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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lanning of the community spaces for sustainable apartment complex under 

the aging society. For this, it is needed to identify the practical meaning of community spaces for elderly residents. In many 

cases, existing apartments' community spaces have been designed without considering the elderly. In order to develop 

successful environment for aging society,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cisely review how elderly residents are changing their 

needs. Survey and depth-interview method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of this study. This study was performed in the five 

subject apartments located in Haeundae new town, Busan. In planning of community spaces for sustainable apartment complex 

in the aging society, 1)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in apartment complex has been increased with progress of the aging 

society, and it has been necessary to enlarge and consider the aging-friendly community space. 2) When the community space 

is located in a good accessibility, visual openness, multipurpose composition and the center of complex,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degree of its usage was high. 3) Common apartment complex for the elderly was deficient, and the composition and the 

layout of community spaces were needed, which included sports facility, spaces for leisure culture and study.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designing community spaces in apart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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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현재 변화된 노인세대의 경제력

과 가치관 변화 등으로 노인세대의 생활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령친화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 최근 노인주거의 개발방안은 노인들이 살아왔던 친숙

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Aging in  place’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인이 

Aging in place 개념에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지속

하기 위해서는 단위주호 뿐 아니라,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주거환경 서비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아파트는 도시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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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았으며, 고령화 사회로 전개됨에 따라 도시 노인

들의 아파트 거주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인이 경

험하게 되는 신체적 특성과 다양한 상황을 보완하는 고

령친화의 아파트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

제 아파트단지는 거주자들의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이 

전제된 주거형태이다. 공적 생활을 지원하는 공동생활공

간은 거주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접촉이 이루어지

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그러나 경제성과 효율성에 의해 

밀집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서 다양한 거주자들의 요구

를 수용하는 공동생활공간을 계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고령자를 위한 공동생활공간

은 턱없이 부족하며, 실제 유일한 시설이며 가장 많이 이

용하고 있는 시설은 노인정에 불과하다.

노년기의 주거환경은 이동시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주거에 대한 의미와 달리, 노후 삶의 대부분이 이루어지

는 환경이자 모든 삶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집적되는 핵

심적인 공간이다(홍미령, 2010). 따라서 아파트단지의 커



뮤니티를 이루는 중심공간인 공동생활공간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의 지속가능한 아파트단지 노인주거환경 개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친화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공동생

활공간의 개발현황과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 지속가능 아파트단지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계

획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ging in place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시점에서, 고령친화형 아파트단지 개

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고령친화 지속가능한 아파트단지 계획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고령친화 지속가능의 관

점에서 아파트단지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개발현황과 사

용실태, 그리고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첫째, 국내외 관련 문

헌을 고찰하여 아파트단지개발에서 고령친화 지속가능한 

아파트단지의 개념을 제시한다. 둘째, 조사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아파트단지 공동생활공간의 

개발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조사대상 단지 공동생활공간

에 대한 사용실태와 특성을 관리자와  거주자 면담조사

로 파악한다. 현장조사는 2011년 1월 10일 - 1월 28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관리실의 협조 하에, 관리자(관리소장

과 경비아저씨, 청소아주머니)와 거주자(입대위 위원, 부

녀회 아주머니)에 대한 면담과 노인정 방문으로 거주 노

인들에 대한 인터뷰가 함께 진행되었다.   

II. 문헌고찰

1.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거환경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 노인의 주거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 및 복지정책을 개

발해 왔으며, 노인전용주거가 노인만의 폐쇄적이고 고립

적인 환경을 만들어 또 다른 사회적 배제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Aging in place'를 강조하고 있다. 실

제 국내외 노인주거선호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도 노인들

이 특별한 시설에 옮겨가서 생활하기보다 자신들이 살아

온 주택이나 친숙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ging in place

를 위한 노인주거환경의 평가와 관련한 국내논문들을 살

펴보면(신화경 외 1, 2010, 이선혜, 2009 등), 단위주호의 

개조, 안전설계지침,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에 대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핵가족의 증가, 가족관계

의 변화 그리고 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 단독가구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의 증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1). 

1) 통계청 고령화 자료에 의하면(2006),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

이들 노인들의 주된 어려움은 ‘외로움과 소외감’이며, 이

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가 제시되면서 노인 커뮤니

티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들(이도희 2009, 서경원 2009, 박

민아 외 2010 등)이 이루어져 왔다. 

