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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Ri Kim
요약 :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은 고가의 분양가와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노인인구 집단만이 소비 할 수 있
고 거주 가능한 노인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노인차별적인 배타적 연령주의와는 무관한 집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적 속성을 규명하고,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거주민들
의 주거이동 메커니즘을 탐색 해 봄으로써 주거공간 변화가 거주민들의 연령주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거주민의 주거공간인
식을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은 대부분 고학력, 고소득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았고, 주
거공간 변화로 인해 주거 소비·생활 행태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거주민들은 주거이동 이전과 이후
에 경험한 연령주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각기 다른 주거공간인식을 나타냈다. 거주민들의 주거공간인식은‘노화현상에 대처
하기 위한 공간’,‘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등 4 가지 유
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공간 환경의 변화가 노인
들의 연령주의 인식에 강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공간인식에 대한 이해 없
이 물리적 공급에만 치중 한 현 노인복지 주택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어 : 연령주의, 노인복지주택, 주거공간인식, 상위 노인인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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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lderly welfare housing of our country requires the expensive purchase price and cost of living,

so only limited elderly people can purchase it, and the elderly people who can live in it are regarded as the
group that has nothing to do with elderly discriminating exclusive ageism according to market economy
principle.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established the spatial properties of the elderly welfare housing
with the residents of elderly welfare housing as the subjects, and based on the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of the residents, categorized the effects of changes in residential pace on the perception of ageism through
exploring the mechanism of the residents' movement of house by applying the viewpoint of ageism.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socio-economic position of most of the residents of elderly welfare housing
was high, with high level education and high income, and their forms of residential consumption life also
differed from the previous ones due to changes in residential space. Meanwhile, the residents were found to
have different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according to changes in ageism perception that they experienced
before and after the movement of house. The residents'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could be categorized
into 4 types °™ 'space to cope with aging', 'space separated from ageism', 'space that continues ageism', and
'space causing ageism. Through this research, it could be seen that changes in spatial environment acted as
strong influential factors for the ageism perception of elderly people regardless of socio-economic positions
of the elderly group. These result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elderly welfare housing policy that
emphasizes only physical supply without understanding of elderly people's space perception.
Key Words : ageism, elderly welfare housing,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the upper elderl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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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
지시설 중‘시설’이 아닌‘주택’으로 구분되는

사회활동 중단과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쇠퇴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연구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노인인구집단에게 주거공간은 심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인구집단 중 상대적으로 주

리적 안정과 건강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거공간에 대한 적극적 선택을 경험한 노인들로 한

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노인복

주택은 고가의 분양가와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어

지주택 중 약 45%는 서울에 입지하고 있고 약 27%

야하기 때문에 상류층만이 접근 할 수 있는 형태로

가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은

보급되고 있고, 전체 노인복지주택의 80%정도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중 두 곳의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

주택을 선정하였고, 해당 주택의 거주민을 연구 대

또한 크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경제력을

상자로 삼았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반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소비하는 노인인구 집
첫째, 주택의 거주민이 모두 65세 이상의 노인으

단에 대해서는 선택적 친화력을 보이는 동시에 배

1)

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

타적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의 관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사

둘째, 운영주체의 안정성과 건전성, 대형 대학병
원과의 연계를 이룬 곳2)

회·경제적 측면에서 하위집단에 속하는 노인들

셋째, 거주민들의 정보 구득이 용이한 곳3)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주장되는 상대
적인 관점일 뿐 증명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노인복지주택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삼아 거

그 결과 연구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3-

주민들의 주거이동 과정과 이동 이후의 주거공간

91에 위치한‘노블레스 타워’와 경기도 성남시 분

인식을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탐색함으로써

당구 구미동 297-2에 위치한‘서울시니어스분당타

그 영향을 증명 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거주민들

워 노인복지주택’으로 선정할 수 있었고, 두 주택

의 주거공간인식을 바탕으로 노인들만이 점유 가

의 거주민들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능한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성 또한 유추 해 볼 수

였다. 설문의 문항설계와 분석은 거주민 주거행태

있을 것이다.

변화 분석을 위한 부분과 주거공간인식 도출을 위

1) 2008년과 2011년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틈새를 이용하여 65세 미만의 사람들도 거주가 가능한 곳이 많다.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6개의 노인복지주택 중 5개의 노인복지주택이 65세 미만의 사람들의 거주를 허가하고 있다.
2)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긴 하나, 모든 서비스는 거주민의 보증금으로 운영되어지기 때
문에, 운영업체가 부실하면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다. 또한 실제로 운영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고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사례가 대중매체(동아일보, 2006,05,09)를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다.
3)노인복지주택은 대부분 외부인에게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다. 따라서 거주민들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출입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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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Q 분석이 가능한 부분 등 두 부분으로 구성하

려는 시도는 1944년 초 Dinkle(1944)의 연구로 거

였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주관적

슬러 올라간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연령

인식’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석방법

주의 척도들은 시대별로 조금씩 상이한 관점을 갖

으로 인간의 주관성을 수량적으로 도출 해 내는 데

는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령주의 척도를 노

적합한 방법론인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인인구의 주거이동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노인복지
주택 거주민들이 주거이동 과정을 비롯한 현재 주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거공간에 대하여 형성되어 있는 인식과 태도에 우
리나라의 연령주의가 미친 복합적 영향을 파악해

1) 연령주의(Ageism)의 개념과 측정방법

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Palmore의 척도는 국내 연
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 틀이고, 노화불안

