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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nd analysis the stage of elderl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of elderly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Stage 1 of the early elderly appear to live with the elderly and 

their children, but stage2 and stage3 show the increase of the elderly couple. In case of elderly household, It showed reasons of 

living together,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children for taking care of grandchildren and being dependent children. 

 Also, residents currently had lived for a long time, especially get older, and ageing in a place has definitely. The Stage of 

elderly can be applied  to understand the living environment for elderly in the future when  housing for elderly solve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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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에 7.2%로 이

미 「고령화사회(7%이상)」에 진입하 으며, 고령자 통계(통계

청, 2008. 10)에 의하면 2008년 재 총인구  65세 이상 인

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3%로 증가했고 향후 10년 후(2018

년)에는 「고령사회(14%이상)」, 2026년에는「 고령사회

(20%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망되고 있어 인구 노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재의 노인들은 무기력하고 경제 인 면에서 생활이 어려

울 것이라는 일반 인 사고에서 벗어나, 여가생활을 즐기고 노

후를 한 경제력을 갖추며 극 인 사회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의 생활변화는 자립 인 삶을 하고자하는 노인가구의 증가

로 이어졌고, 이에 노인의 독립 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한 

주거설비와 다양한 시설이 개발  연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 트 분양 시 노인가구들을 해 생활의 편리와 지원을 목표

로 배리어 리디자인, 노인용욕조, 보조손잡이 등 노인지원시설

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2000년 기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자가거주율은 일반 

가구의 54.4%에 비하면 높은 76.3%로 나타났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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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구의 90%이상이 노인복지 방향을 노인이 시설에 가지 

않고 기존에 살던 곳 즉, 집과 지역에서 그 로 살게 하는 

‘aging in place’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노인들의 노

후주거지로서  거주지역을 벗어나길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1). 더구나 높은 자가율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구의 

소득 감소와 보유주택의 노후로 인해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

의 질 수 이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노인주거 

문제의 근에서 신규주택의 문제에 앞서 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의 환경의 질을 높이기 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노인가구의 선호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그리

고 안 상태 등 반 인 노후상황에 한 체계  연구가 필요

하다. 

  노인의 노후상황을 악하기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

인의 주거요구 악을 한 연구로 노인의 건강상태와 배우자

의 유무에 따른 조사연구가 진행되어 노인을 상으로한 연구

(오찬옥;이연숙, 1992)와 비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조성희;

이태경, 2004)가 있다. 이들 연구는 노인의 노후상황을 건강과 

배우자에 한정시킴으로써 노인들의 노후상황에서 나타나는 주

거생활변화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을 이해하

는데 있어 연령에 근거하여 노인을 은퇴를 맞이하는 60세  

65세이상 는 비노인(40세 는 50세이상 그리고 성인기 자

녀를 심)으로 구분해서 노인을 일정한 연령을 넘기는 노인집

1) 미래주거환경 비   략연구(2007. 6), 건설교통부, (사)한

국주거학회, p141



          표 1. 연령에 따른 거주기간        단위 : %
2000년 2005년

연령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년 

이상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년 

이상

60-64세 6.6 11.5 15 18.6 17.7 6.9 10.6 15 18 14

65세이상 8.9 14.8 20.1 27.4 44.7 12.1 17.9 26.7 35.6 56.7

65-69세
-

5.3 8.2 12.4 15.8 19.1

70세이상 6.8 9.7 14.2 19.8 37.6

 KOSIS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성룡(1999)과 이지숙(2005)은 노후상

황을 악하기 해 연령별로 세분화하 으나 노인을 연령에 

따른 집단으로 이해함으로써 고령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족

계나 주거생활방식에서의 변화에 해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반면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와 고령자의 가족구성도 다양화하고 있어 

일정 연령구분에 의한 집단분류는 고령기에 나타나는 특성과 

주거생활변화를 제 로 설명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획일 인 

주거계획은 각각의 주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노인의 주거

환경변화를 악하기 해 고령기단계에 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하 다(角田愛美, 竹田喜美子, 2002).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 됨을 감안할 때 노인가구의 노후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

른 주거환경의 질  개선을 해 우리나라에서 용가능한 고

령기단계를 제안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악하려는 것이다. 이

는 각 고령기단계에 히 응할 수 있는 노인주거계획의 기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의 

특성을 보다 체계 으로 악하기 해 고령기단계를 제안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악하는 연구이다. 

