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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은, 과거와 달리 ‘액티  시니어’로 불린다. 액티  시

니어는 높은 거주 비용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며 그들만의 새로운 도시콘

텐츠를 만들어 간다. 액티  시니어의 생활특성을 반 한 새로운 도시 콘텐츠는 그들의 거주지 선택에도 

요한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액티  시니어의 도시생활 콘텐츠를 바탕으로 액티  시니어의 주요 

거주지로 선호되는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 특성을 악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액티  시니어의 도시생활 콘텐츠를 고려한 도시형 실버타운 입지 특성으로는 1) 교통, 2) 주변간선

도로, 3) 문화·쇼핑시설, 4) 의료시설, 5) 아 트 단지, 6) 자연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자연  환경

보다는 주변의 의료시설  아 트 단지  문화·쇼핑 시설이 도시형 실버타운의 주요한 입지 특성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액티  시니어의 새로운 도시 콘텐츠인 도심 실버타운의 입지선정뿐만 아니라 

고령자 주택 련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 중심어 :∣도시 콘텐츠∣도시형 실버타운∣입지 특성∣고령화 사회∣액티브 시니어∣
Abstract 

Unlike the past, the elderly who are growing rapidly in Korea are called ‘active seniors’. They 

prefer to live in urban silver towns despite high living cost and make their own new urban 

contents. The new urban contents that reflect the living characteristics of active seniors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ir choice of residential loc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urban silver towns, which are preferred as the main 

residence of active seniors, based on the urban living contents of active seniors.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urban silver towns considering the urban living contents of 

active seniors can be classified 1) public transportation, 2) nearby arterial roads, 3) culture‧

shopping facilities, 4) medical facilities, 5) apartment complexes, and 6) natural environments. 

Especially, the accessibilities of medical facilities, apartment complexes, and culture·shopping 

facilities we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urban silver tow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not only the location of urban silver towns, which is the urban new 

content of active senior, but also for the policy on housing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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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체 인구 

 13.1%를 기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말기에 어들었다[1].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6년에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가 넘는 고령 사회가 될 것

으로 상하고 있다[2]. 이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

가 두 번째로 빠른 수 이다[1].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최근의 고령계층은 과거의 

고령계층과는 차이가 있다. 재의 고령계층은 ‘액티  

시니어(Active Senior)’로 불리며, 사회 다방면에서 다

소 소극 이었던 기존의 고령계층과 달리 사회활동과 

소비활동에 극 으로 도시 내 그들만의 새로운 도시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이들이 선호하는 주

거지를 심으로 실버 콘텐츠를 만들어가며 이 의 고

령계층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3].

거주지의 경우, 기존의 고령계층은 도시와 다소 거리

가 먼 원에 치한 실버타운을 선호하 다. 반면, 액

티  시니어세 는 도심생활에 익숙하고, 문화·쇼핑 등 

다양한 도시문화 콘텐츠를 즐기며, 도심의 실버타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4].

일반 으로 지방도시와 달리 서울시는 이미 국 

비 다수의 실버타운이 도심에 치하고 있다. 도시형 

실버타운은 그 입주비용이 원에 치한 실버타운에 

비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5].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

하 을 때, 액티  시니어의 새로운 도시 콘텐츠로 이

해되는 도심 내 선호하는 주거지 입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베이비붐세 의 은퇴로 인한 도심 

내 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도시근교나 도시외

곽보다는 도심에 실버타운이 건설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도심 내 실버타운의 입지특성 분석에 한 연구의 

필요성은 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고려하

지 못한 도시 콘텐츠를 즐기는 액티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외곽이 아닌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특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고령계층

을 한 주택공   입지 등 주택복지정책에 한 연

구기반의 필요성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액티브 시니어의 특성

고령인구의 속한 증가로 인해 고령계층 집단의 규

모는 매우 커졌으며, 소득이나 자산, 연령, 교육 수  등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6]. 특히 시니어의 