연령주의(Ageism)란 용어는 1969년 무렵 미국

척도(ASS)는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닌, 본

국립노화연구소(NIA) 초대 소장이었던 로버트 버

인이 노인일 경우 혹은 노인이 되었을 경우의 인식

틀러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어졌다(Bytheway &

될 수 있는 연령주의를 대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

Johnson, 1990). 일반적으로 연령주의는 각기 다

고 있다. 마지막으로 FSA척도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른 사회·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깊숙이 고착 된

노인에 대해 가지는 감정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특정 연령집단을 바라보는 일방적인 인식’으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척도를 종합적으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연

로 알아봄으로써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 뿐 만 아

령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니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들의 공간형성에 새

고령자 집단이 연령주의의 대상이 되곤 한다

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Levin & Levin, 1982). 본 연구에서는 다른 관점들

2) 노인인구의 주거공간인식과 주거행태

에 비하여 각기 다른 사회의 문화적 힘과 주관적
4)

의식, 태도 등을 강조한 Bytheway(1995) 의 연령
주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이는 가변성이 증대되고

주거공간은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물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연령(주의)을 가장 잘 포괄

리적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적 공간으로 대변되

할 수 있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는 유동적이고 경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장소이다.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수치적으로 측정하

때문에 주거공간에는 거주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그

4) 연령주의 정의는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사항 내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① 연령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원되어지고 노화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② 연령주의는 집단의 행동들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평범한 노인들이 초래한 연령주의
관점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더욱 더 연령주의가 강화 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의 연령주의는 다음의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 연령주의는 노화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명예훼손을 비롯하여 특정 기능의 손실을 고려하여 유형화된 추측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의 인식을 강화 시킨다
⒝ 연령주의는 조직적으로 다른 이들이 누리는 기회들과 자원들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계층을 구분 짓기 위한 잣대
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Bytheway and Johnso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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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사회가 반영될 뿐 만 아

은퇴 그리고 자녀의 분가와 유 배우자 상태 등의 차

니라 거주자들의 역사적 경험과 가치가 담겨진다

별적 요인들을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이상은·최재필, 2002). 그 결과 거주자들은 각기

많은 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어 오고 있다(진미윤,

5)

다른 주거공간인식 을 형성하게 된다.

1995; 신영숙, 1998; 서은미, 2005; Prezza et al., 2001;

① 노인인구집단의 주거공간인식

Maria Eugenia, 2011 et al.). 한편, 제 3연령기에 해당

앞서, 주거공간은 개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아

하는 노인들의 주거이동 행태는 편익이동(Amenity

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자원으로 존재해 오고 있음

Moves), 조력이동(Assistance Moves), 환경적인 압력

(Kontos, 1998, 2004)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Environmental Push) 등 크게 3가지로 구분 해 볼 수

주거공간은 이동능력 감소나 만성적인 질병을 겪을

있다(Wiseman ,1980).

수 있는 노인들이나 사회적·지리적 공간에서 행태

3.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제도적 특성

범위가 좁은 사람들에게 점점 중요한 장소로 인식
(O'Brien et al., 2002)된다.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주변 환경의 쾌적성보다는 기존의 가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은 오랜 동안 주거(housing)

족·이웃·친구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그대로

와 보호(care)의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발전 해 왔

유지하고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주거공간에 대하여

다. 노인주택은 영국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Rojo-Perez

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보호주택이 시설화의 반대

et al., 2007; Wiles, 2005).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로 시작된 것만큼이나 시설(institution)과 주택(home)

주거공간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한 노인들을 노

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었다(Higgins,

화에 따른 기능적 저하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대

1989). 노인주택 탈 시설화의 목적은 독립적 생활을

한 통제권을 소유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가능케 하고 집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노인

있음(Nair, 2005)이 증명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것에 있다. 이러한

② 노인인구의 주거행태 특성

형태의 주택은 영국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

노인인구의 주거행태는 개개인의 경제력을 대변

쳐 노인주택의 전형이 되었다(Heywood, 2002). 이후

하는 청·장년층의 주거행태와는 달리 건강악화와

유럽 국가들과 다른 서부 국가들에서 노인주택과 관

5) 주거공간인식이란 거주자가 내·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여 인출하는 일련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관적 지각·기
억·상상·개념·판단·추리 등을 생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6) aging-in-place의 개념적 특성은 다음의 5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① 보호(care)기능은 전통적 주거지 내에서 제공되는 것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특정 주택의 노인들을
위해서 공급되어진다.
② 보호기능은 표준화 된 방식이 아닌 개개인 요구에 맞춰져 있고, 노인들의 특정한 욕구들을 모두 맞춰 줄 수 있어야 한다.
③ social service(육체적 운동 활동·레크레이션 활동·교육·상담 등)기능 또한 기존에 있던 시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해당
커뮤니티 노인들의 요구에만 따로 맞춰져 있다.
④ 주거기능은 더 이상 보호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다. 아파트 식 거주공간의 규모와 편의시설들이
일반적인 주택시장에서 평균적인 아파트들과 비교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⑤ 주거기능(특히, 욕실과 부엌)은 노인들의 이동성 문제에 맞춰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 조정은 특정 노인주택에서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주택시장에서의 주요한 흐름이다 (출처: P.P.J.Houb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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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

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베이비 붐 세대보다 훨

한 혁신들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요한 한

씬 이전 세대라 할 수 있는 81∼83세에 해당함에도

6)

가지 힘은‘aging-in-place’에 대한 노인들의 강한 욕

불구하고 90%이상이 전문대 졸 이상이라는 것은

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ging-in-place는 노인들이

해당 세대에서 평균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집단

이제껏 살아온 친숙한 지역과 주거공간에서 그대로

이라고 추측 해 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

살고 싶어 한다는 바람에 따라서 그러한 환경을 만드

과 건강상태에 관한 응답 결과를 통해 사회·경제

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정책

적 지위가 높은 노인인구집단이 각자의 재력을 기

적으로 가족과의 동거를 장려하거나, 노인들을 위한

반으로‘노인용 주택’상품을 소비해야하는 우리나

혁신적인 신규 노인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

라의 사회보장체제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뚜렷하다(박신영, 2003).