  이를 해 선행연구를 심으로 한 문헌 연구와 사회 반

인 상황을 악할 수 있는 통계청 자료분석을 시행하 다. 

통계청의 자료분석에서 KOSIS(국가통계포털)사용은 자료의 습

득이 신속하고 자료의 범 와 설정을 조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객 인 고령화사회의 지표로 유용하다. 

  고령자통계(2008) 자료의 사용에서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국민연 법에서는 60세부터 

노령연  여 상자로서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

상으로는 은퇴를 맞이하는 연령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가구를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Ⅱ. 노인가구의 특성

2.1 노인가구의 거주기간

  노인가구의 거주기간 특성을 살펴보면, 60-64세의 경우는 

2000년에 비해 2005년사이에 거주기간 분포 특성에 별 변동이 

없거나 25년 이상에서 약간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이상의 경우는 거주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5년 이상의 비율이 12%이상 증가한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ageing in place'의 황이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통계청의 자료제공에서도 

2000년에 비해 2005년에는 노령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제공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기

본 인 노인들의 자료축 에서 노령단계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거주기간의 증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연령 역이 7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연령 역에서 거주기간의 증가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60-64세에서 나타나는 주거기간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를 맞이하는 연령을 국민연 법 등에서 60세를 기 으로 

함에 따라 직장퇴직 등에 의한 주거이동 요인을 가짐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2 노인가구의 가구원수

  재 우리나라의 체 평균가구원수는 차 어들어 소가

족화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비 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에 2인가

구의 비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체 

가구 반에 걸친 소가족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구의 가

구원수 변화를 살펴보면 오히려 1인가구의 비율은 별변동이 없

거나 74세 이  연령 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2인가구뿐 아니라 3인 이상의 가구수가 고령화의 구

분없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노인가구를 1-2

인의 소형가구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3인 이상의 다양한 

가구구성을 가짐을 악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고령화에 따라 자녀의 독립, 분가 등의 이유로 노인부부 

는 노인1인가구 등이 생성되는 비율이 높아지다가 고령화의 

진 에 따라 자녀독립시기의 연장  가족간의 부양 등 가족생

활변화에 따른 가구원수의 증가 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가구원수 (단위:%)

1인 2인 3인 4인 5인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60-64세 7.4 6.2 13 11.3 8.5 8.3 3.2 3.5 5.0 5.0

65-69세 8.4 7.4 11.7 12 4.7 5.5 1.4 1.8 2.7 3.4

70-74세 7.6 7.5 7.4 9.1 2.0 2.8 0.6 0.9 1.4 2.2

75-79세 5.2 5.6 4.2 4.8 0.9 1.2 0.3 0.4 0.7 1.1

80-84세 2.3 3.0 1.6 2.1 0.3 0.5 0.1 0.2 0.3 0.5

85세이상 0.9 1.1 0.5 0.7 0.1 0.2 0.0 0.1 0.1 0.2

출처: 통계청           체가구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2.3 노인가구의 자녀 동거여부

  노인가구의 자녀와의 동거상태를 통계청(2007) 자료에 근거

하여 살펴보면, 고령화됨에 따라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60-64세

에서는 44.0%, 65-69세는 36.6%, 70-79세는 35.8%로  

낮아지다가 80세이상에서 51.4%로 격히 높아짐을 볼 수 있

다. 이는 2.2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소가족화뿐 아니라 다양한 가구의 모습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와의 동거  비동거의 이유를 살펴보면, 재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고령화에 따라 70세를 후하여 70세 이 에

