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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

-공간구문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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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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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low birth rate and longer life longevity, schools have been shutting

down and converted into welfare facilities. However, most of researches about utilizing closed down

school are focused on case researches or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Moreover, majority of

existing welfare centers for the aged are not designed with the flow of human traffic in mind, which

means there is no consideration of physical o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That fact

leads to increasing number of shutting down welfare facilities. Therefore, this thesis will present the

necessity of effective space allocation, extension and reconstruction for residents in aged care by

analyzing space using index of space syntax with depth-map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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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계속되는 산업 발달과 도시화로 농어촌의 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는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여

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출산율이 저조

해지면서 해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

에 따라 문을 닫는 초등학교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1)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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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 jklee@kmu.ac.kr)

이 논문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11-0023722)

있다.

폐교시설은 2011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3,438개

에 이르고 있으며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전체의

13.6%인 644개로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던 학

교가 문을 닫는 것은 문화공간이 폐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고령

인구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노인인

구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10.9%인 530만명, 2020년에

는 전체인구의 15.7%인 770만 명, 그리고 2050년에

는 전체인구의 38.2%인 1600만 명에 이르게 될 전

망이며 이에 따른 노인시설의 수요가 급증하여 시설

의 추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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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총 폐교수 매각 자체활용
대부

(임대)
기타

서울 1 1 - - -
부산 12 5 - 3 -
대구 27 12 7 6 1
인천 46 24 3 5 7
광주 14 6 - 8 -
대전 8 3 1 3 -
울산 21 8 6 5 1
경기 162 64 22 56 1
강원 416 127 18 150 79
충북 220 96 11 75 11
충남 259 182 18 25 -
전북 319 264 15 11 -
전남 751 492 32 49 2
경북 632 384 50 109 35
경남 517 267 33 129 23
제주 33 4 - 22 1

계
3,438(미

활용포함)
1,939 216 656 161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교를 노인요양시설로 활용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간구성 분석이나 폐

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는 전

무한 실정으로 관련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폐교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의 공

간분석으로 장단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완전의존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로의 폐교시

설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문제를 동

시에 해결하고자 한다.

I-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현재 폐교를 노인요양시설로 활용

하고 있는 시설로써 두 개의 시설을 선정하였다.

공간구문론의 분석기법 중 통합도, 통제도, 공간

깊이를 통하여 동선이 분배된 곳과 집중된 곳을 파

악하고, 공간별 접근성(깊이)이 좋고 나쁨을 파악하

여 공간의 연결관계를 객관화 또는 계량화 하였다.

공간구문론 지표를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UCL Depthmap software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방

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폐교를 활용한 노인요

양시설의 현황과 본 논문의 분석에서 적용할 공간구

문론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분석의 대상이 되는 폐교시설을 선정하여

시설개요를 조사 및 인용하였다.

셋째, 공간구문론의 지표 중 전체통합도, 국부통

합도, 연결도 및 통제도, 평균깊이를 통해 폐교를 활

용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II-1. 폐교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한 시․ 도별 폐교

재산 현황(2011.4월 기준) <표 1>을 보면 전체 폐교

수는 1982년부터 조사시점 인 2011년 4월 까지

3,438개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폐교가 도시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5월 검

색)

표1. 시․도별 폐교현황 (2011.4.1. 기준)

폐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원인

중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초등학교 입학자 수의 감

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출생율의 감소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2011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약

5,700,972명으로써 2010년 5,506,352명 보다 194,620

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의 추가가 필요하

게 되었다. (통계청, 2012년 5월 검색)

그러나 도심지에 노인복지시설 건립 시 대지 확보

의 문제와 높은 지가로 인해 시설의 추가가 어렵게

되었으며 폐교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폐교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방안이 대두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교가 노인요양

시설로 리모델링 되고 있지만 공간분석에 대한 연구

자료는 미비한 실정으로 용도가 다시 변경되는 사례

도 발생하고 있다.