2)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 행태

4.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행태 분석
각 노인복지주택 응답자 개개인의 주거이동 경

1) 인구학적 특성

로는 [그림 Ⅳ-1]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총 표본
45명 중 약 30% 이상의 응답자들이‘강남구’를 이
전 거주지역이라 응답한 것은 앞서 살펴 본 인구학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성별·학력 등의 기본 인

적 특성과 일맥상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구학적 정보와 주관적 생활수준과 건강상태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공간과 커뮤니티의 속성을 예측 해

또한 응답자들의 주거이동 메커니즘을 탐색한

보고자한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기본 인구학적 특

결과 두 노인복지주택의 응답자들 모두 본인 혹은

성은 [표 Ⅳ-1]과 같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

배우자의‘은퇴’를 주거이동 촉발 시기와 연관하

이 베이비 붐 세대보다 훨씬 이전 세대라 할 수 있

여 생각하고 있었고, 노인복지주택이 가지고 있는

는 81∼83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90%이상이 전

물리적·구조적 특성들이 이동 시 강한 흡인 요인

문대 졸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 세대에서 평균 이상

으로 작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2012년 서

의 학력을 가진 노인집단이라고 추측 해 볼 수 있

울시복지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노

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과 건강상태에 관한 응답

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결과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노인인구집

의 평균 은퇴연령이 52.6세임을 밝혔는데 이를 본

단이 각자의 재력을 기반으로‘노인용 주택’상품

절의 분석결과와 비교 할 경우‘은퇴’라는 life

을 소비해야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제가 반영

event가 주거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성

과 동시에 은퇴 이후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적 격

별·학력 등의 기본 인구학적 정보와 주관적 생활

차를 두고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이동 여부가

수준과 건강상태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공간과 커뮤

고민 해 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노인인구집

니티의 속성을 예측 해 보고자한다. 먼저, 연구 대

단의 경우 직장을 잃고 퇴직함에 따라서 직장과의

상자의 기본 인구학적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연

거리 중요성이 낮아지고 높은 주거비용 지불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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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남자

성별

여자
합계
60대

연령

25

55.6

45

100

0

0

17

37.8

24

53.3

4

8.9

45

100

무학

0

0

초등 졸

0

0

중등 졸

0

0

고등 졸

3

6.7

전문대 졸 이상

42

93.9

45

100

매우 좋음

7

15.6

좋음

19

42.2

보통

17

37.8

나쁨

2

4.4

매우 나쁨

0

0

45

100

합계

합계

주관적 생활수준

44.4

70대
90대

주관적 건강상태

20

80대

합계

학력

%

상층

11

24.4

중상층

17

37.8

중층

17

37.8

중하층

0

0

하층
합계

0

0

45

100

도심 기능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들이었으나,

하락 등에 따라서 주거이동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분당타워의 경우 N 타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
반면, 미래의 주거이동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서

심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들

는 두 노인복지주택 집단에서 상반된 결과를 도출

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 해 줄 만한 편의 시설과 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주택의 입지’차이

관의 거리 또한 상당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

로 인한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기본 인구학적

에 분당 타워의 입지적 특성이 몇몇 거주민들에게

정보를 토대로 모든 응답자들의 이전 주거 지역은

생활환경에 대한 지배력과 조정감 제한7)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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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연구 대상자들의 주거지역 이동
<표 Ⅳ-2> 연구지역의 주거이동 과정 비교
구분

N 타워(빈도,%)

입주 평균연령
은퇴 이후

입주 시기

78.9(세)

76.8(세)

12(57.1%)

17(70.8%)

자녀 분가 후

2(9.5%)

1(4.2%)

의료적 도움이 필요 할 때

3(14.3%)

2(8.3%)

배우자 사망 후

3(14.3%)

4(16.7%)

외로울 때

1(4.8%)

0

0

0

21(100%)

24(100%)

기타
합계
자녀의 권유
주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가족구성원의 변화
이주요인

분당 타워(빈도, %)

1(4.8%)

3(12.5%)

11(52.4%)

6(25%)

0

2(8.3%)

유사 연령 간 커뮤니티

2(9.5%)

1(4.2%)

노화불안으로 부터의 보호

3(14.3%)

12(50%)

주변 환경이 노인에게 적합

4(19%)

0

0

0

21(100%)

24(100%)

예

3(14.3%)

3(12.5%)

아니오

18(85.7%)

16(66.7%)

0

5(20.8%)

21(100%)

24(100%)

기타
합계

이주계획

잘 모르겠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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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연구지역 별 이동계획 영향 요인
구분

N 타워(빈도,%)

분당 타워(빈도, %)

임대 계약 만료

0

0

한적한 전원생활/도시기반시설이용

0

2(8.3%)

시설환경 불만족

0

0

이동 계획(긍정)

0

0

사라지지 않는 고독감(감정적 측면)

2(9.5%)

1(4.2%)

기타

1(4.8%)

0

위치적 이점

2(9.5%)

0

비싼 관리비용

주택 이미지 만족
이동 계획(부정)

제공되는 서비스 만족
형성된 커뮤니티 유지
자녀들의 요구

기타
합계

0

2(8.3%)

11(52.4%)

13(54.2%)

0

1(4.2%)

1(4.8%)

