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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나

아가고 있으며 그 진입 속도는 유례없이 빠르다 급속한, .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다양한 시설이 단기간에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양적 증가에 비해 시설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시설환경의 질 또한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에 따라 노인주. ,
택에 대한 인식이 시설적인 개념 혹은 중산층을 위한 고

급 주택 등으로 달리 이해되고 있고 노인주택의 형태도,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노인을 위한 주거환

경 즉 노인주택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이해가 절,
실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들에서 먼저 발달된 다양한. ,
노인 주거형태가 국내 여러 정의 및 용어들로 소개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며 사뭇 혼돈을 주고

있기도 하다 노인주택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접.
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복지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소

개되어 온 법령상의 관리나 비용적 측면을 기준으로 하‘ ’
는 노인주택분류외에 건축 특히 주택 계획차원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관.
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틀이 발전된다면 학문적 연구의 타

당성 및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노인복지 관련 다학,
제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노인주택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노인주택

개발 및 계획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을 배려한 건축적 환경 조건은 지속가능한 생,
태건축의 조건으로 늘 포함되어 있는 건축환경의 지속가

능가치를 높이는 방안이라는데 보편적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노화에 따른 기능 쇠퇴로 기존 환경에 적응하.
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건축환경의 사용가치가

떨어지고 개조 등의 요구를 생겨나게 하여 도시 자원의

소모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
주택은 이러한 생애주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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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성이 크게 내재되어야 하는 환경이며 많은 노인주택유,
형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공유공간들을 지니고 있

어 즉 공간적 자원을 공유하게 되어 있어 생태건축의 자,
원 절약적 관점에서 일반 주택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인주택이 고령화와 더불어 함께 나누어.
쓰는 건축관점에서도 장려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주택에 대한 사고 체계가 일괄적

이면서도 먼저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선행문헌에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 노인주택관련 용어들을 정리하

여 주택계획차원에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유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복.
합적 양상으로 발전할 노인 주거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

하고 계획하는 데에 종합적인 사고의 틀로 이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1.2
본 연구는 년도 이후의 국내 노인주택에 대한 연구1990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 단행본 등 문헌을 내용분석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노인주택유형에 관한 외국 문헌

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노인주택관련 용어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문헌들에서 소개한 내용

과 번역되어 사용되는 경우 본래 용어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종합 분석하여 보다 일관되게

정리하였다.
둘째 미국과 영국의 노인주택을 중심으로 노인주택 유,
형에 대한 선행문헌을 파악하고 그 분류기준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존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거환경계획의 측,
면에서 새로운 분류기준을 도출하여 유형화 하였다.

문헌고찰2.

노인주택의 개념2.1
노인주택은 고령화현상을 먼저 겪거나 사회보장제도가,
먼저 발달하거나 세대간 별개 문화가 보편적인 선진국에,
서 먼저 발달하였으며 그 사례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

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노인주택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문헌들에서 시도하고 소개해왔으며 그 정

의가 다양할 수 있다.
미국건축가협회(AIA, 1995)1)에서는 노인주택을 다양한

정도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노인들이 가능한 많은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춘 다양한 건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하였다 한편 박태환. , (1994)2)은 노인주택을 일반주택
과 구별되는 노인계획주거 로서 노년층(planned housing)
들의 정신적 육체적 제 기능의 약화와 쇠퇴에 따른 노화,
1) 이연숙 노인주택 실내디자인 지침 경춘사 재인용(1993), , .

2) 박태환 노년층을 위한 계획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1994). .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제 권 호( ) 14 1 , 1994. 4.

현상을 고찰하고 종합하여 노년층들의 심신능력과 요구,
에 부합되도록 특별히 계획하고 설계한 주거로서 의존단

계별로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년층을 위한 것과 반의존

노년층을 위한 것으로 대별된다고 정의하였다 권용대. ,
윤홍택(1995)3)에 따르면 노인주택이란 노인을 위하여 설,
계된 단독주택을 말하며 계획주거란 노인의 심리적신, ․
체적 특성에 적합하게 계획된 주택으로서 주거기능을 갖

는 시설로 정의한다 또한 시설주거를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정의하고 노인집합주거 보호주거 간호, ,
주거 노인종합주거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
이연숙 에 따르면 노인시설은 크게 노인주거시설(1995) ,
과 노인이용시설로 나누고 이들을 일시성과 장기거주성

으로 구별하였다 우선 노인이용시설이란 경로당 노인교. ,
실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이 일시적으로 사용, ,
하는 환경을 말하며 노인주거시설이란 양로시설 노인요, ,
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 , ,
유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 주택, ,
등 노인이 거주하는 환경을 말한다 노인주택은 일반주택.
의 기능 외에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활동보조 서비스,
가사보조 서비스 개인생활지원서비스 간호간병 서비스, ,
등이 제공되는 특수주택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문헌들의 정리를 분석 종합해보면 노인주택이란,
첫째 노화로 인한 변화를 지원하고 둘째 다양한 건물유, ,
형을 포괄하며 셋째 서비스 등 지원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으며 넷째 주거 거주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유형을 포, ,
괄하고 있다 이렇듯 노인주택을 이해하는 가장 주요한.
개념은 노화를 배려한 계획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 」

주거를 시설주거로 정의한 경우도 위와 같이 있으나 이

는 발달과정에서 간주될 수 있었던 사항 즉 초기 계획주,
거는 주로 시설을 의미한 경향이 있었기에 잘못된 정의

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점점 일반주택도 특별히 노인을.
배려하여 설계하는 경우가 늘어 계획주거라고 할 수 있

게 되어가고 있다.
이연숙 은 이러한 노인주택의 개념을(1990, 1998, 2003)
쉽게 이해하도록 다음의 그림 과 같이 정리소개하였다1. .