마  컨설 을 담당하고 있는 Furlong[7]에 따르면 

시니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변화 요소는 

기회를 창출하며, 시니어 마 에서는 고령자를 하나

의 집단으로 묶는 것이 아닌 세 , 라이  스테이지, 가

치 , 생활방식 등 좀 더 세심한 에서 살펴보는 것

이 필수 이다[8]. 한, 실버타운의 개발과 운 에 있

어서 요한 요인은 소비자들의 심리  선호를 악해

야 하는 것이다[9]. 황인원[10]의 연구에서도 실버타운 

비 수요자의 특성이 실버타운의 선호도를 결정한다

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계층 에서도 실버타운 

비 수요자인 신 고령계층이라 불리는 액티  시니어의 

특성에 해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정경희 등[3]은 액티  시니어를 비롯해 향후 노년층

이 될 년층(베이비 붐 세 와 50  후반)의 특성이 

[표 1][3]과 같이 이 의 고령계층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 다.

표 1. 액티브 시니어의 특성[3]

특성 내용
가족 규모 핵가족화로 인한 소규모

교육 수준 과거 노년층에 비해 급격히 증가

사회적 욕구
새로운 취미를 찾음, 활발한 소
비활동을 보임

경제 활동
노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
해 걱정

노후생활의 중요요소
소득, 건강 (공적인 제도에만 의
존하지 않음)

* [3]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함.

기존 고령계층의 가족 규모는 비교  가족인 것에 

비해, 액티  시니어의 가족 규모는 보편 으로 핵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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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었다. 이는 노인의 독립주거 형태 는 복지시설

로 변화한 노인 주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실버

산업 에서도 실버타운으로 나타나고 있다[11].

한, 교육 수 에서도 최근의 고령층은 과거 고령층

에 비해 높은 고학력 수 을 갖추고 있다[3]. 사회  욕

구 측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액티  시니어

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좀 더 활발한 소비활동을 보인

다[3][4].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액티  시니어는 은퇴 

이후의 소득을 고려하여 경제  활동을 요시 여기며, 

특히 노후 생활에 있어 건강과 더불어 소득 한 요

시한다[3][4]. 

한, 이동민과 이지연[12]은 액티  시니어를 수동

인 태도에서 벗어나 극 인 자아계발과 여가생활, 

사회생활을 즐기는 계층이라 정의하 다. 액티  시니

어는 은 생활을 유지하기 해 미용, 건강, 주택, 

융,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극 으로 소비활동을 

한다. 

한 경제경 연구소에서는 액티  시니어의 생활 특

성을 Bankable, Relation, Active, Value consumption, 

Occupation으로 나타냈다[13]. 이는 액티  시니어가 

기존의 고령계층과는 달리 극 으로 자신을 표출하

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 정[14]은 액티  시니어를 이  세 보다 교육수

이 높아 문화 으로 성숙하여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

기며, 인터넷 쇼핑 등 은 계층의 문화를 어색해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계층이라 정의하 다. 

다양한 연구와 보고서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액티  

시니어는 신 고령계층으로서 여가생활과 극 인 소

비활동을 하며, 독립생활을 선호한다. 한 기존의 의식

주 만족 주의 삶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  

계(취미, 교육 모임 등)를 시하며 좀 더 고차원의 욕

구 만족을 통해[15] 삶의 질 향상  행복을 추구하는 

세 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실버타운 비 수요자의 특성이 실버타운의 

선호도를 결정하고[9], 과거의 고령계층과는 달리 자신

에 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새로운 소비주체로 주목

받는 액티 시니어의 주거환경 요구는 단순한 욕구해

결뿐만 아니라, 자신의 라이  스타일에 합한 곳에 

한 요구로 나타난다[11]. 

2. 실버타운 입지에 관한 연구

실버타운이란 고령자를 한 주거단지로 각종 의료

시설, 커뮤니티시설, 휴양시설, 여가시설 등을 갖춘 노

인주거단지를 뜻한다[16].

액티  시니어의 의식변화에 맞게 실버타운에 한 

요구 범 가 확장되었다. 기존의 어와 더불어 보건의

료기능, 생활보호기능, 취미여가기능, 공동생활기능 등

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그 요구가 환되고 있는 

추세이다[11].

