 이상 0.093 0.290 281 0 1

가구
소득
(원)

100만원 미만 0.271 0.403 822 0 1
100~200만원 0.297 0.457 900 0 1
200~300만원 0.192 0.394 583 0 1
300~400만원 0.132 0.338 399 0 1
500만원 이상 0.108 0.311 330 0 1

경제활동 참여=1 0.337 0.473 1,021 0 1

신체적
특성

주관적 건강 3.245 0.911 3,034 1 5
만성질환 3개이상=1 0.280 0449 851 0 1

인지기능 제한=1 0.196 0.397 595 0 1
IADL제한=1 0.184 0.388 559 0 1
장애 유=1 0.084 0.277 254 0 1

<표 3-9>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응답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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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분석에서는 고령층 집단 내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령 및 소

득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고령층의 생애주기는 

통상 75세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전기 고령자는 비교적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지만, 후기 고령자는 신체적·인지적 취약성이 커지

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75세 미만을 전

기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구분하였을 때 전기 고령자는 전

체 표본의 약 55%에 해당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소득 수준은 고령자의 

생애에서 경험한 노동, 교육 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소득

의 경우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 후) 자

료를 활용하며, 이는 근로·사업 소득, 연금, 사적 이전소득(용돈), 재산소

득, 정부 보조금(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중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미만 집단을 저소득, 이상 집단을 고

소득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표 3-10>과 같이 전기 고령자의 약 59%

는 고소득에 해당하며 후기 고령자의 약 40%가 고소득 집단인 것으로 나

타나 전기 고령자가 고소득에 해당할 확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소득 고령자 저소득 고령자 전체

전기 고령자 988
(59.20%)

681
(40.80%)

1,669
(100%)

후기 고령자 548
(40.15%)

817
(59.85%)

1,365
(100%)

전체 1,536 1,498 3,034

주1) pearson χ2(1)=109.02, p=0.000
주2) 괄호 안에 제시된 비율은 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표 3-10>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른 고령자 집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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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안녕의 측정

주관적 안녕은 Diener(1984)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인지적 안녕과 정

서적 안녕의 양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측정 

방법 및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인지적 안녕은 ‘삶의 만족’으로, 정

서적 안녕은 최근 경험한 부정적·긍정적 감정을 종합하여 나타낸 ‘총 

정서 수준’으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은 건강, 경제, 배우자 및 자녀 관계, 친구‧지인‧친인척과의 관

계, 사회‧여가‧문화 활동, 주거 상태의 7가지 하위 부문에 대한 만족도를 5

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문항을 사용한다(표 3-11). 

총 정서 수준의 측정을 위해 긍정적·부정적 감정의 빈도를 질문하고 있

는 ‘한국형 단축 노인우울척도(Korean version of the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사용하였다29). 이는 <표 

3-12>와 같이 상쾌함, 불안함, 즐거움 등과 같이 최근 일주일 동안 경험

한 다양한 감정에 대해 스스로 보고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본 척도를 심리적 안녕감을 대변하는 변수로 설명하고 있으며(이형석 외 

2003) 선행연구 중에서도 정서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 우울척도의 하나

29) SGDS는 Sheikh&Yesavage에 의해 고안된 단축 노인우울척도(GDS)를 한국형으
로 표준화한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15점 만점에 8점 이상은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
로 간주한다(서울시 복지재단, 2019: p.17). 

문항 코딩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삶의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자신의 건강 상태
2) 자신의 경제 상태
3) 배우자와의 관계(유배우자만 응답)
4) 자녀와의 관계(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5) 친구·지인·친인척과의 관계
6) 사회·여가·문화 활동
7) 주거 상태

매우 만족 5

만족함 4

그저 그렇다 3

만족하지 않음 2

전혀 만족 안 함 1

<표 3-11> 인지적 안녕의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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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ES-D30)를 활용하고 있어서(Gibney, 2020; Toma et al., 2015) 

고령자의 종합적인 정서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변수로 판단하였다. 척도의 

내적일관성은 0.84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예라고 응

답할 때 1의 값을, 긍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응답할 때 1의 값

을 주어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구성하

였다31). 

서울시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과 관련한 기초통계는 <표 3-13>과 같다. 

삶의 만족감에서 가장 높게 확인된 영역은 배우자와의 관계였으며, 이하 

자녀 관계, 친구 지인 관계, 주거 상태, 사회여가활동, 건강 상태, 경제 상

30) CES-D(Centre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31)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녕 수준이 높은 것으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추후 분석

을 위한 변수의 분포 형태와 관련이 있다. 즉, 응답의 다수가 0과 적은 빈도수에 집중 
분포해 있는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을 따르고 있어서, 역코딩을 할 경우 모
형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지난 일주일 간 경험에 대한 문항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1)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2) 요즘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십니까? ○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입니까? ○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입니까? ○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

11)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

12) 지금의 나 자신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

13) 기력이 좋은 편입니까? ○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3-12> 정서적 안녕의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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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 만족의 경우 평균값은 3 미만으로 ‘그저 

그렇다’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정서의 수준은 0~15 사이에

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값은 3.55로 확인되었다. 

<표 3-14>는 고령자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집단별 주관적 안녕을 비교

한 결과이다. 삶의 만족 수준은 전기 고령자와 중위소득 이상의 고소득 고

령자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서의 경우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 

집단이 더 높아 부정적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

령대에 따른 차이보다 소득수준에 의한 차이가 조금 더 큰 것으로 확인된

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의 주관적 안녕이 신체적, 경제적 자원에 따라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집단별로 경험하는 정주환경 특성

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32)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는 배우자 만족과 자녀 만족의 평균값을, 둘 중 하
나만 있는 경우 해당 값을, 모두 없는 경우는 전체의 평균값을 투입하였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빈도 최솟값 최댓값

인지적 안녕

건강상태 만족 3.167 0.938 3,034 1 5

경제상태 만족 2.943 0.830 3,034 1 5

배우자관계 만족 3.785 0.612 1,929 1 5

자녀관계 만족 3.777 0.630 2,959 1 5

친구지인관계 만족 3.597 0.650 3,034 1 5

사회여가활동 만족 3.214 0.804 3,034 1 5

주거상태 만족 3.470 0.703 3,034 1 5

총점32) 20.15 3.12 3,034 7 30

정서적 안녕 총 정서 3.55 3.44 3,034 0 15

<표 3-13> 주관적 안녕에 대한 기초통계

변수
연령 소득

후기 전기 t-value 저소득 고소득 t-value

삶의 만족 19.73 20.50 6.80*** 19.36 20.93 14.34***

부정적 정서 수준 4.06 3.14 -7.40*** 4.25 2.87 -11.32***

* p<0.1, ** p<0.05, *** p<0.01

<표 3-14> 고령자 집단별 주관적 안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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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주환경 포용성 변수

고령자가 경험하는 정주환경의 사회·공간적 포용 수준을 나타내는 변

수는 앞에서 구성한 개념적 틀과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문항을 바

탕으로 <표 3-15>와 같이 구축하였다. 

우선 사회적 포용성의 참여 차원에서는 ‘여가 활동, 자원봉사 활동, 지

역시설 이용’ 변수를 활용한다. 총 5가지 여가문화 활동 중 최근 1년 동

안 참여한 수를 연속변수로 구축하고, 자원봉사는 참여 여부에 따라 이분

형 변수로 구성한다. 자원봉사 활동은 노년기 사회적 역할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참여 활동으로써 삶의 만족감을 높일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 수준과 관련해서 의료시설을 제외한 총 8

가지 지역사회 시설 중 주 1회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시설의 수를 연속

변수로 산출한다. 

상호의존 차원에서는 ‘이웃 관계망, 차별 경험’변수를 구성한다. 이웃 

관계망은 이웃과 왕래 및 연락 빈도, 이웃이 도움 및 의지가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며, 0~10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웃 관계망의 양적·질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존중과 인정에서 배제된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령으로 인해 차별당

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가’의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배제, 그렇지 

않은 경우 포용의 상태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공간적 포용성의 안정성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 ‘주택상태, 주

거비부담, 점유 안정, 지역 내 거주기간’ 변수를 포함한다. 물리적인 주택

상태가 열악하면 신체적 제약이 많은 고령자는 낙상 등 위험에 노출될 가

능성이 크고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고령자가 현재 사는 주택

의 구조, 안전, 냉난방, 환기, 공간 크기 등에 대해 평가하는 7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주택상태 변수를 구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

33) 구체적으로 취미오락, 관광관람, 사회관계 활동, 스포츠, 학습, 자원봉사로 나누어 
질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원봉사 활동은 일반적으로 시민 참여의 유형으로 언급되
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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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물리적 상태가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뜻한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을 설명하는 주거비부담 체감 수준 변수를 포함한다. 이는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에 대해 1순위를 주거비라고 응

34)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여가프로그램, 문화시설, 체육시
설, 야외공간, 종교시설이 해당한다.

35) 연락 및 왕래 빈도의 경우 ‘1=연1~3회 2=연4~6회 3=월1~2회 4=주1~2회 
5=거의 매일’로 점수화했으며, 도움 및 의지되는 정도는 ‘1=전혀 도움/의지가 되
지 않는다 2=별로 도움/의지가 되지 않는다 3=그저 그렇다 4=어느정도 도움/의지가 
된다 5=매우 도움/의지가 된다’로 점수화하였다.

36) 혈연관계망과 친구관계망도 이웃관계망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화하였다. 혈연관계
망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과의 연락 및 
왕래 빈도와 도움되는 정도를 합산하였다. 친구관계망 점수는 친구 및 직장동료의 왕
래 빈도 및 도움 정도를 합산한 결과이다. 이렇게 점수화할 때 혈연관계망은 0~60, 
친구 관계망은 0~20 사이에서 분포할 수 있는데, 혈연관계망은 평균 약 29점, 친구
관계망은 평균 약 7.5점으로 나타났다.

37)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우리 집의 실내구조(방 배치와 종류)는 살기에 편
리하다. 2)우리 집의 실내구조(문턱, 계단 등)은 안전하다. 3)우리 집 화장실은 안전
설비가 있다. 4)우리 집은 냉난방이 잘 된다. 5)우리 집은 환기가 잘 된다. 6)우리 집
은 방음이 잘 된다. 7)우리 집은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공간이 충분하다.

차원 변수 관련 문항

사회적
포용성

참여
여가활동 참여 최근 1년간 참여한 여가문화활동의 수33)

자원봉사 참여 최근 1년간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지역시설 이용 주1회 이상 이용한 지역사회 시설 수34)

상호
의존

이웃 관계망 연락·왕래 빈도(1~5)와 도움·의지 정도(1~5)의 합산 값35)36)

차별 경험(-) 연령으로 인해서 차별당한다고 느낀 경험 여부 

공간적
포용성

안정성

주택상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7항목 평가(1~5)의 합산 값37)

주거비 부담(-) 
소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에 대한 질문에 1,2순위에 
‘주거비(월세, 관리비, 냉난방비, 수도세 등)’가 해당될 경우
(1순위=2, 2순위=1, 그 외=0) 

점유 안정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점유 형태
지역 내 거주기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기간 (년)

개방성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일주일 평균 하루 중 거주하는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 (시)
녹지 만족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0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민간 병의원까지 이동 시간 (편도, 분) (도보 및 대중교통 포함) 
편의시설 만족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불만족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불만족한다고 응답=0, 불만족 아닐 경우=1) 여가복지시설 만족

대중교통 만족
주) (-)는 높을수록 포용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표 3-15> 정주환경 포용성 변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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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경우는 2, 2순위를 주거비라고 응답한 경우는 1, 부담되는 항목의 

1·2순위에 주거비가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주거비부담 체감수준이 높은 상태이다. 또한 시간적 측면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점유 형태와 지역 내 거주기간 변수를 반영한다. 자가 점유가 아

닐 경우 주거 이동이 더 잦고 비자발적인 주거 이동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자가점유는 전세에 비해, 그리고 전세는 월세에 비해 포용이 높은 상태로 

파악한다. 지역 내 거주기간 변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구성한다38).  

개방성 차원과 관련해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녹지 만족’ 변수를 

구성하고 있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공간적 개방 수준을 역으로 포착

하는 변수이다. 곧,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고 공간적 고립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녹지는 대표적인 열린 공

간으로서 근린의 개방 수준을 대리하고 있다. 접근성 차원을 설명하기 위

해서는 ‘의료시설 거리, 편의시설 만족, 여가시설 만족, 대중교통 만족’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의료시설 거리는 민간 병·의원까지 편도 이동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응답을 활용한다39). 또한 지역사회에서 불만족 요인

에 대한 문항을 바탕으로 편의시설(시장, 마트, 은행 등), 대중교통, 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 여부를 이분형 변수로 구축하였다. 편의시설과 여가복지

시설은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의료시설은 고령자에게 치료, 상담 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대중교통시설은 장거리 보행 및 운전에서 어려움을 느

끼는 고령자의 이동성을 보완하고 근린 외부로 이동을 돕는 수단이다. 

구축한 변수를 바탕으로 서울시 고령자가 정주환경에서 경험하는 포용

성에 대한 기초통계를 <표 3-16>에 정리하였다. 참여 차원에서 서울시 

고령자는 1년 동안 평균 3.2개의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일주일 동안 평균 

38)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명화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응답자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39) 지역사회 시설의 경우 이용한 경우에만 이동시간을 응답하도록 하고 있어 결측치가 
가장 적게 나타난 민간 병의원 이동시간만을 변수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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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지역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참여활동의 하

나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는 약 6.8%로 확인되었다. 이웃 관

계망의 크기와 지지 수준을 나타내는 이웃 관계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6.6점으로 나타났는데, 그 점수가 0에 해당하여 지역사회 관계에서 왕래

나 지지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고령자도 전체의 14.27%에 달했다. 또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고령자는 14.6%로 나타났다. 

공간적 포용의 안정성 차원에서는 주택상태는 평균 25점으로 나타났으

며 주거비부담은 평균 1.12로 나타나 생활비에서 평균 2순위 이상의 수준

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가 점유하고 있는 고령자는 전

체의 72.7%로 높게 나타났으나 월세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도 

1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평균 거주기간은 평균 22년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5년 미만인 고령자는 약 10%에 해당하였다. 고령자는 평

균 약 16시간 이상을 집안에 머무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병·의원까

지 접근시간은 평균 약 18.81분으로 나타났으며, 10분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39.3%였다. 

차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회적
포용성

참여
여가활동 참여 (개) 3.220 0.964 0 5
자원봉사 참여 (참여=1) (6.8%) 0 1
지역시설 이용 (개) 1.594 1.010 0 6

상호
의존

이웃 관계망 6.603 2.966 0 10
차별 경험 (유=1) (14.6%) 0 1

공간적
포용성

안정성

주택상태 25.053 4.319 7 35
주거비부담 1.124 0.794 0 2
점유형태_자가 (72.7%) 0 1
점유형태_전세 (16.2%) 0 1
점유형태_월세 등 (11.1%) 0 1
지역 내 거주기간 (년) 22.159 14.312 0.083 83.083

개방성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시) 16.364 3.114 7 24
녹지 만족 (69.5%) 0 1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분) 18.817 12.626 1 120
편의시설 만족 (73.8%) 0 1
여가복지시설 만족 (71.2%) 0 1
대중교통 만족 (77.5%) 0 1

<표 3-16> 정주환경 포용성 변수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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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정주환경 포용성의 차이

여기에서는 서울시 고령자가 경험하는 정주환경 포용성이 연령 및 소득

별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다. 앞에서 구축한 변수를 기초로 하여 정

주환경 포용성의 다섯 개 차원별로 검토할 것이다.

(1) 참여 차원

서울시 고령자의 여가 및 자원봉사 참여 활동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3-17>과 같다. 여가활동 참여 관련하여,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는 참

여하는 여가활동의 종류와 대다수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저소득 고령자 집단의 경우 취미 

오락 활동 참여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는데 이는 TV 시청, 스마트폰, 컴퓨

터 등의 소극적인 여가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경제적, 신체적인 부담 없이 

40) 운동 빈도에 대해 범주형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각 범주의 중앙값을 대입하여 산출
한 결과이다.

변수
전체 연령 소득

mean s.d. 후기 전기 t-value 저소득 고소득 t-value
여가활동 종류 (개) 3.29 1.03 3.15 3.40 6.97*** 3.14 3.43 7.68***
 취미오락활동 참여율 (%) 0.94 0.23 0.95 0.94 -0.62 0.95 0.93 -2.59***
 관광/관람활동 참여율 (%) 0.68 0.47 0.62 0.73 6.41*** 0.60 0.76 9.26***
 사회관계활동 참여율 (%) 0.92 0.27 0.90 0.94 4.07*** 0.91 0.94 3.31***
 스포츠활동 참여율 (%) 0.60 0.49 0.56 0.64 4.11*** 0.56 0.65 5.14***
 학습활동 참여율 (%) 0.07 0.25 0.06 0.07 1.28 0.05 0.08 3.17***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0.07 0.25 0.05 0.08 3.44*** 0.07 0.07 -0.19
주 운동 빈도40) (번) 2.91 2.43 2.88 2.93 0.64 2.83 2.98 1.80**
  하지 않는다 (27.0) (30.0) (24.6)

(20.38***)

(30.5) (23.6)

(22.90***)
  주1~2회 (26.8) (20.7) (24.5) (20.7) (24.8)
  주3~4회 (17.9) (15.8) (19.7) (16.4) (19.4)
  주5일 이상 (32.3) (33.6) (31.3) (32.4) (32.2)
주1) 괄호 안의 값은 해당 비율(%) 또는 Pearson chi-square 검정값을 나타냄.
주2) * p<0.1, ** p<0.05, *** p<0.01

<표 3-17> 고령자 집단별 참여 활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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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주일간 운

동에 참여하는 빈도는 평균 약 2.9일 수준으로 집단별 차이가 크지 않았

지만,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한 번도 운동하지 않는 고령자의 비

율이 더 높다.

<표 3-18>은 지역사회 시설별로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시설을 제외하고는 야외공간 이용률

(74%)과 종교시설 이용률(49%)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이용이 적은 

시설은 노인 교실(3%)로 확인되었다. 고령자가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이용률은 각각 28%와 14%에 그치고 있어 대

다수의 고령자가 1년간 한 차례도 이들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시설 이용에 있어서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우선 후

기 고령자 및 중위소득 미만의 저소득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

해 복지관, 경로당의 이용 경험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로당의 경

우 후기 고령자의 이용률은 45%로 전기 고령자의 이용률은 14%에 비해 

41)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한정하고 있다.

변수
전체 연령 소득

mean s.d. 후기 전기 t-value 저소득 고소득 t-value
보건소 이용률 (%) 0.35 0.48 0.40 0.31 -5.08*** 0.40 0.30 -6.02***
공공병원 이용률 (%) 0.20 0.40 0.21 0.19 -1.59* 0.19 0.20 1.17
민간병원 이용률 (%) 0.91 0.29 0.91 0.91 -0.80 0.92 0.90 -2.83***
복지관 이용률 (%) 0.14 0.35 0.18 0.11 -6.22*** 0.18 0.11 -5.78***
경로당 이용률 (%) 0.28 0.45 0.45 0.14 -20.36*** 0.33 0.22 -7.23***
노인교실 이용률 (%) 0.03 0.17 0.04 0.02 -3.95*** 0.03 0.03 -0.54
구청주민센터 이용률(%)41) 0.07 0.26 0.06 0.08 1.92** 0.07 0.08 0.36
문화시설 이용률 (%) 0.12 0.33 0.08 0.15 6.09*** 0.08 0.16 6.86***
체육시설 이용률 (%) 0.11 0.32 0.07 0.15 7.18*** 0.07 0.15 7.60***
야외공간 이용률 (%)42) 0.74 0.44 0.73 0.76 1.72** 0.74 0.74 -0.13
종교시설 이용률 (%) 0.49 0.50 0.49 0.49 -0.27 0.49 0.50 0.63
주) * p<0.1, ** p<0.05, *** p<0.01

<표 3-18> 고령자 집단별 지역시설 이용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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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로당의 경우 주로 이

동 역량이 낮은 후기 고령자의 커뮤니티 시설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된다. 또한 앞서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관은 저비용으

로 교육 활동, 식사, 일자리 주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저소득 및 후기 고령자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반면에 미술관, 영화관 등 문화시설이나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전기 고령자 및 중위소득 이상의 고소득 고령자의 이용이 더욱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들 시설은 도보권을 벗어난 위치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

고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소득 및 후기 고령자 집단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지리적,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야외공간이나 종교시설의 경우 소득이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유

의하지 않거나 유의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공원, 산책로, 하천변 등의 공공공간은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

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고령층 내에

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경우 경제적 부담, 정보의 부족, 심리

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용에서 소외되기 쉽고, 이

들의 여가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 내 공지 공급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42) 공원, 산책로, 하천변, 산, 운동장 등을 의미한다.

변수
전체 연령 소득

mean s.d. 후기 전기 t-value 저소득 고소득 t-value
복지관 향후 이용 (%) 0.18 0.39 0.16 0.20 8.79*** 0.18 0.19 0.01

경로당 향후 이용 (%) 0.13 0.34 0.11 0.15 9.76*** 0.13 0.14 1.04

노인교실 향후 이용 (%) 0.13 0.34 0.12 0.15 5.83** 0.13 0.13 0.00

구청주민센터 향후이용(%) 0.17 0.37 0.13 0.20 28.47*** 0.16 0.18 3.49*

문화시설 향후 이용 (%) 0.20 0.40 0.15 0.24 37.8*** 0.17 0.22 9.78***

체육시설 향후 이용 (%) 0.20 0.40 0.13 0.25 53.11*** 0.17 0.23 16.66***

야외공간 향후 이용 (%) 0.10 0.30 0.09 0.11 4.97** 0.09 0.11 2.33

종교시설 향후 이용 (%) 0.08 0.27 0.07 0.08 0.96 0.06 0.09 10.2***
주1)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이용의사가 있는 고령자의 비율임 
주2) * p<0.1, ** p<0.05, *** p<0.01

<표 3-19> 고령자 집단별 지역시설 이용 의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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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맥락에 있다(이희연 외, 2015; 윤정미·최막중; 2014).

이러한 고령자 집단 간 차이는 현재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

역시설 이용 의향에 대한 조사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3-19).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전반적인 시설의 이용 의사가 전기 및 고소

득 고령자와 비교해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후기·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향후 이용 의사가 가장 높은 시설은 복지관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전기 고령자와 고소득 고령자의 경우 체육시설이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 세부 집단별로 지역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상이함을 확인해준다.