2(8.3%)

3(14.3%)

0

21(100%)

19(79.2%)

각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이

하여 노인들에게 더 큰 고립감과 우울증과 무력감을

동 결정 과정에서 주거소비 기준 변화를 살펴 본

안겨줄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표 Ⅳ-3] 참고)

결과 다음의 [그림 Ⅳ-2]와 [그림 Ⅳ-3]과 같이 나타

3) 주거행태(residential behavior) 변화

났다. 분석 결과 주거소비 기준에서 응답자들에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였던‘경제적 여건’이‘편

본 절에서는 거주민들의 주거소비 기준과 생활행

의시설의 다양성’이나‘건강’등의 요인에 우선순

태 변화와 같은 주거행태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사

위를 내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화로 인한

회활동 영역이 축소 된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주택

기능저하를 경험하는 노인집단이 주거공간으로부

으로의 물리적 공간 변화가 그들의 일상과 주거문

터 특정 부분을 보강하고자하는 욕구가 작용 된 것

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주지
이동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주택가

① 주거소비 행태 변화

7) 노인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우울증이나 무력감, 신체적 쇠약은 자립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물리적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정서적·인식적·의식적인 반응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정 해 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즉,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self-esteem)은 약
57%가 환경적 요소에 의해 부여되곤 한다(원융희, 2009).
8) 2008년 국토해양부의『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매년 거주지 이동을 하며, 이동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하는 사항은‘주택가격’,‘주택규모’,‘주택유형’,‘교통여건’,‘주택내부시설’순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사회동향, 2010,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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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8)이라는 당연한 결과와도 상반됨으로써 노인복

단지 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의 변화’,‘외출

지주택 연구 대상자들의 특수한 이동요인이 드러

의 횟수와 목적’,‘외출 시 이동 수단’등을 통해

나는 부문이다.

도출하였다.
먼저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이동 이전에는 약

② 주거생활 행태 변화

82.2%의 응답자들이 주거 단지 내에서‘개인 활동

앞서 드러난 노령에 따른 사회활동 영역 감소와

(TV/독서)’를 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현재 노인복지

신체적 기능 저하를 노인복지주택이라는 특수한

주택에서는 44.4%가‘운영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하

주거공간으로부터 보충하고자 하는 응답자들의

였다. 즉,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 환경의 구성방식이

견해를 주거생활 행태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영역을 주거 단지 내로 확장

였다. 거주민들의 주거생활 행태적 특성은‘주거

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은퇴와

(그림 Ⅳ-2) 주거소비 기준 변화(N 타워)

(그림 Ⅳ-3) 주거소비 기준 변화(분당 타워)

<표 Ⅳ-4> 주거단지 내 활동 변화
주거단지 내 많이 하는 활동

N 타워
현재(빈도/%)

과거(빈도/%)

현재(빈도/%)

0

3

1

6(25%)

18(85.7%)

6(28.6%)

19(79.2%)

2(8.3%)

2(9.5%)

4(19%)

4(16.7%)

4(16.7%)

이웃들과 담소나누기
활동
유형

개인 활동 (TV/독서 등)
운동
운영 프로그램 참여
기타
합계

분당 타워

과거(빈도/%)

0

8(38%)

0

12(50%)

1(4.8%)

0

0

0

21(100%)

21(100%)

24(100%)

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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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따른 주거소비 기준의 변화와 주거생활 행태

의 거주민들의 경우 주로‘자녀들과의 만남’을 위

변화의 상관성 또한 드러났다. ([표 Ⅳ-4] 참고)

해‘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림 Ⅳ-

두 번째로 외출목적과 그 이동수단에 대하여서

4,5,6,7] 참고) 특히 외출 시 이동수단의 결과는 두

는 두 집단 사이에 크게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음이

노인복지주택의 입지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드러났다. N 타워와 분당타워의 거주민들 모두 대

수 있다. N 타워가 위치한 곳은 지하철을 비롯한 8

부분 주거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신체적 기능저하

개의 간선버스와 6개의 지선버스 노선들이 도보

에 따라서 감소된 외출 횟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N

10분 거리 내에 분포하고 있어 분당타워에 비하여

타워의 거주민들은‘외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

상당히 교통편의 시설이 좋은 편이다.

해 주로‘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분당타워

(그림 Ⅳ-3)외출 목적 변화(N 타워)

(그림 Ⅳ-4) 외출 목적 변화(분당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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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외출 시 이동수단 변화(N 타워)

(그림 Ⅳ-7) 외출 시 이동수단 변화(분당 타워)

5.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
인식

력을 나타내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유형
에 해당하는 P-sample들은 flagging(X표시)처리 되
어 도출되었다. 45명의 피험자들은 1유형에 14명,

본 장에서는 앞선 4장에서 N타워와 분당타워 거주

2유형이 11명, 3유형이 5명 그리고 4유형에 13명

민들의 전반적인 주거이동 과정과 생활행태 특성

이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관적 주거

을 바탕으로 주거이동 과정 이동이후의 배타적 연

공간인식 도출을 위해서 Q 분석을 적용 한 연구인

령주의의 영향과 인지정도를 탐색 해 봄으로써 거

만큼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인식 유형에 몇 명이

주민의 주거공간인식에 미친 사회적 환경의 영향

해당하느냐 보다는 인식의 유형 구분이 어떤 Q 표

을 규명 해 보고자 하였다. 추상적이고 복잡, 다양

본들로 구분되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하게 존재하는 노인인구집단에 대한 배타적 연령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의(ageism against the aged)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Q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Q 방법론을

분석 결과 도출 된 네 가지 주거공간인식 유형의

적용한 Q 연구 조사 절차와 거주민들의 주거공간

구분은 시점을 기준으로‘주거이동 과정’과‘주거

인식도출 과정은 다음의 [표 Ⅴ-1]과 같다.

