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Natural Sciences

Pai Chai University, Korea

Vol. 19, No. 1 : 77-94, 2008

김제 노인주거단지 외부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이 시 영6)

배재대학교 생명환경디자인학부

Planning for the Outdoor Space of Senior 

Housing Complex in Kimje

Lee, Shi-You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Pai-Cha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sign proposal of the senior housing in the city of 

Kimje and design guidelines for making outdoor spaces for Korean elderly. To do this, this study 

examined previous research papers and scholastic writings, related to elderly housing, and analyzed 

study cases of elderly housing.

As a result, design guidelines of outdoor spaces for elderly were classified 5 types. Entrance 

area of housing complex is subdivided into the condition of location, the entrance of housing complex, 

an access road, and a direction mark. Building entrance area is subdivided into an access and waiting 

area, a canopy facility, and the pattern and color of boundary. In & outdoor neutral area is subdivided 

into a spatial standard, a patio, and a terrace. Parking lots is subdivided into a spatial standard 

and an entrance access. Outdoor living area is subdivided into a spatial and social standard, the 

usage of movable chairs, a garden, a pocket park, a lawn area, a sports area, an active and passive 

sports area, a promenade, a lookout area and so on.

In these study cases, outdoor living area is commonly located into a community space, a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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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ly space, a health & sports space, and an outlook space and it plays positive role to the elderly. 

However, versatile outdoor spaces such as horticultural therapy garden is needed, which can be 

able to stimulate the physical senses of the elderly. 

This proposal is meant to create new outdoor spaces of a senior housing and to enhance the 

way of life of elderly

KeyWords: Elderly housing facilities, Outdoor space, Barrier-free design

Ⅰ. 서  론

노인주거시설에서 외부공간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안정 및 커뮤니티 형성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노인주거시설의 외부공간을 계획 

및 설계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아직까

지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외부공간 계획 보다는 단순히 휴식, 운동, 이동 차원에서 접

근하고 있어 노년층이 현 거주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증대되고 있는 노인주거시설 수요에 발맞추어 연구대상

지인 김제 노인주거시설의 외부공간 특성 및 유형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국내 

노인주거시설 외부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며 이를 대상지에 적용하

여 그 효용성을 밝히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고령자 주거시설의 외부공간에 적용할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를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문헌과 본 연구자가 진행해온 ‘노인주거시설의 외부공간계획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설계고려점과 지침을 정리하였다.

둘째,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외부공간의 현황분석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지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외부공간 이용행태 및 요구도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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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7~8일까지 총 70부를 설문하였고 기술통계를 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위 두 결과를 토대로 사례지 대상지에 설계지침을 적용하여 계획안을 도출하였다.

Ⅲ. 고령자 주거단지 외부공간 설계지침

본장에서 기술하는 고령자 주거단지의 설계지침은 기존 문헌과 본 연구자가 2006년부

터 진행해온 ‘노인주거시설의 외부공간계획에 관한 연구’1)2)를 토대로 전반적인 설계고려

점과 외부공간별 설계지침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고령자 주거단지 설계ㆍ계획 시 전반적인 고려사항

1) 배 치

- 모든 공간에서 워커사용자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

- 모든 야외활동 공간에는 쉴 수 있는 공간 계획

-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보다 다양한 활동이 공존하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

- 한 곳에서 여러 곳으로 갈라지는 교차로는 노인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야기

- 단순한 모양의 반복은 금지(고령자에게 혼란스러움)

2) 보행로

- 보행로는 휠체어와 동시에 사용가능한 폭(1200mm)

- 보행로에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는 폭(1800mm)

- 보행로의 재료는 단단하고 평평한 재료를 사용

- 우레탄 포장의 경우 휠체어가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어 부분적 고려

- 바닥포장은 목적지까지 하나의 재료를 사용하여 집중도를 높임

- 보행로의 위계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

- 보행로주변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는 높이(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900mm이하)

- 보행로는 짧고 유연한 곡선으로 계획, 직선의 긴 보행로는 인지력이 떨어짐

1) 이시영(2007), 노인주거시설 외부공간의 이용행태 및 요구도 평가, 한국조경학회지, 35(3), p.1-12

2) 이시영외 3인(2007), 노인주거시설 외부공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학회지, 16(12),
p.138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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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로 급하게 굽는 길보다는 진행하는 방향이 보이도록 유연성있게 계획