그림 연령의 변화에 따른 환경통제력 및 환경에 요구되는1.
지원성의 정도4)

3) 권용대 윤홍택 노인시설주거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 (1995), ,

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 권 호- 15 1 , 1995.04.

4)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주관 고령화사회의 노인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과 학술대회의 주제강연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1991 ,」



노인주택의 개념과 유형화 연구 이연숙 이성미 김민수 이유진 이선민/ ・ ・ ・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7, No. 1 2007. 02 83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생애주기에 따라 변하는데 유아,
아동기에는 스스로 환경을 조절하거나 적응하지 못하여

어른들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며 청년 중년 장년기, , ,
에는 스스로 적응하기도 하고 통제해 나가며 삶을 산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다시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이 떨

어져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어린아.
이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의식에는 대개 공감하고 있으나

일단 성인시기를 거친 노인들에게 이와 같은 보호의식을

느끼고 실행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그 의식이 미미하다.
이러한 환경통제력이 약한 노인들이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인이 거주하는 환경의 지원성이 강화

되어야 한다 이 지원성이란 곧 인위적 환경이 인간의 삶.
에 어떤 기회와 가능성을 주느냐 하는 본질적인 기능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성이 다루어야 할 주요차원

들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 모두를 포함한다, , .
결국 노인주택은 노화로 인한 변화를 배려한 주택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노화현상에 따른 변화를 언급하고 있.
는 문헌은 의료 간호 노인복지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
많으나 최근 일본의 주택들에서 노화를 배려한 주택계획

시 자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생애주기에 따

른 변화를 간략히 정리소개하면 표 과 같고 이를 기반1.
으로 그 변화곡선을 그린 것은 그림 와 같다 실제 여2. .
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개 세를 정점으로 우리 생애10
주기 전반에서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로서 노화는

노인에게만 일어나는 사실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

해해야 한다.
한편 지원성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지는 시기를 크게,
자립도에 따라 독립시기 반의존시기 의존시기로 분류할, ,
수 있다 이 시기는 대개 건강자립기 장애기 와상기로. , ,
불리기도 한다 어느 시기이건 주택자체가 어떠한 지원. ,
성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지원해야하는지 시기별 노인에게 중요한,

주관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한국의 미래주택 개발방1993「

향 학술대회의 주제강연 발표시 소개되었다.」

5)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유니버설 디자인 이 시대의 좋은-「

디자인 작품도록 와 이연숙 이성미 고령친(2004) pp38-39 , (2006),」

화혁신디자인 연세대학교출판부 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 pp68-69

내용은 일본 세끼스이 주택연구소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추가

표 생애주기에 따른 신체기능 변화증상1.
세1 의사소통이 시작된다 걷기 시작한다. .

세10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팔 어깨 등 근육조절 능력이 빠르게 발달한다, .
전체적인 모습이 성인과 유사해진다.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대담하다.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획득하면서 사

회화된다.

세20

시력이 최고에 달하는 시기이다 기억력이 높다. .
직감 재치가 최고인 시기이다, .
섬세하고 빠른 직업능력이 최대로 발달한다.
급격한 신체변화와 성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지적인지발달이 활발하다.․
시각적 예민성이 가장 크며 청력도 가장 좋다, .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고 자기성에 적합한 성역할의 습득

이 이루어진다.

세35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종합적 시스템적인 창조력이 높은 시기이다, .
육체적 정신적인 지구력이 강하다, .
거의 모든 신체적 성장과 성숙이 완결된다.
근육의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근력이 절정에 이르다

점차 감소한다.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가장 정점에 있는 시기이다.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세50
노인이 시작된다 청력이 점진적으로 상실된다. .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된다.
추위를 잘 타게 된다 손의 기능이 떨어진다. .

세65

높은음을 듣기 힘들어진다 행동이 느려진다. .
노안을 조절하는 안경이 필수적이 된다.
백내장등 눈관련 질병율이 높아진다.
촉각이 떨어져 압력이나 고통 온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 .
평형조정과 동작조정이 잘 안되어 잘 넘어진다.
욕조 사용시에는 보조손잡이가 필요하게 된다.

세80
기력이 쇠해진다 큰 소리라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둥근 손잡이나 수도꼭지를 돌리기 힘들어진다.
지팡이나 벽에 의지해 걷게 된다.

심경전도속도

신장기능

심장혈관기능

근육힘

유용한폐부피

최대호흡능력

근력(남)민첩성(남)

민첩성(여)
평형감각(남)

지구력(남)

근력(여)

지구력(여)

그림 생애주기 신체기능 변화도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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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대상은 누구인지와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를 아는 것은 노인주택을 이해하는 핵심차원이 된다.
우선 주택자체가 직접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지원성도

의존기로 갈수록 안전성 보완성 요양성이 점차 더해지, ,
며 시기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
야 한다.
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존기로 이동할수록 셀프

케어 가사보조 개인생활행위보조 간호의료종말케어가, , ,
점진적으로 더해진다 한편 노인을 지원하는 인적집단도.
가족은 불변하나 가사자원봉사자 가정부의 역할이 점점,
줄어가고 의존시기로 가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
역할이 더욱 커진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그림 과 같다3. .