향후 활용 계획 (미활용 폐교에 해당)

매각 대부 자체활용 보존관리 계

147 121 27 171 466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표2. 시․도별 미활용폐교현황(2011.4.1 기준)

한편,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는 전체 3,438개의

폐교 중 13.6% 인 644개로서 이와 같은 미활용 폐

교 시설은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될 뿐만 아니

라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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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경계설정 Convex Analysis Justified Graph

분석대상에

공간조직의

경계설정

설정한

공간조직을

볼록공간으로

분해

공간의 관계를

공간 위상도로

작성

표3. 공간깊이(Depth) 산출과정

및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접근

성의 장점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폐교들이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었으며, 강원지역은 폐교 주변 자연환경

이 뛰어나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폐교들이 활

발히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충남지역에서는 전체

적으로 그다지 많은 폐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활

용도 면에서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처럼 폐교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의 경우 보다 적극

적인 폐교 활용 의지를 통해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적은 수의 폐교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오

히려 낮은 활용도로 보이고 있었다.

II-2. 공간구문론의 개념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Hillier &

Hanson(1984)1) 에 의해 개발 된 공간구조분석이론이다.

공간구문론은 건축평면상에 나타난 공간 하나 하나를

각각의 독립된 단위요소로 보고, 각 공간간의 연결관계를

객관적인 수치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간구문론에서 공간의 구조특성을 계산하는 기본적 개

념은 ‘depth’이다. Depth란 공간과 공간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공간에서 인접공간과의 거리를 1로

정하고 있으며, 이 depth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쳐야 하는

공간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depth는 공간 배치구조에

따라 값이 결정된다.

Depth 단위공간을 구하기 전에 평면에 나타난 공간은

Convex map을 이용 단위공간으로 나누어 depth값을

구한다. 이러한 depth 값을 기초로 공간구문론의 분석요

소인 연결도, 통제도, 평균깊이(MD), 상대적비대칭성

(RA), 실질적 상대적 비대칭성(RRA), 통합도

(Integration) 등을 구할 수 있다. 연결도는 특정 단위공간

에 접해 있는 주변단위공간의 수를 의미한다. 통제도는

이웃한 단위공간에서 특정 공간으로 올 수 있는 확률들의

합을 의미한다. 평균깊이(MD)는 한 특정 공간에서 모든

공간으로 가는 깊이의 수로서 통과해야하는 문의 수를

의미한다. 상대적 비대칭성(RA)은 중심공간인지 주변공

간인지 파악하는 수치로, 값이 크면 그 공간은 주변에

있고, 값이 작으면 그 공간은 중심에 가까이 있다는 의미

이다. 실질적 상대적 비대칭성(RRA)은 전체공간에서

1) Bill Hillier & Julienne Hanson(1984)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90-92

어느 공간이 중심적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통합도(Integration)는 공간의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치로 값이 클수록 특정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

는데 필요한 전이단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II-3. 선행연구고찰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이용한 폐교 활용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간구성 특성을 분석한 논문

은 거의 보고가 되지 않았다. 본 논문을 통하여 공

간구문론을 이용한 폐교활용 노인요양시설과 공간구

문론을 이용한 시설의 차이점을 결론에서 언급하고

자 한다.

표4. 선행연구 분석

현재까지 진행 된 폐교의 노인복지시설관련 연구

는 대부분이 사례조사와 건축계획적 연구와 관련되

었으며 공간구문론을 적용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공간구문론을 적용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을 고려한 공간의 계획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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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대지면적 6,945㎡
건물

연면적
856㎡

시 설

전면 : 교사 2동(2층 신관, 1층구관), 기숙사(1층

조립식 건물)

후면 : 사무실(1층 조립식건물)
건물구조 신관 : 철근콘크리트, 구관 : 시멘트블록

직원
6명(관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조리사 1명)

입소자
총 19명 (남 5명 여 1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1명)
건강상태 요양판정을 받지 못한 허약 노인