서는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가 요한 이유로, 70세 

이후에서는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가 요한 이유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의 상호의존 계가 매우 요한 요인인 것으로 

악되었다(표 3). 이러한 상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80세 이

상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60세 이상의 

체 연령 역에서 ‘손자녀의 양육  자녀를 돕기 해’, ‘독립생

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가 비교  높은 비 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가족구성의 특징으

로 지 되고 있는 자녀들의 학업  취업으로 인해 자녀들의 

결혼정년기가 늦어지고 그로 인한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는 

상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아직은 통 인 3세 구

성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비동거의 이유로는 부분이 ‘독립생활이 가능해서’와 ‘따로 사

는 것이 편해서’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경제  자립과 극 인 

노후생활의식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70세이상

의 연령 에서는 70세 이 보다 독립생활의 능력이 보다 떨어

짐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가 요한 이유로 나

타나 부모와 자녀세 간의 의식의 차이가 악되었다. 

              표 3. 재 자녀와의 동거여부        (단 :%)

60-64세 65-69세 70-79세 80세이상

같이 살고 있음 44.0 36.6 35.8 51.4

동

거

이

유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12.9 28.0 48.8 81.7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41.0 32.9 21.7 8.9

손자녀의 양육  자녀의 기타 가사를 
돕기 해

11.8 15.3 13.2 3.9

모두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24.2 19.2 13.4 5.1

자녀가 학생 는 미성년자이므로 8.1 3.2 1.7 0.1

기타 1.9 1.4 1.2 0.3

같이 살고 있지 않음 56.0 63.4 64.2 48.6

비

동

거

이

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 33.6 29.4 21.0 9.7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16.5 19.7 24.6 29.0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28.5 33.4 36.3 41.1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에 17.9 13.9 14.2 14.6

자녀와의 불화로 1.2 1.4 1.7 2.5

기타 2.3 2.2 2.2 3.1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복지통계과, 2007년

2.4 노인가구의 고령화에 따른 구분

  노인가구의 노후상황을 악하기 해 노인 집단이라는 공

통성에 근거하여 연령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국내의 연구로 고성룡(1999)은 노인을 노화정도와 심신 

활동능력, 노인시설 이용도를 고려하여 노인 기, 노인 기, 노

인후기의 3단계로 구분하 고, 김정석(2005)은 자녀세 와의 

세 구성형태를 심으로 고령(80세 이 )과 고령(80세 이

상)으로 구분하 으며, 박신 (2006)은 75세를 후로 구분하여 

노후주거문제에 한 처 경향을 고령자의 특성으로 악하

다.  이지숙(2005)은 가장 세분화하여 65세부터 5년 단 의 

분류를 시행하여 실별 불편사항을 악하기도 하 다. 

  국외의 연구로 미국의 Neugarten(1973)은 노인집단을 노인

의 사회  계와 신체 인 쇠약에 따라 연소노인(young-old), 

고령노인(middle-old), 그리고 고령노인(old-old)의 3개 집단

으로 분류하 고, Brody(1977)는 뉴가튼의 연소노인 단계를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제시하 고, 이후 Atchlry(1980)는 

로디의 연소노인과 간노인을 합쳐 한 개의 집단으로 특성화 

하여 분류하 다(최남순, 2000에서 재인용). 이에 해 

Duvall(1971)은 노인을 단지 나이를 기 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각 개인의 노화에 한 신체 , 심리 , 사회  

계들에 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여, 한가정의 가족생활주

기(family life cycle)에서 나타나는 변화과정을 8단계2)로 나

어 연구하여 그  자녀들을 가정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한 자

녀진수기가족(6단계)부터 부부만 남는 시기에서 퇴직까지의 

년기가족(7단계)과 퇴직후 사망까지의 노년기가족(8단계)을 노

인가족기로 분류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단계별 특성화에 

주목함으로써 노인가구로서의 가족 계나 주거생활방식 등에 

한 설명은 부족하다. 