- 휠체어가 180도 회전할 수 있는 폭(1400mm필요)

3) 시설물

- 조명시설은 머리 위 상부조명과 발아래를 비추는 하부조명을 동시계획(계단부위)

-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것으로, 일어서기 쉽도록 팔걸이가 있어야 함

- 조각상, 스트리트 퍼니쳐, 화분, 수목 등을 활용하여 장소에 대한 인지력을 고양

- 표지판은 단순화시킨 상징물 또는 기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수목은 정형성이 강한 것, 색이 강렬한 것을 식재 (주목, 홍단풍, 반송 등)

- 수목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꽃이 아름답거나 열매를 맺는 것, 좋은 향기가 강한 

것, 단풍이 드는 것 등을 활용(개나리, 목련, 단풍, 감나무, 라일락, 복자기 등)

2. 외부활동 공간별 설계지침

노인주거시설의 외부공간은 기존연구(이시영, 2007)를 통하여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

고 있으며 각 영역에 대한 공간별 설계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단지 출입영역

‘단지출입영역’은 화단, 게이트 등을 단지 진입부에 조성하여 쾌적한 진입 분위기를 조

성하고, 단지 내ㆍ외부의 전이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동선 부분에는 고무칩 포장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증진 시킨다. 진입부는 보차분리 및 가로수를 고려한 보행로의 확보를 통해 의

료 기구를 이용하여 이동할 시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수목이 식재되어 

진입안내판이 가릴 염려가 있으므로 진입 안내판 전면부에는 수목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개방을 하여 멀리서도 인식이 가능하게 한다. 입지 선정시 노인주거시설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접부에 근린공원이나 레크레이션 시설 등이 입지되

어 있는 곳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건물입구 영역

‘건물입구영역’은 건물 입구부에 포오치를 설치하여 우천시 안전성을 제공해야 하고, 

내ㆍ외부 경계부에 다른 색ㆍ패턴의 바닥재를 이용하여 노인들이 이동할 시 인식하기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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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건물 진입부에 진입광장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거주자들이 잠깐 앉아서 쉴 수 

있고 서로간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게 한다. 건물과 외부의 경사가 심할 경우 램프, 엘리

베이터 등을 이용하여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3) 내외부 전이 영역

‘내ㆍ외부 전이 영역’은 전이공간에 포오치 및 캐노피를 설치하여 우천시 안전성을 제

공하고, 단일 건축물의 경우 옥상부에 휴식 및 운동 시설 등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 

및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4) 주차영역

‘주차영역’은 주차 진입 시 양방향 통행을 가능하게 하여 고령자의 인지력, 제동력의 

약화를 보조하고 주차공간에서 주 건물까지는 캐노피를 연결하여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

게 한다. 주차장 계획 시 60도 주차를 계획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고령자들이 손

쉽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

5) 외부활동영역 -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공간은 테라스 공간을 조성하여 거주자들끼리의 사회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

될 수 있게 하고, 공간 경계부에 앉음벽을 설치하여 휴식 제공과 공간을 구분 지을 수 있

는 경계부로 활용함과 커뮤니티활동에 이용되도록 한다. 야외강당, 광장 등 다양한 오픈

된 시설을 조성하여 풍물, 사물놀이, 요양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픈된 공간에

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특히 건물 공용 공간 주변에 광장을 조성하면 내ㆍ외부의 자

연스러운 유입이 가능하다. 또한, 주 건물과 커뮤니티 공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거주자

들에게 이웃과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6) 외부활동영역 - 자연친화 공간

자연친화공간은 채마밭을 조성하여 거주자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

하고, 단일 건축물의 경우 건물 옥상부나 건물 내부 중정공간에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외부공간에는 온실을 조성하여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도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곳의 소공원을 조성하여 계절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

출하여 심리적 안정감 및 사회적 교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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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활동영역 - 건강체력 단련공간

건강ㆍ체력 단련공간은 노인들이 애용하는 운동시설의 경우 우천시나 겨울철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천막이나 간이건물을 설치하고, 단일 건축물의 경우 옥상부에 운동보조기구

를 설치한다. 운동시설 바닥포장을 고무칩 포장으로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인성 질

환이 있는 노인들이 생활하는 주거시설에서는 활동적인 운동보다는 비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압보도, 산책로 등을 설치한다.

