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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all entered the aging society with a rapidly aging society can change in seconds,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housing of the elderly. A high level of education with economic growth, economic, housing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o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is required and there are various requirements that need to become environmental facilities.

However, the elderly form the main studies on the internal space of the housing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study of

the external environment is not enoug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lassified as seniors in accessing the external space and a yard in a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seating area, trails, green space, an on-sit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he low utilization of outer space was

derived results. This old man is centered on the outer space activities or garden gardening activities as eco-friendly alternatives

were presented as alternatives to turf.

Changes in circumstances, such as social welfare, elderly welfare in an aging society is important, but the old man

physically, understand such psychological changes and, ultimately,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in the elements with

the feasibility that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expect to be provided with an instrument that could be 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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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후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면서 노인의 주거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높은 교육수준, 경제력,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에게 주거복지시설이 요구되며, 시설의 환경에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있다. 그러나노인주거복지시설의내부공간에대한연구가주를이루고있고, 외부환경에대한연구는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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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외부 공간을 접근로 및 마당, 휴게 공간, 산책로, 녹지공간으로 분류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외부 공간의활용도가 낮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이에외부공간에 노인 중심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정원활동 또는 원예활동, 텃밭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노령화사회에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등의여건의변화도중요하지만, 노인의신체적, 심리적변화등을이해하

고, 궁극적으로는삶의질을높여줄수있는실현성을갖는요소들로노인주거복지시설이계획될수있는계기가마련되기

를 기대한다.

주제어: 노인주거복지시설, 외부 공간, 정원, 원예활동, 삶의 질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고령화는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UN(국제연합)의 고령사회분류에 따라 노인 인구수가 총인구

대비 7%를 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

화사회에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노인인구수가 15.7%, 2040

년에는 32.3%로 계속 고령이증가하는 추세가 될것이라고 통

계청은「장례인구추계」, 2011.를 통해예상하고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은 사회․경제적으로 현대사회가 직면한 큰

문제임을인식하고, 각 지자체등에서다양하게대책을마련하

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 중 노인의 주거시설에

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가족의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노인부양능력이상실되어노인부부가구, 독거노인이증가하면

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로 먼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이

진행되었으며, 물리적인측면, 시설의체계를고려한내부공간

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외부

공간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노인주거복지시설외부공간의환경개선

을위해대상지의외부공간의현황조사및선행연구를실시

하여 필요 요소를 도출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외부 공간의

활동을위한기회요소를지원함으로써거주할수있는방안을

도출하고자하였다. 또한, 추후 노인시설계획시참고할수있

는 기초자료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노인의 주거환경 중 외부 공간의 현황을 알아보

기위해대상지를노인주거복지시설로선정하였다. 노인주거복

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라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뉘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시설수를 보유하고있는양로시설로한정하였다.

노인복지주택은 여가생활, 문화생활 등의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고, 다른 주거시설과 시설, 규정, 비용 등에서 차이를보이므

로 제외하였으며, 노인공동가정은 시설의 수가 부족하여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15년에등록된서울시소재 14개양로시설중외부공간이있

는 5개소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총 4개소 중 외부공간이 있는

3개소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조사와 현장답사로 진

행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옥외 공간 유형분류 및 구성현황 조

사를 위한 분석의 틀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분석의 틀은 공간

유형을 접근로, 마당, 휴게 공간, 산책로 및 녹지 공간 등 총 4

가지로 분류하고, 마련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유형 및각 공

간의 유무 및 공간 내 시설현황을 조사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 및 유형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

노인주거복지시설 용어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

설의유형중하나로노인에게주거시설을분양또는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

요한편의를제공하는시설을말한다(노인복지법제32조, www.

law.go.kr).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고

자 노인의 포괄적 욕구 해결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Rim, 2002).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

국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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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뉘고,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고, 노인공동

생활가정은노인들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

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

는 것이다(노인복지법 제32조, www.law.go.kr).

우리나라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에 443개의 노인주거

복지시설이 있으며, 양로시설은 272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은

142개소, 노인복지주택은 29개소가 있다(연도별 노인주거복지

시설현황,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각 노인주거복지시

설의 입소인원은 양로시설에 가장 많은 노인들이 입소되어 있

고, 고령화와 사회인식의 변화로 입소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

고 있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외부 공간의 개념 및 유형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외부 공간의 개념

일반적으로 외부공간이란 공간 내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일정한 틀 속에서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내부공간을 제외한

잔여 공간을 지칭하며, 자연 상태에서볼 수 있는 자연과접촉

되는 공간이 아닌 건물 군이 집합된 지역에서 타 건물에 의해

창조된 공간을 의미한다(김광래 등, 1999).