이동 결과’에 연령주의가 영향력을 가지느냐에 따
라서 이루어졌고, 다음의 [표 Ⅴ-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유일하게 제 1유형은 주거이동 과정과 주

1) 연령주의 관점의 주거공간인식 유형 구분

거이동 결과 모두 연령주의와 무관한 유형으로 도
두 노인복지주택의 거주민 45명의 피험자들의 Q

출되었고, 피험자의 약 68%에 해당하는 이외의 유

표본 분류 결과 자료들을 PQ method 2.11 프로그

형들은 모두 주거이동 이전 혹은 이후에 배타적 연

램을 이용하여 Q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

령주의 인식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험자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은 약 60%의 설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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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Q연구 조사 진행 절차 및 내용
[Q연구 조사 절차]
① Q 모집단 표집

-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노인복지주택과 연령주의에 관한 인식유형 진술문 123개 수집

② Q 표본 선정

- 노인복지주택 거주민 3명을 대상으로 문항 예비조사 실시
- 노인복지주택 관련 종사자와 연령주의 연구자에 의한 검증
- 수집된 문항을 중위범주 4개, 하위범주 46개로 분류

③ P-sampling

- 연구 기준에 의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선정 후,
거주민 대상으로 총 45명 분석

④ Q-sorting

- 정규분포에 따른 46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연구 대상자들의 의견 중요도에 따라 분류
- 피험자들의 양극단에 위치한 진술문을 통해 의견 파악

⑤ 자료처리 및 분석

- PQ Method 프로그램에 맞는 data file 작성
- Q 유형분석을 통한 거주민 주거공간 인식유형 도출
- 각 인식유형별 특성은 해당 유형의 표준점수(z-score)가 ±1 이상인 양극단 진술문을
종합하여 분석

[주거공간인식 유형 도출 과정]
1) QENTER

- 연구 대상자들의 Q소트 자료를 PQ Method 프로그램에 입력

2) QPCA

- 주요인분석(PCA) 방법으로 요인분석 실시
:일반적으로 센트로이드(QCENT)방법으로 요인분석 시, 판단적 회전(QROTATE)을 실행하고, 주
요인분석(QPCA) 방법으로 요인분석 시, 비 이론적 회전(QVARIMAX)를 실행 한다 (김흥규, 2008).

3) QVARIMAX

- Varimax 방법으로 요인을 회전
:요인 수는 고유 값이 1 이상이면서, 총 분산의 50-60% 정도를 설명하는 요인까지 선정 한다
→ 변수들을 축약하고 잠재적 요인 추출을 위해, 고유값의 크기나 뚜렷이 설명력이 높은 요인들
만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흥규, 2008).

<표 Ⅴ-2>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유형 구분
주거이동 이전

연령주의와 상관된 영향요인

연령주의와 별개의 영향요인

연령주의와 상관된 주거공간인식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3 유형)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4 유형)

연령주의와 별개의 주거공간인식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2 유형)

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 (1유형)

주거이동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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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주택 주거공간에 대한 유형별 인
식 해석

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이동을 이룬 집단이기 때
문에 조력이동(Assistance Move)의 주거이동 행태
를 보인 집단이라 할 수 있고, 그 결과 노인복지주

① 제 1유형:‘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

택의 공간적 성격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

제 1 유형으로 추출 된 인원은 총 14명으로 그 중

지·조절로 규명 할 수 있다. ([표 Ⅴ-3]의 42번 진
술문] 참고)

분당타워 거주민이 약 80%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성별은 여성이 10명 남성이 4명으로 여성의

“우리가 아프면 누가 오냐고. 가까이 있지도 않
지만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의사
야? 아니니까. 걱정이 되지 아무래도. 근데 여기는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지. 그냥 아프지
않고 저 세상 가는 게 원이라고……… (축약) 지난
달에도 3명이 죽어나가는 걸 봤거든, 알지는 못해.
많이들 살거든 여기, 알지는 못해도 같이 사는 사
람이 그렇게 되니까, 불안하지는 않아도 두려움은
더 큰 게 내 앞날도 저렇겠구나 싶지.”
- 분당 타워 거주민, 김 OO, 男, 84 세 -

비중이 높게 구성되어 있었다. 이 집단은 현재의
주거공간을‘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으
로 인식한 집단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화(老化)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들은 기존의
인간관계와 익숙한 환경의 변화를 통한 단절을 원
하지 않기 때문에(Valentine, 2009), 많은 노인주거
관련 연구들은 노인들의 지역·주거 애착심을 강
조 해 오고 있다. 1 유형의 사람들 또한 [표 Ⅴ-3]의
12·18번 진술문에 대하여‘적극 동의’하는 의견
을 피력함으로써, 노화와 환경변화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환경변화로 인한 심

“아픈거 무서워서 여기서 살지. 심심한거는 매
한가지거든. 다 늙으면 재미가 없지. 여기 간다고
하니까 다 부러워하는데, 똑같아. 우리가 뭐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들끼리 있
고, 밥 주고, 몸 챙겨주고 그러니까 편한거지 부러
워 할 것도 없어. 뭐 전에도 관리비내고 그런건 다
똑같다고. 어차피 한 달 돈 나가는 건 같다고. 아
가씨는 여기 살고 싶어? 재미없지 뭐∼.”
- 분당 타워 거주민, 한 OO, 女, 79세 -