송나윤[17]에 따르면 실버타운은 그 치에 따라 도

시형, 도시근교형, 원휴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2]. 특히 도시형 실버타운의 개념 정의에 있어 임은 과 

황연숙[18]은 도시지역 노인들의 신체 ·정신 ·사회  

건강을 목 으로 하는 시설로서, 지속 인 교류가 가능

한 곳이라 정의하 다. 

표 2. 실버타운의 입지 특성에 따른 유형[17]

유형 입지 특성
도시형 도심에 위치하며 의료 및 상업시설과 비교적 가까움

도시 근교형 도시 인근에 위치하며 대도시로의 왕래가 용이함

전원 휴양형
자연환경이 풍부한 곳에 위치하며 건강과 휴양생활
을 위주로 함

*[17]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함.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속도와 액티  시니어의 특

성을 고려할 때, 향후 도시형 실버타운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상된다. 이에 실버타운의 입지에 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문자[19]가 30-50 ( 비고령자)를 

상으로 실버타운의 선호도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연구를 하 다. 그 결과 도시 근교형이 선호도가 가

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원 휴양의 이 과 더불

어 도시로의 왕래를 고려하여, 자연과 도시의 이 을 

함께 리고자 하는 비고령자층의 욕구를 반 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고경동과 김상구[20]의 실버타운의 입주선택에 향

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는 시설의 차원에서 입

지조건은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입

지조건 에서도 원형보다 도심형이나 도시근교형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음을 밝혔다.

이 숙 등[21]은 노인복지주택의 공 과 활성화를 

한 실증연구를 통해 수도권 노인인구의 지속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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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 의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 한 선호도

가 증가할 것으로 측하 다. 반면 백승기 등[22]의 연

구에서는 시설입지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한 

요인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3.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실버타운의 선호도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실버

타운에 한 심리 ·사회 ·공간  요인들을 주로 살펴

보았다. 실버타운의 입지  요인에 한 연구도 있었지

만, [표 2]에서 보여  바와 같이 단순히 도시형, 도시근

교형, 원휴양형과 같이 지역  입지요인이 고령계층

의 실버타운 선택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부분이다. 그러나 도시  도시외곽으로 이원화 하여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도시생활에 익숙한 액티  시니어의 도시 내 실버

타운의 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 내 도시형 실버타운

의 입지  특성을 살펴 본 연구는 무하다. 즉 세부

으로 도시 내 어떠한 입지  요인이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액티  시니어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실버타운의 입지에 해 연구한 것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액티  시니어의 활동 특성을 반 한 도시형 실버타운 

입지특성을 설정하여 도시형 실버타운을 상으로 입

지 특성을 악하는 것이다. 

III. 서울시 도시형 실버타운 사례 분석

1. 분석사례 선정

도시공간구조상 도심  부도심이 상 으로 은 

지방도시에서는 도시형 실버타운의 특성을 악하기 

어려운 이 있어, 면 상 도심과 부도심이 상 으로 

많은 서울시를 심으로 도시형 실버타운의 특성을 살

펴보았다. 

사례 선정을 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 양로원이나 요

양원이 아닌 활발한 도시생활이 가능한 액티  시니어

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실버타운  일정 

인원 이상을 수용하며, 부 시설과 의료시설 등 한 

시설을 갖춘 곳을 상으로 하 다. 이에 해당되는 서

울시 내 도시형 실버타운은 총 8곳으로 그  2곳은 최

근에 건설된 곳으로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한 입주율 

등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분석사례 상은 총 6곳으로 

분석 상인 6곳의 치와 입주율  입주자의 평균연

령은 다음의 [표 3]과 같다[5]. 

표 3. 서울시 주요 도시형 실버타운 현황[5]

분류 치 입주율/입주자 평균연령
A 광진구 100%/70세

B 성북구 90%/76세

C 종로구 88%/79세

D 강서구 87%/77세

E 강서구 85%/80세

F 은평구 50%/78세

*[5]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함.