그러나노인주거복지시설에만부합되는외부공간의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나, 선행연구 고찰 결과, 일반적인 외부

공간의 개념을 적용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외부공간의 유형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 시설의 외부 공간 유형을 조사한 결

과는표 1과같다. 이주영외 1명(2014)은외부공간을접근로및

마당, 출입공간, 휴게공간, 산책로, 녹지공간, 주차공간으로 구

분하고, 이병우외 1명(2006)은 외부공간을접근성, 조망성, 휴

식공간, 활동공간, 산책로, 자극의 제공, 안정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조중근 외 1명(2001)은 외부공간을 Sports Complex,

체력단련장, Golf연습장, Jogging Track, 자전거전용도로, 산책

로, Garden이나 광장, 편의시설평가, 문화센터, 수공간, 옥외전

망공간, 레크레이션공간으로구분하고있다. 또, 이시영외 3명

(2007)은 외부공간을 단지진입공간, 건물진입공간, 외부활동공

간, 내․외부전이공간, 교류공간, 주차공간으로구분하고있고,

김묘정외 1명(2008)은 외부공간을정자목공간, 문화여가공간,

운동 휴게공간, 산책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나영(2010)은

외부공간을 단지출입영역, 건물 출입구영역, 내외부 전이영역,

저자 외부공간분류

이주영

외 1명, 2014

접근로 및 마당, 출입공간, 휴게공간, 산책로, 녹지공간, 

주차공간

이병우 

외 1명, 2006

접근성, 조망성, 휴식공간, 활동공간, 산책로, 자극의 제

공, 안정성

안소미, 2013 휴게시설, 운동시설, 공원, 텃밭, 수공간

조중근

외 1명, 2001

Sports Complex, 체력단련장, Golf 연습장, Jogging Track, 

자전거전용도로, 산책로, Garden이나 광장, 편의시설평

가, 문화센터, 수공간, 옥외전망공간, 레크레이션공간

이시영

외 3명, 2007

단지진입공간, 건물진입공간, 외부활동공간, 내․외부 전

이공간, 교류공간, 주차공간

김묘정

외 1명, 2008
정자목 공간, 문화여가공간, 운동 휴게공간, 산책로

민나영, 2010
단지출입영역, 건물 출입구영역, 내외부 전이영역, 주차

영역, 외부활동영역

표 1. 노인 시설의 외부 공간 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

공간분류 설명

접근로 및 

마당

양로원의 정문으로 올라오는 주변에서부터 주출입구까

지를 포함하는 공간이다.

휴게 공간 파고라, 정자, 벤치 등을 포함한 공간이다.

산책로
주출입구에서 나와서 양로원의 정문과 부근을 포함한

다.

녹지 공간
양로원 주변에 공원이나 식물요소가 있는 공간을 의미

한다.

주차영역, 외부활동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유형분류는대부분명칭상에서의차이

가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

통적으로 외부활동영역은 커뮤니티 공간, 자연친화 공간, 건

강․체력 단련 공간, 조망 공간으로 분류되어 있다(홍광호,

2006).

따라서본연구의수행을위해선행연구분석결과를기초로

하여, 표 2와같이접근로, 마당, 휴게 공간, 산책로 및 녹지공

간 등으로 분류하였다. 접근로 및 마당은 양로원의 정문으로

올라오는주변에서부터주출입구까지를포함하는공간이고, 휴

게 공간은 파고라, 정자, 벤치등을포함한공간이다. 산책로는

주출입구에서 나와서 양로원의 정문과 부근을 포함하며, 녹지

공간은양로원주변에공원이나식물요소가있는공간을의미

한다.

3. 노인주거복지시설 외부 공간 디자인 현황 분석

표 2. 외부공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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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위치 시설설치일 입소현황

서울시립 

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1969. 06. 04 103

혜명

양로원
금천구 금하로 29길 36 1982. 04. 10 57

홍파

양로원
노원구 동일로 248길 30 1981. 08. 21 32

시립수락

양로원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2010. 05. 01 64

청운

양로원
종로구 비봉길 76 1927. 08. 01 49

나눔의 집 퇴촌면 가새골길 85 1999. 10. 08 10

프란치

스꼬의 집
태전동 고불로 211번길 29 2005. 05. 10 19

맑은샘

노인센터
퇴촌면 탑선길 72 2009. 10. 09 18

표 3. 조사대상 양로시설

1) 현황 조사 및 분석

선정된 대상지는 표 3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서울시

소재 14개 양로시설 중 외부공간이 있는 5개소와 경기도 광주

시 소재 총 4개소 중 외부공간이 있는 3개소이다.