(2) 상호의존 차원

<표 3-20>은 서울시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의 양적, 질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혈연집단, 친구, 이웃, 직장동료 관계망에 따라 연락하는 인

원, 왕래하는 빈도, 도움 및 의지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고령자는 ‘이웃’과 가장 빈번하게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망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의지하는 수준은 혈연집단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이웃은 가장 빈번하게 교류하는 대상이지만 혈연집단과 

비교해서 결속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 집단은 전기 및 후기 고령자보다 대부분 관

계망의 양적, 질적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며, 총 관계망의 다양

성, 크기, 강도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웃

과 연락 빈도 혹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준의 경우에는 후기 및 저

소득 고령자 집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관계망에서 이웃 

관계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왕래, 지지, 규모의 모든 측면에서 모두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가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망은 더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웃과

의 상호작용은 더 활발하며 지역사회 관계망에 의존성이 높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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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총 10개의 관계망 중 유지하는 관계의 종류를 의미한다.
44) 지속적으로 연락한다고 응답한 총 인원의 수를 의미한다.
45)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인원 대비 연락하는 빈도로 산출한다.
46) 혈연, 친구, 이웃, 직장동료 관계망 더해서 산출한 총 관계망에서 이웃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변수
전체 연령 소득

mean s.d. 후기 전기 t-value 저소득 고소득 t-value
혈연관계망
 연락하는 인원 (명) 12.41 4.63 12.26 12.53 1.64* 11.91 12.90 5.91***
 연락·왕래 빈도 3.11 0.75 3.05 3.15 3.80*** 2.91 3.31 15.22***
 도움·의지 정도 3.84 0.63 3.84 3.84 -0.04 3.77 3.90 5.43***
친구관계망
 연락하는 인원 (명) 3.22 1.80 2.87 2.35 9.89*** 2.67 2.77 1.85**
 연락·왕래 빈도 2.72 1.49 2.59 2.83 4.36*** 2.98 3.25 5.25***
 도움·의지 정도 3.12 1.43 2.90 3.29 7.32*** 3.60 3.95 2.30***
이웃 관계망
 연락하는 인원 (명) 3.78 4.25 3.61 3.92 1.98** 3.60 3.95 2.30**
 연락·왕래 빈도 3.53 1.67 3.58 3.48 -1.76** 3.54 3.51 -0.52
 도움·의지 정도 3.08 1.45 3.11 3.05 -1.06 3.08 3.07 -0.68
직장동료 관계망
 연락하는 인원 (명) 0.85 1.63 0.50 1.13 10.90*** 0.54 1.15 10.55***
 연락·왕래 빈도 0.84 1.62 0.45 1.15 12.18*** 0.54 1.13 10.36***
 도움·의지 정도 0.83 1.51 0.49 1.10 11.33*** 0.54 0.11 10.43***
총 관계망
 다양성43) 6.13 1.53 5.70 6.49 14.47*** 5.73 6.52 14.62***
 규모44) 19.72 7.05 18.81 20.47 6.49*** 18.55 20.86 9.14***
 강도45) 1.12 0.47 1.10 1.14 2.31** 1.10 1.15 3.06***
총 관계망 중 이웃 비중46)

 인원 규모 측면 0.16 0.11 0.17 0.16 -3.40*** 0.19 0.15 -3.74***
 연락·왕래 측면 0.22 0.14 0.23 0.21 -6.81*** 0.25 0.20 -10.30***
 도움·의지 측면 0.14 0.09 0.15 0.13 -6.43*** 0.15 0.13 -7.52***
주) * p<0.1, ** p<0.05, *** p<0.01

<표 3-20> 고령자 집단별 사회적 관계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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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정성 차원

<표 3-21>은 서울시 고령층의 주거와 관련한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

이는 요인은 화장실의 안전 설비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요인은 

환기로 확인되고 있다. 주택상태 관련하여 연령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득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주택상태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고 특히 냉

난방 관련해서 고소득 집단과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

하게 주거비부담의 경우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여 저소득 고령자 집단의 경우 주거비부담 더

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가 점유율의 경우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저소득 집단의 경우(60%) 고소득 집단

(85%)에 비해 자가에 해당할 비율이 크게 낮았다. 그러나 지역 내 거주기

간의 경우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후기 고령자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연령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47) 문턱, 계단 등이 안전함

변수
전체 연령 소득

mean s.d. 후기 전기 t-value 저소득 고소득 t-value
전반적 주택상태 25.05 4.32 24.97 25.12 0.98 24.45 25.64 7.67***
 구조 편리성 3.71 0.71 3.69 3.72 1.29* 3.63 3.79 6.03***
 구조 안전성47) 3.60 0.85 3.57 3.63 2.10** 3.52 3.68 5.49***
 화장실 안전 2.99 1.09 3.01 2.98 -0.52 2.89 3.09 5.07***
 냉난방 3.75 0.79 3.74 3.75 0.27 3.65 3.84 6.57***
 환기 3.86 0.73 3.85 3.86 0.56 3.79 3.93 5.35***
 방음 3.47 0.82 3.45 3.48 0.88 3.38 3.55 5.63***
 충분한 공간 3.68 0.74 3.66 3.69 1.04 3.59 3.76 6.44***
주거비 부담_상 (38.5) (38.5) (38.5)

(2.76)
(40.9) (36.2)

(22.12***)주거비 부담_중 (35.4) (36.7) (34.4) (36.9) (34.1)
주거비 부담_하 (26.1) (24.8) (27.1) (22.3) (22.8)
자가 점유율 (%) 0.73 0.45 0.71 0.74 2.82* 0.60 0.85 255.8***
거주기간 (년) 22.16 14.32 22.94 21.52 -2.71*** 21.95 22.36 0.78

주1) 괄호 안의 값은 해당 비율(%) 또는 Pearson chi-square 검정값을 나타냄.
주2) * p<0.1, ** p<0.05, *** p<0.01

<표 3-21> 고령자 집단별 주거 안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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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성 차원

<표 3-22>에는 고령자의 평균적인 시간 사용을 장소별, 활동별로 나타

내고 있다. 우선 일주일간 평균 집 내부, 거주하는 동(洞) 안, 거주하는 동

(洞)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시간은 약 16.4시간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주택환경이 고령자 삶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집 주변 동네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골목

길, 정자, 가까운 이웃집 방문, 주변 산책 등으로 보내는 시간은 약 3.2시

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을 벗어나서 보내는 시간은 약 4.0시간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거주하는 동을 벗어나서 보

내는 시간이 동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자의 

일상적인 생활 반을 행정동 내로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동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목적 없이 집 주변의 외부공간에서 머무르는 시

간으로 보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고령자 집단이 다

른 연령층에 비해 목적 없이 집 밖에서 산책 등으로 홀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김고은·최막중, 2019)

또한 후기 고령자는 저소득 고령자에 비해 약 1.2시간 정도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며, 저소득 집단은 고소득 집단에 비해 약 1.4시간 더 긴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동을 벗어나는 시간은 저소득 및 후기 고령자 집단이 유

의하게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및 저소득 고

령자 집단의 공간적 활동 영역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고 주거지 인근

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들 집단이 신체적, 경제적인 자원을 투입

할 만한 여건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
전체 연령 소득수준

mean s.d. 후기 전기 t-value 저소득 고소득 t-value

장소별 
시간활용
(시)

집 내부 16.36 3.11 17.08 15.77 -11.78*** 17.07 15.67 -12.71***

거주 동(洞)안 3.08 2.56 3.13 3.03 -0.98 3.05 3.10 0.44

거주 동(洞)밖 4.56 3.32 3.79 5.19 11.83*** 3.87 5.23 11.53***

주) * p<0.1, ** p<0.05, *** p<0.01

<표 3-22> 고령자 집단별 시간 활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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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성 차원

<표 3-23>은 고령자가 체감하는 정주환경의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해 

근린시설 및 외출에 대한 만족감, 주로 이용하는 이동 수단을 나타내었다. 

지역사회에서 불만족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녹지, 여가문

화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단별 차이가 

확인된다. 후기 고령자의 경우는 전기 고령자보다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후기 고령자는 자가용을 이용률이 낮

아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의료시설을 더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자주 느끼는 데에서 연유할 수 있다. 저소득 고령자

의 경우 여가문화시설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고소득 

고령자는 녹지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항목은 녹지와 안전인데 둘 다 고소득 고령자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쾌적

한 근린환경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외출 시 불편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은 전기 및 저소득 고령자

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는 모두 

계단, 경사로 등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개인적인 신체 역량이 취약하거나 상대

적으로 경사가 급하고 보행성이 낮은 거주지의 조건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지하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버스, 도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후기 고령자의 

경우에만 버스보다 도보를 선택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

울시 고령자의 경우 지하철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무임 지하철 승차제도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

자는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접근할 확률이 높고, 특히 후기 고령자의 경우 

보행을 이동 수단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령자의 보행 편의와 

안전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를 통행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비율은 저소득 및 후기 고령자는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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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서, 신체적 기능 및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자동차 통행 대신 대중

교통과 보행 통행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변수
전체 연령 소득

mean s.d. 후기 전기 t-value 저소득 고소득 t-value
지역 불만족 요인
 편의시설 0.26 0.44 0.27 0.26 0.32 0.26 0.26 0.55
 녹지 0.31 0.46 0.29 0.32 2.55 0.28 0.33 8.84***
 의료시설 0.18 0.38 0.20 0.17 -5.04** 0.19 0.17 1.85
 여가문화시설 0.29 0.45 0.29 0.29 0.04 0.30 0.28 0.77
 안전 0.09 0.45 0.08 0.10 4.36** 0.08 0.10 3.44*
 대중교통시설 0.23 0.29 0.26 0.20 -13.59*** 0.23 0.22 1.54
외출 불만족 이유
 없음 (40.4) (33.3) (46.2)

(100.77***)

(34.3) (46.4)

(108.5***)

 계단/경사로 (37.5) (43.2) (32.8) (43.4) (31.7)
 정비 안 된 도로 (3.5) (3.4) (3.5) (3.6) (3.3)
 버스 타고 내리기 (7.8) (10.8) (5.2) (10.2) (5.4)
 배차 간격 (1.5) (1.2) (1.8) (0.9) (2.1)
 앉을 곳 부족 (5.3) (5.6) (5.2) (5.2) (5.5)
 골목길 차량 (2.0) (1.2) (2.8) (1.3) (2.8)
 주차공간 (1.7) (1.1) (2.2) (0.8) (2.6)
 기타 (0.3) (0.2) (0.4) (0.4) (0.2)
이동수단
 도보 (22.7) (29.1) (17.4)

(105.01***)

(26.7) (18.8)

(148.65***)
 버스 (26.4) (24.1) (28.3) (27.6) (25.3)
 지하철 (35.5) (34.4) (36.5) (36.1) (35.0)
 택시 (1.7) (2.4) (1.1) (1.6) (1.8)
 자가용 (10.1) (6.1) (13.4) (3.9) (16.2)
주1) 괄호 안의 값은 해당 비율(%) 또는 Pearson chi-square 검정값을 나타냄.
주2) * p<0.1, ** p<0.05, *** p<0.01

<표 3-23> 고령자 집단별 접근성 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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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서울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주환경의 공간·사회적 포용 

경험의 내용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일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

주환경 포용 수준이 연령 및 소득별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

는지 확인하였다. 이상의 질적·양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고령자

의 정주환경 포용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이 이웃과의 상호의존 및 주관적 안녕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개별 면담에 참여한 고령자 대다수는 상당히 

오래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웃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웃과

의 관계로부터 정서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여 다시금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희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고령자가 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

면서 이웃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완화하

고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상당히 중요한 항목으로 드러나고 있

다. 

둘째, 서울시 고령자들은 외부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적 개방을 통

해서 포용을 경험하고 안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집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고령자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누리고 바

깥 세상과 소통할 기회로서 묘사되었으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고령자가 모

일 수 있는 장소로서 복지관, 경로당이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

다.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시설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매개하는 공간이었

고 동네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양적 분석에서는 지

역 내 거주기간에 있어서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洞)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전기 및 고소득 고령자가 유의하게 높아서 

이들의 활동 반경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관, 경로당은 고

령자에게 중요한 지역시설로 확인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고령자 여가복지

시설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보편적, 일상적인 근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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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활환경에서 고령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복지시설이나 경로당과 같은 고령자 여가복지시설의 이용률은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집단에게 복지관 

및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공간에 통합되고 포용을 위한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고령자의 포용에서 이웃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고령자 안녕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교육,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는 통로이기도 했다. 면담 조사 결과 고령자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들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삶의 외로움을 잊고 도구적인 지지

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가족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이웃과 함께 

삶의 후반을 보내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가

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관계의 

형성은 안녕한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적 분석 결과 서울시 고령자는 혈연집단보다도 이웃과의 왕래 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특히 후기 고령자 및 저소득 고령자에게 이웃 관계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은 가족, 친구 등에서 사회적 

관계의 축소를 이웃 관계망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여가활동 참여의 다양성이 낮고 소

극적 여가 참여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의 참여 활동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부적절한 주거, 공간적 고립과 한정된 공간 선택, 도시의 변화로 

인한 불안정은 고령자가 공간환경에서 배제를 느끼는 중요한 개념이었다. 

고령자들은 집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을 외롭고 견디기 힘들어했으며 적

장 집 밖에 나가면 갈만한 공간이 없어 무작정 걷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일부 고령자들에게 집은 물리적으로도 열악하여 편안한 안식처로서 기

능하기 한계가 있으며 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으로 인한 주거 선택 축소

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열악한 보행환경, 그리고 외진 고령자 시설의 

위치 등은 이동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시설 이용의 물리적 제약으로 

지적되었고 이외 근린시설 이용에서 심리적, 경제적 제약도 함께 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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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 주택가격의 상승 등 주거환경의 물리적, 

경제적 변화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보다 일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양적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저소득, 후기 고령자는 집안에

서 보내는 시간이 높아 고립의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한 이들 집단은 자가 점유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특히 저소득 고령

자의 경우 주거의 물리적 상태, 주거비부담에서의 어려움이 더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저소득 및 후기 고령자는 외출 시 근린의 보행환경에 겪는 

어려움이 더 크면서도 도보를 선택하는 경우는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서 보행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의 와해와 세대 간 상호 교류의 단절은 고령자가 사

회환경에서의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는 주요한 개념이다. 질적 분석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일부 참여자들은 불만감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

었으며 상대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이 짧거나 남성 고령자에게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장년층에 대해서 고령자 대다수

는 관심이 없거나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고령자가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낙후된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공유하는 공간, 사건 등이 미흡한 결과일 수 있는데, 양적 

자료에서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일수록 고령자 전용 시설 이용률이 높고, 

공유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원, 가로 등의 공지와 종교시설의 경우 이용률이 높은 시설인 동

시에 집단 간 차이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연령 및 사회경제적 차이와 관

계없이 공유하는 시설로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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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4장에서는 고령자가 경험하는 정주환경 포용성이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48). 2장에서 고찰한 정주환

경 포용성 구성 차원의 관계성을 토대로, 각 차원은 주관적 안녕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차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가정한다. 또한 3장에서 탐색한 고령자 집단별 포용 특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정주환경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경로가 집단에 따라 상이한지

를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제 1 절 분석 모형 및 방법

1. 분석 모형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차원이 고령자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한 분석 모형 체계는 <그림 4-1>과 같이 네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그림 4-1>의 (1)에서는 포용성의 구성 차원이 각각 고령자 주관

적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유의한가를 분석한다. 공간적 측면에서 

주거 안정성이 높고 근린의 개방성과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즉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가까운 곳에 공원, 경로당, 복지관 등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풍부할 때 고령자 안녕감이 진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지역사회 연

대 수준이 높을 때 고령자의 안녕감이 증대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기

48) 본 장의 종속변수는 인지적 안녕에 해당하는‘삶의 만족’으로 한정한다. 정서적 
안녕의 부정적 정서 수준 변수의 경우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지적 안녕과 정서적 
안녕 사이에 인과관계를 가정할 만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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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에서는 정주환경의 공간 및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인 간 영향력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본 모형에

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공간적, 사회적 측면의 환경을 포괄하는 모

형을 통해서 요인 간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림 4-1>의 (2)는 정주환경 포용성을 구성하는 다차원 간 

관계, 즉 자기강화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차원 사이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포용적 공간 요인이 지역사

회 참여와 이웃과의 상호의존을 증진하는 경로이다. 근린환경의 공간적, 

물리적 특성이 신체적 활동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풍부

한 편이나, 사회적 활동 참여나 이웃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

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포용적인 근린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고령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소속감 등이 커서 참여 활동이나 이웃

(1)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차원과 주관적 안녕 (3) 정주환경 포용성이 주관적 안녕에 이르는 과정

(2)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4) 고령자 집단별 차별적 경로

<그림 4-1> 4장의 분석 모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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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이웃과의 상호의존이 서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교환하는 상호적 

관계(reciprocal relation)에 대한 경로이다. 지역사회 참여 중에서도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로 불리는 지역사회 시설들, 즉 

공원, 커뮤니티 시설, 체육시설 등을 함께 이용에 주목하는데, 이는 이웃과

의 접촉 기회를 늘려서 친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Klineberg, 2019). 또한 이웃과의 연대 수준이 높다면 지역사회 

활동를 위한 정보나 동기를 제공하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

이 크다. 하지만 참여 활동과 상호의존 사이의 상호적 관계에 대해서는 밝

혀진 바가 없으며 다수의 연구가 참여 활동이 이웃관계에 미칠 일방향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림 4-1>의 (3)은 앞의 두 모형을 종합하여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차원이 복합적으로 주관적 안녕에 이르는 과정을 실증한다. 즉 정주환경의 

각 차원은 직접적으로 고령자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차

원을 매개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 안녕감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고 있

는지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4-1>의 (4)에서는 고령자 집단에 따라 정주환경이 

주관적 안녕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3)과 동일한 형태의 경로를 

분석할 것이다. 정주환경의 포용성은 개인 차원의 신체적, 경제적 자원이 

취약한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 집단의 기회를 보완하여 주관적 안녕감 증

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분석 방법

4장의 분석 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을 활용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직접 관측이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 측

정변수를 이용하여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정의하고 이들 사이의 인

과관계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이다(이희연·노승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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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에는 <그림 4-2>와 같이 재귀 모형(recursive model)과 

비재귀 모형(non-recursive model)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재귀 모형은 두 변인 사이의 일방향 인과관계를 가정한다면(Y1

→Y2), 비재귀 모형은 양방향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모형이다(Y1⇄Y2). 

즉 비재귀 모형에서 한 변인은 다른 변인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구조로 

순환적인 경로(feedback loops)가 반복되게 된다(Kline, 2019: p.183).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상호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수 간의 경로를 

양방향으로 설정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개념적으

로 양방향 인과관계에 있는 두 변인 사이의 시차가 매우 작아야 한다49). 

예를 들어 부부의 감정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의 경우 거의 동시에 발생

했다고 가정할 수 있을 만큼 짧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종단자료보다 횡

단자료를 통해 추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Kline, 2019 : p.186). 

또한 재귀 모형에서는 모든 오차 사이에 상관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과 다

르게 비재귀 모형은 잠재변인의 구조 오차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므로 

내생변수 구조오차 사이에 공분산 설정이 필요하고, 내생변수마다 적절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IV)가 필요하다(Wong&Law, 1999). 

일반적으로 두 변인 간 비재귀 관계는 안정성 지수(stability index)가 –1
과 1 사이의 값 사이에 있을 때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우종필, 

2017 : p.203).

본 장의 2절에서는 재귀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며 2단계 접근 방식

(two-step approach)을 활용한다. 이는 1단계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잠재변인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평가한 후에, 2단계에서 변인 간 

인과 경로를 포함한 구조모형의 유의성과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Kline, 2019 : p.415).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49) 과거에는 양방향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반드시 다시점의 종단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고 알려졌으나, 구조방정식의 비재귀 모형을 이용하여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을 이용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Wong&Law(1999)은 동일 시점에 측정된 두 변
수 사이의 양방향 인과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변수 
사이의 인과 관계의 경우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 시점을 달리 측정하거나 효과가 나
타나는 시간 간격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횡단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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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인 사회적 포용성의 ‘참여’ 및 ‘상호의존’ 그리고 인지적 안녕에 

해당하는 ‘삶의 만족’을 잠재변인으로 구성할 것이다.

다음으로 3절과 4절에서는 비재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다. 기존 

연구에서 비재귀 모형은 일방향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을 비판적으로 접근

하고 양방향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거나 인과관계가 명확

하지 않은 변인 사이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Gim, 

2016; Liu et al., 2017; 이현주·강상경, 2011). 도시계획 분야에서 

Gim(2016)은 거주지의 토지이용과 개인의 통행 성향 사이의 상호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Liu et al.(2017)은 농촌이주자의 주택에 대한 접

근성과 도시 정착 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비재귀 구조방정식 모

형을 사용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참여와 상호의

존 사이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둘 사이의 순환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비재귀 모형을 활용한다. 이러한 선순환

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주환경이 고령자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장 5절에서는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다. 이는 

집단에 따라 분석 모형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우선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두 집단이 동일하게 측정되어 있는지를 검증한 후에, 다중집단 구조

방정식을 통해 경로의 차이가 유의한 지를 비교 분석하는 단계를 따른다. 

<그림 4-2> 구조방정식의 재귀 모형과 비재귀 모형 (Kline, 2019:p.202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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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차원과 주관적 안녕

 

1. 개념의 측정

2장과 3장에서 구성한 정주환경 포용성 개념 틀과 2018년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4장의 분석 모형에서 활용하고 있는 변수는 <표 

4-1>과 같다. 전체 응답자 3,034명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없어 

가족관계 만족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66명을 제외하여 최종 표본의 크기는 

2,968명이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인지적 안녕’개념과 사회적 포용성

에 해당하는‘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상호의존’은 잠재변인으로 구성

한다. 공간적 포용성과 관련된‘안정성, 개방성, 접근성’을 설명하는 문

항들은 그 척도가 다양하여 잠재변수로 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관

측변수로 투입한다. 

우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고령자의 인지적 안녕 개념은 건강, 경제, 사

회적 관계, 사회적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평가한 삶의 만족도를 

종합하여 구성된다. 정주환경의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개

념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이용의 빈도, 다양성 및 만족도 변수를 활용한다. 

공원, 체육시설, 복지관 등 지역이 공유하는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상호

의존’차원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이웃과 연락 및 왕래 빈도, 이웃에게 도

움 및 의지하는 정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이웃의 수 변수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상호의존 개념은 관계망 구조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50). 

정주환경의 공간적 측면에서는 안정성 차원에서 ‘주택상태 만족, 주거

비부담, 자가 점유, 지역 내 거주기간’ 변수를 사용하며, 개방성 차원에서 

50) 사회관계망은 양적이고 구조적인 측면과 질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
이다. 일반적으로 관계망의 구조적인 측면은 왕래 및 연락의 빈도로 측정되며, 관계망
의 질적 측면은 체감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Schwarzbach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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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녹지 만족’변수를 구성한다. 접근성 관련해서는 

‘의료시설까지 이동거리, 편의시설·여가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만족’ 

변수를 활용한다. 또한 개인 특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대, 독거, 소득 수준, 아파트 거주, 건강 양호’를 이분형 변수로 투입한다.

51)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의 경우 해당 가족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도록 하고 있어, 
배우자 관계의 결측치는 1,105건, 자녀 관계의 결측치는 75건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는 평균값을 적용하였고, 둘 중 하나만 있는 경우는 결측이 
아닌 값을 적용하였으며, 둘 모두 결측인 66개의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2) 가장 많은 이용도를 나타낸 야외공간, 경로당, 종교시설의 이용 빈도(0~5)를 합산
하여 변수화하였다.

53) 8개 시설(복지관/경로당/노인대학/구청,주민센터의 여가프로그램/문화시설/체육시설/

개념 측정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인지적 안녕
(삶의 만족)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1 5 3.18 0.93 -0.42 2.18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1 5 2.96 0.82 -0.20 2.65
배우자 및 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51) 1 5 3.76 0.59 -0.84 4.83
친구, 지인,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 1 5 3.61 0.64 -0.75 3.48
사회, 여가,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 1 5 3.22 0.80 -0.54 3.11
주거에 대한 만족도 1 5 3.49 0.69 -0.62 3.56

지역사회 
참여

주요 지역시설 이용 빈도52) 0 15 6.27 3.45 0.12 2.66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지역시설의 종류 0 6 1.59 1.01 0.45 3.16
지역시설 총 만족도53) 0 29 8.34 5.03 0.68 3.54

지역사회 
상호의존

이웃과 연락 및 왕래 빈도 0 5 3.54 1.66 -1.19 3.17
이웃의 도움 및 의지되는 정도 0 5 3.08 1.44 -1.13 3.33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이웃 수 0 5 3.16 1.80 -0.46 1.88

안정성*

주택상태 7 35 25.10 4.28 -0.28 3.51
주거비부담 체감 0 1 0.38 0.49 -0.47 1.22
자가 점유 0 1 0.740 0.439 -1.09 2.19
지역 내 거주기간54) 0 6 1.93 1.51 0.54 2.54

개방성*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7 24 16.36 3.12 -0.21 2.51
녹지 만족 0 1 0.69 0.46 -0.84 1.70

접근성*

의료시설 이동거리55) 0 6 2.32 1.54 0.70 2.77
편의시설 만족 0 1 0.74 0.44 -1.08 2.17
여가복지시설 만족 0 1 0.71 0.45 -0.94 1.88
대중교통 만족 0 1 0.78 0.42 -1.33 2.76

주) *표는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지 않고 관찰변인으로 투입한 변수임. 

<표 4-1> 구조방정식 모형의 투입 변수 (N=2,968)



- 122 -

구조방정식 모형은 원칙적으로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지만 현실적으

로 모든 결합분포를 살펴보기가 쉽지 않으므로 단변량 분포를 확인하여 

다변량 분포의 비정규성을 감지한다. 일반적으로 왜도(skewness)의 절댓

값이 3 이상, 첨도(kurtosis)의 절댓값이 10 이상일 경우 정규분포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하는데(Kline, 2019: p.110), 본 모형에 활용

된 변수들의 왜도의 최댓값은 1.33, 첨도의 최댓값은 4.83으로 나타나서 

정규성을 벗어난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2단계 접근 모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상호의

존, 삶의 만족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4-3>과 같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표 4-2>에 나타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χ2 검정은 p 값이 0.05 이

야외공간/종교시설)에 대한 만족도(1~5)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54) 지역 내 거주기간은 10년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55) 병의원까지 이동시간의 경우 10분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그림 4-3>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N=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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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을 때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경우 0.05 이하일 때 우수한 

모형, 0.05~0.08의 범위일 때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또한 증분적합

지수인 CFI(compari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의 경

우 0.9 이상일 때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17: p.361). 