고령자 주거는 심리적 안전과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로, Moos & Lawton(1982)는 중년이 지난

사람은 일상생활의 75%를 그들의 거처에서 생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택은 노인 거주자의 삶의 질과 만족감

에 영향을 미치며(Nasar & Farokhpay, 1985),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은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특성과 다양한 

상황을 보완하고 나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지속

할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화

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들을 충족시키며 

보다 적극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물리적 측면 외 

사회적, 관리적 측면을 포괄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2. 아파트단지의 공동생활공간

아파트단지는 단위 주호의 독립된 생활과 커뮤니티를 

위한 공적 생활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아파트단지 거

주경험과 질적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공적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왔다. 실제 공적 생활을 

지원하는 공동생활공간은 거주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사

회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동생활공간

은 공동주택단지의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공간으로 지

적되어 왔다. 이에 공동주택단지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상

에 부합하는 공동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생활공간은 생활환경의 질

적 개선과 주택시장의 구조변화, 그리고 거주자들의 다양

한 요구를 반영하며 다음과 같이 변화 발전되어 왔다. 1) 

1979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지

원해 주기 위한 부대복리시설의 수준에서 보급되기 시작

하여, 2)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의 차별화 

전략에 의해 본격화되어, 3) 2000년 이후 주거서비스가 

강조되는 주거복합에서 보다 다양한 공동생활공간으로 

확대되었다. 

III.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 아파트단지

고령친화 지속가능한 아파트단지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자 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단지는 500

세대 이상의 규모와 10년 이상의 거주경험에 의한 거주

자 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공동생활

구성을 살펴보면, 부부구성의 1세대 가구 거주비율이 2000년 

28.7%에서 2005년 33%로. 혼자 사는 1인 가구 거주비율은 2000

년 16.2%에서 2005년 18.1%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공간이 보급된 단지 아파트단지가 선정기준이 되었다. 이

에 1992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1996년 5월에 첫입

주가 시작된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의 500-2000세대 규

모로 법정규모이상의 부대복리시설을 완비한 5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였다2). 

해운대 신시가지의 아파트단지는 공동생활공간은 개발

방식에 있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아파

트 주택시장에 있어 1994년 미분양 이후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방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해운대 신시가지 도시설계 시

행지침에 의해 첫째, 도시설계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공

동생활공간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다. 둘째, 놀이터

를 2개 이상 설치 시 종류와 형태를 서로 다르게 해야 

한다. 셋째, 주동 1층에 공동생활공간을 설치하거나, 조경

면적의 10%이상을 군식동산으로 분산배치하면, 5%의 용

적률을 완화해 주었다.

건설사 세 수 입주시기 주동수 주동층수

S아 트 728 1997.02 12 19-25층

H아 트 956 1996.03 12 17-23층

D아 트 1002 1998.10 12 18-27층

G아 트 1358 1996.10 19 19-24층

L아 트 1852
1996.10
1997.06 24 18-24층

표 1. 조사 상 아 트단지 개요

2. 아파트단지 공동생활공간의 개발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 공동생활공간의 개념은 개별단위 주거 외 

공동공간에 거주자들의 생활편이를 위해 계획되어진 내/

외부 공간을 의미하며, 대개는 부대복리시설과 외부공간

에 설치되는 거주자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공동생활공간의 개발현황 분석을 위해 편의

상 공동생활공간을 7가지 공간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주석형 2009, 정훈 외 2008, 홍천기 2007, 윤아

람 2007, 신연섭 2006)를 참고하여 항목별 세부시설로 분

류한 것이다<표 2>.  

사례조사 대상 아파트단지의 공동생활공간 개별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3>, 전반적으로 관리동과 옥외공간을 중

심으로 별도 건물과 일부 주동공간에 설치되었다.  법적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놀이터, 노인정 등의 공동생활

공간의 경우 개소수와 면적 등에 있어 법적기준을 넘어

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커뮤니티 공간의 경우, 

놀이터는 전반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으나, 단지 내 

2)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는 1990년대 부산의 주택난 해소

를 위해, 면적 3,059,171m2에 아파트 37개(세대수 32,049)로 개발

된 고밀도 주거지역이다. 