선정된 대상지의 외부 공간의 요건에 비중을 두고 옥외 공

간 분류표를 기본으로 공간의 유․무을 조사하는 예비조사와

공간 안 시설의 현황 위주의 현장 조사를 2015년 10월 17일부

터 12월 19일까지 진행하였다.

(1) 서울시립고덕양로원

서울시립고덕양로원의외부공간분류및현황과외부공간

분석은 표 4 및 그림 1과 같다.

접근로 및 마당의 현황으로 양로원의 진입로까지 평지이고,

진입로에서 숙소동까지 경사이며, 핸드레일이 있다. 휴게공간

은 마당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 산책로 길에 파고라, 게이트

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산책로는 양로원의 진입로가 평지로

되어있어산책로로이용이가능하다. 양로원옆쪽에산책로가

있지만, 경사가심하고핸드레일이없다. 녹지공간은주변에산

과근린공원이위치하고있고, 양로원 안에 식물요소가있지만

조망을 위한 것이다.

(2) 혜명 양로원

혜명양로원의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과 외부 공간 분석은

표 5 및 그림 2와 같다.

접근로 및 마당의 현황으로 정문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공간분류 설명

접근로 및 

마당

앙로원의 진입로까지 평지, 진입로에서 숙소동까지 경

사, 핸드레일 있음.

휴게 공간
마당에 벤치 설치, 산책로 길에 파고라, 게이트장 등  

설치.

산책로

양로원의 진입로의 거리가 멀고 평지라 산책로로 이용 

가능, 양로원 옆쪽에 산책로가 있는데, 경사가 심하고 

핸드레일 없음.

녹지 공간
주변에 산과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양로원 안에 

식물요소가 있지만 조망을 위한 것.

표 4.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

외부공간분석 분류 사진

출처 : 다음지도 (저자 재구성)

접근로 

및 마당

휴게공간

산책로

녹지공간

그림 1. 서울시립고덕양로원 외부 공간 분석

는 평지에 가깝고, 핸드레일 등 완충공간은 없으며, 마당은 주

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휴게공간으로 마당에 벤치와 파고

라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의 옆쪽에 계단을 통한 휴게공간이

있는데, 경사가 심하여 위험성이 있다. 산책로는 시설 안에 조

성되어 있지 않다. 녹지공간은 시설의 담앞에 작은 꽃밭과 텃

밭이 조성되어 있다.

공간분류 설명

접근로 및 

마당

정문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는 평지에 가깝고, 핸드

레일 등 완충공간은 없음.

마당은 주차공간으로 사용.

휴게 공간

마당에 벤치와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음.

건물의 옆쪽에 계단을 통한 휴게공간이 있는데, 경사가 

심하고 위험성이 있음.

산책로 시설 안에 산책로는 없고, 주변시설을 이용해야 함.

녹지 공간 담 앞에 작은 꽃밭과 텃밭이 있음.

표 5.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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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분석 분류 사진

출처 : 다음지도 (저자 재구성)

접근로 

및 마당

휴게공간

산책로

녹지공간

그림 2. 혜명양로원 외부 공간 분석 

(3) 홍파 양로원

홍파양로원의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과 외부 공간 분석은

표 6 및 그림 3과 같다.

공간분류 설명

접근로 및 

마당

양로시설의 정문까지 접근하는 길은 경사로이고 핸드레

일이 있음. 마당은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휴게 공간
건물 앞 녹지공간에 벤치와 운동기구, 파고라가 배치되

어 있음.

산책로 산책로는 없음.

녹지 공간
주변이 아파트단지이고, 단지에 조성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음.