국내 노인주택 유형2.2
최근 고령화사회 위기의식의 고조로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종래의 실버 라는 용어를 보다 호감이 가「 」

고 또 이 시대 변화 특성을 포용하도록 고령친화 라는「 」

용어로 통일시켜 사용하도록 결정한 다양한 노인주택이

발달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에는 노인주거개발 자,
체가 대부분 정부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서 법적 기준에 따른 국내 노인주택 유.
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 , ,
시설의 네 종류로 분류된다 여기서 노인주거에 대한 시.
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 , ,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어진다 양로시설은 무료로 운.
영되는 시설이며 실비양로시설과 실비노인복지주택은 국

가의 재정지원을 대부분 받고 본인은 비용의 일부만 부

하고 그래픽작업을 다시 한 것이다, .

6) 앞의 여러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형식으로 소개하였으며 일본 세끼,

스이 주택 자료를 참조하되 인적조건을 추가하여 정리하고 그래픽

작업을 다시 한 것이다.

담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은 모든 비용을 주거의 거주환경이 일정 수준이상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구분이 모호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의료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요양시설들도 노인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생활

환경임을 고려하면 노인주거시설이란 관점에서 재정리, ‘ ’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복지법상 노인주택의 정의와 분류는

비용지불수준 관점에 치중되어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지불,
하는가에 따른 분류로 노인복지분야에서 노인주택을 이

해하는 틀이며 건축적 접근과 노인에 대한 거주 환경적

관점의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노.
인주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시설적 개념에 치우친,
복지시설로서의 노인환경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노인문제.
가 복지 외의 영리를 추구하는 고령친화사업으로 포괄적

으로 발전하고 노인주택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주거복지시설만이 아닌 노인들의 삶을 담는 다양한 주거

선택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총체적 시각으로

노인주택이 분류되고 또 유형화될 필요가 있다 앞서 미.
국건축협회외 여러 연구자들의 노인주택 정리들에서 암

시하였듯이 노인의 삶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물

리적 조건으로서의 노인주택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노

인의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노인이 거주하게 되는 모든

유형의 주거환경이라는 관점으로 넓게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보건복지부 제정 노인주거유형외에 실제 건축

계획 주거계획 분야에서 노인주택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일반인들도.
머릿속에 노인주택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그 속성을 정리한 유형의 체계화 작업이 필요

하다.

문헌을 통해 본 노인주택의 유형2.3
본 장에서는 노인주택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틀

을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주택 연구분야에서 소개한.
분류체계는 대개 선진국에서 개발해 온 것을 바탕으로

표 보건복지부제정 노인주거유형2.
종 류 시 설 설 치 목 적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

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

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유료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실비
노인
복지
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
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
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유료
노인
복지
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그림 노인주택의 이해틀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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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주택 유형화체계는 선진국의.
선행문헌을 우선 파악하고 그 분류기준과 경향을 분석하

였다 그런 후 국내에서 주거계획 건축계획적 관점에서. ,
유형화를 새롭게 시도한 이연숙 강병근 이 제(1988), (1999)
안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의 노인주택 분류체계1) Blank
는 그의 저서Blank(1988) Older Persons and Their

에서 노인주택을Housing -Today and Tomorrow 일반주

택과 완전히 동일한 것에서부터 일반주택과 완전히 다른

것에 이르기까지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중6 .
에서 물리적 사회적 및 심리적 면의 전체 또는 일부의,
면에서 계획초기부터 노인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주택 즉

노인계획주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퇴직자 촌 하숙집 노, ,
인집합주택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분류하였다, .7)

7) 신현준 행동영역별 공간구분을 통한 우리나라 노인주거의 현황 조,

사연구 에서 번역한 내용을 재인용(1995)

의 노인주택 분류체계2) Heuman & Boldy
는 주요 기준을 서비스정도 개Heuman & Boldy(1980) ,

인적 또는 공동 생활공간의 정도 주택의 전반적 규모, 3
가지로 설정하여 노인주택을 그림 와 같이 유형화 하였4.
다 이러한 세 가지 변인들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노인의.
상태와 의존정도에 따라 주택유형을 세부적으로 재분류

하였다.

의 노인주택 분류체계3) Green
은 그의 저서Green(1974) Housing for the elderly :

에서 플렉시케어The Development and Design Process
의 관점에서 노인들의 의존상태와 제공되는 서(Flexicare)

비스 정도에 따라 단계로 노인주거를 분류하였다 우선4 .
제 분류는 완전히 독립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1
으로 서비스 시설이 첨가되지 않는 시설로 독립노인주거

8) 이연숙 이 노인보호주택 에 번역소개한 내용을 재인용(1993b) 「 」

표 의 노인주택 유형3. Blank
주택유형 구체적 유형

일반

주택

유형

일반주택

일반단독주택 노인단독세대용 세대 동거형 인거형 근거형( )/3 / /
동일건물내 주거공간분리형(accessory apartment)
동일구내 분리건물형 주택(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y)
비혈연자 동일건물거주형주택(shared housing)

일반아파트 일반노인단독세대 아파트 세대 동거형 아파트 인거형 아파트 근거형 아파트/3 / /

노인

전용

주택

유형

퇴직자촌 노인촌( ) 일반단독주택 또는 아파트(retirement community)
일반단독주택 아파트 요양시설 혼합형/ / / (CCRC)

하숙집 일반하숙집 보호형 하숙집(boarding home)/ (foster home)

노인집합주택
노인전용아파트 하숙호텔/ (single-room-occupancy hotel)
보호형 노인 집합주택(sheltered congregate housing)
노인보호주택 기숙호텔(sheltered housing)/ (resident hotel)

노인요양시설
특별요양시설(skilled nursing care facility)
일반요양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y)
단순보호시설(minimum or personal care facility)

그림 의 주택 유형4. Heuman & Bold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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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제 분류는 독(Independent elderly housing) . 2
립적인 노인과 가족의 주거를 혼용한 경우로 노인과 가

족은 지역센터나 서비스시설을 공유하되 기능적으로 분

리된다 제 분류는 의존노인을 위한 주거에 서비스 시설. 3
등이 첨가된 경우이며 제 분류는 독립단계의 노인들과, 4
의존노인을 통합시킨 경우로 서비스의 제공이 다양하다.