본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낸 <표 4-2>에서 χ2 검정 결과 수용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χ2 값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양호

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3>은 잠재변인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성56)을 검증하기 위한 주

요 항목을 산출한 결과이다. 우선 측정 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일 때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하는데, 모든 잠재변인의 크론바흐 알파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

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집중타당성은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 평균분산추출(AVE), 

개념 신뢰도(CR)를 통해 검증된다. 요인적재량이 0.5 이상,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인 AVE 값이 0.5 이상, 잠재변인 측정변수 간의 공

유분산을 의미하는 CR 값이 0.7 이상일 때 타당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표 4-3>에서 모든 잠재변인의 AVE와 CR 값이 수용기준 이상으로 나

타나고 있어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삶의 만족 

56) 잠재변인의 타당성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관측변수 사이에 얼마나 일치하고 있
는지를 의미하는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서로 다른 잠재변인 사이에 차이
가 확실하게 나타나는지를 의미하는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구성된다. 

χ2 RMSEA CFI TLI GFI

적합도 지수 292.730
(p<0.00) 0.044 0.984 0.975 0.981

<표 4-2>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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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구성하는 건강상태 만족의 요인부하량이 0.494로 근소하게 0.5에 

미치지 않으나 개념 구성에 중요한 변인이라면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우종필, 2017: p.165). 건강상태 만족은 특히 고령자에게 

삶의 만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AVE와 CR를 통해 삶의 만족 개

념의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으므로 제거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제

곱한 값과 AVE 값을 비교하여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지를 확

인한다. <표 4-4>에서 잠재변인 사이의 상관계수 제곱의 최댓값은 

0.024이며 모든 AVE 값이 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판별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잠재
변인 변수 Coef. P<z S.E Std.

Coef.
Cronb
ach α AVE CR

참여
지역시설 이용 빈도 1 *** - 0.816

0.900 0.754 0.902지역시설의 이용 수 0.340 *** 0.006 0.946
지역시설 총 만족도 1.498 *** 0.028 0.838

상호
의존

이웃과 연락 및 왕래 빈도 1 *** - 0.910
0.879 0.717 0.883이웃의 도움 및 의지되는 정도 0.839 *** 0.014 0.882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이웃 수 0.880 *** 0.019 0.740

삶의 
만족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1 *** - 0.494

0.778 0.502 0.853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1.470 *** 0.082 0.822
배우자 및 자녀 관계 만족도 0.818 *** 0.052 0.628
친구, 지인, 친인척 관계 만족도 1.064 *** 0.067 0.768
사회, 여가, 문화활동 만족도 1.530 *** 0.091 0.883
주거에 대한 만족도 0.860 *** 0.040 0.573

<표 4-3> 잠재변인의 신뢰도와 집중타당성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상호의존 삶의 만족

지역사회 참여 1

지역사회 상호의존 0.020 1

삶의 만족 0.021 0.024 1

<표 4-4> 잠재변인의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한 상관계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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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모형 결과

앞에서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2단계 접근 모형의 두 번

째 단계인 변인 간 인과 경로를 포함한 모형을 분석한다. 정주환경의 공간

적 포용성을 구성하는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구성하

는 참여와 상호의존이 고령자 삶의 만족에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일

부 변수에서 결측치가 존재하므로57), 결측치를 고려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분석 모형의 결과는 <그림 4-4>와 같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표 4-5>에

서 RMSEA=0.059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58). 

57) 의료시설 이동거리 변수의 약 8.87%(=269/ 3,034*100)가 결측치에 해당한다. 
58) 증분적합도 지표들은 0.9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통제변수로 투입한 건강양

호 변수가 삶의 만족과 상관성이 다소 높은 것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
양호 변수를 투입하지 않을 때 모형의 적합도는 RMSEA:0.047, CFI:0.925, 
TIL:0.908, GFI:0.915로 더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건강 수준을 통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투입한 모형을 보고하였다. 

<그림 4-4>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모형 (N=2,968)
주1) 외생변수 사이의 공분산은 간략한 도식화를 위해 생략하였음.
주2) 표준화계수를 바탕으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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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은 삶의 만족에 대한 각 경로의 계수(B), 표준화 계수(β) 및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정주환경의 사회적 포용성을 설명하

는 지역사회 참여, 상호의존과 고령자 삶의 만족 사이 경로를 확인하면, 

모두 고령자 삶의 만족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변수 모

두 1%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표준화 계수의 크기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어서 고령자 안녕에 대해 대등한 영향력을 확인된다. 지역사회가 공

유하는 각종 시설 이용이 활발하고 이웃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일수록, 곧 

고령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포용 수준이 높을수록 고령자 안녕감이 진작되

는 것을 뜻하며,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Glass et al., 2006; 

Chao et al., 2011; 김용진·안건혁, 2011). 단체 참여와 같은 공식적인 

참여활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공통된 

활동을 하는 것은 연대감과 성취감을 고취하여 안녕감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이웃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심리적, 도구적 지원을 주고받는 비공식적이고 상호적

인 돌봄 역시 고령자 안녕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지 인근을 기초로 한 활동적 노후나 지역사회 통합이 고령자

의 주관적 안녕감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주환경의 공간적 포용성에 해당하는 안정성 관련하여 주택

의 물리적 상태가 우수하고, 자가에서 거주하며, 지역 내 거주기간이 길수

록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양호한 주택상태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데(Guite et al., 

2006; Weich, 2002; Tong et al., 2011) 특히 본 모형에서는 주택상태

의 표준화 계수가 매우 커서(β=0.356***) 도시 고령자의 삶의 만족을 결

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가 점유의 경우 주택상태보다는 

χ2 RMSEA CFI TIL GFI

적합도 지수 1520.975
(p<0.00) 0.059 0.886 0.858 0.883

<표 4-5>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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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작지만, 참여나 상호의존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다(β=0.178***). 자가 점유는 단순히 물질적 자원 이상으로 사적 영역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이주의 위험을 낮추며 심리적 안정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이점이 크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Zumbro, 2014) 고령자 삶의 만족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도시 고령자

의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효

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거주기간이 고령자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지만(Gilleard et al., 2007) 

그 효과는 주택상태나 자가 점유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β

=0.048***). 경제적 측면의 주거 안정성을 설명하는 주거비부담 변수와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본 분석에서 주거비부담 변수는 주관적인 체감 여부로 측

정하고 있어서 소득 수준, 자가 점유 등을 통제한 후 그 변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간적 개방성을 역으로 포착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

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059***). 이러한 결과

는 고령자는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삶의 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는 Bowling(1995)의 논의를 뒷받침한다. 또한 3장에서 개별 면담에 

참여한 고령자들이 공통적으로 집안에서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해 외롭고 

답답한 경험으로 묘사하면서, 별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집 밖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 참여가 많지 않은 고령층에게 집을 벗어나 외부 환

경을 체감하고 다른 사람을 대면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삶의 만족감에 긍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근린의 대표적인 열린 공간으로서 녹지는 고령자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Sugiyama et al., 2009). 그러

나 통계적 유의도나 영향력이 크지 않았는데(β=0.035*) 분석에 투입된 

문항은 거주지의 녹지 만족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녹지의 풍부함,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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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접근성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접근성 측면에서 거주지역의 의료시설, 편의시설, 여가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가운데 고령자 삶의 만족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된 

변수는 대중교통시설 뿐이다. 대중교통시설은 고령자의 이동성 제약을 보

완하여 보다 광역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삶

의 만족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고 있다(한재원·이수기, 2019). 그러나 집과 가까운 곳에 일상생활에 필

요한 의료시설, 편의시설, 여가시설이 존재할 때 삶의 만족이 증가할 것이

라는 예상과 다르게 이들 시설에 대한 만족감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녹지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활용가능한 문항의 제한으로 인해 각종 시설 접근성은 해당 시

설에 대한 만족 여부를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근린시설 접근성이 고령자 삶의 만족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섣

불리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근린환경 요인보다는 주택상태, 자가 점

유 등 주거환경 요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큰 것, 그리고 

여가복지, 의료, 소비 등을 위해 공급되는 시설보다는 지역의 녹지, 가로와 

같은 개방된 공간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 안녕과 주택 내외부의 물리적 환경의 관계를 

분석한 Galea et al.(2005)의 연구에서 주택의 외부 환경보다 내부 환경

의 영향력이 더욱 크고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여가복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설보다도 녹지의 중요성

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휴식뿐 아니라 신체적 활동, 이웃과의 교류, 비공

식적인 마주침 등이 벌어지는 복합적인 함의를 갖는 장소라는 데에서 연

유할 수 있다. 또한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시설 중 공원, 녹지 등

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간

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지역사회 참

여와 상호의존 수준이 모두 유의하게 높으나 삶의 만족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 고령층은 생애 과정에서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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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한 자원, 기회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기 고령

자의 경우 지역사회에 더 활동적으로 참여하지만 삶의 만족은 더 낮았다. 

후기 고령자는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역사회를 벗어날 기회가 많지 

않고 이에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 고령자는 

지역사회 참여나 상호의존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삶의 만족

경로 B β S.E

지역사회
참여
←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639 -0.113 *** 0.019
후기 고령자 0.921 0.162 *** 0.019
저소득 0.165 0.029 0.021
독거 0.215 0.031 0.021
아파트 거주 1.057 0.184 *** 0.018
건강 양호 0.112 0.020 0.019

지역사회
상호의존

←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538 -0.177 *** 0.019
후기 고령자 0.031 0.010 0.020
저소득 -0.090 -0.030 0.022
독거 0.252 0.068 *** 0.022
아파트 거주 0.111 0.036 * 0.019
건강 양호 0.033 0.011 0.020

삶의 만족
←

지역사회 참여 0.020 0.107 *** 0.018
지역사회 상호의존 0.040 0.113 *** 0.018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031 0.029 * 0.017
후기 고령자 -0.049 -0.045 *** 0.017
저소득 -0.093 -0.087 *** 0.019
독거 -0.040 -0.030 0.019
아파트 거주 0.037 0.034 ** 0.017
건강 양호 0.395 0.369 *** 0.018

안정성

주택상태 0.044 0.356 *** 0.018
주거비부담 -0.003 -0.005 0.016
자가 점유 0.217 0.178 *** 0.018
거주기간 0.017 0.048 *** 0.017

개방성
집안 시간 -0.039 -0.059 *** 0.017
녹지 만족 0.035 0.030 * 0.016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08 -0.024 0.017
편의시설 만족 0.016 0.013 0.016
여가복지 만족 0.025 0.021 0.016
대중교통 만족 0.096 0.075 *** 0.016

주) * p<0.1, **p<0.05, ***p<0.01

<표 4-6>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모형 경로 (N=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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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러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소

득의 제약은 다양한 기회와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주

관적 안녕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독거 고령자의 경우 지역사회 상호의존

이 더 높아서 적극적으로 이웃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삶의 만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체적 건

강 수준을 설명하는 건강 양호 변수는 삶의 만족에는 매우 크고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고령자의 주

관적 안녕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Sugisawa et al, 2002; 

Tong et al, 2011). 하지만 참여 및 상호의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목할만한 점은 주택 유형이 고령자의 참여, 상호의존, 삶의 만

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에 거

주하는 고령자는 지역사회 참여, 상호의존 및 삶의 만족 수준이 모두 유의

하게 더 높으며 특히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β=0.184)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 경로당, 야외 산책로, 상

가 등의 배치가 사전에 통합적으로 계획되어 다양한 근린시설에 대한 접

근 거리가 짧고, 보행자와 차량 간 동선을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있어 시설

까지 보행 연결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다(이새롬·양희진, 2021). 곧 아

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참여 및 삶의 만족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주거 

용도 외에 녹지, 상업,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용도를 복합하여 고밀도

로 배치하므로 고령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 주변에서 다양한 

목적지를 밀도 있게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통합적인 환경 계획이 고령자 만족감을 증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러나 아파트는 비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더 높

고 이것이 삶의 만족,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에 정확한 해석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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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1. 비재귀 구조방정식 모형 및 도구변수 

 본 절에서는 정주환경 포용성을 구성하는 다차원 사이에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주환경

을 구성하는 한 차원이 다른 차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전반적인 포용 

수준이 증대되는 ‘자기강화’특성을 검증할 것이다. 지역사회 참여와 지

역사회 상호의존 사이의 상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비재귀 구조방

정식 모형을 활용한다. 비재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호 

인과관계에 있는 변인 각각에 하나 이상의 도구변수가 필요한데, 도구변수

는 하나의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다른 변인과는 상관관계

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Wong&Law, 1999).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지

역사회 참여와 관련성이 크면서 지역사회 상호의존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도구변수 및 지역사회 상호의존과 관련성이 크면서 지역사회 참여와는 관

련성이 크지 않은 도구변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와 고령자의 활동성, 지역사회 상호의존과 고령

자의 친교성이 각각 상관성이 클 것으로 가정하고 도구변수로 이용하고자 

한다. 참여의 도구변수가 되는 고령자의 활동성 관련하여 사회활동 및 경

제활동 참여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문화

활동 수와 일주일 중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근무 일수가 해당한다. 다양

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의 고령자가 지역시설 이용에도 

더 적극적일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반면에 근무 일수가 많을수록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지역시설 이용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

편 고령자의 친교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관계망의 다양성과 강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더 다양하고 친밀하게 맺는 

성향의 고령자가 이웃과의 관계도 보다 넓고 끈끈하게 형성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고령자 관계망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관계의 

종류로 측정하였으며, 관계망의 강도는 관계망의 수 대비 왕래 빈도로 측



- 132 -

정하였다. 이들 도구변수와 잠재변인과의 상관계수는 <표 4-7>과 같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 사이의 

상관계수에 비해서 관계망 크기 및 강도 사이의 상관계수는 작거나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상호의존과 관계망의 크기 및 강도 사

이의 상관계수에 비해서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와의 상관계수의 크기와 

유의성이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재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는 선행연구 중 일부에서는 도구변수의 적

절성을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다(Robbins, 

2012; Gim, 2016). 2SLS는 설명변수가 내생적인 경우 적절한 도구변수

를 사용한 2단계 OLS를 통해 내생성을 제거하는 모형이다. 2SLS에서는 

우선 설명변수에 내생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Wu-Hausman 검정을 사용한다. 이 검정의 귀무가설은 설명변수가 오차

항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외생적이라는 것이므로 이를 기각해야 내생성이 

존재하는 설명변수라 할 수 있다. 일단 내생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도

구변수가 외생성(exogeneity)과 관련성(relevance)의 조건을 확보하는

지를 검증한다. 도구변수의 외생성은 Sargan 통계량을 통해 과대식별 검

정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 검정의 귀무가설은 모든 도구변수가 오차항

사회활동
참여a

경제활동
참여a

관계망 
크기b

관계망 
강도b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상호의존

사회활동 참여a 1

경제활동 참여a -0.003 1

관계망 크기b 0.259*** 0.222*** 1

관계망 강도b 0.084*** 0.059*** 0.052*** 1

지역사회 참여 0.293*** -0.279*** 0.011 0.039* 1

지역사회 상호의존 0.098*** -0.035* 0.156*** 0.173*** 0.154*** 1

주1) a 지역사회 참여의 도구변수임.
    b 지역사회 상호의존의 도구변수임.
주2) * p<0.1, **p<0.05, ***p<0.01

<표 4-7> 잠재변인 및 도구변수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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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것이 기각될 경우 도구변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외생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민인식·최필

선, 2012). 도구변수의 관련성은 약한 도구변수(weak IV)의 가능성을 판

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Cragg-Donald Wald F 통계량이 10보다 클 

때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본 모형에서 사용한 도구변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사회 상호의존의 요인 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2SLS를 각각 수행한 

후, 위에서 언급한 검정을 시행한 결과를 <표 4-8>에 제시하였다. 두 모

형에 대한 Wu-Hausman 검정 결과 유의확률 0.05 미만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Sargan 검정 결과 유의확률 0.05 이상으로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agg-Donald Wald F 통계량이 10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어 도구변수의 관련성이 검증되었다. 즉 모든 모형

에서 설명변수의 내생성이 존재하고 도구변수는 과대식별되지 않았으며 

약한 도구변수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므로 도구변수의 사용

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검정의 종류 종속변수 : 참여 종속변수 : 상호의존

모형의 내생성 Wu-Hausman 10.938
(p = 0.000)

4.030
(p = 0.045)

도구변수의 외생성 Sargan score 1.542
(p = 0.214)

0.886
(p = 0.347)

도구변수의 관련성 Cragg-Donald 
F-value

237.754
(p = 0.000)

108.315
(p = 0.000)

<표 4-8> 도구변수의 타당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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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모형 결과

고령자의 개인 특성 및 도구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공간적 포

용성 요인이 참여 및 상호의존을 ‘유인’하는 경로와 참여와 상호의존 

사이 ‘순환’의 경로를 포함하는 비재귀 모형의 결과는 <그림 4-5>와 

같으며, 경로의 계수 및 유의도는 <표 4-10>에 제시하였다. 

χ2 RMSEA CFI TIL GFI 안정성지수

적합도 지수 541.56
(p=0.000) 0.042 0.963 0.944 0.956 0.192

<표 4-9>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모형 적합도

<그림 4-5>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모형 모형 (N=2,968)
주1)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와 외생변수 사이의 공분산은 간략한 도식화를 위해 생략하였음.
주2) P: 참여, I: 상호의존을 의미함.
주3) 표준화계수를 바탕으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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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표 4—9>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RMSEA: 0.042) 비재귀 모형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

수는 0.192로 1보다 작아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선 본 장의 주요한 가설 중 하나인 지역사회 참여와 상호의존 사이의 

양방향 인과관계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순환의 관계에 있음

이 검증되었다. 또한 모두 양(+)의 부호로 나타나 서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선순환이 나타남이 확인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가 지역사회 상호의

존에 미치는 경로(β=0.225***)가 지역사회 상호의존이 참여에 미치는 경

로(β=0.163***)보다 다소 컸으며, 이 둘은 공통적으로 상호적 관계에 있

는 상대 변인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순

환의 경로는 지역시설 이용의 빈도, 만족 등이 증가하면 이웃 관계망의 양

적, 질적 증대로 이어지며, 이러한 이웃 관계의 개선은 또다시 지역시설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는 시설

은 이웃 주민들을 대면하고 직간접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하고 더 많은 이웃과 자주 왕래하며 사회적 지지를 교환하는 ‘사회적 인

프라’로 작동하고 있음을 규명하는 결과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시설

을 함께 이용하면서 주민들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로부터 지역 

참여를 위한 동기나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Wiles et 

al.(2011)가 지적했듯이 이웃과 긴밀한 관계망은 지역사회로부터 보살핌

을 받고 있다는 느낌, 안전함, 편안함을 제공받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참

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참여의 기

회는 더욱 확장되고 선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차 고령자의 상호의존과 참여

의 수준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밀착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간 요인이 지역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가를 검증하기 위

한 경로에서 주택상태, 자가 점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녹지 만족 변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변수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며(β=0.112***) 나머지 변수의 영향력은 

이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크지 않았다. 또한 주택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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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할수록 고령자의 지역시설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대로 

부적절한 주택은 그 자체로 삶의 질을 저하할 뿐 아니라 고령자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효능감을 감퇴하여 참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자가 점유일 경우 지역사회 참여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자가 점유하는 거주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 더 

활동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

경로 B β S.E

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상호의존 0.306 0.163 ** 0.067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456 -0.080 *** 0.022
후기 고령자 0.791 0.139 *** 0.018
저소득 0.251 0.044 ** 0.020
독거 0.140 0.020 0.020
아파트 거주 0.534 0.093 *** 0.018
건강 양호 -0.074 -0.013 0.018

안정성

주택상태 0.024 0.036 * 0.019
주거비부담 -0.021 -0.006 0.017
자가 점유 0.225 0.035 * 0.019
거주기간 -0.042 -0.022 0.019

개방성 집안 시간 -0.387 -0.112 *** 0.022
녹지 만족 0.221 0.036 ** 0.017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32 0.018 0.018
편의시설 만족 0.167 0.026 0.018
여가복지 만족 0.064 0.010 0.018
대중교통 만족 0.132 0.020 0.017

도구변수 사회활동 참여 0.760 0.274 *** 0.019
경제활동 참여 -0.288 -0.261 *** 0.020

지역사회
상호의존

←

지역사회 참여 0.120 0.225 *** 0.049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552 -0.182 *** 0.020
후기 고령자 0.110 0.036 *** 0.021
저소득 -0.024 -0.008 0.021
독거 0.509 0.138 *** 0.022
아파트 거주 -0.043 -0.014 0.021
건강 양호 -0.108 -0.036 * 0.019

안정성

주택상태 0.017 0.047 ** 0.020
주거비부담 0.031 0.016 0.018
자가 점유 -0.147 -0.043 0.021
거주기간 0.092 0.091 *** 0.019

개방성 집안 시간 -0.167 -0.090 *** 0.020
녹지 만족 0.052 0.016 0.019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58 -0.059 *** 0.019
편의시설 만족 -0.189 -0.055 *** 0.019
여가복지 만족 0.276 0.083 *** 0.019
대중교통 만족 0.040 0.011 0.018

도구변수 관계망 다양성 0.251 0.222 *** 0.021
관계망 강도 0.375 0.171 *** 0.018

* p<0.1, **p<0.05, ***p<0.01

<표 4-10>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모형 경로 (N=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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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희진, 2020). 반대로 임차인 고령자의 경우 지역에 대한 소속감, 심

리적 안정감이 낮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소극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녹지 만족할 때 지역사회 참여가 더 활발한 것

으로 나타났지만, 여가복지시설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로당, 복지관과 같이 제도적으로 공급되는 

여가복지시설 보다 근린의 공원, 가로와 같이 개방된 공간이 오히려 고령

자 참여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뜻하며, 앞서 이들 시설이 고령

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한편 포용적 공간 요인과 지역사회 상호의존 사이의 경로에서 주택상태, 

지역 내 거주기간,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근린시설 접근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 항

목은 지역 내 거주기간과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변수이다. 지역 내 거주기

간이 길수록 이웃과의 상호의존이 높아지고, 반대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이 길수록 상호의존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곧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을수록 이웃을 대면할 기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상호

의존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거주기간이 이웃 관계에 미

치는 긍정적 영향은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곽현근, 

2013).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기 거주가 다양한 이웃과 접촉하고 

교류할 기회를 높여 상호의존적 관계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과 다르게 

지역사회 참여의 증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는 고령자가 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다고 해서 적극적인 참여 활동으로 

직접 이어지지 못하며, 이웃과의 상호의존을 매개하는 경로를 통해서 간접

적으로 증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 거주가 고령자의 

이웃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하는 효과는 유효하지만, 근린에서 공유하는 장

소 애착심을 제고하여 참여로 이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우

리 도시근린 공간은 그동안 급속하게 변화해왔기 때문에 오래 거주해온 

지역에서 익숙한 장소나 거리, 건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적 조건에서는 이웃과의 결속과 연대가 선행되어야 지역

사회 참여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웃과 친밀성이 낮은 고령자는 활동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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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주

택은 지역사회 상호의존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주택은 이

웃을 초대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적 교류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Sirgy et al., 2008; Evans, 2003). 그러나 자가 점

유와 상호의존 사이의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반드시 자가 점

유하지 않더라도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거처가 보장된다면 상호의존이 증

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개별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

었는데 임차인 고령자의 경우에도 주거 급여 지원을 통해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이웃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속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의료시설까지 거리, 편의시설 및 여가시설 만족이 지역사회 상

호의존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의료시설까지 거

리는 고령자가 인지한 시간 거리로 측정되는데 이는 개인의 이동 역량 및 

근린의 보행환경 경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시설 접근 거리가 멀다고 인지할수록 고령자의 보행 역량이나 집 주

변의 보행 환경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웃과의 상호의존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설명하듯이 보행 

활동이 활발할수록 더 다양한 이웃을 더 자주 대면할 기회가 증가하기 때

문에 전반적인 이웃 관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Jun 

& Hur, 2015; 이경환·안건혁, 2008). 또한 거주지의 여가복지시설 만

족할 때 지역사회 상회의존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장의 개별 면담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고령자가 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고령자 여가복지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장소임을 확

인해준다. 다만 지역의 편의시설은 예상과 다르게 이웃과의 상호의존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

은 일반적으로 용도 복합도가 높고 이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낮거나 평균적인 거주기간이 짧아 지역사회 상호의존이 낮게 나타

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편의시설은 구매를 위한 장소일 뿐 아니

라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므로 이웃 관계가 양호한 고령자의 

필요가 더 커서 불만족도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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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주환경 포용성이 주관적 안녕에 이르는 과정

1. 종합 모형의 결과 

2절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은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정주환경의 특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이 결과는 정주환경 

구성 차원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에 2절과 3절에서 

분석한 두 모형을 종합하여 정주환경 포용성을 구성하는 다차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과정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그림 4-6>과 같다. 본 모형에서는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각 차원

은 독립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차원 간 매개하는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증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표 4—11>에서 RMSEA 값이 0.08보다 작아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확인되며, 안정성 지수도 0.195로 양호하게 나타났

<그림 4-6> 종합 모형 (N=2,968)
주1)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외생변수 사이의 공분산, 도구변수의 경로는 간략한 도식화를 위해 생략하였음.
주2) P: 참여, I: 상호의존, S: 삶의 만족을 의미함.
주3) 표준화계수를 바탕으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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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결과에 따른 경로의 계수와 유의도는 <표 4-12>에 제시하였다. 