표 6.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

외부공간분석 분류 사진

출처 : 다음지도 (저자 재구성)

접근로 

및 마당

휴게공간

산책로

녹지공간

그림 3. 홍파양로원 외부 공간 분석

접근로 및 마당의 현황으로 양로시설의 정문까지 접근하는

길은경사로이고, 핸드레일이설치되어있으며, 마당은주로주

차장으로사용되고있다. 휴게공간은 건물앞녹지공간에벤치

와운동기구, 파고라가배치되어있고, 산책로는조성되어있지

않았다. 녹지공간은 시설 안에는 없고, 주변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4) 시립수락양로원

시립수락양로원의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과 외부 공간 분

석은 표 7과 그림 4와 같다.

접근로 및 마당의 현황으로 양로원까지 접근로는 경사이고,

핸드레일등이설치되어있지않고, 마당은 주차장으로사용되

고 있다. 휴게공간은 건물의 뒤 마당에 파고라가 있고, 곳곳에

벤치, 파고라가 배치되어 있다. 산책로는 시설 안에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시설이 산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로를 이용할 수

공간분류 설명

접근로 및 

마당

산에 위치하고 있어 양로원까지 접근로는 경사이고, 

핸드레일 없음. 마당은 주차장으로 사용.

휴게 공간
건물의 뒤 마당에 파고라가 있고, 곳곳에 벤치, 파고라

가 배치되어 있음.

산책로
산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핸드

레일 등이 되어 있지 않고, 경사가 많아 위험성이 있음.

녹지 공간

양로시설안의 녹지시설은 부족하지만, 산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녹지공간이 많음. 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텃밭 등의 요소는 없음.

표 7.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

외부공간분석 분류 사진

출처 : 다음지도 (저자 재구성)

접근로 

및 마당

휴게공간

산책로

녹지공간

그림 4. 시립수락양로원 외부 공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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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핸드레일등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경사가 심해

위험성이있다. 녹지공간은 시설이산에위치하고있어주변의

녹지공간이 충분하다.

(5) 청운양로원

청운양로원의 외부공간분류및 현황과 외부 공간 분석은

표 8 및 그림 5와 같다.

접근로 및 마당의현황은양로시설의정문에서입구까지올

라가는길은경사로이며, 핸드레일등이설치되어있지않았다.

휴게공간은 정문에벤치가설치되어있고, 양로원의뒤쪽에캐

노피가 설치되어 있다. 산책로는 시설 안에 조성되어 있지 않

지만, 주변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다. 녹지공간은 정문에 작은

텃밭이 있지만 노인이게 영향을 미칠 크기가 되지 않고, 곳곳

에 식물요소가 있지만 조망을 위한 것이다.

(6) 나눔의 집

공간분류 설명

접근로 및 

마당

양로시설의 정문에서 입구까지 올라가는 길은 경사로 

핸드레일이 없음. 

휴게 공간
정문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 양로원의 뒤쪽에 캐노피

가 설치되어 있음.

산책로
북한산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산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폭이 좁음.

녹지 공간

정문에 작은 텃밭이 있지만 노인이게 영향을 미칠 크기

가 되지 않고, 곳곳에 식물요소가 있지만 조망을 위한 

것임.

표 8.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

외부공간분석 분류 사진

출처 : 다음지도 (저자 재구성)

접근로 

및 마당

휴게공간

산책로

녹지공간

그림 5. 청운양로원 외부 공간 분석 

공간분류 설명

접근로 및 

마당

양로원의 정문은 계단이며, 핸드레일이 없고 주출입구

는 경사로로 핸드레일이 있음. 마당은 휴게 공간과 주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휴게 공간
양로원의 주출입구 앞쪽과 옆쪽으로 벤치와 파고라가 

배치되어 있음.

산책로

정문 바로 앞은 도로이며 완충공간이 없고, 도로는 경

사가 있어 위험함.

주변에 공원 등의 산책로가 없고, 주출입구 앞마당에 

짧은 산책로가 있음.

녹지 공간 주출입구 앞마당에 조형물과 식물요소가 있음.

표 9.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

외부공간분석 분류 사진

출처 : 다음지도 (저자 재구성)

접근로 

및 마당

휴게공간

산책로

녹지공간

그림 6. 나눔의 집 외부 공간 분석 

나눔의 집의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과 외부 공간 분석은

표 9 및 그림 6과 같다. 접근로 및 마당의 현황으로 양로원의

정문은계단이며, 핸드레일등이설치되어있지않았고, 주출입

구는 경사로로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휴게공간으로 양로원의 주출입구 앞쪽과 옆쪽으로 벤치와

파고라가 배치되어 있다. 산책로는 정문 바로 앞은 도로이며,

완충공간이 없고, 도로는 경사가 있어 위험하다.