통원
20km(20분) 거리의 진주시 또는 의령군소재

병원

표5. 성로관 시설 및 입소자 현황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22,491㎡

건물

연면적
1,300㎡ (1층 : 770㎡ / 2층 : 475㎡)

시 설

전면 : 교사 1동

후면 : 각각 별동으로 화장실 2동, 숙직실,

사택, 창고 등 5개 동

건물구조 시멘트블록조

직원 16명(의료 :2명, 요양:10명, 사무 및 조리 : 4명)

입소자 정원 :27명(남 5명, 여20명, 대기자 3명)

건강상태 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통원 동이면 관내 보건소에서 월 1~2회 방문

표6. 행복한 집 시설 및 입소자 현황

III. 분석대상의 선정 및 개요

분석이 되는 대상은 폐교를 노인요양시설로 활용

중인 곳으로써 1990년 폐교 후 2005년 요양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천곡분교(현 성로관), 1971년 개교하

여 1998년 폐교 후 요양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동이

중학교(현 행복한 집)를 비교 대상으로 한다.

이 시설 모두 도시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

연경관 및 요양소로써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III-1. 천곡분교 (현 성로관)2)

성호관의 위치는 진주시와 의령군에서 차량으로

약20분 거리의 경남 의령군 대의면 천곡리 마을 입

구에 위치한다. 전면은 논과 밭, 계곡이며, 후면은

산이 위치하고 있다. 장방형 교지의 기단위에 건립

된 교사동은 동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등 노인복지시

설로의 활용이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남윤철(2010), 농촌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시설의 리모

델링 사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자료

III-2. 동이중학교 (현 행복한 집)3)

1998년 폐교 후 2005년 건물과 부지에 대해 10년

간 임대계약을 맺고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2006년

노인요양시설 ‘행복한 집’으로 개관하였다. 위치는

옥천군청, 옥천성모병원에서 차량으로 약 15분거리

(8km)의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에 위치한다. 교

지 전면은 운동장이고 약 4m기단위에 교사동이 위

치하고 모든 교실이 남향 배치된 전형적인 농촌학교

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주변은 논과 밭, 농가주택,

하천이 있고 후면은 낮은 산이 위치하고 있다. 전체

적으로 정방형 교지의 기단위에 건립된 교사동은 남

향이면서 전망이 양호해 주생활공간으로 유리하다.

3) 남윤철(2011), 폐교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리모델링

사례와 평면유형 개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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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간구문론에 의한 정량적 분석

IV-1.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동선기본계획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계획할 때는 노인의

노화특성을 배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근골격

계의 노화로 이동능력이 저하되고 이동 시 골절상을

입기 쉬운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내의 노인동선

은 짧고 효율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되도록 노인

들의 주 활동영역은 한 층에 배치하여 수직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감각기

관의 노화와 치매 등의 지병으로 인해 노인들의 저

하된 인지력을 고려하고 더불어 방향전환이 적은 곳

이 많은 곳 보다 공간인식성과 접근성이 높게 나타

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

실과 물리치료실 등은 공간의 깊이를 낮게 계획하며

화기를 다루는 조리실과 기계실 등은 안전사고를 유

발할 수 있으므로 공간의 깊이를 깊게 계획해야 한

다. 사회적 역할 및 경제성 능력의 상실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내향적 성향

이 강해지고 소극적인 태도와 조심성이 증가하여 쉽

게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동선계획 시, 위계

공간의 시각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인지능

력 및 이동성이 남아있는 노인들의 활동성을 자극하

고 시각적 경험을 통해 사회활동에 좀 더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4)

IV-2. 분석지표5)

공간구조 특성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

인 개념은 공간깊이(depth)이다 . depth는 공간형태

개념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며 일반적인 물리적 거리

의 개념과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Depthmap software를 활용하여

다음 각 지표를 분석하였다.

1) 전체통합도(global intergration)

분석대상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공간들까

지 포함한 모든 공간들에서의 각 공간의 통합도를

의미한다. 대체적으로 전체통합도가 0.4~0.6인 경우

4) 권순정(2002), 노인 요양시설의 위계적 공간구성에 관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4호

5) 박진경(2011),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조적 위계 및 연

결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3

호

는 공간이 상호 분리되어 있는 분리성이 강하고 1보

다 크면 공간들이 서로 통합되어 있는 통합성이 상

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한다.