다차원 사이의 경로를 포함하지 않은 2절 모형과 본 절의 종합 모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절 모형에서 삶의 만족 개념의 설명력이 

0.23이었던 데 비해, 정주환경의 다차원 간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 모

형에서는 삶의 만족 개념의 설명력이 0.4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종합 

모형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 결정 과정에 대해서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고,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차원들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복합적

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종합 모형에서 공간적 포용 요인 중 일부는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나 상호의존 변수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주거 안정성과 관련된 주택

상태, 자가 점유, 거주기간, 그리고 개방성과 관련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변수가 해당하며, 이들은 매개 경로를 통해서 고령자 안녕에 대한 영향력

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이 같은 공간 요인을 갖추

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 참여나 상호의존으로부터 점차 소외되고 삶의 만

족이 감소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삶의 질 저하를 겪게 될 수 있다.

반면에 녹지 만족 변수와 의료시설, 편의시설, 여가시설 접근성 변수는 

삶의 만족 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참여 활동이나 이웃과의 

상호의존을 매개한 간접적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변수는 

주로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변수로 근린환경 개선은 지역사회에 

대한 밀착을 통해서 고령자의 안녕 제고라는 이차적인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중교통만족 변수는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간접적인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분석에서 참여와 상

호의존은 지역사회라는 미시적 범위를 기초로 하며 대부분의 활동이 도보

χ2 RMSEA CFI TLI GFI 안정성지수

적합도 지수 2523.979
(p=0.000) 0.058 0.885 0.846 0.876 0.195

<표 4-11> 종합 모형의 적합도



- 141 -

경로 B β S.E

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상호의존 0.314 0.168 ** 0.067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452 -0.080 *** 0.022
후기 고령자 0.791 0.139 *** 0.018
저소득 0.250 0.044 ** 0.020
독거 0.138 0.020 0.020
아파트 거주 0.533 0.093 *** 0.018
건강 양호 -0.075 -0.013 0.018

안정성
주택상태 0.024 0.036 * 0.019
주거비부담 -0.021 -0.006 0.017
자가 점유 0.225 0.035 * 0.019
거주기간 -0.043 -0.023 0.019

개방성 집안 시간 -0.384 -0.111 *** 0.022
녹지 만족 0.223 0.036 * 0.017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33 0.018 0.018
편의시설 만족 0.170 0.026 0.018
여가복지 만족 0.062 0.010 0.018
대중교통 만족 0.132 0.019 0.017

도구변수 사회활동 참여 0.762 0.275 *** 0.019
경제활동 참여 -0.287 -0.260 *** 0.020

지역사회
상호의존

←

지역사회 참여 0.121 0.228 *** 0.049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551 -0.183 *** 0.020
후기 고령자 0.110 0.036 * 0.021
저소득 -0.024 -0.008 0.021
독거 0.509 0.138 *** 0.022
아파트 거주 -0.045 -0.015 0.021
건강 양호 -0.108 -0.036 * 0.019

안정성
주택상태 0.016 0.046 ** 0.020
주거비부담 0.031 0.016 0.018
자가 점유 -0.147 -0.043 0.081
거주기간 0.092 0.091 *** 0.019

개방성 집안 시간 -0.167 -0.090 *** 0.020
녹지 만족 0.051 0.016 0.019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58 -0.059 *** 0.019
편의시설 만족 -0.188 -0.055 *** 0.019
여가복지 만족 0.277 0.083 *** 0.019
대중교통 만족 0.039 0.011 0.018

도구변수 관계망 다양성 0.254 0.225 *** 0.021
관계망 강도 0.373 0.171 *** 0.018

삶의 만족
←

지역사회 참여 0.021 0.108 *** 0.017
지역사회 상호의존 0.043 0.119 *** 0.017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031 0.029 * 0.017
후기 고령자 -0.051 -0.048 *** 0.017
저소득 -0.087 -0.081 *** 0.018
독거 -0.047 -0.035 * 0.018
아파트 거주 0.027 0.024 0.017
건강 양호 0.376 0.349 *** 0.017

안정성
주택상태 0.042 0.333 *** 0.017
주거비부담 -0.005 -0.007 0.016
자가 점유 0.209 0.171 *** 0.018
거주기간 0.015 0.043 ** 0.017

개방성 집안 시간 -0.037 -0.057 *** 0.017
녹지 만족 0.027 0.024 0.016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07 -0.021 0.017
편의시설 만족 0.019 0.016 0.016
여가복지 만족 0.025 0.021 0.016
대중교통 만족 0.098 0.076 *** 0.016

주) * p<0.1, **p<0.05, ***p<0.01

<표 4-12> 종합 모형의 경로 (N=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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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 벌어질 것이므로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시설 만족이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비교 및 해석

종합 모형의 매개 경로를 고려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표 

4-13>에 제시하였다.

우선 고령자 인지적 안녕의 결정에서 어떠한 요인의 중요성이 큰가를 검

토하기 위해 총효과를 기준으로 표준화 계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 

결과 건강, 소득, 성별, 연령 등 개인적 특성보다 정주환경 특성의 영향력

이 더욱 크고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택상태 변수의 표준화 계수는 건

강상태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주택상태:β=0.345, 건강:β

=0.342)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집안에서 보내

는 시간이 상당히 긴 고령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에 대한 필요가  매

우 큼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 수준보다도 참여, 상호의존, 주택상태, 자가 

점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등 다수의 정주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다차원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서 매개 경로에 의한 간접효과를 고려할 때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변수는 

참여 및 상호의존에 의한 매개효과 고려할 때 그 영향력이 약 1.49배이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β=-0.057→-0.085). 역으

로 고령자가 집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 및 

상호작용의 기회가 확장을 매개로 안녕감이 더욱 증폭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와 상호의존, 거주기간 변수도 마찬가지로 간접

효과를 고려한 총 효과에서 표준화계수의 크기가 약 1.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참여:β=0.108→0.141, 상호의존:β=0.119→0.143, 거주기간:β

=0.043→0.052).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 삶의 질에 대한 효과를 더욱 강

화하기 위해서는 정주환경의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 통합적으로 고려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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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목할만한 결과는 여성, 독거, 후기 고령자의 경우 포용적 정주

환경을 통해서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인한 삶의 만족 저하를 완화하고 있

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요인은 공통적으로 삶의 만족에 

대한 직접효과는 음(-)의 부호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개 경로를 고려한 

간접효과의 경우 양(+)의 부호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총 효과에서는 인

구사회적 특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어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남성:β=0.029*→n.s., 후기고령자:

β=-0.048***→n.s., 독거:β=-0.035*→n.s.). 즉, 인구사회학적으로 상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의 경우 절대적인 삶의 만족 수준이 낮으나 정

주환경의 포용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들 집단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벗어난 외부 활동이 많지 않기 때

문에, 정주환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참여와 교류가 활성화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으며 이를 지속하는 것이 삶에 중요한 함의를 지님을 시사한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β β β

삶의 만족
←

지역사회 참여 0.108 *** 0.033 *** 0.141 ***
지역사회 상호의존 0.119 *** 0.024 ** 0.143 ***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029 * -0.037 *** -0.012
후기 고령자 -0.048 *** 0.025 *** -0.023
저소득 -0.081 *** 0.005 -0.076 ***
독거 -0.035 * 0.023 *** -0.013
아파트 거주 0.024 0.011 *** 0.035 **
건강 양호 0.349 *** -0.007 ** 0.342 ***

안정성

주택상태 0.333 *** 0.012 *** 0.345 ***
주거비부담 -0.007 0.002 -0.006
자가 점유 0.171 *** -0.001 0.170 ***
거주기간 0.043 ** 0.010 *** 0.052 ***

개방성 집안 시간 -0.057 *** -0.029 *** -0.085 ***
녹지만족 0.024 0.007 ** 0.031 *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21 -0.006 * -0.027
편의시설 만족 0.016 -0.004 0.012
여가복지 만족 0.021 0.013 *** 0.034 **
대중교통 만족 0.076 *** 0.004 0.080 ***

주) * p<0.1, **p<0.05, ***p<0.01

<표 4-13> 종합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N=2,968)



- 144 -

제 5 절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차별적 영향

3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주환경 포용 특성은 연령 및 소득 수준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연령 및 소득

집단에 따라 정주환경 특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시행한다. 총 표본 2,968명 

가운데 75세 미만인 전기 고령자는 1,631명,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1,337명이고, 중위 가구소득 이상인 고소득 고령자는 1,532명, 저소득 고

령자는 1,436명이 해당한다. 

1. 연령에 따른 차별적 영향 

(1)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본격적으로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시행하기 이전에 연령 집단 사이 측

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다. 측정동일성은 집단 간 측정 도구를 동등하게 인식하

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다. 측정동일성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다중

집단 분석 결과 경로계수의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변인을 동일하게 인지하

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신뢰하기 어렵다(우

종필, 2017: p.415).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서 어떠한 제약도 하지 않은 비제약모형 및 요인

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등에 대한 제약모형을 순차적으로 시행한 결과

는 <표 4-13>과 같다.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간 적합도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때 동일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는데, χ2 

검정은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그 차이가 매우 작더라도 영가설을 기각하

게 되기 쉽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CFI의 변화량이 0.01 이하, 

RMSEA의 변화량이 0.015 이하일 때에는 적합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

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Kline, 2019: p.481)59). <표 4-13>에서는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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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검정 결과 영가설을 기각하고 있으나, ΔCFI 및 ΔRMSEA 값을 기준

으로 비제약 모형과 모든 제약 모형의 적합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검

토되어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연령 집단별 종합모형의 차이

고령자 연령 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차별적인가를 검증

하기 위해 4절의 종합 모형을 기초로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시행하

한 결과는 <그림 4-7> 및 <표 4-15>와 같다60). 표에서 제시한 Wald 

test는 각 경로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정한 결

과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두 모형에서 드러나는 가장 확연한 차이는 지역사회 참여와 

상호의존 사이의 상호적 인과관계가 후기 고령자에게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 고령자의 경우 참여가 상호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상호의존이 참여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

59) 기준값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Chen(2007)은 표본의 크기가 300 이상
일 때 ΔCFI 0.010이하, ΔRMSEA 0.015 이하, 300 미만일 때는 ΔCFI 0.005이
하, ΔRMSEA 0.010 이하를 기준값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en(2007)의 
표본 300 이상인 경우를 기준값으로 판단하였다.

60)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CFI=0.879, RMSEA=0.060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양호 변수를 투입하지 않을 경우 
적합도는 CFI=0.932, RMSEA=0.047로 더 우수하지만, 중요한 변수로 사료되어 모
형에 투입한 모형을 보고한다. 

χ2 df RMSEA CFI Δχ2 ΔRMSEA ΔCFI

비제약모형 329.66 86 0.044 0.984 - - -

λ 제약모형 350.03 95 0.043 0.983 20.37
(p<0.05) 0.001 0.001

Φ 제약모형 358.49 32 0.044 0.983 28.83
(p<0.05) <0.000 0.001

λ, Φ 
제약모형 367.95 101 0.042 0.983 38.29

(p<0.05) 0.002 0.001

λ, Φ, θ 
제약모형 438.97 121 0.052 0.979 109.31

(p<0.05) 0.008 0.005

주) λ : 요인부하량, Φ: 공분산, θ : 오차분산

<표 4-14> 연령 집단별 측정동일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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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연령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위: 전기고령자, 아래: 후기고령자)

주1)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외생변수 사이의 공분산, 도구변수의 경로는 간략한 도식화를 위해 생략하였음.
주2) P: 참여, I: 상호의존, S: 삶의 만족을 의미함.
주3) 표준화계수를 바탕으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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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즉 전기 고령자 집단의 경우 지역시설을 통해서 이웃과

의 상호의존이 증대되는 효과는 유효하지만, 상호의존을 통해 다시금 지역

사회 참여가 증진되는 선순환의 과정은 벌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기 고령자는는 선순환을 통해서 정주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이 점차 증폭되는 과정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후기 고령자 집단은 

지역사회에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우며, 이웃과의 유대 속에서 참여로 이어

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Wald test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에 대한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는 독거, 주택상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편의시설 만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가 

확인되는 요인은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길수록 후기 고령

자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후기 고령자에게 집안에 있는 시간은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

라기보다 체력, 경제력 등의 한계에서 연유한 비자발적인 고립의 상태이기 

때문에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양호한 주

택상태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두 집단 모두에게 유의하지

만, 후기 고령자에게 약 1.2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여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적응력이 약화될수록 안전하고 적절한 주

택에 대한 필요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독거의 가구형태

는 후기 고령자에게는 삶의 만족을 낮추는 요인이 아니었지만, 전기 고령

자에게는 유의미하게 만족감을 낮추고 있었다. 후기 고령자의 경우 독거가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가구원의 상실 등으로 인해 혼자 살게 된 기간

이 상당히 지나 홀로 삶의 경험에 이미 적응했기 때문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편의시설의 경우 후기 고령자의 삶의 만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으나 전기 고령자의 삶의 만족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시장, 마트, 은행 등 편의시설 이용의 빈도가 전

기 고령자가 더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를 살펴보

면 건강,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양호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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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전기고령자 후기고령자 Wald
testβ β

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상호의존 0.117 0.242 ***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061 * -0.096 ***
저소득 0.042 0.055 *
독거 0.015 0.015
아파트 거주 0.095 *** 0.082 ***
건강 양호 -0.054 ** 0.032 5.38**

안정성
주택상태 0.009 0.067 **
주거비부담 -0.018 0.005
자가 점유 0.038 0.040
거주기간 -0.019 -0.031

개방성 집안 시간 -0.091 *** -0.123 *** 2.72*
녹지 만족 0.043 * 0.023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17 0.053
편의시설 만족 0.006 0.046 *
여가시설 만족 -0.016 0.041
대중교통 만족 0.025 0.009

도구
변수

사회활동참여 0.324 *** 0.224 *** 5.17**
경제활동참여 -0.284 *** -0.194 ***

지역사회
상호의존

←

지역사회 참여 0.156 *** 0.324 ***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197 *** -0.153 ***
저소득 0.002 -0.014
독거 0.102 *** 0.163 ***
아파트 거주 -0.071 *** 0.045 7.33***
건강 양호 -0.031 -0.033

안정성
주택상태 0.060 ** 0.027
주거비부담 -0.015 0.048
자가 점유 -0.016 -0.074
거주기간 0.092 *** 0.096 ***

개방성 집안 시간 -0.099 *** -0.059 **
녹지 만족 0.025 0.007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08 -0.077 *** 4.16**
편의시설 만족 -0.048 * -0.066 **
여가시설 만족 0.101 *** 0.062 **
대중교통 만족 0.014 0.013

도구
변수

관계망 다양성 0.187 *** 0.234 ***
관계망 강도 0.191 *** 0.151 ***

삶의 만족
←

지역사회 참여 0.077 *** 0.114 ***
지역사회 상호의존 0.132 *** 0.109 ***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011 0.055 **
저소득 -0.092 *** -0.085 ***
독거 -0.058 ** 0.001 3.06*
아파트 거주 0.049 ** 0.011
건강 양호 0.397 *** 0.373 ***

안정성
주택상태 0.326 *** 0.386 *** 5.56**
주거비부담 0.000 -0.010
자가 점유 0.156 *** 0.199 ***
거주기간 0.059 *** 0.033

개방성 집안 시간 -0.032 -0.112 *** 10.46***
녹지 만족 0.025 0.024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23 -0.022
편의시설 만족 0.046 ** -0.017 3.89**
여가시설 만족 0.030 0.007
대중교통 만족 0.084 *** 0.077 ***

N 1,631 1,337
cov(참여,상호의존) -0.216* -0.489***

Stablity index 0.135 0.280
CFI 0.882

RMSEA 0.058
주) * p<0.1, **p<0.05, ***p<0.01, Wald test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경우만 보고하고 있음.

<표 4-15> 연령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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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후기 고령자의 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전기 

고령자의 참여 수준을 오히려 낮추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 고령자의 신체적 건강이 양호할 경우 지역사회를 

벗어나서 광역적인 활동 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지역사회 참여

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기 고령자의 경우 지역사회 

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후기 고령자에 비해 약 65% 

수준으로 상당히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는 후기 고령자에게 약 1.4배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호의존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아파트 거주 변수와 의료

시설 거리 변수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파트 거주는 후기 

고령자의 상호의존에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기 고령자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할 때 상호의존 수준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파트는 주거와 주민시설을 복합하여 공급하는 주거유형으로 지역

시설 이용을 유의하게 높이고 있지만 단위세대 간 폐쇄적인 설계로 말미

암아 상호의존적 관계 형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의료시설까지의 거리가 이웃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후기 고령자에게만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기서 의료시

설까지 거리는 집 주변의 물리적 환경, 안전성, 쾌적성 등을 포괄하는 보

행성을 반영하는 인지된 거리이다. 후기 고령자는 이동수단으로 보행을 선

택할 확률이 높고 집 주변의 가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 주

변 보행환경이 이웃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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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에 따른 차별적 영향 

(1)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집단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집단 확

인적 요인분석의 비제약 및 제약 모형을 순차적으로 시행한 결과는 <표 

4-16>와 같다. 비제약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χ2을 제외한 적합

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서 형태동일성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요

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을 모두 제약한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모

형과 비제약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동

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소득 집단별 종합모형의 차이

다음으로 소득 집단에 따라 정주환경 특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시행한 결과는 

<그림 4-8> 및 <표 4-17>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 참여와 상호의존 사이의 상호 인과관계는 저소득 고령자

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수준이 이웃과의 상호의존 수준에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지만, 반대 방향 경로의 유의성은 저소득 고령자에게만 확인되었다. 이

χ2 df RMSEA CFI Δχ2 ΔRMSEA ΔCFI

비제약 모형 314.87 86 0.042 0.985 - - -

λ 제약 모형 342.71 95 0.042 0.984 27.84
(p<0.05) <0.001 0.001

Φ 제약모형 342.77 92 0.043 0.984 27.90
(p<0.05) 0.001 0.001

λ, Φ 
제약모형 366.24 101 0.042 0.983 51.37

(p<0.05) <0.001 0.002

λ, Φ, θ 
제약모형 561.43 121 0.050 0.971 246.56

(p<0.05) 0.008 0.013

주) λ : 요인부하량, Φ: 공분산, θ : 오차분산

<표 4-16> 소득 집단별 측정동일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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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소득수준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위: 고소득, 아래: 저소득)
 

주1)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외생변수 사이의 공분산, 도구변수의 경로는 간략한 도식화를 위해 생략하였음.
주2) P: 참여, I: 상호의존, S: 삶의 만족을 의미함.
주3) 표준화계수를 바탕으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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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서 연령 집단별 모형과 유사한 형태이나, 앞의 후기 고령자 모형에서

는 참여가 상호의존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가 더 크게 분석되었으나 저소

득 고령자 모형에서는 두 경로의 계수 크기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

다. 곧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이웃과 끈끈한 관계가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

하는 효과가 더욱 큰 것을 의미한다.

우선 Wald test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에 대한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는 지역사회 상호의존, 독거, 집안에서 보

내는 시간 변수로 나타났다. 그 차이가 가장 크고 명확한 것으로 확인되는 

변수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다. 두 집단 모두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은 유의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저소득 고령자

의 해당 경로의 표준화 계수가 고소득 고령자에 비해 약 2.7배나 크게 나

타나고 있어서 공간적 고립이 삶의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큼을 시

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의 구조, 규

모, 기능 등이 열악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외로움,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

인 심리 상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이웃과 친밀하고 끈끈한 상호작용을 개념화한 상호의존이 삶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 또한 두 집단 모두 유의미했지만, 그 영향력은 저소득 고령자에

게 1.8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는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저소득 고

령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기반

한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데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독거의 경우 고소득 고령자의 삶의 만족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만 저소득 고령자에게는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나고 있다. 접근성 요인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만족이 두 집단 모두에 유

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유율이 낮고 대중교

통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를 

살펴보면 상호의존, 아파트 거주, 건강 양호, 여가시설 만족 변수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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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고소득 저소득 wald
testβ β

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상호의존 0.003 0.298 *** 5.71**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062 * -0.113 ***
후기고령자 0.145 *** 0.132 ***
독거 -0.038 0.023 3.19*
아파트 거주 0.053 ** 0.136 *** 5.68**
건강 양호 -0.062 ** 0.034 7.06***

안정성
주택상태 0.057 ** 0.009
주거비부담 -0.039 * 0.005
자가 점유 0.035 0.035
거주기간 -0.010 -0.017

개방성 집안 시간 -0.100 *** -0.113
녹지 만족 0.036 0.044 *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32 0.042
편의시설 만족 0.013 0.052 *
여가시설 만족 -0.023 0.052 ** 3.97**
대중교통 만족 0.001 0.032

도구
변수

사회활동 참여 0.344 *** 0.203 *** 13.54***
경제활동 참여 -0.277 *** -0.225 ***

지역사회
상호의존

←

지역사회 참여 0.139 ** 0.301 *** 2.85*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234 *** -0.111 *** 7.14***
후기 0.029 0.031
독거 0.068 *** 0.177 ***
아파트 거주 -0.008 -0.011
건강 양호 -0.031 -0.036

안정성
주택상태 0.062 ** 0.026
주거비부담 0.029 -0.004
자가 점유 -0.033 -0.036
거주기간 0.147 *** 0.035 8.54***

개방성 집안 시간 -0.101 *** -0.077 ***
녹지 만족 0.047 * -0.017 2.82*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29 -0.060 **
편의시설 만족 -0.008 -0.103 *** 7.37***
여가시설 만족 0.112 *** 0.053 **
대중교통 만족 0.001 0.011

도구
변수

관계망 다양성 0.173 *** 0.250 *** 4.64**
관계망 강도 0.164 *** 0.180 ***

삶의 만족
←

지역사회 참여 0.122 *** 0.084 ***
지역사회 상호의존 0.087 *** 0.159 *** 4.33**

인구
사회
특성

남성 0.012 0.046 *
후기고령자 -0.067 *** -0.038
독거 0.024 -0.050 ** 3.14*
아파트 거주 0.035 0.021
건강 양호 0.436 *** 0.355 ***

안정성
주택상태 0.365 *** 0.369 ***
주거비부담 0.012 -0.013
자가 점유 0.131 *** 0.201 ***
거주기간 0.053 ** 0.041

개방성 집안 시간 -0.040 * -0.107 *** 6.98***
녹지 만족 0.037 0.010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31 -0.027
편의시설 만족 0.024 0.017
여가시설 만족 0.015 0.026
대중교통 만족 0.060 *** 0.105 ***

N 1,532 1,436
cov(참여,상호의존) -0.088 -0.505***

Stablity index 0.020 0.299
CFI 0.880

RMSEA 0.058
주) * p<0.1, **p<0.05, ***p<0.01, Wald test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경우만 보고하고 있음.