표 4.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연령구분

연령구간 55-59 60-64 65-69 70-74 75-79 80이상

고성룡

(1999)

55-65(노인 기) 66-75(노인 기) 75-(노인후기)

노화를 지각

주거환경이 환

되는 시기

노인임을 지각

 

노인사회의 심으

로 각종 노인시설

의 주체로 활동이 

활발한 시기

노화가 상당히 

진

이동이 불편해져서 

환경에의 응력이 

격히 떨어지고 일

상생활에 타인의 보

조가 요구되는 시기

김정석

(2005)

고령 고령

자녀동거가 두 세  간 지원교환의 성격, 자

의성을 

자녀동거

가 노부모 

부양의 성

격

이지숙

(2005)
- 65-69 70-74 75-79 80-

박신

(2006)
-

65-74 75-

노후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노력

노후주거문제의 자

녀의존 경향이 높음

Neugarten

(1973)
55-64 65-74 75-

Brody

(1977)
- 60-64 65-74 75-

Atchlry

(1980)
- 60-74 75-84

番場美恵子,竹

田喜美子(2003) 
-59 60-64 65-69 70-74 75-79 80-

  

  

  반면 고령화 연구가 앞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연

령에 근거하여 고령기를 일반 인 은퇴연령인 60세부터 5세 간

격으로 구분하여 STAGE0(59세 이하), STAGE1(60세-64세), 

STAGE2(65세-69세), STAGE3(70세-74세),  STAGE4(75세

-79세), STAGE5(80세 이상)의 6단계로 분류하고 실버스테이

지(Silver Stage)로 명명하여 가족 계나 주거생활방식 등을 

포함한 고령 분류를 시도하 다(番場美恵子,竹田喜美子, 

2003). 실버스테이지 분류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기본으로 하되 

가족구성과 가족 계, 동거상황, 그리고 노인의 생활의식 등의 

변화를 함께 분류함으로써 고령화에서 나타나는 노인가구의 다

양한 모습을 악할 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표 5). 

  그러나 일본의 고령화단계는 노인의 주생활의식특성이나 가

족 계 등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

2) 홍숙자(2002), 노년학  개론, 도서출 하우, p.14, p132



표 6. 고령기단계의 특성

고령기단계 stage1 stage2 stage3 stage4 stage5

연령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가족구성

2세 가구(부부+자녀)

구성 비율이 높음

노인부부가구보다 자녀 

동거가구 비율이 높음

1세 가구(부부)구성 비

율이 높아짐

자녀동거가구보다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이 높음.

1세 가구(부부)구성 비

율이 높음

자녀동거가구보다 노인부

부가구비율이 월등히 높음

3세 가구  1세 가

구(부부) 비율이 높음

3세 가구  2세 가구 

비율이 높음

가구원수
4-5인가구의 증가 1인 단독가구의 감소와 더불어 2-5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음

2-5인가구의 증가로 다양한 가구가 나타남

자녀와 동거

여부

자녀동거비율이 상 으로 낮음 자녀동거비율이 높아짐

손자녀의 양육  자녀의 기타 가사를 도움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자녀와 동거 자신들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자녀와 동거

거주기간
 거주지에서의 이동

이 일부 나타남

 거주지에서의 거주기

간이 길어짐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짐

거주기간의 증가가 뚜렷함

생활의식

노화를 지각함 노인임을 지각함 노화가 상당히 진 됨

주거환경이 환되는 

시기

노인사회의 심으로 각종 노인시설의 주체로 활

동이 활발한 시기

이동이 불편해져서 환경에의 응력이 격히 떨

어지고 일상생활에 타인의 보조가 요구되는 시기

표 5. 실버스테이지(Silver Stage, 番場美恵子, 竹田喜美子, 2003, 2005)