8) 외부활동영역 - 조망공간

조망공간은 입지 선정시 노인주거시설 주변에 산이 입지되어 있는 곳을 선정하여 계절

에 따른 경관 변화를 볼 수 있게 하고, 단일 건축물이나 이동에 제약이 있는 노인들이 생

활하는 시설의 경우 건물 중심에 오픈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노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을 제공하고, 계절에 따른 변화 경관을 볼 수 있게 한다.

Ⅳ. 대상지 계획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지 계획 방법으로 김제 노인복지타운 외부공간에 대한 현

황분석과 노인주거시설 외부공간의 유형분류를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 둘째 거주자인 고령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요구도 및 만족도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데이터를 종합하여 3장에서 서술한 외부공간의 설계지침에 따라 외부공간을 계획하였다.

1. 사례 대상지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대상으로 본 설계지침을 적용하였다. 김제시 당국은 향후 대

상지를 포함한 주변부지까지 확대하여 실버타운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노인

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대상지로 선정, 설계지침을 적용하고자 한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전북 김제시 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63,591㎡(19,270평)으로서 

시설형태는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입지형태는 도시근교형이며, 입소대상자는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노인과 65세 이상 노

인 중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징을 살펴보면 노인

전용주택,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 종합복지관, 야외시설, 노인대학 등 다양한 시설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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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해 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유리온실이 조성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대상지는 김제시 중심지에서 대상지까지 10분정도의 소요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

전문요양시설, 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 노인시설이 종합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단지로

서 도심외곽지역의 풍부한 외부환경자원 및 외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1. 김제노인복지타운 단지안내도

그림 2.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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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분석

1) 외부공간 현황분석

외부공간 평가를 위하여 대상부지의 배치평면도를 입수하여 도면분석을 선행하고 연구원 2

명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배치도상의 영역구분에 따른 교차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결과 그

늘, 경사로, 난간, 공간구분 등 기본적인 시설과 설치는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

나 거주자의 체력이나 기호의 다양성이 배려되지 못하고 있어 차후 노인들의 연령과 체력의 

다양성을 고려한 시설과 다양한 취향, 취미, 기호를 배려한 공간이 제공되어야겠다. 외부환경

은 인지성이 가장 우수하게 제공되고 있었고, 접근성, 사회성, 편의성, 안전성, 보조성, 융통성

의 순서를 보이고 있었다. 사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공간을 재 조작 할 수 있도록, 또 개인의 

다양한 기호와 능력을 넓게 수용하여 선택, 변경, 조절 가능하도록 조성함이 필요하겠다.

구분 김제노인복지타운

단지출입구

건물출입구

내외부연결공간

주차장

외

부

활

동

공

간

거주자

친화형

자  연

친화형

건강체력

단    련

표 1. 외부활동공간별 현황

   

구분 김제노인복지타운

외

부

활

동

공

간

조망

휄체어의 

진입폭

경계석의

높이 차이

램프의 폭, 

경사도

계단의 폭, 

경사도

공간경계부

의 구분

야간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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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공간 유형분류

노인주거시설 외부공간의 유형으로는 단지출입영역, 건물입구영역, 내외부 전이영역, 주

차영역, 외부활동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외부활동영역을 커뮤니티 공간, 자연친화공간, 건

강체력단련공간, 조망공간으로 대상지 외부공간을 분류하면 아래 분류도와 같다. 전반적

으로 본 대상지는 도심지에 위치한 노인주거시설에 비하여 충분한 외부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교적 각 공간별 영역성이 확보되어있어 외부활동영역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유

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다.

그림 3. 외부공간 유형분류

3) 거주자 요구도 조사

거주자의 요구도 조사를 위하여 요양원 및 노인전용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자들의 

면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출하였다.