이연숙 의 분류4) (1998)
이연숙은 노인주택의 유형이 아주 다양하고 그것이 생

겨난 문화와 지역특성에 따라 더욱 다르며 그 각각이 가

진 기능의 제공방법이 사회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다르

므로 이를 보다 쉽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노인의 의존단계를 기준으로 하.
여 노인주택을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에 따라 크게 노

인집합주택(congregate housing), 노인보호주택(sheltered

노인요양원 등으로 분류하였다housing), (nursing home) .
그리고 단계별 제공 되는 서비스의 비중 변화를 그림 5.
와 같이 정리하고 그림 처럼 이들 각각의 수직적 단면6.
이 모든 주택유형을 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정의는.
무수히 많은 기존의 노인주택들도 하나로 이해하게 해주

어 앞서 소개한 외국의 노인주택들 모두가 여기에 위치

될 수 있다 여기서 노인집합주택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

능한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주택이나 다름없

으나 노인들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활

동 보조서비스가 갖추어진 정도의 주택유형이며, 노인보
호주택은 반의존 단계의 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으로 개

인생활지원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 사회활동보조서비스, ,
가 모두 제공되면서 일반주거 기능도 갖추어진 주택이다.
노인요양원은 의존생활을 하는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것

으로 일반주거기능은 극히 적으며 사회활동 서비스 외에

표 의 노인주택 분류체계4. Green
유형 원본 특성

Type1:
Independent
Elderly
Housing
독립노인주거( )

완전한 독립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시설 제공

중앙급식이나 기타 서비스 시설은 없음․
지역센터 이용가능 사회적 작용 및:․
기본적인 독립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Type2:
Independent
Elderly/Family
Mixed Housing
독립노인가족( / )

시설내 서비스 없음․
가족과 융화되나 기능적으로는 분리․
지역센터를 가족과 공유․
자가용 운전능력이 있으며 세대간 융화를,․
원하는 노인을 대상

가족 또는 주변 타운하우스나 아파트 등과․
융화하나 기능적으로 분리

․지역센터나 서비스시설 공유

Type3:
Dependent
Elderly
Housing
의존노인주거( )

너싱홈이나 시설과는Congregate housing :․
다른 개념

시설 내 서비스 구비․
재정과 프로그램의 허용아래 최소한의 급식,․
가사보조 개인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Type4:
Independent
/Dependent
Elderly Mixed
Housing
독립 의존혼용주거( / )

독립노인은 시설 내 서비스와 외부서비스도․
이용가능

의존노인은 시설내 서비스를 통해 보호․

출처: Green, Isaac(1975), Housing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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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서비스 비중이 높게 제공되는 주택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노후에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 및 복지시설로 일반 단독주택 형태 일반 아파,
트 공동사용 주택 빌라형 연립주택 대 가족 아파트 유, , , 3 ,
료 양로원 유료 요양원 노인촌 실버타, (nursing home), (
운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리는 외국의 유형분류체계와) .
는 달리 보다 쉽게 노인주택을 이해하는 총체적 틀로서

의미가 있다.

그림 노인주택 정의5. 9)

그림 정의틀에 맞추어 본 주택유형6. 10)

강병근 의 분류5) (1999)
강병근은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지로 분류 후4 ,
이들을 다시 입지형태와 주거관련 생활지원서비스의 차

이에 따라 가지로 분류하여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노인9
주거 개발유형으로 표 와 같이 제안한 바 있다5. .
여기서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유료요양시설을 반

의존형노인주거로 보고 있으며 그룹홈은 반의존주거가,
아닌 기타 범주로 구분하고 있어 노인주거분류에 일관성

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반의존형 노인주거의.
경우 유료를 삽입하고 있다.
여기서 유료를 구태어 명시한 것은 무료 와는 다른 신‘「 」

중한 계획성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라 보이며’ ,
도시형 도시근교형을 각각 다양한 일반주택으로 가정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룹홈은 소규모로 모여서 산다

는 측면을 강조하여 그것이 다양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분류에서 구태어 유료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 그룹홈은 최근 노인주택의

9) 이연숙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 출판부(1998), , .

10) 이연숙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 출판부(1998), , .

경우 보호서비스지원주택으로서 반의존노인 치매노인들,
을 위해 제공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서 이 의미로 통용

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타 분류6)
이 외에도 노인주택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국내외 문헌

을 살펴보면 이연숙오찬옥 은 복잡하고 다양한 노(1993)․
인주택을 쉽게 이해하는 표로서 계획성 의 정도에 따「 」

라 크게 분류하였다 즉 노인이 사는 일반주택으로 대개.
노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중한 의도적인 계획이 없

는 주택을 비계획주거로 칭하고 기존의 일반주택을 일부,
의도적으로 개조하여 노인의 주택으로 의미를 부여한 경

우를 반계획주거로 칭하고 처음부터 사용자를 노인으로,
정하여 이들을 위해 배려하여 계획한 경우를 계획주거라

하였다.