리적 위축감을 감수하고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와 노화로 인한 두려움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주거이동을 감행함으로써 스스로 조절 해 나가려
는 집단임을 [표 Ⅴ-3]의 12·25·7·42번 진술문
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이 집단에게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공간은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
적·정신적 능력 퇴화현상을 자가 조절(selfcontrol)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식되어지고 있었
다. 반면, 주거공간을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개
성표현의 수단으로써 인식하는 진술문들에 대하
여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한정된 연령이 밀집

② 제 2유형:‘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

한 공간적 특성이 노년기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

제 2 유형으로 추출 된 인원은 총 11명을 포함하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

고, 분당타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았던

았다. 따라서 1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화에

1 유형과 정반대로 모두 N타워의 거주민으로 구성

대한 불안감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한 장소로써 노

되어 있다. 제 2유형에 노인들은 주거공간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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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1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적극 찬성 Q진술문

Q값

Z 값

12. 나는 나이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로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4

1.78

25. 나는 이사 후, 노화로 인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4

1.65

7. 나는 전에 살던 동네의 주변 편의 시설이 나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4

1.58

15. 나는 나이가 들수록 보건·레저·일상소비·가사노동 서비스 등 복합기능이 제공되는
주거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한다

3

1.36

18.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지역/주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사가 쉽지 않다고 생각 한다

3

1.24

21. 나는 이 집에 살기 때문에 외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젊은 노인으로 본다

3

1.17

42. 나에게 현재 집은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3

1.14

Q값

Z 값

27. 나의 현재 집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었다

-4

-1.85

43. 나에게 현재 집은 나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4

-1.79

39. 나는 현재 주거공간이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4

-1.75

14. 나는 나이가 들수록, 경상지출이 높아도 내 몸이 편안한 것을 선호 한다.

-3

-1.52

41. 나에게 현재 집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간이다

-3

-1.43

13. 나는 이사를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었다

-3

-1.21

45. 나에게 현재 집은 노인들의 사회적·경제적 계층을 구분 해 주는 공간이다

-3

-1.13

적극 반대 Q 진술문

사회에 존재하는 노인들에 대한 배타적 연령주의

‘편익이동(Amenity Move)’을 경험한 집단에 해

로부터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당하지만, 주거공간 변화의 근본적 원인은 자신과

다. 그 근거는 2 유형의 양극단의 진술문을 통해

연령·자산·사고관 등이 다른 외부인들과는 배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은 배타적 연령

타성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강한 결속력을

주의(aginst for the aged)를 경험하지 않았음을 매

다짐으로써 배타적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되고자하

우 강조함으로써 노인인구집단 내에서 자발적 차

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노인복지주택

별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유

주거공간은 일정부문‘폐쇄적 공동체’의 성격을

사한 수준의 가치관과 생활수준 영위가 가능하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고 생각하는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혼합연령(mix-

에 충분한 주거공간이 되기도 한다. ([표 Ⅴ-4]의

age) 활동에 대하여서도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

2·5·6·10·31번 진술문 참고)

기 때문에 일상생활 공간에서 배타적 연령주의로

“워싱턴에서 여기로 이사 온 이유 단 한 가지. 사
업 딱 접고, 우리 사모님 손에 물 안 묻히게 하려
고.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밥, 부엌 일 딱 하기 싫

인한 불편함을 애초에 거부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
능하다. 결과적으로 2 유형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표면적으로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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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까지는 아닌데, 높은 자리에 몇 년 있었다고. 그
러니까 지금 연금을 꽤 받아. 아니면 이 집에서 유
지가 안 되지. 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여기
참 대단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축약) 아
무래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챙겨주려고 노력
하지. 여기 있다고 전혀 안 외롭고, 안 쓸쓸하고 그
렇겠어?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 뭐해? 서로서
로 다독여주면서 재밌게 사는 거지. 이런데서 여행
도 가고, 노래자랑 하면 거기도 나가고, 내가 저번
대회에는 우승했다고……….”
- N 타워 거주민, 男, 81세 -

어하거든? 근데,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집에 있고,
집에 있으면 뭐해? 밥 먹어야 하잖아? 그래서 여기
에 왔죠. 우리 사모님은 여기 와서 밥 안하고, 친구
들 만들고 다 비슷하거든? 미국 있을 때는 늘 외롭
다고... 나 훌륭하지? 나는 여기 와서 버스 한 번이
면 종로에 중국어 학원 다닌다고, 얼마나 좋아? 천
국이지 뭐…….”
- N 타워 거주민, 男, 78세 “여기는 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나, 재산
이 많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나도 교육부에서 장

<표 Ⅴ-4> 2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적극 찬성 Q진술문

Q값

Z 값

15. 나는 나이가 들수록 보건·레저·일상소비·가사노동 서비스 등 복합 기능이 제공되는
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

2.116

32. 나는 노인들을 위한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

1.877

38. 나는 노인들의 주거 선택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삶의 질에 맞춰진다고 생각 한다

4

1.526

14. 나는 나이가 들수록, 경상지출이 높아도 내 몸이 편안한 것을 선호한다.