[표 3]에 언 된 6곳의 실버타운은 서울시 도심에 치

하며 평당 보증 , 1인당 생활비 등 비교  높은 비용 지

불에도 불구하고1, 입주율이 50%이상인 곳들이다. 6곳의 

실버타운을 상으로 한 입지분석을 통해 입주율이 높은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례로 선정된 서울시 주요 도시형 실

버타운 6곳의 실버타운에서 운 되는 로그램과 노인

의 보행권, 차량이동 근성을 기 으로 실버타운의 입

지특성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노인의 건

강과 련하여 보행의 요성이 두되는 면을 고려하

여[24] 보행권 내에 액티  시니어의 니즈(needs)를 해

결할 수 있는지에 한 여부는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

특성  요한 부분이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실버타운 입지특성 분

석에 노인의 보행권을 고려하 다. 「고령자를 한 도

1 [표 3]에 제시된 6곳의 평당 보증 은 최소 900만원에서 최  2,080만

원이다. 한, 1인당 생활비는 최소 100만원에서 22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국 실버타운 월 생활비 평균 100~150만원 인 것을 고

려한다면 비교  높다 할 수 있다[23].

2 김용진과 안건 [24]은 도시의 물리  환경은 보행 는 교통의 

이용을 통해 노인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이는 나아가 노인의 신

체  정신 건강상태를 제고할 수 있음을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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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25]에 따르면 고령계

층의 보행속도는 1.0m/s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노인이 약 10분이 채 되지 않는 거리를 걷는 것을 

보행권으로 설정하여 보행권의 범 를 반경 500m로 설

정하 다.

한, 실버타운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원

활한 왕래  액티  시니어의 외부사회활동 등 사회  

고립감을 이기 해 실버타운의 근성이 용이한가

에 해 교통과 주변의 주요 간선도로 황을 악

하여 근성을 분석한다. 보행권 500m내 지하철역의 

수를 통해 교통으로의 근성을 악하 다. 주변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도심 내 차량 이동을 고려하여 

5분 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2km를 분석 범 로 정하

여, 실버타운을 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외부로의 이

동이 용이한 로, 교, 순환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조사하 다.

액티  시니어의 사회  교류의 특성에 맞게 문화·쇼

핑시설의 근 성과 건강에 련한 의료시설의 근 성

을 악한다[4]. 뿐만 아니라 고령계층이 사회 ·공간

으로 고립되지 않고 주변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등 사

회  활동을 사회 ·공간 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보행권 내의 아 트 단지의 수를 악하

다[4]. 이는 고령계층이 사회 ·공간 으로 고립되지 

않고 주변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등 사회  활동이 가능

한 것으로 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 인 생활편의

시설 활용 등을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입지분석 지표는 자연  환경이다. 실버타운 

근교의 자연공원 등 자연  환경특성을 악함으로서 

도시 외곽에 치한 실버타운에 비해 도심 내 실버타운

의 단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고령계층의 자연에 한 

친화  요구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표 2]에서 보여  바와 같이 단순히 도시

형, 도시근교형, 원휴양형과 같은 지역  입지특성이 

아닌, 베이비붐세 의 주생활 기반이었던 도심 내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특성을 분석

하는 데 주목 이 있다. 따라서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

지특성 지표는 II. 3. 액티  시니어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의 [표 4]와 같이 최종 으로 설정하 다.

입지 분석 지표 설명
대중교통 보행권 내 지하철역 수 파악

주변간선도로 반경 2km 내 주요 간선도로 파악

문화·쇼핑 시설 보행권 내 문화·쇼핑시설의 수 파악

의료시설 응급 상황을 위한 의료시설 수 파악

아파트 단지 보행권 내 아파트 단지 수 파악

자연 환경 도심 속 공원 등 자연적 환경

표 4.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특성 지표

IV. 주요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 평가

[표 4]의 도시형 실버타운 입지특성을 기 로 하여 

서울시 주요 도시형 실버타운 6곳의 입지요인을 세부

으로 조사·분석하 다[표 5]. 

먼 , 교통의 입지  특성을 살펴보면, A실버타

운은 보행권 내 지하철역이 2개 노선의 2개이며, 그 

에 하나는 환승역으로 교통의 이용이 용이하다.