<표 4-17> 소득수준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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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건강 양호 변수이다. 저소득 

집단은 양호한 건강이 참여에 미치는 경로는 양(+)의 부호이며 통계적 유

의성이 없지만, 고소득 집단은 참여에 음(-)의 부호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고소득 고령자는 신체적, 경제적 자원

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벗어난 영역에서 다양한 참여 기회가 많은 데에

서 기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이 지역사회 참여에 미

치는 긍정적 영향은 모든 집단에게 유의하였지만 저소득 고령자의 표준화 

계수는 약 2.6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

은 고밀도 용도복합이라는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 특성의 영향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자산으로서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현재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산이 뒷받침될 때에는 참여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거주 지역의 여가복

지시설에 대한 만족은 저소득의 참여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고소득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경로당, 복지관 등 여가

복지시설의 경우 고소득 고령자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들 집단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상호의존에 대한 경로에서 집단 간 차별성이 확인

되는 변수는 지역사회 참여, 성별, 거주기간, 녹지 만족, 편의시설 만족이 

해당한다. 우선 거주기간이 이웃과의 상호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 고

령자 집단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고령자에게 

장기거주가 반드시 상호의존적 관계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설명

하는데, 이들이 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더라도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웃과 끈끈한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3장에서 

개별 면담 참여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낙인, 열악한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라는 부정적 시선 등으로 인해 이웃과 연대되지 못하는 

소외감을 언급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반면 지역사회 참여가 상호

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 모두에게 유의미하나 표준화 계수는 저소

득 고령자에게 약 2.2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고령

자에게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를 제고하는 경험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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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성별의 영향력은 두 집단 모두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는데 남성의 상호의존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고소

득 집단에서는 상호의존에 대한 경로 중 성별의 표준화 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서, 고소득 남성 고령자는 지역사회 기반한 상호의존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에는 독거가 상호의존

에 미치는 양(+)의 영향력이 상당한 크기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동거하는 

가족으로부터 얻기 어려운 사회적 지지를 이웃과의 상호의존을 통해 보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3. 고령자 집단별 주관적 안녕 결정요인 

앞에서 분석한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별 주관

적 안녕의 결정요인과 영향력의 크기를 <표 4-18>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든 고령자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신체적 건강, 적절한 주택은 가

장 핵심적인 주관적 안녕의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적인 노년기의 필요임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 순위는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 및 고소득 고령자에게는 건강이 가장 우선순

위가 높았으나,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주택상태가 가장 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기 고령자와 저소득 고령자는 집안에서 보

내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적절한 주거를 갖추는 것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저

소득 고령층의 경우 주택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환경 개선 지원이나 이주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

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고령자 삶의 만족에 영향력이 큰 요인은 자가 점유, 지역사회 

참여, 이웃과의 상호의존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소득을 제외한 모든 집단

에서 3순위는 자가 점유로 나타나서 고령층의 삶의 만족에 주택을 소유하

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령층의 자가 보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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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높지만 서울시 고령자의 약 30%는 임차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점유가 어려운 이들 집단은 비자발

적인 이주, 이웃 관계망 소외, 주거비부담으로 인한 기초적 생활비의 부족 

등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주거 안정성의 제고에 관심

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전기 및 저소득 고령자에게는 상호의존이 지

역사회 참여보다 중요한 요인이지만, 후기 및 고소득 고령자에게는 상호의

존보다 참여가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

으로 더 다양한 범주의 사회활동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

역시설 이용이 삶의 만족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게 나타날 수 있다(전기:β

=0.100, 후기: β=0.161). 또한 고소득 고령자는 사회적 관계의 종류가 

더 다양하고 전반적인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 관계망이 삶에 미

치는 영향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소득:β=0.083, 저

소득:β=0.197).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공간적 고립 수준을 나타내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에게 상당히 크

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의 표준화 계수는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에게 약 2~3배나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순위
연령 소득

전기 후기 고소득 저소득
요인 표준화계수 요인 표준화계수 요인 표준화계수 요인 표준화계수

1 건강 0.387 주택상태 0.401 건강 0.394 주택상태 0.365
2 주택상태 0.335 건강 0.373 주택상태 0.372 건강 0.337
3 자가점유 0.157 자가점유 0.194 참여 0.144 자가점유 0.200 
4 상호의존 0.144 참여 0.161 자가점유 0.137 상호의존 0.197
5 참여 0.100 상호의존 0.148 상호의존 0.083 참여 0.144
6 대중교통 0.088 집안시간 -0.141 거주기간 0.067 집안시간 -0.129
7 저소득 -0.087 대중교통 0.080 녹지 0.050 대중교통 0.108
8 거주기간 0.070 저소득 -0.078 집안시간 -0.049 여가복지 0.054
9 집안시간 -0.055 거주기간 0.042 대중교통 0.049 아파트 0.045

주) 삶의 만족에 대한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표 4-18> 고령자 집단별 주관적 안녕 결정요인과 영향력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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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는 소득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 더욱 극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령자가 여유 시간에 집 근처에서 공원, 가로 등 공지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환경은 특히 저소득 및 후기 고령자의 안녕감 진작에 상당한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고

령층에게 도시 내 공지의 공급이 여가 활동의 장소로서 더욱 중요한 함의

를 가질 것이라는 기존 연구자들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이희연 외, 

2015; 윤정미·최막중, 2014). 반면에 저소득 및 후기 고령자 집단에게 

지역 내 거주기간의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집단의 주거지가 자발적 선택이나 선호의 결과

라기보다 주거 이동성의 제약으로 인해 장소 고착(stuck in place)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Wiles et al., 2011). 이에 따라 지역사회 계속 거

주를 위해서는 개인적 상황이나 주거환경 조건 등을 고려한 다면적인 지

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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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결

본 장에서는 미시수준 정주환경의 공간적·사회적 포용 특성이 고령자

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건강

한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주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주환경 특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해 충분한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않았고 정주환경의 공간·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더욱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차원 

사의의 복합적 관계, 그리고 연령 및 소득 집단에 따른 차별성에 주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주환경 포용성을 구성하는 다차원이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 증대

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연령이나 소득수준 등 개인 특성

에 비해 그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정주환경이 

고령자 안녕에 미치는 경로는 공간적 포용성 측면에서 크게 주거의 안정

성, 근린의 개방성과 접근성, 사회적 포용성 측면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지

역사회 상호의존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 차원은 주

거 안정성으로 양호한 주택상태와 자가 점유가 주관적 안녕 진작에 상당

히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녹

지 같은 열린 공간을 이용하는 것 역시 중요했는데, 이들 개방성 요인은 

여가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접근성보다 더욱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경로당, 복지관 같은 공식적인 고령자 서비스 시설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집 밖에서 편하게 나와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원, 가로와 같은 공지를 풍부하게 조성하는 것이 고령층의 안녕감 진작

에 중요한 항목임을 시사한다. 주택유형 중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

의 지역사회 참여 및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파트는 단지 내에 녹지, 놀이터, 벤치 등이 개

방된 공유 공간이 풍부하고 이에 대한 접근 경로가 통합적으로 공급되는 

등 고령층이 외부공간 이용이 더욱 용이한 물리적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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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못지 않게 사회적 포용성을 설명하는 지역사회 참여와 이웃과의 상

호의존적 관계는 고령자 주관적 안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공식적인 참여와 관계망을 설명해주는 변인이다. 경

제활동, 단체 소속 등 공식적인 활동이나 혈연집단에 기초한 관계망이 아

니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웃과 긴밀한 상호작

용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고령자의 안녕감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집 주변의 일상적인 정주환경을 기초로 고령층의 활동 참

여와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주

민 간 공유하는 장소로서 각종 지역시설은 이웃 관계 형성에 유효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접근 가능하도록 공

급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주환경 구성 차원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성이 확인되었으며, 이

를 통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것으로 발견되었

다. 본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정주환경 포용성의 자기강화 특성을 토대로 

다차원 간 경로를 설정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차원은 직접적으로 고령자의 안녕을 높이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의 다차원적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하나는 공간적 포용성이 

사회적 포용성을 ‘유인’하는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포용성 내 

참여와 상호의존이 양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환’하는 관계이다. 우선 

공간적 요인들이 고령자의 참여와 상호의존을 촉발하는 기제로 확인되는 

것은, 정주공간의 개선이 활동적, 통합적 노후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안녕

감 증진에 기여하는 과정에 대한 정량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함의가 있

다. 그리고 지역시설을 함께 이용하면서 이웃과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사회 참여가 또다시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통해, 포용 

수준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고령자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폭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정주환경 포용성이 고령자 삶의 만족에 이르는 다차원적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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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

석 결과 공간적 포용성이 사회적 포용성을 유인하는 관계는 모든 집단에

게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참여와 상호의존 사이의 순환

하는 관계는 후기 및 저소득 집단에게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선순환의 경로를 통해 정주환경

이 더욱 극명한 영향을 미칠 것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은 상대적으로 이웃 

관계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웃으로부터 지역 참여를 위한 정보와 동

기를 얻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이웃과의 연대 수준이 낮은 

저소득 및 후기 고령자는 점차 지역사회에 참여와 관계망이 축소되어 심

리적, 정서적인 안녕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저소득, 후기 

고령자가 이웃과 상호작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넷째,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의 결정요인의 영향력이 집단별로 상이한 것

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나의 예로 활동 영역이 상대적

으로 넓은 전기 고령자의 경우 지역시설 이용이 삶의 만족 증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후기 고령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건강할수록 지역

시설 이용 수준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건강한 전기 

고령자의 참여 활동은 집 주변으로 제약되지 않음을 뜻하므로 근린을 벗

어나서 다양한 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공급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장기거주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소득 및 전기 고

령자에 비해 저소득 및 후기 고령자에게는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하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집단의 거주지가 자발적 선택이나 선호의 결

과라기보다 낮은 주거 이동성, 공간 선택의 제한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

음을 뜻한다. 혹은 후기 고령자의 경우 돌봄에 대한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데에서 장기 거주의 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

회 계속 거주를 위해서는 개인적 상황이나 주거환경 조건 등을 고려한 구

체적인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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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

5장에서는 지역수준의 정주환경 포용성과 고령자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안녕한 노후는 고령자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

나 상당 부분이 개인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접근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 환경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상

황이다. 고령자의 경우 개인적 자원과 역량을 변화할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지역적 조건의 중요성이 더욱 큰 연령층이며, 거주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서비스 및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은 각종 기회와 자원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제 1 절 분석 방법 및 변수의 구성

1. 분석 모형 및 방법

(1) 분석 모형

5장에서는 서울시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과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그림 5-1>과 같은 모형을 제시한다.

우선 종속변수로는 주관적 안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하위 영역인 인지

적 안녕과 정서적 안녕을 활용한다. 이 둘은 주관적 안녕이라는 하나의 개

념으로 묶이지만 확실하게 구분되는(distinct)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면적

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OECD, 2013 : 

p.193). 3장에서 구축한 바에 따라 인지적 안녕 측면에서 삶의 만족, 정서

적 안녕 측면에서 부정적 정서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각각 구축

하고 통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분석 모형에서는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이 미시수준 정주환경 및 

개인 특성과 독립적으로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에 유의미한 맥락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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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ual effects)를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2장에서 구성한 

정주환경 포용성의 층위에 따라 개인이 체감하는 미시수준 환경과 지역수

준의 환경 차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을 시행할 것이다. 개

인 특성 및 미시수준 정주환경 변수를 통제한 후, 지역수준 정주환경 변수

가 주관적 안녕과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될 때 맥락효과가 나타나는 것으

로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수준 및 미시수준의 정주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즉, 미시수준 정주환경 요인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지역수준 요인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s)가 유의한가를 검증할 것이다. 즉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이 

개인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거나, 개인의 기회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어 개인수준에서 배제를 경험하는 고령자의 

경우 거주하는 지역이 포용적 환경 체계를 갖추었다면 안녕감의 저하가 

완화(buffer)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 내 거주기간과 고령자 안녕 사

<그림 5-1> 5장의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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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양의 관계는 어디에서 사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다 지역수준 

정주환경이 보다 포용적일 때 고령자의 안녕의 증진을 더욱 강화될 가능

성도 존재한다. 

(2)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개인 및 지역의 다수준에서 구축한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다층 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한다. 다층 모형은 개인수준의 특

성 변수가 지역수준의 특성 변수에 내재된 위계적 구조를 가진 자료의 분

석에 적합하다. 이러한 자료를 일반 모형에 적용하면 잔차의 독립성 가정

을 충족하기 어렵고 표준오차를 실제보다 작게 추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과대 평가될 위험이 있다(강상진, 2017 : p.73). 

다층 모형은 상위 수준의 임의효과가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임의절

편(random intercept) 모형과 임의계수(random slope) 모형으로 구분

된다. 임의절편 모형은 지역에 따라 절편이 다르게 추정됨을 가정하고 임

의계수 모형은 지역에 따라 변인의 계수, 곧 기울기가 다르게 추정됨을 가

정한다. 또한 다층 모형은 층위 간 상호작용항(cross-level interaction) 

분석을 통해서 개인 및 지역수준 변수가 결합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복

합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풍부한 해석을 시도하기에 유용하다(이희연·노

승철, 2013: p.447). 층위 간 상호작용항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에서는

(Boardman, 2004; Matthews & Yang, 2010; 김형용, 2010) 임의절편 

모형에서 지역수준 요인의 맥락효과를 검증한 이후, 층위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임의계수 모형에서 개인수준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

역수준 요인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2절에서는 우선적으로 다층 모형의 적용이 필요한지, 즉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시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기초 모형(base model)을 검증한다. 

이후 개인 특성, 미시수준의 정주환경 요인, 지역수준 정주환경 요인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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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투입하는 임의절편 다층모형을 분석할 것이다. 설명변수 중 연속

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는 전체평균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 방법

으로 보정 후 투입한다61).

다음으로 3절에서 지역수준 정주환경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임의계수 모형을 통해 지역에 따라 미시수준 요

인의 계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고령자 

개인의 주거 조건을 설명하는 주택상태, 거주기간 변수에 대해 임의계수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된 변

수에 대해서 지역수준 정주환경 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분석 결과

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

을 설명하는 삶의 만족 및 부정적 정서 수준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이에 

정서적 안녕 모형의 종속변수는 그 값이 클수록 비안녕의 수준이 높은 상

태임을 유의해야 한다. 삶의 만족 변수의 경우 정규분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소자승법(OLS)을 기초로 하는 다층 모형을 시행

한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 변수의 경우 가산변수(count variable)의 형태

로 0에서 15 사이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61) 전체 평균 중심화 방법을 사용한 것은 1-수준 설명변수의 통제효과를 반영하여 
2-수준 변수의 효과를 용이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이다(강상진, 2017 : p.295).

<그림 5-2> 부정적 정서 변수의 분포 



- 165 -

5-2)62). 이러한 형태의 자료에 대해 일반 회귀모형을 적용하면 추정 결

과가 왜곡될 수 있고,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

하면 유용한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대신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아송(poisson)회귀모형이나 음이항

(negative binomial)회귀모형을 활용하는데 이들은 일반화 선형모형

(generalized linear model)의 하나로 전통적인 통계모형이 갖는 정규성 

및 선형성의 가정을 극복하기 위한 모형이다(강상진, 2017 : p.110). 

포아송회귀모형은 종속변수의 확률분포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하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가 비선형이기 때문에 연결함수(link 

function)를 이용하여 선형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포아송회귀모형에서

는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자료

는 많지 않다. 이에 평균보다 분산이 큰 과산포(over dispersion)가 존재

하면 모형 추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해 제안된 모형이 음이항회귀모형으로 과산포 자료에 대해 더 넓은 

허용성을 갖는 모형이다(Hilbe, 2014 : p.126). 본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산포 문제가 확인되고 있고, 음이항회귀모형을 활용할 때 모형의 적합도

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3).

이에 따라 인지적 안녕을 종속변수로 할 때는 다층-회귀모형, 정서적 

안녕을 종속변수로 할 때는 다층-음이항회귀모형을 적용하며, 2절에서는 

임의절편 모형, 3절에서는 임의계수 모형을 적용할 것이다.

62)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정적 정서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변수의 이
러한 분포 형태로 인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녕 수준이 높도록 코딩하지 못하
였다. 

63) 포아송회귀모형, 음이항회귀모형의 AIC와 BIC 산출 결과, 음이항회귀모형의 적합
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아송 회귀모형 : BIC= 15,210.08, AIC= 14,987.43 
    음이항 회귀모형 : BIC : 13,886.72, AIC : 13,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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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의 측정

5장의 분석 자료는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문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현황 자료를 결합하여 구축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적 건강 특성, 그리고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과 관련한 변수의 구

성은 3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공간적 단위는 서울시 기

초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구’로 설정하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는 시민에게 기본적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적 개입이 실현되는 최

소 행정 단위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김태형 외, 2012; 김형용, 

2010). 자치구마다 물리적 환경 특성, 공공 서비스 공급 수준, 제도 및  

정책의 구체적 내용 등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고령자의 공간적, 사회적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구 단위는 문화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이

고 어느 정도 유사한 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 범위로 언급되므로(한경

혜·윤성은, 2009; 김형용, 2010), 사회적 환경의 집합적, 맥락적인 속성

에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특성 변수는 

2018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각종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표 5-1>

과 같이 구성된다64).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참여 차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실질

적인 참여 수준을 설명하며 ‘사회활동 참여, 문화활동 참여, 옥외여가 참

여’ 변수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문화 및 적극적 

여가활동 제약이 큰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활동 참여 및 옥외여

가 참여를 포함하도록 한다. 지역수준의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수의 

연구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응답을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박인권 외(2017)는 시군 단위에서 사회단체 참여율, 문화·예술·스

포츠 관람률 등을 집계하여 도시 포용성의 참여 차원을 구성하였고, 김형

용(2010)은 지자체별 단체 참여율 변수를 구축하여 지역수준 네트워크를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민에 대한 대표적이고 광범위한 설

64) 해당 연도의 자료 구득이 어려운 경우 가장 가까운 과거 시점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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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변수 내용 출처

사
회
적

포
용
성 

참여

고령자
사회활동 참여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참여(민원제안, 
정치의견, 서울시 사업, 정책제안, 집회및시위, 투표)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비율

서울
서베이
(2018)

고령자
문화활동 참여

해당 지역 고령자의 지난 1년 동안 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구별 평균 값 
(전시회,박물관,음악,연극,극장,대중공연,스포츠경기관람 등)

고령자
옥외여가 참여

집에 아닌 곳에서 주로 여가문화활동 한다고 응답한 
고령자의 비율

상호
의존

이웃관계망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준다(1~5)’에 대한 구별 평균값 (전체 응답자)

고령자 인정 ‘고령자 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가 
(1~5)’에 대한 구별 평균값 (전체 응답자)

공
간
적

포
용
성

안정성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총 가구 수66) 

한국
도시연구소

(2015)

주거비부담(-) 소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에 대한 응답의 구별 평균 
값 (주거비가 1순위일 때=2, 2순위일 때=1, 그 외=0)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18)

장기거주율 5년 이상 현재 지역에서 거주한 가구 비율 인구총조사
(2015)

재가복지서비스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재가복지 종사자 수 서울열린
데이터광장

(2018)복지예산 규모 1인당 자치구 일반회계 복지예산액 (십만원/명)

개방성

공원 조성률 자치구별 도시공원 면적 / 행정구역 면적
서울열린

데이터광장
(2018)

세대 간 
주거지 분리(-)

100x100m 격자별로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 인구로 
계산한 구별 상이지수

국토지리
정보원
(2018)

세대 간 
주거지 통합

100x100m 격자별로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 인구로 
계산한 구별 상호작용지수

접근성

노인여가복지시설 
거리(-)

500x500m 격자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노인여가복지시설’까지 도로 이동거리 구별 평균 값 

의료시설
거리(-)

500x500m 격자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의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구별 평균 값 

교통사고 위험(-) 65세 이상 인구 천 명 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TAAS
2018

보행환경 만족 야간 보행환경 만족의 구별 평균값 (전체 응답자) 서울서베이
2018

대중교통서비스 자치구별 버스정류장 개소/행정구역 면적
서울열린

데이터광장
2018

* (-)는 높을수록 포용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표 5-1>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 변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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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인 서울서베이 응답에 대해 자치구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집계한 평

균값을 활용할 것이다65). 

지역수준 상호의존은 해당 지역 이웃 간의 호혜를 나타내는 ‘이웃관계

망’변수,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존중과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고령자 

인정’을 포함한다. 고령자가 속한 지역에서 이웃 사이의 긴밀한 관계망이 

구축되어 있고 고령층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출 때 고령자의 

대인 관계, 참여 활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고령

자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여 차원과 동일하게 

지역수준의 사회적 관계망은 일반적으로 지역 거주민의 응답을 집계한 값

으로 포착되고 있으며(Cramm et al., 2012; 이우민 외, 2016; 김형용, 

2010)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호의존 변수를 산출한다. 

지역수준 주거 안정성은 물리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측정하고자 

한다. 우선 물리적 측면의 주거 안정성은 자치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율’변수를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개인의 주거 배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했으며(김안나 외, 

2008; 박능후·최민정, 2014),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율이 낮을 

때 물리적으로 부적절한 주택 비중이 낮아 안정성이 높은 상태를 뜻한다. 

경제적 측면의 주거 안정성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기초로 ‘주거비부담 수준’을 자치구별로 집계한 평균값과 인구 십만 명

당 ‘복지예산 규모’를 활용한다67). 복지예산 규모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 고령자에 대한 기본소득을 포괄하며 간접적으로 

고령자의 주거비부담 경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간적 측면의 주거 안

65) 서울 서베이는 서울시민의 삶의 조건과 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매
년 20,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2018년 기준 만 15세 이상 총 
42,991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에서 65세 이상은 7,518명으로 전체의 17.5%에 해
당한다. 변수에 따라서 일부(상호의존 관련)는 전체 인구 응답을, 일부(참여 관련)는 
고령자 응답을 활용하였다.

66)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0%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6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

장(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
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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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관련해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Boardman, 2004; Matthews & 

Yang, 2010) 해당 자치구에서 5년 이상 거주 가구 비율을 토대로 ‘장기

거주 비율’변수를 구축한다. 이에 더해 ‘고령자 천 명당 재가복지 종사

자’ 변수도 포함하는데 이는 고령자가 살아 온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개방성 관련해서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인 

‘공원 조성률’, 그리고 ‘세대 간 주거지 분리’,‘세대 간 주거지 통

합’ 변수를 포함한다. 우선 공원 조성률은 자치구별 총 도시공원 면적의 

합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한다. 유사하게 김용국

(2019)은 행정구역 면적 당 공원면적 비율을 공원 서비스의 포용성을 파

악하는 지표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고령자의 공간적 

집중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령자 비율 변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분석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일부 연구자는 고

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고령자의 우울 수준이 더 낮거나(Kubzansky 

et al., 2005) 지역의 연령 다양성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최희용 외,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 

단위에서 고령자 비율은 세대 간 공간적 분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

다고 판단하여, 거주지 분리와 관련한 두 가지 지수를 산출한다. 구체적으

로 Duncan & Duncan(1995)이 제시한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

와 Lieberson(1981)이 제안한 상호작용지수(class interaction index)

를 사용한다(Massey & Denton, 1988)68). 두 지수 모두 0과 1 사이에

서 산출되며 상이지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상호작용지수가 낮을수록 두 집

단 사이의 공간적 분리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과 

비고령층의 공간적 분리를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00x100m 격자 내 주민등록인구 정보를 활용하였다.  

68)  Duncan & Duncan(1955)이 제시한 상이지수(D)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 = 0.5×Σ|xi/X – yi/Y| 
 Lieberson(1981)가 제시한 상호작용지수(P*)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 = Σ(xi/X)×(yi/ti)
 (ti : 지역i의 총 인구수, xi : 지역i의 고령자 인구 yi: 지역i의 비고령자 인구
  X : 총 고령자 수, Y : 총 비고령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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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거리’ 및 ‘의

료시설 거리’ 변수를 활용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69)은 고령자를 위한 각종 교육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용

한 정보의 교환이 벌어지며 고령층 내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장소로서 의

미가 크다. 의료시설은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이

용 빈도가 높은 시설로 중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좁은 생활

권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상세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

공하고 있는 500x500m 격자 정보를 활용한다. 즉 격자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의 도로 거리(m) 정보를 기초로 구별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외에 접근성은 거리뿐 아니라 이동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교통

사고 위험’, ‘보행환경 만족’, ‘대중교통서비스’ 변수를 포함한다.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환경 만족 변수는 지역의 보행환경의 안전, 

편의, 쾌적성 등 질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자치구별 고령자 교

통사고 사상자 수, 주간 및 야간 보행환경 만족을 기초로 산출한다. 고령

자의 이동성의 제약을 보완하는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행정구

역 면적당 버스정류장 개수를 적용한다. 