3

1.381

42. 나에게 현재 집은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3

1.254

1.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노화에 대한 불안이 컸었다

3

1.203

10.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생활수준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3

1.134

Q값

Z 값

11.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전원(시골)생활이 좋은 것이라 생각 한다

-4

-1.663

4. 내가 전에 살던 곳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지 못했다

-4

-1.612

2.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사람들이 무시당할까봐 걱정 이었다

-4

-1.506

5.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주민활동(지역 활동)에서 배제당한 적이 있다

-3

-1.403

31. 나는 현재 주거단지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358

40. 나에게 현재 집은 자아실현의 공간이다

-3

-1.338

16. 나는 이사하는데 늙었다는 이유로 내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

-3

-1.224

적극 반대 Q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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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부정적인 집단이었다. 이들의 부정적 주거

③ 제 3유형:‘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

공간인식 형성의 이유는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
제 3 유형으로 추출 된 인원은 총 7명을 포함하

이동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고, N 타워와 분당타워 거주민들이 고루 분포하고

촉발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주거공간을‘연

있다. 응답자의 기본정보에서 앞선 유형들과 차별

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노

화된 점은 N 타워 거주민들 가운데 미래의 이주계

인들은 노화에 따른 자신의 신체적 기능저하 보다

획을 가지고 있는 피험자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이

는 노화로 인해 지역 활동에서 배제당하고 통념적

주계획에 대한 영향요인은‘만족스럽지 못한 커뮤

으로 내려오는 노인들에 대한 편견에 의해 주민들

니티’(1人)와‘사라지지 않는 고독감(감정적 측

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의 배타적 연령주의에 의해

면)’(2人) 등이었다.

주거이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Ⅴ-5]의 5·6·13번 Q진술문 참고) 즉, 과거

3 유형에 해당하는 피험자들은 주거공간을‘연령

주거공간에서 경험한 배타적 연령주의에 의해 형

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

성된 주거공간에 대한 공간감이 현재 주거공간을

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들은 자발적 주거이동을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으로써 인식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표 Ⅴ-5> 3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적극 찬성 Q진술문

Q값

Z 값

5.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주민활동(지역 활동)에서 배제당한 적이 있다

4

2.32

6.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나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4

2.19

8.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 매우 쓸쓸했다

4

1.61

26. 나는 이사 후, 노인집단 내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

3

1.47

44. 나에게 현재 집은 친구들을 만들어준 공간이다

3

1.31

7. 나는 전에 살던 동네의 주변 편의 시설이 나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3

1.06

13. 나는 이사를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었다

3

1.03

Q값

Z 값

11.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전원(시골)생활이 좋은 것이라 생각 한다

-4

-1.93

22. 나는 이사 후,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줄어 안타깝다

-4

-1.56

39. 나는 현재 주거공간이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4

-1.52

31. 나는 현재 주거단지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48

25. 나는 이사 후, 노화로 인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3

-1.24

24. 나는 이사 후, 늙었다고 무시 하는듯한 대우를 덜 받는다

-3

-1.06

33. 나는 노인들의 경우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3

-1.02

적극 반대 Q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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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과적으로 제 3유형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주거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

주거공간인식에는 지리적 공간 변화의 영향력보다

한 집단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는 경험에 의해 설정된 기존의 선입견(stereotype

([표 Ⅴ-6]의 46번 진술문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age)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3명 중 3명의 소수만이 미래에 주거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 4 유형 응답자들은 매우 낮
은 주관적 삶의 질을 영위해 갈 나갈 확률이 높다고

④ 제 4유형:‘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

할 수 있다. 아래의 심층인터뷰는 노인 개개인의 라
이프스타일이 무시된 주거이동에 따라 형성된 부

제 4 유형으로 추출 된 인원은 총 13명을 포함하

정적인 주거공간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고, 분당타워 거주민들의 약 77%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3명의 응답자들 또한

“나는 전에 살던 데가 캘리포니아야. 할머니 먼저
가고, 일 좀 더 하다가 왔지. 아주 막바로 여기로 온
건 아니고 잠깐 아들집(신당동)에 있었는데, 불편
하더라고. 사실 나야 좋지. 계속 타지에 있고, 그랬
으니까. 근데 서로한테 안 좋다고. 근데 뭐 이런 데
가 있다길래...(축약) 나는 여기서 주는 밥 안 먹어.
줄 서서 먹는 게 싫거든. 내가 팔, 다리 멀쩡한데 병
신도 아니고, 몰라˜ 나중에 나도 어디 아파서 그
러면 쭉-- 줄서서 먹는데 가서 서 있을지? 근데 그
냥 싫더라고, 또 나는 소세지, 스파게티 이런 거 좋
아해. 해장도 이런게 좋은데 뭘... 커피도 아메리카
노가 좋고.. 여기 이마트가 가깝거든, 그러니까 가
서 장 봐 와서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지. 늙었다고 밥
시간되면 다 배고프고 그런건 아니잖아? 뭐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 이제 일도 안 해서 여유롭
게 살고 싶은데, 왜 시간마다 뭘 해야 해? 안 그래?
(축약) 심심하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또 이
런 게 있다고 여기가. 나같이 할아버지 혼잔데, 뭐
할머니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거기 할아버
지가 싫어하고, 할머니들이 말이 너무 많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잘 돌아다니는 게 상책이야.
아니면 여기에 할아버지들 바둑 두러 내려오면, 가
끔 두고 그러지. 나는 여기서 가는 여행 같은 것도

미래의 주거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
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안정성의 요인으
로‘한적한 전원생활/도시기반시설 이용’(1人)과
‘사라지지 않는 고독감(감정적 측면)’(2人) 등을
꼽았고, 이들이 모두 분당타워의 거주민이라는 것
은 모두 N 타워 거주민이 주거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던 3 유형과 상반된 결과이다.
제 4유형에 해당하는 피험자들은‘도심’이라는 지
리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활동력을 지니는 젊
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미루
어보아, 젊음과 노화에 대한 신체·심리적 격차를
인정하는 동시에([표 Ⅴ-6]의 35번 진술문 참고), 노
인들의 경우 주거소비 기준이 경제적인 측면 보다
는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진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더욱이 이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은 다양한 사람들
과의 교류를 통해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기 때문에 주거공간 내에서는 물론 노인전용으로
연령이 제한된 시설보다는 혼합연령(mix-age)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표
Ⅴ-6]의 22· 31·30·37·10번 진술문 참고)
하지만 현재 한정된 연령집단만이 거주 할 수 있
는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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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가. 우리가 다 늙었다고, 효도 관광 같은 거 알
지? 그런 여행만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그런 거
할머니들이 아주 환장하지... 여기 생활이 이래˜.”
-N 타워 거주민, 男, 82세-