B실버타운 한 보행권 내 2개 노선의 지하철역이 3

개가 치하여 교통의 근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4곳은 모두 1개 노선의 지하철역이 1개씩 근 해 있

다. 서 실버타운의 교통 근성은 요하다고 하겠

다. 특히 최근에 건설된 A와 B실버타운이 다른 실버타

운에 비해 교통의 근성이 상 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액티  시니어의 교통과 연계된 활동성

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

통과 함께 실버타운의 근성을 살펴본 주변간선도로

는 A·E실버타운이 반경 내에 해당되는 수가 3개 이상, 

B·D실버타운의 반경 내에는 2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A실버타운의 경우 동 교  청담 교가 인

해 있어 강남 강북간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강남의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동부간선도로, 

올림픽 로  강변북로를 통해 서울 내 동·서간의 이

동  서울 도심 외곽으로의 이동도 용이한 편이다. 

D·E 실버타운 한 가양 교와 올림픽 로를 통해 서

울 내의 이동이 편리할 뿐 아니라, 도시외곽으로의 이

동이 용이하다. 그 외 3곳의 실버타운도 내부순환도로

를 통해 서울 외곽으로의 이동은 비교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버타운이 서울 도심에 치하더라

도 도심지 내 이동수단인 교통의 근성뿐만 아니

라 도시외곽으로의 이동편의성도 실버타운의 입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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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치 광진구 자양동 내부시설 입지특성

규모
A동:지하6층~지상50층
B동:지하6층~지상40층

· A동의 지상8~20층은 일반인에게
도 대여

· 3층에 24시간 병원 운영, 전문의와 
간호사가 24시간 근무

· 헬스장, 사우나, 야외수영장, 골프
연습장, 게임룸, 북카페, 이용실, 
마사지숍, 레스토랑, 와인바 등

대중교통
· 건대입구역 (2호선, 7호선)
· 뚝섬유원지원역 (7호선)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주변간선도로
· 영동대교, 청담대교(↔강남)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

선도로

입주년도 2009 프로그램
문화·쇼핑시설

· 광진문화예술회관, 롯데시네마
· 롯데백화점, 이마트

이미지

· 응급상황 시 타운 내 처치 후, 건국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헬스케어 
서비스도 지원)

· 질병 발생 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정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 물리치료, 운동처방 등이 제공되며 
영양사가 상담과 맞춤 프로그램 제
공

의료시설 · 건국대학교 병원

아파트 단지 · 총 15개

자연적 환경
· 한강뚝섬공원, 한강대공원, 어

린이대공원

B

위치 성북구 종암동 내부시설 입지특성

규모
I동:지하2층~지상14층
II동:지하1층~지상7층
III동:지하2층~지상7층

·노블레스 클리닉 운영(가정의학과 
의사 종일근무, 물리치료실에서 다
양한 치료 제공)

· 수영장, 게이트볼장, 노래방, 선큰
가든, 유기농마트, 카페, 탁구장 등

대중교통
· 길음역(4호선)
· 고려대역 (6호선)
· 월곡역 (6호선)

용도지역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변간선도로
· 길음IC, 월곡IC → 내부순환도

로, 북부간선도로(↔강북지역)

입주년도 2006 프로그램 문화·쇼핑시설 · 홈플러스

이미지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주민 개별 
맞춤 식단 제공

· 고대안암병원과 경희대 병원ㄴ에
서 연1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체조, 외국어, 회화공부, 컴퓨터수
업, 역사, 합창, 서양화, 손뜨개, 도
예 등의 프로그램 운영

의료시설
· 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
· 경희의료원

아파트 단지 · 총 9개

자연적 환경
· 개운산 공원, 홍릉근린공원, 천

장산

C

위치 종로구 무악동 내부시설 입지특성

규모 지하4층~지상8층 · 도서관, 동호인실, 찜질방, 음악감
상실, 뜸방, 골프연습장 등

대중교통 · 독립문역(3호선)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변간선도로 · 내부순환도로

입주년도 2009 프로그램
문화·쇼핑시설

· 경희궁,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이진아기념도서관 

이미지

· 세란병원 의료진이 24시간 상주대
기 및 응급의료지원 체계

· 서울대학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북 삼성병원과 협력 의료 체계

· 종합검진 후 운동처방 및 건강상담 
실시(맞춤서비스 운영)