이상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 수준을 설명하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는 <표 5-2>에 제시하였다. 

69)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이들 시설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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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위3구 하위3구

참여

고령자 사회활동참여
(%) 0.857 0.086 0.603 0.951

금천구
영등포구
노원구

동작구
성북구
종로구

고령자 문화활동참여
(개) 1.187 0.844 0.349 4.421

동작구
강남구

동대문구

종로구
구로구
강동구

고령자 옥외여가참여
(%) 0.593 0.134 0.253 0.800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상호
의존 

이웃관계망 3.181 0.188 2.644 3.476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동작구
강서구

동대문구

고령자 인정 3.430 0.135 3.141 3.694
금천구
중랑구
강남구

동대문구
송파구

서대문구

안정성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율
(%) 10.980 3.686 4.800 21.900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도봉구

주거비부담 1.113 0.234 0.786 1.523
도봉구
송파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장기거주율
(%) 76.256 3.153 68.321 84.079

중구
은평구
서초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서구

재가복지서비스 
(명) 5.370 2.243 2.391 11.224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

용산구
종로구
구로구

복지예산 규모
(십만원) 7.720 1.141 5.579 10.180

중구
강북구
노원구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개방성

공원 조성율 0.175 0.107 0.03 0.391
노원구
관악구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도봉구

세대 간 주거지 분리
상이지수 0.171 0.026 0.123 0.216

중구
강남구
노원구

중랑구
강동구
은평구

세대 간 주거지 통합
상호작용지수 0.824 0.019 0.785 0.854

송파구
양천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강북구

접근성

노인여가복지시설 거리
(km) 2.066 0.460 1.432 2.938

중구
서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서초구
관악구

의료시설 거리
(km) 0.720 0.318 0.283 1.311

동대문구
중구

양천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교통사고 위험
(명) 7.796 2.979 4.166 15.678

중구
종로구
강남구

관악구
은평구
강서구

보행환경 만족도 6.722 0.237 6.318 7.333
용산구
강동구
구로구

강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대중교통서비스
(개/km2) 19.421 4.681 12.194 28.135

동작구
금천구
성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표 5-2>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 변수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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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의 맥락 효과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과 지역수준 정주환경 사이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다층 모형의 도입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독립변수

를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의 결과는 <표 5-3>과 같다. 

우선 인지적 안녕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살펴보면, 지역수준의 분산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급내상관계수(ICC)는 6.17%로 확인된다. 이

는 종속변수 변동의 6.17%는 지역 간 차이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며, 이를 

기초로 고령자 인지적 안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치구 수준 특성을 고려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70). 그러나 다층 모형의 종속변

수가 연속변수가 아닐 때는 급내상관계수(ICC)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김교성, 2010). 대신 지역별 표본이 갖는 차이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LR(Likelihood-Ratio) 검정 결과와 지역수준 분산의 

70)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다층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분산 중 지역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급내상관계수)가 5% 이상
일 때 다층모형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위의 모형에서 ICC 값은 
=0.592/(0.592+8.991)*100= 6.17%로 산출되었다.

인지적 안녕
(삶의 만족 모형)

정서적 안녕
(부정적 정서 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고정 효과 상수항 20.210*** 0.164 1.222*** 0.050

임의 효과
개인 분산 8.991*** 0.234 - -
지역 분산 0.592*** 0.189 0.058*** 0.019

ICC 6.17% -
ln_alpha - -0.265
log likelihood -7497.79 -7003.74
AIC 15001.57 14013.47
BIC 15019.56 14031.46
LR test  χ²(1) = 134.10*** χ²(1) = 98.28***

표본 수 
개인수준 2,968
지역수준 25

<표 5-3> 기초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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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판단한다. 정서적 안녕 모형의 기초모형 분석 결과 

LR 검정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다층 모형을 도입할 때 모형 적합도의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²(1) = 98.28, p<0.00). 또한 지역수준 

분산은 0.0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포아송회귀모형 대비 음이항회귀모

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과산포계수 α는 0.76 (=exp(-0.265))

로 추정되어 음이항회귀모형의 활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71). 

1.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  

인지적·정서적 안녕을 종속변수로 하는 기초 모형 모두에서 다층 모형

의 도입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설명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우선 <표 5-4>에서는 개인수준의 설명변수만을 투입한 다층 모형 결과

를 제시한다. 표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 및 신체적 건강 등 개인 특성, 정

주환경의 사회적 포용성, 공간적 포용성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있으

며, 모형 1-1~3은 인지적 안녕을, 모형 2-1~3은 정서적 안녕을 종속변

수로 하는 분석 결과이다. 모든 모형에서 기초 모형에 비해 Log 

likelihood의 절댓값이 감소하므로 설명변수의 투입 이후 모형의 적합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모든 모형에서 지역수준 분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수준에서 투입한 변수가 지역 간 안녕의 차

이를 일정부분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수준 설명변수 간 분산팽창

계수(VIF)는 평균 1.34 최대 1.85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개인 특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

체적 건강, 소득수준, 혈연관계망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인지적, 정서적 안녕 모형 모두에서 많은 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간

71) 종속변수의 과산포 여부는 과산포계수 α로 판단하며 그 값이 0이 아닐 때 과산포
가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포아송모형 대신 음이항회귀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Hilb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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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적 변수를 투입한 이후에도 대다수가 그 유의도나 계수가 크게 변

화하지 않고 있어서, 고령자 주관적 안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독립적인 지

위를 가지는 변수임을 재확인해준다. 특히 주관적 건강과 만성질환의 경우 

모든 형태의 안녕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한 신체를 유

지하는 것이 노년기 안녕에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다만 도구적 일상생

활능력(IADL) 변수의 경우 공간적 포용성을 투입한 이후 그 유의성이 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상생활능력 변수는 집안일, 물건 구매, 근거리 

외출 등 일상적 활동에서 제한이 있는가를 측정하므로 이 같은 활동이 주

거근린의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 등 공간적 조건과 관련될 가능성을 뜻한

다. 한편 혈연관계망은 모든 모형에서 고령자 주관적 안녕에 유의성이 확

인되고 있지만, 친구관계망의 경우 인지적 안녕에는 상당히 기여하지만 정

서적 안녕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은 안녕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인지적 안녕의 경우 가구소득 구간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

가하는 선형적 형태로 나타나서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

로 확인된다. 반면에 부정적 정서의 경우 가구소득 구간의 증가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지만, 소득 구간 300~400만 원 사이인 집단이 400

만 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계 수준을 지난 후

에 다시 감소하는 비선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 참여의 경

우 모형 1-1에서 인지적 안녕과 유의미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를 통제한 모형 1-2, 3에서는 유의성은 사라졌

다. 반면에 모형 2에서 경제활동 참여는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 정서적 안녕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비자발적인 참여의 가능성 측면에서 

인지적 안녕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고령자의 경

제활동 참여는 양가적 감정을 일으킨다는 선행연구의 설명과 유사한 결과

이다(정해식 외, 2020: p.73). 

그 외에 인지적 안녕을 분석한 모형 1-3에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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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안녕 (삶의 만족) 정서적 안녕 (부정적 정서)
변수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절편 19.880 *** 19.909 *** 19.514 *** 1.182 *** 1.151 *** 1.226 ***

개인
특성

인구
사회
경제

성별  (남성=1) -0.196 ** -0.048 -0.110 0.076 ** 0.043 0.067 *
연령 0.024 *** 0.016 * 0.006 -0.003 -0.002 0.000
가구유형 (독거=1) 0.136 -0.006 0.117 -0.051 -0.020 -0.035
주택유형 (아파트=1) 0.462 *** 0.361 *** 0.137 -0.002 0.027 0.060
교육  (참조:초등이하)
 중학교 0.043 -0.019 0.025 0.016 0.042 0.034
 고등학교 0.326 *** 0.249 ** 0.128 -0.110 * -0.077 -0.057
 대학교이상 0.835 *** 0.718 *** 0.615 *** -0.052 -0.007 -0.004
가구소득 (참조:100미만)
 100~200만원 미만 0.338 *** 0.316 *** 0.111 -0.111 ** -0.099 ** -0.058
 200~300만원 미만 0.516 *** 0.509 *** 0.249 * -0.138 ** -0.133 ** -0.076
 300~400만원 미만 0.604 *** 0.584 *** 0.271 * -0.277 *** -0.267 *** -0.184 ***
 400만원 이상 0.950 *** 0.950 *** 0.445 *** -0.271 *** -0.258 *** -0.157 ***
경제활동 (참여=1) -0.306 *** -0.116 -0.086 -0.076 * -0.125 *** -0.086 *

신체

주관적 건강 1.437 *** 1.387 *** 1.308 *** -0.342 *** -0.325 *** -0.305 ***
만성질환  (세개이상=1) -0.466 *** -0.448 *** -0.416 *** 0.085 ** 0.090 ** 0.088 **
인지기능 (제한=1) -0.117 -0.133 -0.099 0.238 *** 0.242 *** 0.237 ***
IADL    (제한=1) -0.448 *** -0.329 *** -0.186 0.084 * 0.054 0.033
장애     (유=1) -0.462 *** -0.513 *** -0.466 *** 0.089 0.099 * 0.085

기타　
낙상경험 (유=1) -0.329 ** -0.309 ** -0.260 ** 0.093 * 0.081 * 0.080 *
혈연관계망 0.059 *** 0.046 *** 0.028 *** -0.013 *** -0.010 *** -0.007 **
친구관계망 0.066 *** 0.045 *** 0.031 *** -0.006 -0.002 0.002

사회적
포용성

참여
여가활동 참여 수 0.186 *** 0.156 *** -0.056 *** -0.049 **
자원봉사 (참여=1) 0.149 -0.026 -0.235 *** -0.203 ***
지역시설 이용 수 0.253 *** 0.187 *** -0.059 *** -0.044 **

상호
의존

차별 경험 (유=1) -0.439 *** -0.244 ** 0.193 *** 0.153 ***
이웃관계망 0.073 *** 0.061 *** -0.007 * -0.005

공간적 
포용성

안정성

주택상태 0.176 *** -0.031 ***
주거비부담 -0.090 * 0.068 ***
점유형태 (참조:자가)
 전세 -0.617 *** 0.099 **
 월세 등 -0.975 *** 0.119 **
지역 내 거주기간 0.010 *** -0.003 **

개방성
집안 보내는 시간 -0.030 * 0.020 ***
녹지        (만족=1) 0.274 *** 0.006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13 0.036 *
편의시설    (만족=1) 0.250 ** -0.120 ***
여가복지시설 (만족=1) 0.173 * 0.004
대중교통시설 (만족=1) 0.444 *** -0.138 ***

개인수준 분산 5.620 *** 5.452 *** 4.774 *** - - -
지역수준 분산 0.314 *** 0.295 *** 0.143 *** 0.061 *** 0.059 *** 0.046 ***

ICC (ln_alpha) 5.3% 5.1% 2.9% (-0.75) (-0.78) (-0.87)
χ2(df) 1786.35(20) 1935.04(25) 2665.53(36) 783.95(20) 847.49(25) 997.37(36)

log likelihood -6798.7 -6753.06 -6550.15 -6646.47 -6618.83 -6555.14
주1) * p<0.1  **p<0.05  ***p<0.01
주2) 인지적 안녕 모형은 다층-회귀모형, 정서적 안녕 모형은 다층-음이항회귀모형을 실시한 결과이며,
    정서적 안녕 모형의 종속변수는 높을수록 안녕감이 낮도록 구성되어 부호의 해석이 반대임을 유의해야 함.

<표 5-4> 인지적·정서적 안녕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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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이상의 학력과 가구소득 변수만이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다. 성

별, 연령, 아파트 거주, 경제활동 참여의 효과는 모형 1-1, 2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더라도 정주환경 포용성 변수를 투입한 이후 유의성이 사라졌으

며, 소득의 효과 또한 그 강도와 유의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 아파트 거주 등의 변수가 고령자의 정주환

경 포용 경험과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아파트 거주는 모형 

1-1, 2에서 인지적 안녕과 매우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만, 모형 1-3에서는 그 유의도가 사라져서 공간적 포용 수준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서적 안녕을 분석한 2-3 모형에서는 추가적으

로 성별과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교육 수준의 영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미시수준 정주환경의 사회적, 공간적 포용 변수 대다수가 고령

자의 인지적, 정서적 안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참여 차원에서는 참여하는 여가활동과 이용하는 지역시설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인지적·정서적 안녕의 증대에 모두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나, 자원봉사 참여는 정서적 안녕 증대에만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앞

서 4장에서는 지역사회 참여와 인지적 안녕과의 관련성이 확인했다면 본 

모형을 통해서 참여 및 안녕의 개념을 확장할 때도 유사하게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음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노년기에 보다 다양한 유형의 활동 참

여의 기회와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고령자에

게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안녕감 제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의존 차원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인지적, 정

서적 안녕의 저하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웃 관계망의 경우 인

지적 안녕의 증진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

는 심리적, 도구적 지원을 취할 수 있는 관계의 경우 삶의 만족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무시와 불인정을 제공하는 관계의 경우 삶의 만족에 부정

적 효과를 미침을 지적하며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을 보고하는 한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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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에 고령자가 이웃과 끈끈하고 밀착

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개선하는 정책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간적 포용성 관련 요인을 포함한 모형 1-3과 2-3에서 주거 및 

근린환경 관련한 다수의 변수가 주관적 안녕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정성 차원에서 주택의 물리적 상태가 우수하고 주거비부담이 낮고 점

유 안정성이 높으며 지역 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안녕감의 증가와 유의하

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장에서 주관적 안녕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주거비부담 변수는 본 모형에서 인지적, 정서적 안녕 모형 모두에

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다만 인지적 안녕에 비해 정서적 안녕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며, 주거비 과부담이 우울 증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박정민 외(2015)의 연구와 유사

하다. 주거비부담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가중할 뿐 아니라 기본적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제약으로 이어져 정서적 

안녕의 저하에 관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근린에서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을 대표하는 녹지에 만족하는 고

령층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지적 안녕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고령자의 공간적 고립 수준을 설명하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 변수는 

인지적 안녕과 정서적 안녕에 유의미한 음(-)의 관계에 있음이 분석되는

데 앞서 3장 및 4장의 분석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

에게 주택은 정체성의 유지와 관련한 중요한 공간이지만, 한편으로 고립

감, 무료함 등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뒷받

침하고 있다(Sixsmith & Sixsmith, 2008).

또한 각종 시설 접근성 또한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며 4장의 분석 결과 및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한재원·이수기, 2019). 연속변수로 투입한 의료시설까지 거리 변수를 

제외하고 이분형 변수로 투입한 편의, 여가복지, 대중교통 시설 가운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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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대중교통 시설 만족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경제

적, 신체적 이유로 운전을 중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중교통시설은 고령

자의 이동성을 보완하여 근린 외부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

장하는 시설로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편의시설 만족 변수

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근린의 시장이나 가게 등 편의시설

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인 동시

에 지역 주민을 마주치거나 상점 주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장소가 될 수 있

다. 반면에 여가복지시설 만족이나 의료시설까지 거리 변수는 계수의 크기

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하나의 형태의 안녕에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의료시설까지 거리는 정서적 비안녕의 증가에, 여가복지시설 만족은 인지

적 안녕의 증가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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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  

이어서 지역수준 설명변수를 투입한 다층 모형의 분석 결과를 <표 5-5, 

6>에 제시하였다72). <표 5-5>는 인지적 안녕을, <표 5-6>은 정서적 안

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층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전 모형에서 기초모형

에 비해 지역수준 분산과 Log likelihood 절댓값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

역수준 정주환경 변수 투입 이후 모형의 적합도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 및 미시수준 정주환경 변수와 독립적으로 지역수준 

정주환경 변수 중 일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서 본 장에 주목하는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의 맥락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우선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사회적 포용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분적

으로 확인되고 있다. 모형 3-1에서 고령자 문화활동 참여가 활발한 지역 

특성과 인지적 안녕의 증가, 모형 4-2에서 고령자에 대한 인정 수준이 높

은 지역 특성과 정서적 안녕의 증가 사이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활동이나 옥외여가활동에 비해 문화활동 참여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난 것은, 문화활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거나 

물리적 이동 거리가 긴 경우가 많아 제약이 큰 활동이므로 지역에 따른 변

이가 더 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 내 다른 고령 인구의 적극적

인 참여가 고령자의 안녕감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

하는 고령자의 집합적인 효능감을 높이고 스스로의 참여 가능성을 크게 

인지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지역수준의 고령

자 인정 변수가 부정적 정서의 감소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된다. 이는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

령자는 일상생활에서 호의나 지원을 경험할 기회가 더 많고 이에 고령자

의 스트레스나 소외감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고령친

화도시 정책에서 고령자에 대한 이해, 관용 등 도시민의 포용적 태도를 핵

심적 영역의 하나로 꼽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WHO, 2007). 

72) 서울시 자치구의 수가 25개이기 때문에 모형의 안정성을 위해 지역변수는 2~3개
씩 투입하였다.



- 180 -

종속변수 : 삶의 만족 수준 모형 3-1 모형 3-2 모형 3-3 모형 3-4 모형 3-5 모형 3-6 모형 3-7
Coef Coef Coef Coef Coef Coef Coef

절편 19.522 *** 19.513 *** 19.531 *** 19.518 *** 19.501 *** 19.502 *** 19.496 ***

개인
특성

인구
사회
경제

성별  (남성=1) -0.113 -0.110 -0.109 -0.116 -0.107 -0.113 -0.111
연령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가구유형 (독거=1) 0.122 0.117 0.118 0.114 0.120 0.117 0.125
주택유형 (아파트=1) 0.140 0.138 0.158 * 0.152 0.150 0.130 0.133
교육  (참조:초등이하)
 중학교 0.031 0.024 0.016 0.032 0.019 0.033 0.028
 고등학교 0.137 0.127 0.122 0.138 0.123 0.135 0.135
 대학교이상 0.618 *** 0.613 *** 0.611 *** 0.622 *** 0.600 *** 0.630 *** 0.628 ***
가구소득(참조:100미만)
 100~200만원 미만 0.112 0.110 0.109 0.112 0.118 0.112 0.115
 200~300만원 미만 0.248 * 0.249 * 0.245 * 0.252 * 0.255 * 0.249 * 0.253 *
 300~400만원 미만 0.266 * 0.271 * 0.265 * 0.273 * 0.275 * 0.273 * 0.283 *
 400만원 이상 0.438 *** 0.445 *** 0.442 *** 0.450 *** 0.455 *** 0.449 *** 0.463 ***
경제활동 (참여=1) -0.078 -0.085 -0.078 -0.081 -0.083 -0.088 -0.085

신체

주관적 건강 1.307 *** 1.308 *** 1.306 *** 1.310 *** 1.313 *** 1.309 *** 1.309 ***
만성질환 (세개이상=1) -0.411 *** -0.416 *** -0.419 *** -0.415 *** -0.411 *** -0.419 *** -0.412 ***
인지기능 (제한=1) -0.100 -0.100 -0.102 -0.099 -0.096 -0.101 -0.104
IADL    (제한=1) -0.178 -0.186 -0.195 * -0.176 -0.192 * -0.182 -0.191 *
장애     (유=1) -0.468 *** -0.465 *** -0.459 *** -0.467 *** -0.459 *** -0.470 *** -0.468 ***

기타　
낙상경험 (유=1) -0.263 ** -0.259 ** -0.265 ** -0.259 ** -0.264 ** -0.258 ** -0.263 **
혈연관계망 0.028 *** 0.028 *** 0.028 *** 0.027 *** 0.027 *** 0.028 *** 0.028 ***
친구관계망 0.032 *** 0.031 *** 0.031 *** 0.030 *** 0.031 *** 0.031 *** 0.030 ***

사회적
포용성

참여
여가활동 참여 수 0.155 *** 0.156 *** 0.156 *** 0.164 *** 0.157 *** 0.150 *** 0.160 ***
자원봉사 (참여=1) -0.037 -0.025 -0.029 -0.033 -0.018 -0.024 -0.025
지역시설 이용 수 0.188 *** 0.187 *** 0.186 *** 0.186 *** 0.180 *** 0.188 *** 0.186 ***

상호
의존

차별 경험 (유=1) -0.244 ** -0.243 ** -0.257 ** -0.224 * -0.233 * -0.253 ** -0.236 *
이웃관계망 0.061 *** 0.061 *** 0.061 *** 0.061 *** 0.061 *** 0.061 *** 0.062 ***

공간적 
포용성

안정성

주택상태 0.177 *** 0.176 *** 0.175 *** 0.176 *** 0.177 *** 0.177 *** 0.177 ***
주거비부담 -0.088 -0.091 * -0.096 * -0.086 -0.098 * -0.086 -0.093 *
점유형태 (참조:자가)
 전세 -0.616 *** -0.617 *** -0.618 *** -0.625 *** -0.616 *** -0.614 *** -0.609 ***
 월세 등 -0.973 *** -0.974 *** -0.975 *** -0.985 *** -0.972 *** -0.973 *** -0.964 ***
지역 내 거주기간 0.010 *** 0.010 *** 0.011 *** 0.011 *** 0.010 *** 0.010 *** 0.011 ***

개방성 집안 보내는 시간 -0.029 * -0.030 * -0.030 * -0.030 * -0.028 * -0.030 * -0.030 *
녹지        (만족=1) 0.277 *** 0.275 *** 0.267 *** 0.265 *** 0.279 *** 0.280 *** 0.282 ***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10 -0.013 -0.011 -0.011 -0.023 -0.014 -0.012
편의시설    (만족=1) 0.249 ** 0.251 ** 0.242 ** 0.246 ** 0.248 ** 0.254 ** 0.248 **
여가복지시설 (만족=1) 0.155 0.173 * 0.168 * 0.161 * 0.178 * 0.176 * 0.182 *
대중교통시설 (만족=1) 0.444 *** 0.444 *** 0.441 *** 0.454 *** 0.451 *** 0.450 *** 0.451 ***

지역수준 (구)

사회적
포용성

참여
고령자 사회활동 참여 -0.350
고령자 문화활동 참여 0.194 *
고령자 옥외여가 참여 -0.522

상호
의존

이웃관계망 0.054
고령자 인정 -0.136

공간적
포용성

안정성

장기거주율 -0.127
최저주거미달 가구율 0.025
주거비부담 0.340
재가복지서비스 0.112 ***
복지예산규모 0.016

개방성
공원조성율 1.361 *
세대간 주거지 분리 -5.920 **
세대간 주거지 통합 4.080

접근성

노인여가복지시설 거리 -0.387 *
의료시설 거리 0.200
고령자 교통사고율 -0.052 *
보행환경 만족 0.116
대중교통서비스 0.004

지역수준 분산 0.107 *** 0.142 *** 0.116 *** 0.086 *** 0.093 *** 0.119 *** 0.120 ***
ICC 2.2% 2.9% 2.4% 1.8% 1.9% 2.4% 2.5%

χ2(df) 2687.1(39) 2665.7(38) 2680.7(39) 2706.6(38) 2698.4(39) 2678.7(38) 2678.4(39)
log likelihood -6547.53 -6550.13 -6548.30 -6545.47 -6546.48 -6548.46 -6548.48

* p<0.1  **p<0.05  ***p<0.01

<표 5-5> 인지적 안녕에 대한 다층-회귀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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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부정적 정서 수준 모형 4-1 모형 4-2 모형 4-3 모형 4-4 모형 4-5 모형 4-6 모형 4-7
Coef Coef Coef Coef Coef Coef Coef