주변에 공원 등의 산책로가 없고, 주출입구 앞마당에 짧은

산책로가 있다. 녹지공간으로 주출입구 마당에 조형물과 식물

요소가 있다.

(7) 프란치스꼬의 집

프란치스꼬의 집의 외부 공간분류및 현황과 외부 공간 분

석은 표 10 및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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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류 설명

접근로 및 

마당

양로원의 정문까지의 길은 경사로이며, 완충공간이 없

음.

마당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휴게 공간
양로원의 주출입구 옆쪽과 뒤쪽으로 벤치, 파고라, 그네

가 배치되어 있음.

산책로
주변에 공원 등의 산책로가 없고, 양로원의 뒤쪽으로 

산책로가 있음.

녹지 공간
양로원의 뒤쪽에 텃밭이 조성되어 있고, 휴게공간에 식

물요소가 있음.

표 10.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

외부공간분석 분류 사진

출처 : 다음지도 (저자 재구성)

접근로 

및 마당

휴게공간

산책로

녹지공간

그림 7. 나눔의 집 외부 공간 분석 

접근로및마당의현황은양로원의정문까지의길은경사로

이며, 완충공간이 없고, 마당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휴

게공간은양로원의주출입구옆쪽과뒤쪽으로벤치, 파고라, 그

네가 배치되어 있다. 산책로는 주변에 공원 등의 산책로가 없

고, 양로원의뒤쪽으로산책로가있다. 녹지공간은양로원의뒤

쪽에 텃밭이 조성되어 있고, 휴게공간에 식물요소가 있다.

(8) 맑은샘 노인센터

맑은샘 노인센터의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과외부공간분

석은 표 11 및 그림 8과 같다.

접근로 및 마당은 양로원의 주출입구까지 경사로와 계단이

며, 핸드레일등이설치되어있지않았다. 휴게공간은양로원의

주출입구앞쪽과뒤쪽으로테라스, 벤치, 파고라가배치되어있

다. 산책로는 양로원 마당에 짧은 산책로가 있고, 양로원 밖에

하천을 따라 산책을 할 수 있지만 완충공간이 없다. 녹지공간

공간분류 설명

접근로 및 

마당

양로원의 주출입구까지 경사로와 계단이며, 핸드레일 

없음.

휴게 공간
양로원의 주출입구 앞쪽과 뒤쪽으로 테라스, 벤치, 파고

라가 배치되어 있음.

산책로
양로원 마당에 짧은 산책로가 있고, 양로원 밖에 하천

을 따라 산책을 할 수 있지만 완충공간이 없음.

녹지 공간
양로원 앞과 뒤쪽에 잔디 등 식물요소가 있고, 주변에 

산이 위치해 있음.

표 11. 외부 공간 분류 및 현황

외부공간분석 분류 사진

출처 : 다음지도 (저자 재구성)

접근로 

및 마당

휴게공간

산책로

녹지공간

그림 8. 맑은샘 노인센터 외부 공간 분석 

은 양로원앞과 뒤쪽에 잔디 등 식물요소가 있고, 주변에 산이

위치해 있다.

2) 종합 분석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외부 공간이 있는 곳을 분석한 결과

는 표 12과 같이 외부공간이 있음에도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

는시설이대부분이었다. 접근로 및 마당은양로시설의대지에

서 건물의 면적을 제외한 공간으로 대부분 주차공간으로 사용

되고 있어 안전성, 접근성이 떨어지고, 휴게공간에 배치된 벤

치, 파고라 등은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역할이이루어져야하

는데, 시설의 배치가 조망을 위주로 되어 있으며, 고정식으로

공간의변화가어려웠다. 그리고, 시설이낙후되어활동이이루

어지지않는곳도있었다. 산책로도없는곳이많고, 주변에공

원 및 시설을 이용할 수있지만, 이동이 용이하지않고위험성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공간은 대부분조망을위한것으로정원활동또는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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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이루어지는곳은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면적이나시

설이부족하다. 그리고녹지관리가제대로되지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 쾌적성이 떨어지고, 양로시설 안에 신체를 단

련할 수 있는 산책로, 조깅트랙등이 조성되어있는곳도부족

하며, 운동시설도 미비하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외부 공간에

서 물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지 않으며 신체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인 욕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 정