거주자의 외부환경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노인주거시설의 외부공간을 이용하는 목적으

로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운동을 하기위해서’, ‘만남ㆍ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서’,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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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노인주거시설 외부공간의 이용시설ㆍ장소를 살펴보면 ‘산책길’, ‘간단한 운동시설’, ‘건

물진입부’, ‘휴식공간’, ‘나무 밑 그늘진 곳’, ‘채마밭’, ‘수변 및 야외공연장’의 순서로 분

석되었다.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은 ‘이틀에 한번은 외부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0%에 달하

는 것으로 보아 노인주거시설에서 외부환경의 이용빈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른 아

침과 늦은 저녁을 제외한 ‘일상생활시간 내’에서 시각의 영향없이 고르게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체류시간은 ‘1시간 이내’가 약 57%이고 ‘2시간 이내’가 약 73%이므로 1시간 

체류형으로 계획하고 최대 2시간 정도에 활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을 계획하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공간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장애물’, ‘안전손잡이의 유무’, ‘쉴 곳이 없음’의 순서

였고, 기타내용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와 ‘조성이 되어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시설물

들’을 응답하여 활동을 보조하는 시설과 체력을 고려한 휴식장소, 또 시설을 관리하고 정

리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야간이용 목적은 주간활동과 유사한 응답이었고, 야간에 이용하는 외부공간 시설 및 장

소를 살펴보면 ‘건물진입부’의 이용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물진입부에 야간이

용을 위한 시설을 계획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진입부는 외부공간이면서 유

사시 관리자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위치라는 점에서 노인들의 야간이용에 

적절하며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자동차를 기다릴 때에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건물진입부

에 공간과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겠다.

노인주거시설의 외부공간 조성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조성’이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편의성’이 18.6%, ‘사회성’이 15.7%, ‘융통성’이 14.3%, ‘인지성’과 ‘접근성’이 

11.4%, ‘안전성’이 7.1%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성은 ‘장애가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신체의 

독립성과 이동성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외부환경을 7개 평가기준별

로 평가한 결과 보조성은 138점 만점 중 73점을 받아 57%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44.8%

의 융통성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현재 외부 환경에서 보조성이 많이 개선

되어야 하며, 제 노인의 특성상 신체의 독립과 이동성을 위해 보조성이 외부공간 조성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인자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공간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치가 4.07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0.93

으로 나타나 상당히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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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공간의 설계지침 적용

1) 설계기본방향

대상지에 대한 현황과 유형 분석 및 요구도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의 노인종합

복지타운은 지리적 입지여건 및 환경조건은 매우 양호하나 물리적 측면에서 노인주거의 

외부공간에 대한 필요시설들이 미약하거나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외부공간

에 대한 거주자들의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환경에 대한 유형별 설계지

침에 따라 세심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단지출입영역은 단지안내판과 게이트 부재로 인해 거주자 뿐 만 아니라 가족, 방문객들

에게 심적인 안정감 및 신뢰감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획하여 쾌적한 단지 진입분

위기를 조성함이 필요하며 가로변에 화목류의 교관목을 열식 또는 군식할 수 있는 식재

대를 조성한다.

건물입구영역에는 포오치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형태로서 천창형식의 

진입부 캐노피 설치가 필요하며 주차공간을 할애하여 대기장소로서 광장 및 휴식공간조

성이 요구된다.

내외부 전이영역에는 노인전용주택건물에만 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들어가는 진입구

도 보조자가 있어야만 진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휠체어나 워커가 자유

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내 주차는 전체가 직각주차로 계획되어 있어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자가운전 

노인들에게 주차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일부분을 60도 주차방식으로 개선이 요구되

고 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 일반주차구획보다 넓은 구획선이 필요하다.

외부활동영역의 각 공간들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되어 계획되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외부공간의 설계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어 본 시설의 양호한 입지와 외부공간의 활용성이 매우 저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

공간은 실내공간의 연장으로서 자칫 실내에서의 제한된 생활활동으로 신체적 제약뿐 아

니라 심리적으로 무력해질 수 있는 생활환경조건을 외부공간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지와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건물주변 오픈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 교류가 활발

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텃밭이나 생활원예공간들을 조성하여 자연친화공간을 유도

하고, 건강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간단한 운동공간들을 세심하게 계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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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또한 좋은 입지공간으로서 주변자연환경 및 농촌의 전원풍경을 통해서 노인들에

게 심리적 안정감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른 변화경관을 볼 수 있게 조망공간을 조성한다. 