2) 국부통합도(local integration)

국부적인 공간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공간으

로부터 몇 개의 공간깊이까지만 고려하여 통합도를

계산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해당공간을 중심으

로 깊이 3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해

당 분석공간을 중심으로 몇 단계의 깊이만을 고려한

지엽적인 공간 배치구조 특성을 나타낸다.

3) 연결도(connectivity) 및 통제도(control value)

연결도는 한 공간에서 직접 연결되는 공간의 수

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간의 연결정도를 나타내며 통

제도는 한 공간에 인접된 주변 공간들에 대한 그 공

간의 통제정도를 의미한다. 통제성이 높게 나타나는

공간구조는 정해진 몇몇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이동

하며, 여러 공간을 배회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평균깊이(mean depth)

특정 공간으로 부터 모든 공간들의 깊이를 합산하

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총 공간의 수에서 1을 뺀

숫자로 나누면 평균깊이(MD:Mean Depth)가 된다.

따라서 어떤 공간의 평균깊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부터 떨어져 깊숙이 위치함

을 뜻한다.

IV-3. 분석결과

1) 전체통합도 분석

Depthma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축선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통합도는 성로관의 경우 거실과 할

머니 방이 위치한 곳이 높게 나타났고, 행복한 집의

경우는 현관 및 계단실 부분을 잇는 복도부분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성로관의 거실과 할머니방이 위치하는 곳이 가장

높은 것은 할아버지방이 위치하는(건물의 서쪽)곳이

편복도 인데 비해 중복도의 형태로 복도를 중심으로

실이 양측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

다. 거실과 할머니방 다음으로 통합도가 높은 공간

은 침대방(int=2.21)이다.

행복한 집은 기존 교사의 ‘ㅡ’자형 형태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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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Depthmap을 활용한 지표 산출결과

구 분 성 로 관 행 복 한 집

전체통합도

국부통합도

연 결 도

통 제 도

Mean

Depth

공간
전체통합도의 평균값

성로관 행복한 집

이동공간 2.66 5.35

거주공간 1.54 1.64

공용공간 2.08 1.34

표7. 전체통합도 평균값

공간
전체통합도의 평균값

성로관 행복한 집

이동공간 2.66 5.35

거주공간 2.02 1.96

공용공간 2.08 1.33

표9. 국부통합도 평균값
유지하여 복도 역시 편복도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관에서 각 실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공간은 복

도를 통한 동선이기 때문에 통합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통합도가 가장 높은 공간은

계단실(int=2.44) 이다.

성로관의 경우 통합도의 평균값이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지 않지만 행복한 집의 경우 이동공간의 통

합도가 다른 공간들에 비해 큰 통합도를 가진다.

이는 편복도의 형태로 이동공간이 단일하고 단순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국부통합도 분석

국부통합도의 평균값을 다음 <표 8>과 같으며

통합도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거주공간의 값이 가

장 큰 변화가 있었다.

3) 통제도 분석

통제도가 높다는 것은 주변을 통제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제도가 높은 단위공

간은 주변공간을 강하게 제어하는 성격을 지닌다.

성로관의 경우 통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공

간은 거실과 같은 공용공간이며 다음으로 높은 공간

은 식당 공간(cv=1.67)이다. 통제도가 가장 낮은 공

간은 시설의 오른쪽 가장 끝에 위치하는 방

(cv=0.23)으로 입소보호노인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행복한 집의 경우 통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공간은 거주공간 및 식당으로 진입하는 복도공간이

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공간은 계단실(cv=1.28)이다.

통제도가 가장 낮은 공간은 화장실 (cv=0.41)이다.