· 금융전문가, 세무사, 법률가 등으
로 구성된 자문위원 상담 서비스 
제공

의료시설 · 세란병원

아파트 단지 · 총 5개

자연적 환경 · 서대문 독립공원, 인왕산, 안산

D

위치 강서구 등촌동 내부시설 입지특성

규모 지상1층~지상14층 · 수영장, 당구장, 노래방, 시청각실, 
서예실, 컴퓨터실, 게이트볼, 도서
관, 정원, 헬스장, 사우나, 공원, 카
페, 이/미용실 등

· 노인 공학적 주거환경

대중교통 · 발산역 (5호선)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변간선도로 · 올림픽대로, 가양대교(↔강북)

입주년도 2003 프로그램 문화·쇼핑시설
· KBS스포츠월드
· NC백화점

이미지
· 물리치료실, 24시간 간호데스크 등

으로 건강 케어 가능

의료시설 · 강서송도병원

아파트 단지 · 총 11개

자연적 환경
· 우장산, 수명산, 한강공원, 원당

공원, 등촌생태공원, 등촌근린
공원

표 5. 서울시 도시형 실버타운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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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위치 강서구 등촌동 내부시설 입지특성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유아를 동반한 방문객을 위한 놀이
공간 마련

· 설계단계에서 고령꼐층의 활동범
위를 고려해 부대시설 이용의 동
선을 짧게 함

· 찜질방, 사우나, 실내 골프연습실, 
수영장 등

대중교통 · 가양역(9호선)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주변간선도로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가양대

교

입주년도 2004 프로그램 문화·쇼핑시설
· 롯데시네마, SBS 방송국
· 홈플러스 2개

이미지

· 레이스힐 의원 직영병원 무료 지료
(직계가족 포함)

· 간호사가 24시간 상시 대기 근무
· 건강상의 이유로 식당 이용 불가 

시, 식사 룸 배달 서비스 제공
· 전문 지도자가 각자 개인에게 맞는 

운동 지도

의료시설 · 강서성모요양병원

아파트 단지 · 총 15개

자연적 환경
· 한강공원, 중미산, 서낭당근린

공원, 우장산공원

F

위치 은평구 녹번동 내부시설 입지특성

규모 지하4층~지상12층 · 사우나실, 황토찜질방, 탁구장, 영
화감상실, 노래방, 도서실, PC방 
등

대중교통 · 녹번역(3호선)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변간선도로 · 내부순환도로 (↔서울도심)

입주년도 2006 프로그램 문화·쇼핑시설 · 은평문화예술회관

이미지

· Nursing Home 운영(세브란스 병
원, 일산병원 연계)

· 건강이변감지센터, 원격검침시스
템, 세대위급호출기 등 운영

의료시설 · 

아파트 단지 · 총 1개

자연적 환경
· 북한산, 백련산, 녹초공원, 독바

위공원, 녹번서근린공원

표 5. 서울시 도시형 실버타운 사례 분석 (계속) 

에 요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문화·쇼핑 련 입지  특성에서는 A·C·E 실버타운

이 각각 문화시설과 쇼핑시설이 모두 보행권 내에 3개 

이상이 치해 있다. 경제  능력이 상 으로 높은 

실버타운 입주민의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백화 과 

같은 쇼핑시설 뿐만 아니라 미술 , 도서 , 극장  

술회 과 같은 문화시설이 실버타운 근처에 치함으

로써 입주민만을 한 실버타운 자체 내의 로그램 외

에 다른 커뮤니티와 교류할 수 있는 문화 로그램에 

한 니즈(needs)가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  특성임을 

알 수 있다. B·F실버타운은 각각 보행권 내에 문화시설 

는 쇼핑시설이 각각 1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버타운의 입주결정의 주요 고려요인 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 건강과 련된 로그램을 살펴보면 실