그림 4. 기본방향

2) 외부공간 계획

(1) 단지 출입영역

① 필요시설 : 단지입구 표지판, 단지 내 안내판, 주건물까지의 방향 표시

② 고려사항 :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수목, 원거리에서도 빠른 인지가 가능하도록 큰 

글씨와 연한 바탕에 어두운 색 글씨, 빨강-주황계열이 인지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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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출입영역(전과 후)_진입게이트, 화단조성

(2) 건물입구 영역

① 필요시설 : 차량 대기 장소, 포오치, 야간 조명, 의자, 휠체어를 위한 램프 등

② 고려사항 :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성, 차도까지 덮은 지붕,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기

할 수 있는 충분한 대기 장소를 고려한다.

건물입구영역(전과 후)_포오치, 차량랜딩에어리어

(3) 내외부 전이 영역

① 필요시설 : 발코니 등에서 외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의자, 볼거리가 되는 활동장소를 

고려

② 고려사항 :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이 없어야 하며, 휠체어나 워커가 자유롭게 드나

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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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영역

① 필요시설 : 안전한 보행로, 우천시 대기할 수 있는 가림막이 있는 장소 등

② 고려사항 : 60도 주차, 장애인 주차장은 건물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거나 일방향일 경우 순환이 가능한 구조를 고려한다.

내외부전이영역_테라스공간 주차영역_60도 주차

(5) 외부활동영역-커뮤니티 공간

① 필요시설 : 이동가능한 의자, 그늘의 제공, 걸터앉을 수 있는 높이의 앉음벽 등

② 고려사항 : 일반적인 장애인을 위한 경우, 탁자의 하부높이는 65cm이상이 기준되고 

있으나, 이 경우 휠체어의 손잡이가 걸려 탁자에 근접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근

력과 주의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경우는 휠체어 팔걸이 높이 70cm를 고려하여 

70cm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다리, 허리, 무릎 등의 약화로 의자에 앉았

다가 일어나는 것이 힘겨운 일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45cm내외의 휴식시설(의자, 앉

음벽 등)과 께 안전하게 걸터앉아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은 편리하다.

커뮤니티공간(전과 후)_가족과 함께 잔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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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활동영역-자연친화 공간

① 필요시설 : 원예활동 공간, 채마밭, 휴게시설, 도구 보관함, 실내 정원 계획

② 고려사항 : 휠체어 이용자도 사용가능한 높이의 화단, 보행로와 채마밭의 구분으로 

용인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자연친화공간(전과 후)_휠체어접근로, 휴식공간조성

(7) 외부활동영역-건강체력 단련공간

① 필요시설 : 지압보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휴게시설, 우천시 이용할 수 있는 반 

실내공간 계획

② 고려사항 : 구경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 우레탄 등 안전한 바닥재료, 체력별 다양한 

운동시설 산책로를 인근에 배치, 체력단련시설사이의 충분한 공간을 고려한다.

건강체력단련공간(전과 후)_산책로, 휴식공간조성

(8) 외부활동 영역-조망공간

① 필요시설 : 아름다운 화단, 수경시설, 실내정원, 휴게시설 등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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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려사항 : 수경시설 안전성을 위해 지면보다 높은 분수형태 또는 낮은 수심으로 

계획한다. 휠체어에서 앉아 있는 사람의 시선을 가리지 않을 정도 높이의 화단

(100cm를 넘지 않는다)으로 조성한다.

조망공간(전과 후)_휴게및 조망공간 조성

그림 5. 종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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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이상이 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고, 2019년

에는 14%를 넘으면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

고 있다(통계청, 2000). 또 노인층의 경제력 상승, 여성의 사회참여, 가치관의 변화 등의 현

실상황의 변화로 인해 노인을 위한 전문주거의 필요성은 많이 강조되고 있으며, 노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령자 주거시설은 양적, 질적으로 확충이 시급히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주거시설 외부공간의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김제 노인종

합복지센터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기존시설은 입지조건이나 주변환

경이 매우 양호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시설에 합당한 세심한 외부공간계

획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제공되어진 외부공간시설도 실제로 거주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어있으며 관리와 이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황조

건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 밝힌 외부공간의 설계지침을 대상지에 적용하여 노인거주자

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활용성이 큰 외부공간을 재설계하였다.

고령자들의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를 실내공간의 연장선인 외부공간에서 보다 안정적이

고 쾌적한 생활을 유도하도록 제안한 노인주거 외부공간의 설계지침이 효과적으로 노인

주거시설에서 활용되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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