행복한 집의 경우 통제도가 높은 복도공간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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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두어 입소보호노인을 관리하고 있지만 성로관

의 경우 통제도가 가장 높은 공간인 거실 주변에 입

소보호노인을 보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따라서

공간 계획 시 거실 주변에 간호사실이나 자원봉사자

실을 두어 입소보호노인을 보호 및 관리 해야 한다.

4) 평균깊이 분석

평균깊이는 통과해야하는 문의 수, 즉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깊이가 크면 특정 방에 가기

위해 많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평균깊이가 클수록 불리하므로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일수록 평균깊이를 작게

해야 한다.

성로관의 경우 평균깊이가 크게 나타난 공간은 할

아버지방이 위치한 곳으로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식

당 및 거실을 이용하기 위해 긴 동선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평균깊이가 가장 낮은 공간은 거실

과 할머니방(MD=1.6)이다.

행복한 집의 경우 평균깊이가 가장 높은 곳은 레

크레이션실로써 노인들이 침실에서 이 공간을 이용

하기 위해 긴 동선을 지나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거주공간을 이어주는 복도는 평균깊이가 가

장 낮아(MD=1.31) 접근성이 가장 좋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간구문론을 적용한 폐교활용 노

인요양시설의 공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단순히 건축

계획적이나 사례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공간구문

론의 산출치 기준에 근거한 정량적 분석으로 좀 더

효율적인 공간과 동선의 배치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2개의 시설은 도시 외 지

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교사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었으며 ‘ㅡ’자형의 배치로 필요에 따라

중복도로 개조 하고 있었다.

공간구문론의 지표를 통해 공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도의 분석에서 성로관의 경우 거실과

할머니 방이 위치한 곳이 높게 나타났고, 행복한 집

의 경우는 현관 및 계단실 부분을 잇는 복도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실과 할머니방이 위치

하는 곳이 가장 높은 것은 할아버지방이 위치하는

(건물의 서쪽)곳이 편복도 인데 비해 중복도의 형태

로 복도를 중심으로 실이 양측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복한 집은 기존 교사의 ‘ㅡ’자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복도 역시 편복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관에서 각 실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공간은 복

도를 통한 동선이기 때문에 통합도가 가장 높았다.

편복도의 경우 노인이 실을 이용하는데 동선이 길

어지므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성로관과 같이 필

요에 따라 중복도로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

되며 증축이나 개축으로 침실을 분산 배치하여 공용

공간으로의 진입 동선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

단된다.

둘째, 통제도의 분석에서 성로관의 경우 통제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공간은 거실과 같은 공용공

간이였으며, 통제도가 가장 낮은 공간은 시설의 오

른쪽 가장 끝에 위치하는 방으로 입소보호노인 보호

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증축 및 개축으로 인

한 침실의 분산과 함께 짧은 동선 내에서 노인을 보

호 및 관찰 할 수 있는 실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

다.

행복한 집의 경우 통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공간은 거주공간 및 식당으로 진입하는 복도공간이

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공간은 계단실로 나타났다.

행복한 집의 경우 통제도가 높은 복도공간에 사

무실을 두어 입소보호노인을 관리하고 있지만 성로

관의 경우 통제도가 가장 높은 공간인 거실 주변에

입소보호노인을 보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따

라서 공간 계획 시 거실 주변에 간호사실이나 자원

봉사자실을 두어 입소보호노인을 보호 및 관리가 되

어야 한다.

셋째, 평균깊이의 분석에서 성로관과 행복한 집은

평균깊이가 크게 나타난 공간은 할아버지방이 위치

한 곳과 레크레이션실로써 공용공간을 활용하기 위

해 긴 동선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실의 경우 거주공간의 중심에

배치되거나 균등한 다중심적 공간확보 및 활용을 통

해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고 특정 공간의

집중이용을 완화하는 공간의 배치가 필요하다.

공간구문론을 이용하여 공간특성을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의 분석에서 보다 공간의 분석이 세부적이

고 정량적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폐교활용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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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양시설의 공간의 분석과 다른 폐교시설과의 비

교 및 가시성분석을 통하여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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