표 강병근 의 노인주택 유형분류5. (1999)
건강상태 유형 특성

완전자립형
노인주거

도시형

가족간 교류활발․
기존시설과 도시기능의 최대한․
활용 가능
의료서비스와 여가활동․
서비스의 제공

도시 근교형
넓은 부지 확보 가능․
저층주거시설 공급가능․

병용형주택

일반주택에 가변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량
노인가구와 일반가구가․
동시입주가능한 융통성

세대3
동거주택

시설입주에서의 사회적 고립감․
완화
임시 보호소와의 긴급․
통보시스템 필수적

반의존형
노인주거

유료양로시설

급식 및 의료서비스공급 일상,․
생활편익제공
긴급통보시스템 사회교육,․
프로그램

유료요양시설
노인성 질환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비용증가 수반․

완전의존형
노인주거

노인간호시설

장기간 높은 수준의 간호서비스․
제공
의료시설에 쉽게 접근가능한․
곳에 입지
조호 간호기능 중심의,․
주거형태

기타

그룹홈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전제
생활공동체 측면․
다양한 연령층과 취미그룹간의․
혼합가능

통합형
노인주거시설

의존단계별 다양한 시설을 한․
지역에 통합 설치하여
건강상태에 따라 시설 이전을
가능하게 한 주거시설



노인주택의 개념과 유형화 연구 이연숙 이성미 김민수 이유진 이선민/ ・ ・ ・ ・

Journal of the KIEAE Vol. 7, No. 1 2007. 0288

여기서 볼 수 있는 유형화 기준을 살펴보면 노인의 의존,
단계 제공되는 서비스 정도 계획정도 등 크게 세 가지로, ,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 그리고 연구자별 분류.
기준이 다르고 서비스와 건축적 형태 및 유료무료 개념‧
등이 혼합되어 정리됨으로서 노인주택을 총체적으로 이해

하는 틀로서 이용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표 의 연. 6.
도별 정리는 노인주택이 먼저 발달한 선진외국들에서 먼

저 이같은 분류체계가 시도되었으며 이후 국내는 자연히

이들 문헌들을 참조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분류.
체계가 체계적이나 복잡하고 명확히 각 주택별로 고정적

인 구체적 정의가 서로 배타적으로 나뉘어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총체적으로

노인주택을 이해하는 틀로서 독립적인 제시를 시도하였으

며 또한 건축계획적 주거계획적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로,
그 정리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석 및 논의3.

국내 문헌들에서 소개된 노인주택의 유형과 용어3.1
우리나라는 노인주거환경의 전례가 거의 없으므로 노인

주택 관련 연구에 있어서 외국의 형태를 도입하여 번역하

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의 정확성 정도에 따라 단어 사용의 혼란을

주며 결과적으로 이는 학계연구계에 커뮤니케이션을 어, ‧
렵게 한다 따라서 유형화하기에 앞서 단어사용에 대한 일.
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단어사용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주택유형을 소개한 기존의 국

내서적 및 논문에서 번역된 노인주택 관련 용어들을 추출

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일차적으로 케어서비스의 유무와.
강도 즉 의존성에 따라 구분하고 다시 그 안에서 가능하,
면 규모별로 정리하였다 우선 크게 범주로 구분하였다. 4 .

표 연도별 노인주택 유형화 분류 및 분류기준6.
저자 년도 분류 분류기준

Green 1974 독립노인주거 독립노인 가족Type1 Type2 /․ ․
의존노인주거 독립 의존혼용주거Type3 Type4 /․ ․ 노인들의 의존상태와 서비스 정도․

Heuman&
Boldy 1980

Service Provision(Minimum service _Category1,․
Housekeeper/warden service _Category2/Provision of
meals/Category 2½/ Full On-Site Service: Residential Nursing
Homes_Part 3)
Communal Facilities and Privacy․
(Conventional Units_Category1, Conventional Flats_Category2, Very
Sheltered Housing_Category 2½, Residential Nursing Homes_Part 3)
Size(Category1, Category2, Category 2½)․

서비스 제공 프라이버시정도, ,․
규모의 개념을 거주하는 노인의

상태와 의존정도에 따른 category
개념과 접목하여 재분류1.2.2½

Blank 1988

일반주택 일반단독주택 세대동거형 인거형 근거형 동일건물내( , 3 , , ,․
주거공간분리형동일구내 분리건물형 비혈연자 동일건물 거주형주택, , )
일반아파트 일반노인단독세대아파트 세대동거형 인거형 근거형( , 3 , , )․
퇴직자촌 일반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
일반단독주택아파트요양시설 혼합형)․ ․
하숙집 일반하숙집 보호형하숙집( , )․
노인집합주택 노인전용아파트 보호형 노인집합주택 노인보호주택( , , ,․
기숙호텔 하숙호텔, )
노인요양시설 특별요양시설 일반요양시설 단순보호시설( , , )․

계획여부에 따라 일반주택과․
노인주택으로 구분

일반주택에서는 노인거주형태 및․
자녀와의 관계성 떨어진 위치 정도, ,
건물의 분리여부에 따라 분류

노인주택에서는 거주노인들의․
보호정도와 거주형태에 따라 분류

Martin
Valins 1988

Category 1/Category 2/Sheltered Housing /Very Sheltered Housing․
(Category 2½)/Retirement Housing/Extra-care Housing/Residential
Care Homes (Part 3 homes)
Nursing Care Homes/Independent Housing Unit/Congregate․
Housing/Personal Care Housing/Skilled Nursing Housing/Life-care
communities

영국과 미국을 나누어 노인의․
부양간호정도에 따라 분류

HTA 1988 완전독립생활단계부터 완전의존단계까지 단계로 분류7․ 부양간호의 정도에 따라 분류․
이연숙

오찬옥
1993

비계획주거 일반주택( )․
반계획주거 공동사용주택 악세서리주택( , , ECHO)․
계획주거 은퇴주거단지 노인집합주거 간호홈( , , )․

계획정도에 따라 분류․

이연숙 1998
노인집합주택 (Congregate Housing)․
노인보호서비스주택 (Sheltered Housing)․
노인간호주택 (Nursing Homes)․