원활동, 원예활동 및 텃밭 등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접근로 및 마당은대부분주차공간으로이용되고있어안전

성이 떨어지므로 주차공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안전성을 높이

고, 접근로나주출입구로가는길에화단을조성하거나, 동선에

따라 식물을 식재하여 경관미를 향상시키고, 직접 식물소재를

심는 참여를 통해 사회적 환경을제공할 수 있다. 노인이 되면

서개인이사회적역할을상실하며, 심리적인위축감을느끼고

소외감을 느낀다. 정원․원예․텃밭 활동은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고, 참여가 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존재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휴게공간은 대부분 벤치, 파고라의 배치로 정적인 공간으로

시설물 이외에 식물요소가 부족하다. 수 공간, 화분 등을 이용

한 꽃, 식물소재의 식재로 꽃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과거의

일들을회상하며인지와기억의향상을도울수있다. 또한, 벤

치와 파고라 등의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식물 그리기,

시설명
접근로 및 

마당
휴게공간 산책로 녹지공간

서울시립 

고덕양로원

휴게공간,

주차공간

벤치, 파고라,

게이트장
O 수목

혜명

양로원

휴게공간,

주차공간
벤치, 파고라 X 꽃밭, 텃밭

홍파

양로원

휴게공간,

주차공간

벤치, 파고라,

운동기구
X 수목

시립수락

양로원

휴게공간,

주차공간
벤치, 파고라 O 수목

청운

양로원

휴게공간,

주차공간
벤치, 캐노피 X 텃밭

나눔의 집
휴게공간,

주차공간
벤치, 파고라 X 수목

프란치

스꼬의 집

휴게공간,

주차공간

벤치, 파고라,

그네
O 텃밭

맑은샘

노인센터

휴게공간,

주차공간

테라스, 벤치,

파고라
X 잔디, 수목

표 12. 대상지 분석 종합

꽃바구니 만들기 등의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될 수 있다.

산책로는대부분조성되어있지않지만, 산책로를맨발로걸

을 수 있도록 흙, 지압보도 등을 사용하거나, 후각을 자극하는

허브식물등을식재하여감상하고, 걷기를통하여심리적안정

과 신체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녹지 공간은 목적이조망이면친숙한수목의식재로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고, 계절의 변화가 확실한 수목은 시간의 변화

를 느끼게하고, 노인의 삶의 과정을 느끼면 한층성숙한 생각

을 가질 수 있다. 녹지 공간을 적극적인 공간으로활용하기 위

해서는텃밭등을조성하여식용식물, 허브식물을심어재배하

고먹을수있는만족을줄수있다. 이러한활동은관찰력, 판

단력을 키울 수 있고,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생겨 커뮤니티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작업과휴식으로신체적인리듬을조절하고, 도구의사용

으로감각의 기능이 저하된노인에게 다양한경험을 제공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장과함께높은교육수준, 경제력, 가족구조의변화로

노인에게 주거복지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며,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시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은 열악한 곳이

많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

요하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입소하는노인의수가점차증가하면서

주거환경에 필요로 하는 욕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 노인의

주거문화, 신체적, 심리적 변화 등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쉽게 적용이

가능한 실현성을 갖는 요소들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계획되어

야 한다.

과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외부 공간은 시설의 총면적에서

건물의면적을제외한면적으로여유공간을의미하였다. 하지

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은노인의복지를증진할수있는목적을

가진 시설이며, 시설의 외부 공간은 노인 생활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공간임을 인식하고, 노인의 특성에 맞게 신체적,

심리적으로향상될수있는적극적인공간으로서역할을할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외부 공간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 요소

를 도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

시 소재 양로시설 총 8개소의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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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현장답사가 이루어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도입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정

도가 부족하며, 본래 시설의 목적인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접근로및마당은대부분주차공간으로사용되고있고, 휴게

공간과 녹지공간은 조망공간 위주로 조성되어 있으며, 산책로

는 없는 곳이 많다.

현대의 단순히 휴식과 조망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외

부 공간에서 앞으로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외부공간은 커뮤니

티, 건강․체력 단련, 조망 등의 성격을 가지는 친환경적인 설

계가 필요하며, 대안으로 정원을 조성하여 노인이 노인주거복

지시설에서거주를지속적으로유지하며, 삶의 질을높이는환

경개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한다.

향후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정원활동, 원예활동 및 텃밭 등

을활성화하여, 노인이 주거복지시설에서만족도를높일수있

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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