절편 1.226 *** 1.224 *** 1.227 *** 1.229 *** 1.228 *** 1.235 *** 1.225 ***

개인
특성

인구
사회
경제

성별  (남성=1) 0.067 * 0.067 * 0.067 * 0.069 * 0.067 * 0.068 * 0.067 *
연령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가구유형 (독거=1) -0.035 -0.032 -0.033 -0.034 -0.034 -0.034 -0.035
주택유형 (아파트=1) 0.059 0.060 0.063 * 0.056 0.060 0.062 0.060
교육  (참조:초등이하)
 중학교 0.035 0.033 0.032 0.034 0.034 0.033 0.034
 고등학교 -0.057 -0.060 -0.058 -0.058 -0.056 -0.057 -0.057
 대학교이상 -0.003 -0.005 -0.007 -0.010 -0.002 -0.009 -0.004
가구소득 (참조:100미만)
 100~200만원 미만 -0.058 -0.059 -0.058 -0.058 -0.058 -0.059 -0.058
 200~300만원 미만 -0.076 -0.076 -0.075 -0.078 -0.076 -0.077 -0.076
 300~400만원 미만 -0.183 *** -0.183 *** -0.184 *** -0.185 *** -0.185 *** -0.186 *** -0.184 ***
 400만원 이상 -0.155 ** -0.158 ** -0.154 ** -0.161 ** -0.156 ** -0.161 ** -0.157 **
경제활동 (참여=1) -0.087 * -0.086 * -0.086 * -0.087 * -0.085 * -0.086 * -0.086 *

신체

주관적 건강 -0.305 *** -0.307 *** -0.304 *** -0.306 *** -0.305 *** -0.305 *** -0.305 ***
만성질환  (세개이상=1) 0.088 ** 0.089 ** 0.088 ** 0.090 ** 0.088 ** 0.090 ** 0.089 **
인지기능 (제한=1) 0.237 *** 0.235 *** 0.236 *** 0.238 *** 0.237 *** 0.240 *** 0.237 ***
IADL    (제한=1) 0.031 0.034 0.029 0.033 0.033 0.033 0.033
장애     (유=1) 0.085 0.085 0.086 0.084 0.085 0.086 0.085

기타　
낙상경험 (유=1) 0.079 * 0.082 * 0.079 * 0.080 * 0.079 * 0.079 * 0.080 *
혈연관계망 -0.007 ** -0.007 ** -0.007 ** -0.007 ** -0.007 ** -0.007 ** -0.007 **
친구관계망 0.002 0.001 0.002 0.002 0.002 0.001 0.002

사회적
포용성

참여
여가활동 참여 수 -0.049 ** -0.048 ** -0.048 ** -0.049 ** -0.049 ** -0.047 ** -0.049 **
자원봉사 (참여=1) -0.202 *** -0.200 *** -0.203 *** -0.200 *** -0.204 *** -0.205 *** -0.204 ***
지역시설 이용 수 -0.043 ** -0.044 ** -0.044 ** -0.044 ** -0.043 ** -0.044 ** -0.044 **

상호
의존

차별 경험 (유=1) 0.152 *** 0.158 *** 0.152 *** 0.153 *** 0.152 *** 0.155 *** 0.152 ***
이웃관계망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공간적 
포용성

안정성

주택상태 -0.031 *** -0.031 *** -0.031 *** -0.031 *** -0.031 *** -0.032 *** -0.031 ***
주거비부담 0.069 *** 0.067 *** 0.064 *** 0.069 *** 0.069 *** 0.068 *** 0.068 ***
점유형태 (참조:자가)
 전세 0.099 ** 0.100 ** 0.101 ** 0.098 ** 0.099 ** 0.096 ** 0.099 **
 월세 등 0.119 ** 0.122 ** 0.122 ** 0.116 ** 0.119 ** 0.115 ** 0.118 **
지역 내 거주기간 -0.003 ** -0.003 ** -0.003 ** -0.003 ** -0.003 ** -0.003 ** -0.003 **

개방성 집안 보내는 시간 0.020 *** 0.019 *** 0.020 *** 0.020 *** 0.020 *** 0.020 *** 0.020 ***
녹지        (만족=1) 0.004 0.007 0.004 0.008 0.005 0.001 0.006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36 * 0.035 * 0.038 * 0.035 * 0.037 * 0.036 * 0.036 *
편의시설    (만족=1) -0.122 *** -0.119 *** -0.123 *** -0.122 *** -0.122 *** -0.123 *** -0.120 ***
여가복지시설 (만족=1) 0.006 0.004 0.008 0.002 0.004 0.001 0.005
대중교통시설 (만족=1) -0.139 *** -0.137 *** -0.139 *** -0.140 *** -0.139 *** -0.142 *** -0.137 ***

지역수준 (구)

사회적
포용성

참여
고령자 사회활동 참여 -0.471
고령자 문화활동 참여 -0.075
고령자 옥외여가 참여 -0.036

상호
의존

이웃관계망 0.121
고령자 인정 -0.916 ***

공간적
포용성

안정성

장기거주율 0.036
최저주거미달 가구율 0.013
주거비부담 0.310 *
재가복지서비스 -0.042 **
복지예산규모 -0.062 *

개방성
공원조성율 -0.161
세대간 주거지 분리 -0.467
세대간 주거지 통합 -1.216

접근성

노인여가복지시설 거리 0.249 **
의료시설 거리 -0.180
고령자 교통사고율 0.003
보행환경 만족 -0.102
대중교통서비스 -0.001

지역수준 분산 0.042 *** 0.031 *** 0.038 *** 0.035 *** 0.045 *** 0.035 *** 0.045 ***
ln_alpha -0.87 -0.87 -0.87 -0.87 -0.87 -0.87 -0.87
χ2(df) 999.4(39) 1007.3(38) 1001.0(39) 1005.1(38) 997.3(39) 1004.3(38) 997.5(39)

log likelihood -6554.31 -6551.13 -6553.06 -6552.44 -6554.96 -6552.61 -6554.99
* p<0.1  **p<0.05  ***p<0.01

<표 5-6> 정서적 안녕에 대한 다층-음이항회귀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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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지역수준 이웃관계망은 인지적, 정서적 안녕에 모

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개인의 지역사회 관계망

이 고령자의 인지적 안녕 증진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것과 상반

되는 것이다. 지역 내 거주민 사이의 전반적인 호혜 수준은 고령자의 주관

적 안녕감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

다. 하나는 자치구라는 공간적 범위가 고령자가 일상에서 접촉하는 이웃 

관계를 포착하기에 다소 큰 데에서 연유할 수 있다. 또 하나는 3장에서 파

악했듯이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고령층 내부로 한정되고 있으므로 

이웃과의 호혜적 관계에 고령층이 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가

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지역수준의 사회적 자본은 고령자와 결속의 

형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고 있다(어유경 

외, 2017). 즉 지역사회의 전반적 이웃관계망이 촘촘하더라도 고령자 개

인이 경험하는 이웃관계망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지

역수준 관계망은 고령자의 안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수준의 정주환경의 공간적 포용성 관련해서 살펴보자. 

지역수준 주거 안정성을 설명하는 변수들 가운데 인지적 안녕과 재가복

지서비스 변수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모형 3-4), 정서적 

안녕과는 주거비부담,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예산 변수 사이의 유의미한 관

계가 확인되고 있다(모형 4-4). 이들 변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고

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의 복지 및 

주택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자치구의 재가복지서비스 수

준이나 복지예산 규모가 클수록 해당 지역 고령자가 경제적 이유 또는 건

강상의 이유 등으로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

원할 여력이 큼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자를 직접적인 수요자로 하는 재가

복지서비스는 두 형태의 안녕에 모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어 고령자 

삶에 미칠 함의가 클 수 있다. 또한 주거비부담 관련하여 개인이 체감하는 

수준뿐 아니라 자치구의 평균적인 부담 수준이 동시에 정서적 안녕의 감

소에 유의하게 관련되어 맥락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



- 183 -

비부담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적정한 주택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장래의 비자발적인 이주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고령자

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주관적 안녕의 감소에 관련되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자가 한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는 인지적, 

정서적 안녕의 증대에 매우 유의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지역수

준의 장기거주율은 안녕감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행연구

에서는 지역의 주거 안정성이 주관적 안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Boardman, 

2004; Matthews & Yang, 2010)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지역수준 개방성을 설명하는 변수 가운데 공원 조성율과 세대간 주거지 

분리 변수가 인지적 안녕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모형 3-5), 정서적 안녕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모형 3-5에서 

개인수준에서 경험하는 녹지 만족을 통제하고도, 자치구 수준에서 도시공

원 공급 수준은 그 자체로 고령자의 안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원, 가로, 수변 등 여유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장소를 근린 내에 풍부하게 조성하는 것이 고령자 안녕감의 증진하

는데 분명히 기여할 것을 시사한다. 이는 지역의 공지 공급 규모가 고령자

의 옥외 활동 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고령자의 여가 

욕구를 충족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지의 기능을 강조하는 선행 연구와

도 맥을 같이 한다(윤정미·최막중, 2014). 한편 자치구 내에서 세대 간 

주거지 분리는 고령자의 인지적인 안녕 저하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3장에서 시행한 개별 면담 내용을 토대

로 고령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에서 청장년층과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

게 되고, 스스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서 거주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

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면담 참여자 일부에서

는 세대 간 교류가 불편하고 어려워서 꺼리는 행태가 확인되었고, 기존 연

구에서도 고령자 밀집이 오히려 우울감의 감소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Kubzansky et al., 2005). 이를 바탕으로 세대 간 공간적 분리가 



- 184 -

모든 고령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고령자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세대 간 고정관념 등을 감소시키고 관

용과 이해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지적과(이지연·한경혜, 2017)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은 거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을 

고려할 때(최희용, 2020) 세대 간 주거지 분리와 고착화에 대해 도시공간

구조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수준 접근성 차원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평균 거리의 증가는 

모든 형태의 안녕 감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모형 3-6, 4-6).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은 고령자 간 상호작용과 다양한 참여 활동을 매개

하는 시설로서 의미가 크며 이에 대한 물리적인 거리는 이러한 기회를 제

약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자치구의 노인복지시설 수

가 고령자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보고하는 연구와 유사하

나(장인수·김홍석, 2013)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를 기반한 평균 거리 변

수를 사용하여 양적 공급뿐 아니라 분포 또한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에서 여가시설 만족과 여가활동 참여를 

통제한 후에도 지역수준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이 안녕감의 증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은 그 

자체로 시설 이용과 참여에 대한 잠재적 기회를 높여서 주관적 안녕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지역의 의료기관 규모

가 고령자 삶의 만족 증진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하는 것과 다르게(장인

수·김홍석, 2013), 본 연구에서는 의료시설 거리 변수의 경우 모든 형태

의 안녕감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모형 4-6에서 고령자

가 인지한 의료시설 이동 거리 변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를 기초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 전반의 객관적, 평균적인 접근성보다

는 집 주변의 미시적 보행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인 인지된 접근

성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역수준의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과 인지적 안녕은 유의미한 음

(-)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모형 4-7). 이는 보행 위험이 일상생활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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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높여서 적극적인 외부활동 참여에 대한 심리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며(이새롬·양희진, 2021; Rigolon et 

al., 2018) 삶의 만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결과로서 의

미가 있다. 즉 지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면 고령자의 외부

활동이 위축되고 안녕감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3장에서 개별 면담 및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했듯이 고령층에게 보행은 기본적인 이동행위이자 외부 환경을 

탐색하는 옥외활동으로 의미가 크다. 거주지 주변 환경 특성은 보행 활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Jun & Hur, 2015; 이경

환·안건혁, 2008), 보행환경이 우수할 경우 고령자가 집안에 머무는 시

간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

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수준의 보행환경 만족은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

로 예상하였으나,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맥락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지역수준 보행환경의 맥락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Berke et al., 2007; Saarloos et al., 2011), 측정 

방식이나 공간적 범위, 통제변수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고령자 개인의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이나 미시수

준에서 경험하는 정주환경의 포용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환경 포용 수준에 따라 주관적 안녕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

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 확대를 위한 노

력이 고령자 개인의 안녕 증진에 유효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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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주환경 포용성의 다층 간 상호작용 효과

본 절에서는 고령자의 주거 조건을 설명하는 두 변수 ‘주택상태’와 

‘지역 내 거주기간’이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자치구마다 상이한지를 확

인하기 위해 임의계수 다층 모형을 시행한다. 층위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

하는 다층 모형에서는 상호작용항에 투입하는 하위 수준 변수의 임의계수 

효과가 반드시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다(Heisig & Schaeffer, 2019). 이

후 임의계수 효과가 확인된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정주환경 요인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것이다. 곧 지역수준 정주

환경 요인이 주거 안정 요인과 고령자 안녕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

가 유의한가를 검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열악한 주택이 안녕감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은 지역수준 정주환경 요인에 의해 완화되는가?’그리고 

‘장기거주가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지역수준 정주환경 요인에 

의해 강화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주택상태 및 거주기간 변수에 대해 임의계수 효과를 적용한 다층 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5-7>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모형 5는 인지적 안녕, 모형 

6은 정서적 안녕을 종속변수로 한 추정한 결과이다. 또한 모형 5-1과 모

형 6-1은 주택상태 변수에 대해 임의계수 효과를, 5-2와 6-2는 거주기

간 변수에 대해 임의계수 효과를 적용한 결과이다. 주택상태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임의계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거주

기간의 경우 정서적 안녕 모형(모형 6-2)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동일한 물리적 상태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인지적·정서적 안

녕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어느 자치구에 사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이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자

치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뜻한다. 

다음으로 어떠한 지역수준 정주환경 요인이 주택상태, 거주기간과 주관

적 안녕의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층위 간 상호작용항을 투

입한 모형을 분석할 것이다. 앞의 결과에 따라서 정서적 안녕 모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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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인지적 안녕 정서적 안녕

모형 5-1
(임의계수:주택상태)

모형 5-2
(임의계수:거주기간)

모형 6-1
(임의계수:주태상태)

모형 6-2
(임의계수:거주기간)

절편 19.420 *** 19.508 *** 1.242 *** 1.193 ***

고정
효과

개인
특성

인구
사회
경제

성별  (남성=1) -0.103 -0.110 0.066 * 0.076 **
연령 0.006 0.006 0.000 0.000
가구유형 (독거=1) 0.125 0.121 -0.038 -0.032
주택유형 (아파트=1) 0.188 ** 0.147 0.055 0.051
교육  (참조:초등이하)
 중학교 0.032 0.023 0.039 0.035
 고등학교 0.087 0.128 -0.054 -0.057
 대학교이상 0.598 *** 0.617 *** -0.009 -0.005
가구소득 (참조:100미만)
 100~200만원 미만 0.124 0.115 -0.059 -0.049
 200~300만원 미만 0.276 ** 0.254 ** -0.082 -0.069
 300~400만원 미만 0.260 * 0.277 * -0.193 *** -0.176 ***
 400만원 이상 0.431 *** 0.445 *** -0.153 ** -0.145 **
경제활동 (참여=1) -0.066 -0.087 -0.090 ** -0.075 *

신체

주관적 건강 1.291 *** 1.308 *** -0.303 *** -0.307 ***
만성질환  (세개이상=1) -0.416 *** -0.411 *** 0.094 ** 0.094 **
인지기능 (제한=1) -0.120 -0.105 0.232 *** 0.236 ***
IADL    (제한=1) -0.183 -0.185 0.034 0.031
장애     (유=1) -0.476 *** -0.467 *** 0.087 0.083

기타　
낙상경험 (유=1) -0.256 ** -0.262 ** 0.072 0.081 *
혈연관계망 0.029 *** 0.029 *** -0.008 *** -0.007 **
친구관계망 0.030 *** 0.031 *** 0.001 0.001

사회적
포용성

참여
여가활동 참여 수 0.171 *** 0.156 *** -0.055 *** -0.048 **
자원봉사 (참여=1) -0.007 -0.027 -0.195 *** -0.201 ***
지역시설 이용 수 0.183 *** 0.187 *** -0.043 ** -0.043 **

상호
의존

차별 경험 (유=1) -0.238 * -0.239 * 0.156 *** 0.161 ***
이웃관계망 0.050 *** 0.060 *** -0.004 -0.006

공간적 
포용성

안정성

주택상태 0.159 *** 0.175 *** -0.033 *** -0.032 ***
주거비부담 -0.087 -0.094 * 0.063 *** 0.067 ***
점유형태 (참조:자가)
 전세 -0.585 *** -0.613 *** 0.085 * 0.101 **
 월세 등 -1.005 *** -0.981 *** 0.115 * 0.118 **
지역 내 거주기간 0.009 *** 0.011 *** -0.003 ** -0.003 *

개방성 집안 보내는 시간 -0.032 ** -0.028 * 0.019 *** 0.022 ***
녹지        (만족=1) 0.311 *** 0.275 *** -0.006 0.012

접근성

의료시설 거리 -0.012 -0.015 0.031 0.035 *
편의시설    (만족=1) 0.246 ** 0.252 ** -0.122 *** -0.113 ***
여가복지시설 (만족=1) 0.183 * 0.180 * 0.010 0.006
대중교통시설 (만족=1) 0.442 *** 0.439 *** -0.125 *** -0.132 ***

임의 
효과

지역수준 분산 0.166 *** 0.141 *** 0.051 *** 0.047 ***
주택상태 0.009 *** - 0.001 *** -
거주기간 - 0.000 n.s - 0.0001 **

ICC (ln_alpha) 3.44% 2.88% (-0.905) (-0.894)
χ2(35) 1949.18***  2640.17***  872.98***  996.22***

log likelihood -6531.68 -6549.36 -6545.91 -6547.45
주1)* p<0.1  **p<0.05  ***p<0.01
주2) 인지적 안녕 모형은 다층-회귀모형, 정서적 안녕 모형은 다층-음이항회귀모형을 실시한 결과이며,
    정서적 안녕 모형의 종속변수는 높을수록 안녕감이 낮도록 구성되어 부호의 해석이 반대임을 유의해야 함.

<표 5-7> 인지적, 정서적 안녕에 대한 임의계수 다층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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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항의 하위수준 변수로 ‘주택상태, 거주기간’을 사용하고, 인지

적 안녕 모형에서는 하위수준 변수로  ‘주택상태’를 사용하였다. 개인수

준 설명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주택상태 및 거주기간 변수에 대해 

임의효과를 적용하고, 여기에 층위 간 상호작용항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였

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층위 간 상호작용항에 대해 <표 

5-8>에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택상태와 고령자 안녕감의 관계를 조

절하는 지역수준 요인, 그리고 거주기간과 고령자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

는 지역수준 요인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종속변수 상호작용항
주 효과 상호작용 효과

coef. S.E coef. S.E

정서적
안녕

1수준.주택상태 -0.033*** 0.008 - -

1수준.주택상태#2수준.문화활동 참여 -0.034*** 0.007 -0.016** 0.008

1수준.주택상태#2수준.복지예산 규모 -0.034*** 0.007  0.011* 0.006

1수준.주택상태#2수준.세대 간 주거지 통합 -0.034*** 0.007 -0.808** 0.366

1수준.거주기간 -0.003** 0.002 - -

1수준.거주기간#2수준.고령자 인정 -0.003* 0.002 -0.025* 0.013

1수준.거주기간#2수준.주거비부담 -0.003* 0.002  0.013* 0.008

인지적
안녕

1수준.주택상태  0.165*** 0.023 - -

1수준.주택상태#2수준.주거비부담  0.159*** 0.020  0.242*** 0.083

1수준.주택상태#2수준.노인여가복지시설 거리  0.160*** 0.021  0.094** 0.046

주1) * p<0.1  **p<0.05  ***p<0.01
주2) 개인수준 설명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층위 간 상호작용을 투입한 다층모형을 시행했으며, 상호작용항과 관련한 결과
만을 제시하였음. 

<표 5-8> 유의미한 층위 간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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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상태와 안녕의 관계에 대한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조절효과

<표 5-8>에서 주택상태와 정서적 안녕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역수준 변

수는 ‘고령자 문화활동 참여, 복지예산 규모, 세대 간 주거지 통합’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3>과 같다. 이는 Aiken & West(1991)이 제안에 따라 지역수

준 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 값에 대하여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식을 따랐다. 즉 지역 평균보다 표준편차만큼 큰 값과 평균보다 표준편

차만큼 작은 값에 대한 그래프를 작성하여 평균일 때와 비교하도록 제시

하였다. 본 장에서는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이 높은 쪽을 점선, 낮은 

쪽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림 5-3>의 x축은 주택의 물리적 상태

를 의미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택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그래프의 

y축은 정서적 안녕을 나타내며 위쪽으로 갈수록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세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주택상태가 열악할수록(x축의 왼

쪽 방향), 부정적 정서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y축의 위

쪽 방향). 

우선 <그림 5-4>의 (1)에서는 지역의 복지예산 규모에 따라 주택상태

와 우울의 관계가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표현하고 있다. 복지예산 규모가 

높은 지역(점선)에서 전반적인 부정적 정서 수준이 가장 낮고, 기울기도 

가장 완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물리적으로 부적절한 주택에서의 거주

가 부정적 정서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복지예산 규모가 큰 지역

에서 더 작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노령 기초 연금,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공적 소득 수준이나 고령자 복지

시설에서 공급하는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주거 및 생계급여 지원이나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부정적 정서의 증가를 완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완충 효과는 더 열악한 주택에 거

주하는 고령자에게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복지예산의 혜

택이 사회경제적 취약층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고 부족한 자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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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치구의 복지예산의 효

과는 특히 물리적으로 적정한 주거에서 배제된 고령자에게 두드러지는 것

은, 지역수준의 정주환경 요인이 주택상태에 따른 고령자 안녕감의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함의가 있다. 앞서 2절에서 복

지예산 규모는 해당 지역에 고령자의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 증대에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 절에서 주택상태와 주관적 안녕의 관계

를 조절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령자의 안녕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그림 5-3>의 (2)와 (3)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은 공통적으로 지역수준 포용성이 높은 지역(점선)에서 기울기가 더 가파

(1) ‘복지예산 규모’의 조절효과

(2) ‘고령자 문화활동 참여’의 조절효과 (3) ‘세대 간 주거지 통합’의 조절효과

<그림 5-3> 주택상태와 정서적 안녕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역수준 정주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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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그래프가 교차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즉 주택상태가 어느 수준 이상

일 때에는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이 높은 자치구(점선)에서 부정적 정

서가 더 낮지만, 주택상태가 그 이하일 때에는 오히려 지역수준 포용성이 

낮은 자치구(실선)에서 부정적 정서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수준 

포용성 요인의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으며,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의 경우 문화 참여, 세대 간 공간통합 측면에서 지역수준 포용성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현되지 못함을 뜻한다. 즉 지역수준 포용성이 높더라도 부적

절한 주택에 거주할 때, 그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과 박탈감

이 커져서 부정적 정서를 증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개인은 안녕과 

행복에는 주변 사람과 비교를 통해 인지하는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의 지적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Ballas, 2013). <그림 5-3>의 (3)에서 평균 이하의 주택상태에서 거주

하는 고령자는 세대 간 주거지 통합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도 다양

한 이웃 주민과 상호작용이 벌어지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가 강화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3장의 심층 면담 결과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

는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고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은 청장년층

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주택상태가 

열악함을 언급했던 참여자의 경우 젊은이에 의한 차별과 무시에 대한 불

안감을 호소하였다. 곧 나이로 인한 차별에 부적절한 주택에 거주한다는 

부정적 시선이 더해져서 안녕감의 저하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

거지의 세대 간 통합 수준이 높을 때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능력이 낮은 고령자에게 열악한 주거가 돌아갈 수 있어서 안녕감의 

저하를 연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주거지 통합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령자 개인수준에서 물리적으로 적정한 

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주택상태와 인지적 안녕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수

준 변수는 ‘주거비부담, 노인여가복지시설 거리’이다. 이러한 관계를 그

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4>와 같다.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x축은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의미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택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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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의 y축은 삶의 만족을 나타내며 위쪽으로 갈수록 만족 수준이 높음

을 뜻한다. 두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주택상태가 열악할수록(x축의 왼쪽 

방향), 삶의 만족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y축의 아래쪽 방향). 