입지특성에 따라 접근성과 시각적 개방성이 용이한가의 

여부에 따라 사용정도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일

부 단지외곽에 위치한 놀이터는 청소년들에 의해 우범 

화되기도 하였다. 노인정은 아파트 단지 내 노인거주자들

을 위한 공간이나, 일부 건물의 2층에 입지하여 접근성의 

문제를 보이고 있었으며, 할머니 공간에 비해 할아버지 

공간의 이용실태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정 

시설수준이 미흡하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

여 여가문화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한편, 주동 공동생활공간으로 거주 동 지하1층과 

구분 항목 세부시설

커뮤니티

공간

놀이터
놀이터/노인정

경조사공간/주민공동공간
노인정

주민공동공간

녹지휴게

공간

산책로
산책로/지압로 골라/벤치/

정자 테마공원/ 장
휴게공간

테마공원과 장

운동공간 실내/실외 운동공간
체력단련실/테니스장/

배드민턴장/농구장

교육공간
보육시설 어린이집/유치원/독서실

/다목  교육공간독서실  문고

리공간
리사무소

리실/부녀회실/입 실
다목 실/회의실

이동공간
주동입구/

보행로/주차장
진입로/보행로/주자장

서비스공간
자 거보 소

자 거/쓰 기/미화원실
쓰 기분리공간

표 2. 조사 상 아 트단지 공동생활공간의 분류

지상 1층의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하1층의  경우, 

반상회 등의 주민생활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미흡하

고 물품보관이나 미화원/경비원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지

상 1층의 경우도 H아파트의 필로티 공간의 경우 보행동

선에 유익하기는 하나 자전거 등의 물품보관 외 별다른 

활용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G아파트의 경우 1층 

내부화된 공동생활공간도 소음과 외부인 출입의 문제 등

으로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할머니들의 모임장

소로, 물품보관 등으로 사용되었다. 거주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명확한 용도로 계획되지 못한 공동생활공간은 

마감재와 바닥 난방도 없이 주어져 결국 제대로 활용되

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둘째, 녹지휴게공간의 경우, 산책로는 단지외곽에 위치

하여 시각적 개방성과 접근성이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휴게공간들은 파고라 형식으로 주동 사이나 옥외