stage0 stage1 stage2 stage3 stage4 stage5

고령자의 연령 59세이하 60-64세 65-69세 70-74세 75-9세 80세이상

가족구성 부부+자녀 부부+자녀 부부 부부 는 단독 부부 는 단독 단독

동거상황 동거 거(中居) 재동거

가족교류상황
부모: 자립

자녀: 의존

부모:자립

자녀: 의존

부모:자립

자녀: 자립

부모:자립

자녀: 자립

부모:의존

자녀: 자립

교류패턴 친자자립․교류있음
친자자립․교류있

음
친자자립․교류없음

친자자립․교류없음

/친자자립․배려형
친의존․자자립형

 생활의식

고령자로서의 자각이 으며, 노후를 

향후의 일로 생각한다. 자신의 즐거움

을 해 취미나 활동을 하며, 활동도 

비교  극 으로 참가하고 있다.  

체력 으로 자심감이 없어지는 

등 노령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고령기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생활의식과 활동상황이 

개인에 따라 양분화된다.

실질 으로 신체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

는 사람이 늘어나고, 불안과 불편함이 

실문제로서 나타난다. 자신이외의 사람에

게 의존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며, 지역활

동의 참가 비율이 감소한다.

근린교류
단지 내보다 외부로 을 돌리는 경향

이 강하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계가 요시된

다.(stage5에서는 더 이상 취미를 가지지 

않는 비율이 높아진다.)

라에 바로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단되므로 우리

나라 실정을 고려한 노인가구의 고령기단계 설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Ⅲ 노인가구의 고령기단계 설정

  우리나라의 노인가구의 고령기단계를 설정하기 해 통계청

과 문헌연구의 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련변인으로 연령, 가족

구성, 가구원수, 자녀와의 동거여부, 거주기간, 생활의식의 6가

지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변인들은 노인가구의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구구성특성  주생활방식을 포 으로 설

명해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령기단계를 5단계로 설정하

고 각 단계별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표6).  

  Stage 1. 가족구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단계로 

자녀의 독립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녀가 독립을 했어도 

손자녀의 양육 등 자녀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기에 들

어서기 시작하는 시기로 노인의 사회 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주거환경도 환된다.

  Stage 2.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가 증가하는 부부가구의 

확 기이며, 노인임을 지각한다. 노인 사회에 익숙해지면서 노

인사회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특히 손자녀의 양육  자녀

의 기타 가사를 돕기 한 행 가 크게 나타난다. 

  Stage 3. 노인부부만 거주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진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져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들도 늘어나게 된다.

  Stage 4. 가족구성은 노인부부 는 3세 가구를 심으로 

이루어지나,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화가 상

당히 진 되어 환경의 응력이 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독

립생활이 서서히 불가능해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Stage 5. 가족구성은 2세   3세 가구로 구성이 되며, 

이 시기에 들어서면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보조가 요구되기 

시작한다.



  노인가구의 련변인에 근거하여 고령기단계를 설정하고 단

계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고령기단계를 살펴보는 것은 

노인의 주거생활 흐름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노인을 한 주

거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노후상황을 이해하여 

노인의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해 고령기단계를 제안하고 

그 특성을 악하 다. 

  노인을 획일화된 연령집단으로 이해하기에는 노인가구의 노

후상황이 다양한 주거생활변화를 가짐에 따라 이를 고령기단계

에 기반하여 그 특성을 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가족구성은 고령기 기인 stage1에서는 노인부부와 

자녀의 동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stage2와 stage3에서

는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경우 

자녀가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손자녀의 양육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자녀와의 동거 이유  교류 계로 나타났다. 

한 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의 거주기간은 연령이 많아질

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ageing in place의 속성을 분명

히 보여 으로써 지속 인 주거생활을 지원해  수 있도록 고

령기단계에 따른 주거생활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인은 연령이 높아갈수록 주거환경에서 응하는 능력이 

약해짐으로 노화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 처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해 고령기단계의 체계화는 노인

의 주거생활변화를 노인의 노화상황에 따라 이해하여 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노인주거를 한 주거환경계획 시 보다 효과

인 처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기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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