버타운의 특성상 자체 내의 의료서비스에 한 로그

램이 모두 근 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B실버

타운은 학병원(종합의료원)과 근 하게 치하고 있

다. 따라서 고령계층의 응 의료 상황을 고려하여, 형

병원과의 근 성은 실버타운의 입지  특성으로 고려

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표 2]에서 보여  F실버타운

의 낮은 입주율을 주변의 의료시설 부재의 직 인 원

인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고령층의 응 상황을 고려하

여 실버타운과 근 하게 형병원이 치하는 것은 일

반 으로 실버타운 입주자가 고려하는 사항으로 인식

된다. F실버타운을 제외한 A·B·C·D·E실버타운 모두 

주변에 주거커뮤니티가 입지하고 있다. 특히 A·B·D·E

실버타운은 규모 주거단지와 함께 치하고 있다. 입

지  특성 에 주변 주거커뮤니티의 입지도 요한 요

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건강한 액티  시니어의 경우 

보다 나은 가사·생활서비스를 받으면서 좀 더 사회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에서 

실버타운이 좋은 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지리·입

지 으로 동떨어져 사회 으로 는 가족으로부터 소

외감을 느끼기 보다는 주변의 주거커뮤니티와 근 하

여 지역주민과 함께 편의시설, 교육시설, 커뮤니티시설

을 공유하는 것은 도심 내의 실버타운 입지  특성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액티  시니어가 도심 속의 생활을 선호

한다 하더라도 자연 환경에 한 니즈(needs)를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  환경에 한 입지  환경을 분

석한 결과, 사례분석 상의 모든 실버타운이 주변에 

공원과 같은 자연  환경과 근 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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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실버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실버타운은 도시 숲

을 이루고 있는 자연공원과 가까이에 치함으로써 도

심 내 실버타운의 입지  특성  자연환경에 한 

근성을 고려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와 같이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 특성을 상 으로 평가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각각의 실버타운의 입지특성 평가는 분

석항목별로 ‘좋음’, ‘보통’, ‘좋지 않음’으로 평가하 다.

각각의 특성에 한 사례별 상  평가는 건축, 주

거,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문가의 의견

을 들어 분류하 다. 

표 6. 서울시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특성 평가

지표 A B C D E F
대중교통 ● ● ◐ ◐ ◐ ◐

주변간선도로 ● ◐ ◐ ◐ ● ◐

문화·쇼핑시설 ● ◐ ● ◐ ● ◐

의료시설 ◐ ● ◐ ◐ ◐ ○

아파트 단지 ● ◐ ◐ ● ● ○

자연적환경 ◐ ◐ ◐ ● ◐ ◐

* ● : 좋음 / ◐ : 보통 / ○ : 좋지 않음 

먼  교통의 경우 보행권 내 지하철역 수가 2개 

노선 이상인 경우 ‘좋음’, 1개인 경우 ‘보통’, 없는 경우 

‘좋지 않음’으로 평가하 다. 주변간선도로의 경우 서울

시 동서  남북 사방으로 모두 연결되는 간선도로와 

근 한 경우 ‘좋음’, 동서 는 남북으로 하나의 도로축

으로 연결된 경우 ‘보통’, 없는 경우 ‘좋지 않음’으로 평

가하 다. 문화ㆍ쇼핑시설의 경우 문화ㆍ쇼핑시설 둘 

다 근 한 경우 ‘좋음’, 하나의 시설만 근 하면 ‘보통’, 

어느 시설과도 근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음’으로 평가하

다. 의료시설 한 학병원과 같은 종합병원과 근

한 경우 ‘좋음’, 일반 형병원과 근 한 경우 ‘보통’, 

주변에 병원이 없는 경우 ‘좋지 않음’으로 평가하 다. 

아 트 단지의 경우 주변에 아 트 단지가 많은 경우

를 ‘좋음’, 일부만 있는 경우 ‘보통’, 그 외 1~2개의 이하

의 아 트 단지가 치하는 경우 ‘좋지 않음’으로 평가

하 다. 마지막으로 자연  환경은 주변에 자연공원과 

근 한 경우 ‘좋음’, 그 외 공원과 근 한 경우 ‘보통’, 공

원과 근 하지 않은 경우는 ‘좋지 않음’으로 평가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반 으로 A실버타운이 다른 실