공간 자투리 공간에 형식적으로 배치되어 실제 활용도가 

낮았다. 반면 단지 중앙에 테마공원으로 조성한 복합 휴

게공간은 접근성과 시각적 개방성으로 이용도가 높은 것

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S 아 트 H아 트 D아 트 G아 트 L아 트

배

치

도

커뮤

니티

공간

놀이터 3개소-분산배치

노인정- 별 2층

주동지하1층 EV연결

  ->반상회    

놀이터3개소-분산 배치

노인정- 리동 2층

주동지하1층-활용미비

105동 107동 1층 필로티

 ->물품보 등 미 해침

놀이터3개소-외곽 배치

->부분보수/도색 리됨

노인정- 리동 2층

주동지하1층  EV연결

->반상회/물품보  등  

놀이터4개소-분산배치

 ->부분보수/도색 리됨

노인정- 리동1층 면  큼

104동 114동 1층 내부공간

 ->할머니모임방/물품보

 ->마감재/바닥난방 안됨

놀이터6개소-분산배치

 -> 근성/활용성 좋음

노인정- 리동2층 

주동지하1층

->반상회/물품보  등  

녹지

휴게

공간

산책로 단지외  

       ->우범화우려

휴게공간 2개소

  -> 소음문제 의자치움

산책로 단지외곽

   -> 근성 약함

테마 앙공원-잘 활용됨

휴게공간-외곽 시설미비

수경시설-여름

산책로 단지외곽

   -> 근성 약함

테마 앙공원-잘 활용됨

휴게공간-외곽 시설미비

수경시설-여름

산책로 단지외곽

   ->우범화 우려

휴게공간-시각개방성 문제

산책로 단지외곽

테마 앙 장-잘 활용됨

 ->분수 /운동공간과 연계 

 -> 앙배치 근성 좋음

휴게공간- 시설미비

운동

공간

배드민턴장 바닥보수필요

농구장-여름 청소년사용

테니스장-외곽배치

리동2층-체력단련실

농구/배드민턴장

  -> 리소홀

농구/씨름/테니스장

 ->집 배치 활용높음

탁구장- 리동지하1층

배터민턴장4개 보수필요

롤러스 이트장 외곽

배터민턴장/롤러스 이트장 

 ->집 배치로 활용높음

교육

공간

어린이집-별 1층 어린이집-별 1층

독서실- 리동3층 미비

어린이집

 -> 리동1층 운 안됨

어린이집- 리동1층

독서실-> 리실로 변경

컴퓨터교실-노인정 할아버

지 공간 활용

어린이집- 리동1층

컴퓨터교실- 리동2층

리

공간

리실- 리동1층

 ->단지 앙 근성좋음

입 실- 리동 2층

리실- 리동1층

입 실- 리동 2층

리실- 리동2층

입 실- 리동 1층

리실- 리동2층

->단지 앙 근성 좋음

입 - 리동2층

리실- 리동3층

->단지 앙 근성 좋음

입 - 리동 지하1층

이동

공간

단지 주출입구 1개

보차분리

단지출입구 2개

보차분리

단지출입구 1개

보차분리/주차장부족

단지출입구 2개

보차분리

단지출입구 2개

보차분리

서비

스공

간

자 거보 소 

쓰 기분리수거 미 해침

미화원실-주동 지하

자 거보 소 

쓰 기분리수거 미 해침

미화원실-주동 지하

자 거보 소 

쓰 기분리수거 

미화원실-주동 지하 

자 거보 소 

쓰 기분리수거

 ->지상주차장 령 

자 거보 소 

쓰 기분리수거 미 해침

표 3. 조사 상 아 트단지 공동생활공간 황분석

셋째, 운동공간은 전반적으로 보수관리가 필요한 상태

였으며, 실내 운동공간은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배터민

턴, 테니스, 농구 등의 특정 운동으로 국한되어 있어 이

용자도 한정되는 경향성이 있었으며, 다수 거주자들이 이

용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교육공간의 경우,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주를 

이루며, 일부 독서실이 운영되거나 컴퓨터 실 등의 교육

공간이 있었다. 기존의 부녀회나 동호회 중심의 취미교육 

활동이나 아이들을 위한 한자교실, 공부방 운영 등도 유

명무실하게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섯째, 관리공간으로는 관리실과 입대위사무실, 부녀

회실 등이 주를 이루며, 이들 공간은 주로 관리동에 집중 

배치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여섯째, 이동공간으로는 단지의 주출입구 수가 교통흐

름을 통제하였으며, 보행로는 대개 보차분리로 단지 주동

배치에 따라 통제되었다. 단지 외부공간이 차량통행위주

로 이루어져, 전용도로가 보행자를 위한 휴게공간이나 여

타 공동생활공간과 연계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또한 단

지의 폐쇄적 구조는 외곽을 따라 이동이 차단되어 있고,  

심지어 이웃단지로의 차량통제로 보행만 허용하는 형태

는 생활공간의 인식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개발방안의 필

요성을 보여주었다. 

일곱 번째, 서비스공간은 자전거보관소와 쓰레기 분리

공간, 그리고 미화원/경비실 인부들의 휴식공간이다. 이들 

공간들은 실제 공동생활공간으로 제대로 공간이 주어지

지 않아, 주동의 지하1층 공간이나 주자장 등의 옥외공간

을 점령하고 있으며, 옥외공간의 환경미화를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생활환경 서비스를 위한 공

동생활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5. S아 트 테니스장 그림6. G아 트 배터민턴장

3. 고령친화 지속가능 관점에서의 공동생활공간 분석

고령친화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조사대상 아파트단지의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커뮤니티공간 사용에 있어 고령자 특성을 배려한 

공동생활공간가 절대 부족하며, 그나마 2층에 위치한 노

인정은 노인들의 신체동작마저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여성 고령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아, 아파

트단지 노인정 이용비율도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G아파트의 경우, 노인정의 할아버지방이 컴퓨터 교

실로 변용되고 있었다. 이에 고령자 신체특성과 경제력 

그리고 심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1. L아 트 

노인정(할머니방)

그림2. G아 트 

노인정(할아버지방)