의존단계별 서비스정도에 따라 분류․

강병근 1999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형/ /․ 입지형태에 따라 분류․
완전자립형노인주거 도시형 도시근교형 병용형 세대 동거주택( , , , 3 )․
반의존형노인주거 유료양로시설 유료요양시설( , )․
완전의존형노인주거 노인간호시설( )․
기타 그룹홈 통합형 노인주거시설( , )․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분류․
입지주거관련생활서비스․ ․
지원정도에 따라 다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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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립시기 서비스가 미미하게 제공되는 정도도 포, (
함 환경 둘째 반의존시기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제공) , , ( )
환경 셋째 의존시기 간호서비스가 제공 환경 넷째 전반, , ( ) , ,
적 노후시기 위 모든 시기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융통성(
있게 제공 환경이다) .
각 범주별 구체적 주택종류들을 정리하되 자립시기환경

을 종합정리하면 표 과 같다 이들은 단위주거와 노인사7. .
용생활공간이 다른 세대와 어느 정도로 모여 있느냐를

보여주며 원어명칭이 각 주택이 가진 특성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어 주고 있다 즉 독립적 공유. (Independent),
부가적 대안적 조치 집(Share), (Accessory), (Opportunity),

합 등이 그것이다 각 단위주거가 모여 있는(Congregate) .
노인집합주택을 제외하면 대개 작은 규모로 하나의 주택

을 여러 명이 나누어 사용하는 형태이다 이 안에서도 방

은 각자 사용하고 다른 공간을 함께 쓰는 주택이 노인다

가구주택이며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노인다세대주택이다 즉 주거형태로 다시 정리하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집합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집합주, , , .
택에서도 대개 은 한 건물형태로Congregate Housing ,

11)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개층 이, 3

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하이며 세, 660m² , 19

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면적보다는 이같은 공유형 단독주택 개.

념으로 사용하였다.

12)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동당 건축 연면적이 이하인, 660m²

층 이하의 주택이다 여기에서는 이 면적보다는 이같은 소형공동4 .

주택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는 대개 건물군으로 이루어져 있다Community .
다음은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의존형 노인을 위

한 주택들을 정리하였으며 표 와 같다 원어는 다르나8. .
크게 노인들에게 세대 간의 독립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가에 따라 노인생활지원서비스주택과 서비스지원 노인집

합주택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개별 침실을 제공하고.
나머지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어 대개 단독주

택 혹은 소형단일건물형태가 많다 후자는 완전한 단위 주.
거공간을 제공하고 그 외 공유공간이 있으며 서비스를 제

공하는 아파트형 형태가 많다 이들 원어들은 원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외에 그것이 사용되어 온 대상

특성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이럴 경우 그 설명에 소득층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노인주택이 다양하게.
변하여 발달 초기에 저소득층대상으로 여겨지던 형태가

중고소득층 노인주거형태로도 발전되고 있어 미래 변화․
를 고려할 때 소득을 연계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거나 건,
축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유형이 어느 문화권에서 어떤 형태로 출현되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각각 소개되었기는 하나 결국 같은

유형인 것들이 있고 또 종합적 총칭을 하는 원어도 있어,
혼돈을 초래하는 것도 있으나 결국 한 유형으로 분류된

것들도 있다 즉 은 영국문화권에서. , Sheltered Housing ,
은 북미권에서 통용되나 결국 생활을 지Assisted Housing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거형태이다.

표 자립시기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노인주택의 유형7.
원어 번역어 정의 주거형태

Independent
Living

독립생활주택․
독립주택 신현준( , 1995)․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노인 단독단위주택

Shared
Housing

공동사용주택 이연숙오찬옥( , 1993)․ ․
공용주택 이연숙( , 1993c)․
비혈연자 동일건물 거주형주택 신현준( , 1995)․
주택공용제 박재간( , 2002)․

비혈연관계에 있는 인 이상의 사람들이2
인적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며 한 주택을․
공용하는 형태

노인 공동사용

단독주택11)

Accessory
Apartment 악세사리 주택 이연숙( , 1993c)․

기존의 한가구가 사용하는 주거에 출입구

를 공용하고 독립된 채를 증축하거나 층

을 분할하여 함께 하는 형태

노인 다세대

소형 공동주택

ECHO
(Elderly
Cottage
Housing
Opportunity)

동일구내 분리건물형 주택 신현준( , 1995)․
에코주택 박재간( , 2002)․
에코하우징 유소현( , 1996)․
에코주택 이연숙( , 1993c)․

한 울타리내에 자녀세대와 노인세대가 같

이 살도록 하는 것으로 자녀세대의 주택

단위가 있는 기존주택의 대지 내에 조립

식 주택을 부가설치하여 필요가 없게 되

면 제거가능한 형태

노인 다세대

소형 공동주택12)

Congregate
Housing

노인집합주거 이연숙오찬옥( , 1993)․ ․
일상집합주택 신현준( , 1995)․
노인집단주거시설 임철우윤종숙( , 1993)․ ․
공동주거 김혜정( , 2000)․
집합주택 박재간( , 2002)․
서비스병설집합주택 원영희( , 2002)․
노인공동생활주택 이인수( , 2005)․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은 어려우나 간호치

료가 필요하지는 않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주거형태

노인집합주택

대개 단독 건물형( )

Retirement
Communities

은퇴주거단지 이연숙오찬옥( ,1993)․ ․
은퇴촌 유소현( , 1996)․
노인촌실버타운 이연숙( , 1998)․ ․

노인을 위해 계획된 주거단지로서 은퇴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 독립적인 거주지역을 형성하

는 주거형태

은퇴주거단지

대개 여러 건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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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존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시설형태로서 이 유형

은 대개 일반적인 요양간호시설로 불리우며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주거계획적 관점에서는 의.
존단계의 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간호서비스가 제공되

는 주거시설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은 표 와 같고 간호가. 9.
필요한 강도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호서비

스주택에 다 속하나 특히 그 정도를 높여 구별한 경우 중,
급간호서비스주택과 고급간호서비스주택으로 나뉠 수 있

다 서비스 정도가 늘어갈수록 의존시설적 특성이 부가된.
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변화를 모두 수용하.
는 복합서비스 제공 노인주거시설로서 대개 연속적보호체

계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표 과 같이 다양. 10.
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주거단지는 하나의 건물형.