우선 <그림 5-4>의 (1)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 거리가 가까운 지

역(점선)의 기울기는 그렇지 않은 지역(실선)에 비해 완만해서 주택상태 

열악이 삶의 만족 저하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앞서 자치구의 복지예산 규모의 조절효과와 유사한 형태이다. 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시설은 고령자가 한데 모여서 교류하고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특히 저소득 및 후기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다. 이에 집에서부터 먼 거리로 인해 고령자 여가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울 

때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가 잠재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성의 제약은 이들 시설의 주요 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취

약층, 곧 주택상태가 열악한 고령자에게 더욱 크며 주택상태가 우수한 고

령자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열악한 주택이 밀집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노

인여가복지시설을 공급하거나 셔틀버스 등 이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

화될 때 고령자 안녕감의 진작 효과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거리’의 조절효과 (2) ‘주거비부담’의 조절효과 

<그림 5-4> 주택상태와 인지적 안녕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역수준 정주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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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5-4>의 (2)를 살펴보면, 지역수준 주거비부담이 낮을 때 

주택상태가 평균보다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고령자 만족감 저하가 완

화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거주지역의 부담가능한 주택이 풍부할 경우 특히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4>의 (1), (2)는 공통적으로 지역수

준 정주환경의 포용성은 특히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더 크

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수준의 정주환경 

특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에게 더욱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Lee & Chou, 

2019; 김형용, 2010). 그러나 지역의 주거비부담 수준이 높더라도 평균 

이상의 양호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오히려 삶의 만족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고령자에게 열악한 주택, 주거비부담, 불안정한 점

유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양호한 주택에 거주하

는 고령자는 자가인 경우가 많고 지역수준의 높은 주거비가 경제적인 부

담으로 체감되기보다 높은 자산을 의미하므로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거주기간과 안녕의 관계에 대한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조절효과

<표 5-8>에서 거주기간과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지역수준 정주환경 변수는 ‘고령자 인정, 주거비부담’변수이다. 이들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그림 5-5>에 제시하였다. 그래프의 x축은 거주

기간을 의미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주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프의 

y축은 정서적 안녕을 나타내며 위쪽으로 갈수록 부정적 정서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x축의 오른쪽 방향), 부

정적 정서 수준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된다(y축의 아래쪽 방향). 

우선 <그림 5-5>의 (1)에서 고령자 인정 수준이 높은 지역(점선)의 기

울기가 더 급해서 거주기간이 부정적 정서 수준을 감소하는 효과가 더욱 

강화되지만, 고령자에 대한 인정이 낮게 나타나는 지역(실선)에서 장기거



- 194 -

주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장기거주와 안녕감 사이의 양(+)의 관

계가 지역환경의 포용 수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모

형에서 지역수준 변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

주환경의 시간적 변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을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높은 지역에 거주할 때 지역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호의나 도구적 지지 등을 경험할 기회가 증가

하기 때문에(WHO, 2007) 고령자의 정서적 안녕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더욱 증폭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거주민의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전반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오래 거주한 고령자라 할지라도 이웃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고 편견과 차별의 위

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녕감의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역수준 주거비부담 변수의 조절효과는 <그림 5-5>의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앞의 그래프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주거비부담 수준이 낮은 

지역(점선)에서는 거주기간이 부정적 정서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강화되나 주거비부담 수준이 높은 지역(실선)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수준의 주거비부담이 클 경

우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장기거주의 긍정적 

(1) ‘고령자 인정’ 의 조절효과 (2) ‘주거비부담’의 조절효과

<그림 5-5> 거주기간과 정서적 안녕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역수준 정주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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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역수준 주거비부담은 고령자의 

정서적 안녕 저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뿐 아니라, 장기거주가 미치는 긍

정적 효과를 저해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은 개인의 주택상태, 거주기간과 

함께 지역수준 정주환경 특성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수준 변수의 경우(복지예산 규모, 주거비부담, 노인여가복

지시설 접근성) 열악한 주택환경이 고령자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완충 효과는 보다 열악

한 주거에 거주하는 고령자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고령자 개인 간 안녕감의 차이를 줄이는데 지역수준의 포용성이 기여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수준 변수의 경우(문화활동 참

여, 상호작용지수) 포용성의 긍정적 영향이 적절한 주택상태에 있는 고령

자에게만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인의 주택환경에 대한 지원이 선

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상호의존 및 부담가능한 주택 측면에

서 포용성이 높은 갖춘 자치구에서 장기거주가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는 지

역적 조건과 복합되어 고령자 안녕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을 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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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 특성이 노년기 자원과 역량의 제

약을 보완하여 도시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 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주

목하였다. 이에 답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과 미시수준 및 자치구 수준 정주

환경 변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다층 모형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

역수준에서 측정한 정주환경 포용성 변수 일부가 고령자 주관적 안녕에 

유의미한 맥락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고령자 개인의 주거 조건과 상호작용

을 통해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지역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설명하는 재가복지서비스 및 복지예

산 규모, 주거비부담 요인과 고령자 주관적 안녕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의 안녕은 자치구의 재가복지서비스 및 복지

예산 규모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주거비부담과 음(-)

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수준의 제도적, 정책적 환경이 

고령자층의 안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치구의 재가복지서비스 수준은 고령자의 모든 형태의 안

녕감 증가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어서, 살던 집과 동네를 떠나

지 않고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중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치구 내에 부담가능한 주택이 풍부함은 고령자가 경제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의 위험,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수준

을 낮추어 고령자의 안녕감 진작에 유효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치구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이나 이를 보완할 수 있

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정책이 노년기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정주환경의 접근성 측면에서 자치구의 노인여가복지시설 거리,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과 주관적 안녕 사이의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확

인되었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고령층 내부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참여 활동을 매개하는 장소로서 함의가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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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가까이 존재하는 것이 안녕감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 증가는 고령층의 외부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높여 다양한 참여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안녕감 저하로 이어지

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지역적 차원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의 

양적 확대와 안전한 접근로를 위한 질적 개선을 연계하는 노력은 해당 지

역 고령자의 안녕에 상당히 기여할 것을 시사한다. 한편 공간적 개방성 측

면에서 집 근처에서 도시공원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고령층과 비고령층의 

주거지 혼합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고령자의 전반적인 안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집 밖에 나와 외부환경을 탐색하고 다양한 거주민과 

상호작용의 기회가 확장된 정주환경에서 고령자의 심리적인 고립감, 소외

감 등이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 정책

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고령자 전용시설뿐 아니라 공원 같은 모든 세대가 공

유하는 근린시설을 공급하고 특정 계층의 주거지 집중을 방지하는 등 도

시계획적 접근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셋째로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사회적 포용 요인과 주관적 안녕의 관련성

은 한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의 문화활동 참여가 활발

하거나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지역 특성과 고령자의 안녕감 

사이의 양(+)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차원에서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공원, 안전한 보행환경 등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차별적 시선을 방지하

고 문화활동의 기회 부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정책도 함

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령자 개인이 이웃과 맺는 관계의 

상호의존성은 안녕감의 증진에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는데 비해 지역수

준 이웃 관계망의 경우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자치구라는 공간

적 단위가 고령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에 비해 광범위하거나, 

일반 거주민 사이의 호혜가 고령자를 배제한 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로 주택상태가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수준 정주환경 특성에 의

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예산이 풍족하고 노인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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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가까운 자치구에서 열악한 주택상태가 주관적 안녕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이 

고령자 개인이 보유한 자원 차이로 인한 안녕의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주거가 밀집되

어 있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예산 지원이나 복지

관, 경로당 등의 공급을 확대할 때 고령자 안녕감의 증진 효과가 클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또 다른 지역 요인, 문화활동 참여나 세대 간 주거지 

통합의 경우 그 효과가 일관되지 않았는데 개인의 주택상태에 따라 그 작

동 방향이 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이상의 양호한 주택에 거주하는 고

령자에게만 지역수준 포용성이 안녕감 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

며,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안녕감이 저하되는 방향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 차원의 높은 포용 수준이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심화할 가능성을 보여주

며, 이에 고령자 개인 수준에서 적절한 주택환경 보장이 선행되어야 지역

환경 차원의 포용성의 긍정적 기능이 발현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이 고령자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지역수준 

정주환경 특성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인정 수준이 높고, 주거비부담 수준이 낮은 지역 특성은 거주기간과 

주관적 안녕 사이의 양(+)의 관계를 강화하지만, 해당 변인의 포용 정도

가 낮은 지역에서는 거주기간이 길더라도 안녕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

되지 않았다. 이는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주거비부담 수준이 높

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는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서 

장기거주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정책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

서 정주환경의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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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도시화율로 인하여 도시에서 거주하는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도시 고령층의 주관적 안녕은 상당히 낮

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생애 후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주환경의 

역할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도시계획 및 정책과 연계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포용성’ 논의가 노년기 

삶을 지원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주목

하였다. 주거지 인근의 정주환경은 일상생활이 시작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는 공간으로 생활 범위가 좁은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주환경을 중심으로 포용성의 구성 차원을 재조명하고,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정주환경’개념을 정립하였다.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 ‘참

여, 상호의존’, 공간적 측면에서 ‘안전성, 개방성, 접근성’의 다섯 차원

과 ‘미시 및 지역수준’의 두 층위로 구성하였다.

정주환경 포용성 개념을 기초로 하여 3장에서는 서울시 고령자를 대상

으로 정주환경 포용 현황과 양상을 탐색하고, 4장과 5장에서는 정주환경

의 포용성과 고령자 주관적 안녕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 분석

을 시행하였다. 4장에서는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차원이 고령

자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행하였다. 이어 5장에서는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이 주관

적 안녕 증진에 기여하고, 개인의 주거 조건과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를 검증하기 위해 다층 분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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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주요 발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고령자에게 주거지 인근의 정주환경은 그들 삶의 만족과 

안녕감에 상당히 관련된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신체·경제적 자원에 따라 

정주환경의 포용 특성에서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개별 면담의 연구 참

여자들은 살아온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면서 이웃과 상호의존적 관

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외로움, 고립감을 완화하고 만족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상당히 중요한 항목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을 벗어나 외부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적 개방을 통해

서 안녕감을 느끼지만, 경제적, 심리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소득과 연령

에 따라서 이용 공간의 분화, 생활 반경의 차이, 이웃관계망의 비중 등 여

러 항목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은 고소득 및 전기 고

령자에 비해 저소득 및 후기 고령자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공원, 

수변공간 등 야외공간 이용률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서 다양한 

집단이 공유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저소득 및 

후기 고령자는 거주하는 동을 벗어나는 시간이 유의하게 짧아 활동 반경

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은 총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는 작았지만 

이웃 관계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시수준 정주환경의 포용 경험은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 증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연령, 소득 등 개인 특성에 비해 더

욱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주환경 구성 차원 중에서도 가장 중

요한 요인은 주거 안정성으로 양호한 주택상태와 자가 점유가 주관적 안

녕 진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외부공간을 이용하는 것 역시 유의한 영향요인임이 확인되는데, 공

지의 영향력은 여가복지시설, 의료시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 전용시설 위주의 공급 정책뿐 아니라 집 주변의 공지,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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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공간을 풍부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이 고령

자 안녕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간적 요인 못지않게 

사회적 포용성을 설명하는 지역시설 이용과 이웃과의 상호의존은 고령자 

안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공식적인 활동, 관계망과 별

도로 비공식적인 참여와 이웃과의 사적인 관계망이 고령자 삶에 갖는 중

요한 함의를 확인해주는 결과이며, 노년기에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할 필요를 뜻한다.

셋째,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을 구성하는 다차원은 상호 연관되어 점

차적으로 강화되고,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다차원 간 경로를 검증하였는데, 공간적 포용성이 사회적 포

용성을 유인하는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와 상호의존 간 순환하는 관

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참여와 상호의존 사이

의 순환 관계는 후기 및 저소득 집단에게만 확인되며, 전기 및 고소득 집

단은 지역사회 참여가 상호의존에 미치는 일방향의 영향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웃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웃으로부터 지역 참여를 위한 정보와 동기를 적극

적으로 얻는 것을 의미하나, 동시에 이웃 관계망으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후기 고령자의 경우 점차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주관적 안녕의 저하를 경

험하게 될 것을 뜻한다. 또한 차원 간 선순환이 유의한 저소득, 후기 집단

의 경우 안전한 주택, 상호의존과 같은 정주환경의 포용 경험이 주관적 안

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극대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고령자 주관적 안녕에 대한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의 맥락 효

과가 검증되었다. 개인수준 변수를 통제한 다층 모형 분석 결과, 자치구 

수준의 문화활동 참여, 고령자 인정,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예산 규모, 공원 

조성률 변수와 주관적 안녕의 양(+)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면

에 자치구의 주거비부담, 세대 간 거주지 분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거리, 고

령자 교통사고 위험 변수는 주관적 안녕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

되었다. 이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재가복지서비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모든 유형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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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항목이다. 이뿐 아니라 공원 조성율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은 복지관, 경로당 등 고령자 전용시설만이 아니라 전 세대가 공유하

는 공원, 가로와 같은 공지의 공급 수준도 고령자의 안녕을 늘이데 기여하

는 요인임을 뜻한다. 또한 보행환경의 질을 설명하기 위한 고령자 교통사

고 위험 변수도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 근처에서 

공원, 복지관 등을 얼마나 제공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로를 통해 접근하도록 연계할 때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이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 지역수준 사회적 포용 요인 가운데서는 고령자에 

대한 인정 수준, 고령층의 문화활동 참여 수준이 고령자 안녕의 증진과 연

관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고령층의 안녕감 진작을 위한 지역적 차

원의 노력에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개선하고, 문

화 참여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는 것까지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섯째, 지역수준 정주환경 요인 중 일부는 고령자 개인의 주거 조건과 

상호작용을 통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자치구의 복지예산 규모가 크고, 주거비부담이 낮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이 우수할 때 부적절한 주택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을 낮추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주택상태가 열악할수록 이러한 완화효

과가 커서, 주택환경의 차이가 주관적 안녕의 차이로 벌어지지 않도록 지

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이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의미가 있

다. 그러나 모든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작동하

지 않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자치구의 문화활동 참여, 세대 간 주거지 

통합 수준은 평균 이상의 주택상태를 갖춘 고령자의 안녕을 더욱 높이고, 

그렇지 않은 고령자의 안녕은 낮추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

절한 주택환경에서 배제된 고령자가 세대 간 상호작용이나 문화활동 참여

가 활발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오히려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차별의 위험

이 증가하여 안녕감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곧 개인수준

에서 물리적으로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의 고령자 인정이 높고 주거비부담이 낮은 자치구에서는 장기거

주가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높이는 결과를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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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의 긍정적 영향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는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

용적 특성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효과를 저해하거나 강화하고 있음을 

뜻하며, 얼마나 오래 거주하는가만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에서 거주하는가

에 따라 안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주택상태나 점유의 안정은 전통적으로 고령자 정책에서 주목해온 

소득, 건강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택환경 

개선이나 적절한 주택으로 이동 지원 등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

는 정책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는 고령

자에게 세대 간 주거지 통합과 같은 지역 환경의 긍정적 효과가 미치지 못

하는 것은 역시 적절한 주택이 최우선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임을 확인해

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 급여는 고령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고령자 안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한정된 비용과 부담가능한 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적절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아 편안한 안식

처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량의 일정 부분이 고령층에게 배분되고 있지만 입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별 면담에 참여한 고령층 다수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었

다. 고령층은 익숙한 생활환경과 이웃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에 노년기에도 

기존 생활권역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거비부담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고령층을 위한 소규모의 공

공임대주택을 더욱 다양한 입지에서 공급하는 것이 요구되며, 주거비용과 

함께 적절한 환경을 갖춘 주택 물색 및 개보수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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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정주공간의 포용성이 고령자의 지역

사회 참여와 이웃과 상호의존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포용적 공간환경이 고령자의 사회적 활동과 교류의 기회 확대와 뚜렷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현재 고령자 정책의 기조가 되는 

‘활동적 노후’와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에서 공간환경에 대한 논의

는 많지 않을뿐더러 주로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고령자 시설 공급 위

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가로, 공원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행되고 있으나 한정된 장소에서 시범 사업 형태이므로 전반적인 근린환

경 개선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양재섭·성수연, 2021). 하

지만 지역시설의 공급과 분포, 보행 안전, 세대 간 주거지 분리 등이 고령

자의 안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고령자 정책은 보다 거

시적, 장기적인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고령층의 이용이 많은 지역

사회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고려하여 접

근성이 양호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

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구축할 때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의 효과

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고령 인구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서는 

공적 지원 체계만이 아니라 비공식적 체계의 구축과 강화를 중요하게 고

려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와 별도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대감은 고령층의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

여 주관적 안녕을 제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한 이웃과의 상호호혜는 축소

된 지지망를 보완하고 고령자의 고립감을 완화하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근린시설이나 공지, 가로 

등이 다양한 지역주민과 상호의존을 증진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시설을 충분히 공급하고 다양



- 205 -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고령자 개인 차원에서 이웃과 끈끈한 관계 

유지를 돕고, 동시에 지역사회 전반의 통합과 유대를 증진하여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비공식적 지원 체계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서울시 고령자 집단 내부의 정주환경 포용 수준 및 주관적 안녕

의 결정요인의 차별성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후기 및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거주하는 동을 벗어나는 시간이 짧고 

도보생활권 내에 있는 경로당, 복지관에 대한 이용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전기 고령자의 경우 이들 시설 이용률이 크게 

낮고 동을 벗어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서 근린을 벗어나는 고차

위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적 역량과 이동성

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 고령층이 교육, 여가, 취업 등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 광역 생활권에서 제공된다면 

이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여 안녕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반면 저소득 고령자나 후기 고령자에게 복지관은 경제적, 심리

적 부담 없이 찾아 다른 고령층과 상호 교류하고 각종 지원 체계를 제공받

는 통로가 되는 등 함의가 상당히 큰 시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행활

동의 어려움, 외진 위치, 위험한 접근로 등으로 인해 복지관 이용 제약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보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셔틀버스 지원을 확대

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열악한 주택에 의한 안녕감 

저하는 복지관에 가까이 거주할 때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열

악한 주택과 고령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관 시설을 

우선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안녕한 노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 조성 방향에 대해 포용

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정주환경의 공간·사회적 포용 수준이 고령자

의 주관적 안녕 수준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신체·경제적 자원 및 주택환경이 더욱 취약한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 저

하를 완화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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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통해 녹지, 여가시설 등 지역시설에 대한 만족감이 고령층

의 주관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으로 지역시설의 어떠한 특성이 영향을 발휘하는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지역시설의 규모, 다양성,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접근 경로의 쾌적

성이나 안전성 등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특히 중요한가에 대해서 탐구하

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현장 답사 등을 통

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정주환경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를 취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고령자의 안녕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 계획에 있어 방향

성을 제시하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공간적 단위인 

‘구’가 적절한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역수준의 이웃 관계망, 보행

환경 특성은 고령자 안녕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예측하였으나 통계적 유의

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상기 요인이 고령자 안녕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령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혹은 지역의 변이가 충분히 않은 데에서 연유한 결과

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분석의 단위를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일정 반경이나 행정동으로 축소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일 자치구 

내에서도 정주환경의 이질성이 존재하므로 분석 단위를 좁힐 때 다양한 

환경 요소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치구는 

도시계획 시설, 공공 서비스, 정책 등을 공급 및 집행하는 단위로서 의미

가 크기 때문에 공간 단위를 위계적으로 비교하고 적정 단위를 탐색해 볼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정주환경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분석

하고 있으므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누적된 자원과 기회의 

제약으로 인한 이질성을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 대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누적된 정주환경 경험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다 장기적인 정책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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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아파트의 주택 유형과 도시 고령자 안녕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고령자는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임하고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집단의 경우 이웃과의 상호의존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주택유형은 비교적 고령자 안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영향을 단면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아파트는 주거 동, 커뮤니티 시설 및 보

행로가 단지 내에서 통합적으로 계획된다는 점에서 편리성이 확인되나, 사

회적 측면에서는 아파트는 단위 세대 사이 그리고 단지 내부와 외부 사이

에 명확한 구획화로 인한 폐쇄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비아파트보다 고가의 자산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

된다. 이 중 어떠한 측면이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단정 짓기는 어려우므로 항목별 분해를 시도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주

관적 안녕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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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currently experiencing a rapid aging proces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society is greatly 

increasing, and old age in individuals' life cycles is becoming 

longer. Complex difficulties such as deterioration of health, 

financial difficulties, and loss of social roles encountered in old age  

causes of deterioration of quality of lif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people in Korea is reported to be quite low. In 

addition, the number of older people living in cities is rapidly 

increasing. In an urban context, however, factors such as low 

housing stability, unsafe environments, and exclusive social 

interactions may exacerbate older people's alienation.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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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urban environment to support the 

older adults, but it is not integrated into actual urban planning and 

policies.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employs the concept of 

'Urban Inclusivity' to discuss the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dults. This concept emphasizes 

that all citizen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a variety of 

resources, opportunities and rights, and it provid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ducing exclusion at the municipal 

level. Because that the problems of older people extend beyond 

financial constraints to social and spatial constraints, as well a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health, they need to be addressed in 

multidimensional and integrated way.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Inclusive Urban Settl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lder adults’. This focuses on the settlement rather than the 

city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peoples whose 

social and spatial scope is limited, and it establishes the construct 

by incorporating discussions of Urban Inclusivity and older 

people’s exclusion. This concept consists of five dimensions: 

‘participation, interdependence’ in social aspect and ‘security, 

openness, and accessibility’ in spatial aspect, and divided into 

two layers: ‘micro level’ and ‘reg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ettlement 

experiences of older people living in Seoul,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ttlement characteristics and older 

people’s subjective well-being, with a focus on the inclusivity. 

The mixed methods approach is used, which includes a qualitative 

study of individual interviews with ten seniors and a quantitativ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and Multi level models u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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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2018 Seoul Elderly Survey.

The findings of SEM analysis show that the multi-dimension of 

inclusivity at micro-level settlements obviously contributes to 

older people’s subjective well-be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income, age and etc. have less impact, whereas the 

'security' captured as decent housing and a stable housing tenure, 

is discovered to be a crucial dimension. In addition, open spaces 

such as parks and streets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well-being 

of older people than senior facilities, implying that provision of 

open spaces that encourage older people to get out and spend 

more time outside is crucial. It is also confirmed that older 

people’s informal participation and network in their community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subjective well-being. 

Because of their limited mobility and social networks, low-income 

and over-75-year-old groups benefit more from community 

based participation and interdependence.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inclusive spaces encourage active interactions with neighbors 

as well as the use of community facilities. Furthermore, because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ngagement and 

interdependence, the influence on subjective well-being is 

gradually amplified among low-income and over-75-year-old 

groups. These findings demonstrate how spatial inclusion is 

extended to subjective well-being mediated by community 

participation and interdepend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ulti-level model analysis, it is 

discovered that some of settlement environment variables at 

regional level have significant contextual effects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people. It is also founded that the increases in 

cultural activities, recognition to seniors, home welf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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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budgets, and park area ratio measured at regional level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older people’s well-being. 

On the other hand, increases in housing burden, residential 

separation between generations, distance to senior facilities, and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are all associated with decreases in 

well-being of older people. In addition, some regional level 

variables is discovered to have moderation effect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individual housing conditions, i.e., 

decent housing and residence period. The direction of the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regional factors. The size of welfare 

budget and proximity to senior facilities measuring at regional 

level have a greater positive effect for older people, who live in 

less adequate housing, while the level of cultural activities and 

residential integration have a negative effect to them. The positive 

effect of long-term residence on well-being is strengthened in 

districts with a high level of recognition for older people and low 

housing affordability, but it is disappearing in districts in the 

opposite. These results shows that the inclusivity of the spatial 

and social environment at the regional level can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older people, suggesting that a multi-layered 

approach considering the interrelation between individual and 

regional situation is requir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is. First, because 

housing security have multiple effects on improving participation, 

interdependence and well-being, it is crucial  to develop a 

comprehensive housing support system that allows older people to 

live in affordable and decent housing for as long as they want 

while remaining in the neighborhood where they have lived. In 

addition, the welfare policies, which are mainly implemen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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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senior facilities or temporary projects in limited area, need 

to be implemented alongside overall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that improves the overall neighborhood 

environment. To build the informal support system for community 

care and aging in place for older people, it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sufficient and easily accessible places shared by 

community such as open spaces and community facilities, which 

have been shown to promote interdependence among local 

residents.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e gaps in existing research by estab

lishing the concept of inclusivity with a focus on older people, and 

it presents empirical evidence for settlement features that promote 

well-being of older people. The multi-dimensional and mutual ass

ociations is found between settlement inclusivity and subjective we

ll-being of older adults. It is also found that this may have a great

er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or may alleviate the de

cline in subjective well-being of people with fewer personal resou

rces.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empirical evidence presented 

in this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and basis for urban planning 

and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keywords : older people, urban settlement, subjective well-being, 

spatial inclusion, soci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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