둘째, 녹지휴게공간의 경우, 노인들이 이용하시기 어려

운 단지 외곽에 산책로가 주로 있어 사회적 교류가 용이

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휴게공간은 벤치가 없거

나 자투리땅에 형식적으로 배치되어 이용도가 낮았다. 반

면, 중앙에 배치된 테마공원은 상대적으로 장터나 주민만

남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실제 고령자 공동생활공간 이용

실태 연구(김정현, 2007)에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공

간이 산책로와 휴게공간임과 동시에, 개선요구도도 높은 

공간으로 지적되었다(김성규, 2006). 실제 고령자 옥외활

동의 주된 공간인 녹지휴게공간에 대한 요구 분석과 보

행기능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3. H아 트 산책로 그림4. S아 트 휴게공간

셋째, 운동공간은 배드민턴/테니스/농구 등의 특정공간

에 한정되어, 노인들이 건강 및 의료/운동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연구결과(홍천기, 2007)를 반영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 신체특성을 고려한 실내체력공

간과 게이트볼 등의 옥외운동공간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제공된 운동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교육공간에 있어서는 고령자 관련 공동생활공간

이 절대 부족하였다. 홍천기(2007)는 노년기는 고립/무기

력 등의 정신적․심리적 특성에 따라 여가 및 문화/학습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

파트단지의 공동생활공간이 노년기 삶의 가치와 정체감 

형성에 기여하는 여가 및 문화/학습에 대한 프로그램 개

발과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리공간은 관리동에 집중배치되어 있으나, 고

령자 관점에서 생활서비스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 이에 

고령자 특성에 맞는 생활관리의 내용개발과 입대위실을 

보다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섯째, 이동공간은 단지 출입구 수와 주동배치 등에 

따라 보행로가 결정된다.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보행로와 공동생활공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함이 필

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7. S아 트 주출입구 그림8. D아 트 휴게공간

일곱 번째, 서비스공간은 실제 공동생활공간으로 공간

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아, 쓰레기분리수거 문제와 미화원

/경비실 등의 무단 공간사용이 많아 옥외공간의 미관문제

의 주범으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공간인 아파트단지 내 노

후인력의 활용과 애착심을 위한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9. L아 트 자 거보 소 그림10. S아 트 서비스공간



IV. 결 론

본 연구는 고령친화 지속가능한 아파트단지 개발방향

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생활공간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개발현황을 분석하고, 고령친화 지

속가능의 관점에서 공동생활공간의 문제점과 개발방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단지에 있어서 고령자의 거주 비율이 늘어

나면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친화적인 공동생활

공간의 확대가 필요 해졌다. 그러나 실제 커뮤니티 공간

의 비율에 있어 고령자를 배려하는 방안은 어려울 것이

다. 이에 현실적으로 고령자와 일반 거주자들을 요구에 

부합하도록 현행 커뮤니티 공간의 변용 및 기능의 통합

을 통해 보다 고령 친화적인 공동생활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 아파트단지 공동생활공간의 개발현황

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놀이터와 노인정의 커뮤니티 

공간, 운동공간과 관리 공간 등은 법정기준 이상으로 갖

추어져 있으나, 교육공간과 서비스공간은 부족한 실태였

다. 녹지휴게공간은 형식적인 공간제공에 거쳐 실제 접근

성과 시각적 개방성의 부재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동공간은 차량통행위주로 이루어져 생활공간과의 연계

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공동생활공간의 배

치에 있어서는 접근성과 시각적 개방성, 그리고 단지 중

심에 위치하거나 복합 구성할 때 보다 이용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거주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생활공간의 구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공동생활공간이 계획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고령친화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공동생활공간을 

분석한 결과, 노인을 위한 공동생활공간의 절대적 부족을 

확인하였으며, 접근성과 이용 불편, 시각적 개방성의 문

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공동생활공간의 개발방향은 고

령 친화적 관점에서 노인의 신체특성과 요구를 보다 적

극적으로 파악하여 노인들의 상황변화에게 적합한 운동

과 여가/문화/학습 공간구성하고, 보행공간과의 연계를 통

한 배치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으로 공동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고령 친화적 아파

트단지개발 방향을 살펴보았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

께 Aging in place 개념에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지

속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아파트단지의 개

발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고령자와 거주자를 배려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공동생활공간 개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친화 지속가능 단지개발의 위한 선행연구

로, 거주자 관점의 고령자 대상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요

구분석 등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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