태에서 여러 개의 건물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서비스

가 복합적으로 제공된다고 해서 반드시 대규모 시설주거

일 필요는 없다 대개 규모를 암시하는 촌 지역 등의 단. ,
어도 있고 시설은 강조하거나 주거를 강조하거나에 따라

맨 뒤의 명사가 다르기도 하다.
이상의 노인주택 유형들에 대한 정리는 선정된 국내 문

헌들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니 다른 논문

이나 서적에서 부분적으로 이에 대한 소개를 한 경우도

있어 추가 보완한다하더라도 결국 원어들이 어떤 양상으,
로 다양하게 또 혼돈스럽게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는가를

드러내어 준다 중요한 것은 이들 원어를 학계 커뮤니케이.
션이 쉽고 명확하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노인주거유형이 소비자와 마켓 요구에 따.
표 의존생활시기를 지원하는 노인주택유형9.

원어 번역어 정의 주거형태

Nursing Homes/
Facility

간호홈 이연숙오찬옥( , 1993b)․ ․
유료 요양원 이연숙( , 1998)․
요양원 이인수( , 1997)․
요양시설 김혜정( , 2000)․
너싱홈 권순정( , 2001)․

지속적인 건강치료와 일상생활에 지원을 필

요로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시설로서 대게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되는 주거시설 간호서비스주택

Intermediate Care
Facility 일반요양시설 신현준( , 1995)․

특별요양시설과 같이 긴박하고 계속적인 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시간 의료24
서비스는 제공하는 주거시설

중급 간호서비스주택

Skilled Nursing Care
Facility 특별요양시설 신현준( , 1995)․

응급 및 계속적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

하는 시설로 시간 고도의 간호 서비스와, 24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시설

고급 간호서비스주택

표 반의존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주택의 유형8.
원어 번역어 정의 주거형태

Boarding Home 일반하숙집 신현준( , 1995)․ 일반적으로 생활기능이 저하된 저소득

노인이 명이하의 단위로 공동생활5~6
하면서 식사 서비스와 일상생활상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보호형 다가구단독주택
Foster Home 보호형 하숙집 신현준( , 1995)․
Board and Care
Homes

입주보호시설 권순정( ,2001 )․
노인전용하숙집 박재간( , 2002)․

Assisted Living
(Facility)

서비스주택 신현준( , 1995)․
보호주거 김혜정( , 2000)․
노인도움주거 권순정( )․
노인생활보조주택 이연숙오찬옥( , 2001)․ ․
보조주택 원영희( , 2002)․

작은 규모의 주택에 노인들이 모여살

되 타인의 생활지원 보호서비스가 제

공되는 주거시설로 대게 각 노인들에

게는 일부 생활공간이 독립적으로 있

고 거실 부엌 등은 공유하게 되어 있,
는 주택 보호형 다세대 혹은

중규모 공동주택

Sheltered Housing
노인보호주택 이연숙 신현준( , 1993b, , 1995)․
노인보호서비스주택 이연숙( , 1998)․
보호주택 김혜정( , 2000)․

가사보조 서비스 사회활동보조 서비,
스 개인생활보조 서비스가 모두 제공,
되면서 일반주거 기능도 갖추어진 주

거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

노인보호주택 이연숙( , 1993b)․
노인보호서비스주택 이연숙( , 1998)․
주택형보호시설 김혜정( , 2000)․

Minimum or
Personal Care
Facility

단순보호시설․
신현준( , 1995)

노인을 집단적으로 입주시켜 보호하고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단순한 보

호 서비스에 지나지 않고 건강보호 서

비스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시설

아파트형 집합주택

Sheltered
Congregate Housing

보호형노인집합주택․
신현준( , 1995)

세대단위의 독립된 생활공간을 사용하

면서 공동주방 공동식당의 시설을 갖,
추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주택으로 아파트와 생활서비스

의 혼합식 주거시설

아파트형 집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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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주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으로서 기존의 정의들을 그

대로 고정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노인주택의 변화와 흐름

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위 표의 정리는 대개 일.
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며 각기 변칙적 개발 사례들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각 의존단계별 다양한 주택유형

등을 건축계획이나 주거계획차원에서 보다 이해가 쉽도록

종합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이 정리표는 각 노인주택들이.
발달되어 온 보편적인 성격에 근거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

이들의 특별한 성향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노인주

택을 엄격히 구분하는 표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그 총체

적 이해를 위해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해야한다 즉 노인. ,
생활지원주택에 대해 소규모가 바람직하고 소규모가 많으

나 사업적 차원에서 아주 큰 규모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악세사리 주택은 대개 가구를. 2
지칭하나 가구가 함께 살도록 개조된 형태도 가능한 것3
이다.