들 집단에게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는 하루
식사 제공·홈 케어 서비스·세탁 서비스·운영
프로그램 등과 같은 복합적 서비스는 새로운 일상
규범으로 작용함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그저 신체적·심리적 기능저하를 겪고 있는 노

따라서 4 유형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노인복지

인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제시하고 있는 시간표

주택으로 주거공간 변화가 오히려 이전에는 경험

에 대한 준수를 권장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성

하지 않았던 연령주의로 인한 우려와 번민의 심경

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자립적인 지배권을 침해당

이 일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Ⅴ-6]의

한 노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24·2번 진술문 참고) 노인복지주택과 같이 주거

있다.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은 제 4 유형의 노

공간에 보호의 기능이 침투한 경우 보호 서비스 수

인들에 의해 연령주의를 생성해내는 공간성을 부

혜자들에게 체화된 주관성과 활동은 방해받게 되

여받았다. 주거공간에 대한 노인들의 이러한 인식

고, 일정부문 규칙적 활동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은 주거이동 행위가 자발적이지 못했을 경우 더 높

수 있다(Ruddick, 1995; Tamm, 1999). 이처럼 이

은 발생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표 Ⅴ-6> 4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적극 찬성 Q진술문

Q값

Z 값

38. 나는 노인들의 주거 선택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삶의 질에 맞춰진다고 생각 한다

4

2.19

46. 나에게 현재 집은 젊은이들과 분리된 소외된 공간이다

4

1.84

35. 나는 복잡한 도심은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 한다

4

1.42

22. 나는 이사 후,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줄어 안타깝다

3

1.35

7. 나는 전에 살던 동네의 주변 편의 시설이 나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3

1.24

23. 나는 이사 후, 사회 활동영역이 줄어들었다

3

1.03

31. 나는 현재 주거단지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02

Q값

Z 값

21. 나는 이 집에 살기 때문에 외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젊은 노인으로 본다

-4

-1.98

4. 내가 전에 살던 곳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지 못했다

-4

-1.83

30. 나는 노인전용 문화·레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72

37. 나는 노인들의 경우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33

10.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생활수준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3

-1.21

24. 나는 이사 후, 늙었다고 무시 하는듯한 대우를 덜 받는다

-3

-1.17

2.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걱정이었다

-3

-1.08

적극 반대 Q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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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요약

으로써 주거공간과의 다양한 상관성을 유형으로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Rich(1986)는 신체(body)를‘가장 가까운 지리적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신체적 기능 보상 측

공간’으로 묘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필연적으로
9)

모든 노인들은‘신체 (身體)화 된 주거공간’을 필

면을 넘어서 심리적·인지적 측면의 요인들에 따

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노화에 따른

른 주거공간 인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가장 1차적인 지리적 공간의 손상을 인간의 기본

다. 도출 된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부분

욕구 충족 공간인 주거로부터 보상받고자 주거이

으로 구분하여 해석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노인

동을 통해 주거공간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복지주택으로의 주거공간 변화를 통해 노화로 인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과 같은‘신체

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저하에 대한 보조와 개인

화 된 주거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노인들은 극히

적 라이프스타일을 고수하고자 하는 제 1·2 유형

일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주거이동이 노인문제의

노인들의 주거공간인식이다. 즉, 이들은 주거공간

돌파구 역할을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의 물리적 구조를 노화에 따라서 진행 될 행태적
변화들에 대하여 노인들 스스로 조절하고 예방 및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써 인식하고

공간 변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 정도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주거공간인식 체계의

탐색함으로써 고소득·고학력 노인인구집단이 가

확립과정에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

지고 있는 주거공간인식을 유형 별로 도출 하였다.

기 위한 입지와 시설,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그 결과, 노인들의 경우 유사한 수준의 연령과 사

경제적 위치를 가진 집단에게만 열려있는 접근성

회·경제적 지위 및 주거공간을 가진 집단이더라

과 같은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적 특성의 영향이 크

도 개인별로 주거공간 변화과정에서의 경험이나

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치관 및 주거이동 결정자 등에 따라서 주거공간

두 번째는 주거공간과 노인들의 심리적 상관관계

인식에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힐 수

가 극명하게 드러난 제 3·4 유형 노인들의 주거공

있었다. 더욱이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을 단순히

간인식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거공간 변화과정에

‘active adult’혹은‘active senior community’로

있어서 사회적 환경의 영향 즉, 본 연구에서는 배타

보는 보편적인 시각(Golant, 1982; Kevin &

적 연령주의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Elizabeth 2005 et. al.)을 넘어서 거주민들의 전반

있음이 확인 되었다.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동일한 주

적인 공간 변화 과정에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거공간이지만 제 3 유형의 노인들에게는 배타적 연

그들의 심리·인지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봄

령주의로 인한 소외감은 연속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9)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신체 화 된 주거공간은 두 가지 의미로 가진다. 첫 번째는‘신체’의 의미 그대로 육체적 기능을 보조해 주는
공간이고, 두 번째는‘신체’를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정하는 개인적인‘공간’(Valentine,박경환(역), 2009)으로 간주하여 다른 이들
과 구분하고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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