버타운과 달리, 의료시설과 자연  환경을 제외한 나머

지 입지특성에서 ‘좋음’으로 평가되었다. 다른 실버타운

에 비해 종합 으로 고려하 을 때 비교  ‘보통’ 는 

‘좋지 않음’의 평가를 많이 받은 C와 F의 실버타운은 의

료시설과 아 트 단지와의 근성이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시형 실버타운의 경우 교통

의 근성, 주변의 의료시설  아 트 단지 근 성의 

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V. 결론

과거와는 다른 고령계층의 특성에 맞추어 새로운 실

버 콘텐츠가 형성되며 이를 즐기기 한 실버타운의 

치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심지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연환경을 즐기는 실버 콘텐츠가 심이 되어 도시 외

곽에 실버타운이 치한 반면 최근에는 도시 콘텐츠에 

익숙한 액티  시니어의 행동특성을 반 하여 도심으

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심에 치한 실버타운 에서

도 서울시의 주요 실버타운 6곳을 분석 상으로 선정

하여 도시 콘텐츠를 즐기는 액티  시니어의 특성을 고

려하여 설정된 6가지 지표를 기 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액티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형 실버타

운 입지 특성 지표는 교통, 주변간선도로, 문화·쇼

핑시설, 의료시설, 아 트 단지, 자연  환경 총 6가지

로 표된다. 지표들을 통해 가장 요하게 악되는 

은 1)액티  시니어의 문화 활동, 소비활동 등 반

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와 2)액티  시니어가 실

버타운에 거주 시, 지리  사회  고립감을 덜 느낄 수 

있는가이다. 둘째, 서울시의 주요 도시형 실버타운 6곳

을 의 6가지 지표로 평가했을 때 많은 지표에서 ‘좋

음’을 평가받은 실버타운의 입주율이 높았다는 이다. 

특히 A실버타운의 경우 6개의 지표  4개의 ‘좋음’과 

2개의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실제로 A실버타운의 경

우 입주율 100%로 분석 상  입주율이 가장 높은 실

버타운이었다. 반면 ‘좋음’ 0개, ‘보통’ 4개, ‘좋지 않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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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평가된 F실버타운의 경우 입주율이 50%로 분석

상  입주율이 가장 낮은 실버타운이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상 6곳의 내부시설과 로그램은 

부분 유사하 다. 원휴양형에 비해 도시형의 경우 

근성을 요시하거나 사회  고립감을 이는 것 

는 문화·쇼핑시설의 근 성을 뚜렷이 하는 등 도시형 

실버타운에서는 그 입지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형 실버타운의 높은 입주율이 이러한 입지특

성의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말기에 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사회에 한 비는 다소 

미흡하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고령계층은 드물며, 재산 

소유의 정도도 차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높은 소득 

는 재산을 소유한 고령계층의 경우,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유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층의 고

령계층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인복지차원의 주

택건설에 있어서도 액티  시니어의 활동 특성을 고려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주요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

특성을 심으로 분석했지만, 이 입지특성은 결국 도시 

콘텐츠에 익숙한 향후 비고령계층의 주거지 선택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실버타운과 더불어 고령계층

을 상으로 한 임 주택 사업 시에도 본 연구의 결과

를 고려한다면, 다수의 신 고령계층이 만족하는 주거지

가 될 것으로 상한다. 특히 교통, 문화·쇼핑시설, 

의료시설  주변 커뮤니티 등 도시 콘텐츠가 보행권 

내에 치할 경우 액티  시니어의 삶의 질은 매우 높

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도시 

내 노인인구 증가에 비하는 도시 내 실버타운이 증가

할 것으로 상되며, 이를 한 정책  제언을 해 사

례연구를 심으로 서울시 내 주요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특성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제 실버타

운 입주자들과 공 자(사업시행자)들의 의견은 반 하

지 못하 다. 향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입지  특성에 

한 실입주자들과 공 자(사업시행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진행을 통해 실제 이해 계자들의 

입지 선호 요인을 추가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추가 연구를 통해 액티  시니어가 즐기는 도시 콘

텐츠를 더 세부화 하여 주거지 선택에 미치는 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의 범 를 

넓  도심에 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율이 높지 않

은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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