종합논의 및 유형화 제안3.2

유형화에 앞서 우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노인주택의,
정의를 정리하고 노인주택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노인주택이라 함은 노인을 위해 특별히.
고려된 주택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사람들이 거주하,
는 주거의 형태들도 모두 노인주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처럼 노인주거는 노인이 거주하는 모든 주거환경을 총칭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노인을 위해 그들의 심리적. ․
신체적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된 주택을 노인계획주택

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planned housing) .
거주자를 염두하여 설계된 모든 주거환경을 계획주거로

보기로 한다 즉 일반 아파트 단위주택도 노인을 거주일. ,
원으로 배려하였다면 계획주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계획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건축되었지만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비계획주거

와 노인을 위해 설계되어 지어진 계획주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여기서 계획이란 노인에게 거주성을 높일 수 있.
는 일련의 조치로 물리적 사회적 계획을 모두 포함한다, .
이것은 다시 집합정도에 따라 Independent Housing,

으로 구분되어질Shared Housing, Congregate Housing
수 있다 여기서의 이란 신체적 독립. Independent Housing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형 건물에 노인이 독립적으

로 사는 주거유형을 의미한다 또한 은. Shared Housing
앞서 표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의 공동사용주택으로 다가,
구 다세대 주택의 형태를 포함하며, Congregate Housing
은 단위주거들이 모인 보다 집합적인 개념이 강하게 나타

나는 주택형태로 정리한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각 주택의.
특성에 따라 표 과 그림 과 같이 종합적으로 파악할11. 7.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경제 관리적 측면이 아닌 주거계획 및

건축환경적 측면에서의 분류로서 여기서 유료무료 여부‧
는 상관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개념에 치우친 현재의 분류,
를 보완할 수 있으며 실질적 건축 측면에서의 이해를 가,
능하게 한다 반면 여기에는 노인자체의 신체적 자립도의. ,
개념이 반영되지 않아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의 확. aging in place
산으로 노인의 신체적 의존정도와 주택유형과의 관련성이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노인의 신체 자립도에

의한 주택분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양한 주거환경 내.
에 각기 다른 의존상태의 노인이 생활할 수 있음을 전제

하면 노인의 신체단계에 따른 구분보다는 주거 환경적 계,
획 요소에 따른 분류가 환경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데 적

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생애주기단계 변화를 모두 수용하는 노인주택유형10.
원어 번역어 정의 주거형태

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연속적인보호주거 이연숙( , 1993b)․
은퇴노인장기간호시설 임철우윤종숙( , 1993)․ ․
지속보호노인시설 권순정( , 2001 )․
연속적보호은퇴센터 유소현( , 1996)․
통합형연속보호시설 이인수( , 1997)․
연속보호은퇴주거 김혜정( , 2000)․
장기체류노인거주지역 이인수( , 2005)․

연속적 보호의 개념에 근거하여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노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존 단계

에 따른 주거와 서비스를 융통성있

게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계획된 커

뮤니티

연속적 보호 체계형 노인촌

표 노인주택 유형의 새로운 분류체계11.
분류 비계획주거 계획주거

Independent Housing 일반단독주택 노인단독주택 세대 동거형 단독주택/ 3
Shared Housing 다가구 다세대 주택/ 공동사용주택 악세서리 하숙집/ / ECHO /

Congregate Housing 코하우징 집합주택 아파트/ / 노인보호 서비스주택 노인집합주택 간호홈 은퇴주거단지/ / /
연속적 보호체계형 노인촌/ (C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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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4.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대비의식이 늦었고 가족지향적,
문화로 인해 노인주거에 대한 개발이 미흡하며 노인주거,
환경에 대한 총체적 소개가 없었다 또한 외국의 노인주거.
는 그 종류가 지극히 다양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

렵지만 근래 더욱 이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함으로서 이제,
막 노인주택의 발달을 기대하는 국가로서는 더욱 이해하

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앞으로 노인주택 노인을 위한. ,
주거환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 첫 단계로서 노인 주거환경에 대한 개념파악과

유형화 정리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주택 계획의 체계적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소개된 기존의 노인주택용어들을 일관성있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형화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가 행정관리상 편의를 위해 분류된 기존의 경제,
적 비용 관점 위주의 유형화에서 탈피하여 거주양상과 건

축적특성의 관점에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료무료의. ‧
개념과 서비스제공여부 서비스유형은 대개 어떤 건축유형,
이든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분류보다는 거주의 양상,
과 건축적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주요한 공간환경자원으로서의 주택과 주거시설을 종합적

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국제적 관. ,
점에서도 세계인구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노인주거시설,
의 다양한 건축학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인주택

의 가능한 유형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분류 정리,
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유형화는 하나의 다,
른 틀을 제시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이 틀은 서비스.
제공이 유동적으로 변하고 또 노인이 거주하는 모든 환경

을 노인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집합정도와 계획

적 의도에 따라 다양한 노인주택들을 분류 배치시켰다, .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

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다양하게 노인,
주거유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노인주택의

개념정립과 유형화는 매우 중요한 시작이다 더욱이 최근.
정보화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노인주거 속성이 융합 통, ,
합 분화되어 여러 창의적 형태로 개발되어 가고 있다 그, .
러므로 지난 세기의 노인주택 정리는 보다 역동성을 이20
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목표를 가진 그 시발점이 되는 연구로서 여기서 제시

한 이후 연속적인 작업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한편 지속가. ,
능성이 앞으로의 건축환경개발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더욱

강화될 것인바 건물의 지속가능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부여해야하는 건축대상이 노인

주택이라는 사실과 일반주택과 달리 많은 자원을 공유하,
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는 대상이 노인주택이라는 사실

을 인식할 때 본 논문의 주제는 생태환경 연구자들이 더

욱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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