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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centage of senior citizens is increasing in Korea and it is expected to become an "aging society".

Problems with the elderly are becoming a big concern, such as physical and mental illness, losing their jobs and

having difficulties at home. But, the silver generation, as they are being known, has changed a lot these days.

With the aid of medical developments, the elderly's lifespan has become longer, making them more independent

and active. Senior Welfare Center's are places where the elderly can spend their golden years in comfort,

meaningfully.

Senior Welfare Center's these days provide many different programs, which naturally lead to an increase in

elderly users. With the rise in welfare centers and users, research on the subject also grew. As this topic has

only recently become an issue, there were not many spatial structure studies considering elderly movement.

Therefore, there should be spatial structure research that considers older users space awareness and how it can

be managed effectivel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resources for providing a comfortable senior

welfare center for elders. This will be based on quantitative analysis derived from spatial structure research along

with special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institution’s general plan.

As a research method, Senior Welfare Center's will be categorized into corridor type, hall type, and hybrid types

which then be reproduced into a j-graph. Based on this, special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connection links will

be comprehended. Then the connection link will be analyzed based on the space syntax result calculated from

each type’s integration, connectivity, control value, and intelligibility.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Senior Welfare

Center j-graph's average arrangement is hybrid>corridor>hall types. Those elders lacking awareness need easily

perceivable spatial structure's and hall type's would be the best choice to increase their awareness as it has high

articulation. However, hall type's would be difficult to construct with the size increase, so hybrid type would be the

next logical solution. Space with relatively high articulation will need to be planned in hybrid type's where rest

areas can be created within the halls in the Welfare Center in connection to its corri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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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인구 주택 총 조사’ 인구부

문 결과에 따르면 65세 고령인구비중이 11.3%로 5년 전

에 비해 2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고

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

에 진입했다.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병고와 같은 빈곤 같은 노인문제는 의료

기술 발달과 경제성장에 의하여 신체적 건강은 좋아졌으

나 심리적 외로움은 사회가 발달될수록 고통 받는 노인

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노인의 건강문제는 의

학적인 측면에서의 질병과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

적 및 사회적 건강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심리학교수인 디너 교수는 정년퇴

임 후의 건강은 자유시간의 적절한 활용에 의한 심리적

만족에 크게 좌우된다고 발표하였다.1) 즉 자유 시간을

1) 이인수, 한국 노인 자원봉사의 의미와 실태, 한국노인복지학회

vol.12 No.1, 2001,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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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활용하여 심리적 만족을 크게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

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이런 자유 시간 등 건강 및 많은 노후 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노인 여가 복

지시설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기

능은 건강관리와 노인들의 문화생활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최근 노인종합복지관들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자리 잡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인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이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종합복

지관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종합복

지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간계획에 있어서 사용

공간의 구성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

지만 그 공간을 이용하는 노인의 움직임에 대한 공간 구

조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이로 인해 노

인종합복지관의 이용자인 노인들의 인지특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를 계획할 수 있는 공간 구조

가 계획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본 계획에

있어서 공간구조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종합복

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앞으로 공간계획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본

개념과 공간구성의 특성을 알아보고, 공간구문론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선정된 노

인종합복지관을 복도형, 홀형, 복합형으로 분류하여

j-graph로 재현하고 공간구조 특성 및 연결 관계를 분석

한다. 또한 공간과의 연결 관계를 정량적 분석을 위해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의 단위공간으로 분화하여 분

석하는 볼록함을 이용한 볼록공간도(Convex-map)2)를

통해 각 실의 통합도, 연결도, 통제도, 명료도를 산출한

다. 이를 토대로 노인종합복지관의 공간구성 별로 분류

하여 통합도, 통제도의 평균값으로 분석한다. 또한 산출

된 분석지표를 해당시설의 통합도, 연결도, 통제도, 명료

도를 구하여 복도형, 홀형, 복합형(홀+복도)으로 분류하

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의 소재하고 있는 구․시립

2) 볼록공간도 : 볼록 공간 방식은 공간의 단위를 닫혀진 공간영역으

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또한 각 볼록 공간 내부의 모든 지점들은

아무런 물리적, 시각적 간섭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특

정 공간조직을 이러한 볼록 공간의 조합으로 분해하고 연결하면

이를 볼록 공간도라 한다. 볼록 공간도는 기능과는 관계없이 공간

의 형태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노인종합복지관 30곳 중 연면적 2,000㎡이상의 도면 입

수가 가능한 9개의 노인종합복지관 평면을 대상으로 한

다, 노인종합복지관을 비교분석하기에는 진행되는 프로

그램이 층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교육공간, 기능회복공

간, 후생복지공간, 상담취업공간, 재가복지공간, 공용공

간3)으로 설정하여 기본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

준으로 세부적인 분석 했다.

2. 이론적 고찰

2.1. 공간에서의 노인

노인의 노화에 따른 변화와 이에 따른 행태적 특성은

<표 1>4)과 같다.

분류 특성

신체적측면

-이동성의 저하

-체력의 저하로 공간의 이동시 체력적 한계를 느낌

-시력의 저하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거나 방향 감각의 저하

심리적측면

-기억력 감퇴로 인한 공간의 인지도 저하

-학습능력 저하로 인한 공간 이용에 있어서 장애 및 심리적 부담

감 증가

-지능의 저하로 새로운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서 길 찾기의 어려움

인지적측면
-인지의 범위가 일반인보다 좁아 공간 계획에 있어서 명료하고 짧

은 동선과 공간구성 고려

<표 1> 공간에서의 노인의 특성

노인이 사용하는 공간 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

의 감퇴로 인해 공간 인지 및 방향성에 대해 일반인들과

비하여 많이 부족하다. 동선을 최대한 짧고 명료해야 노

인이 인지하기 쉽다. 그러므로 노인이 주 이용자인 노인

종합복지관 역시 공간구조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계획 되

어야 한다.

2.2. 노인종합복지관의 개념 및 유형

(1) 노인종합복지관의 개념 및 현황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 36조 제 1항 제 1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노인의 교양, 취

미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

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과 노인의 복지증

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을 가진 시설이다.

시·군·구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해 노인종합복지관 면적 규

모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500㎡이상이어야 한다.5)

3) 노인종합복지관의 공간구성은 사회교육공간, 기능회복공간, 후생복

지공간, 사무관리공간, 상담․취업공간, 재가복지공간, 공용공간으

로 분류된다. 사무관리공간은 노인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

에 분석범위에서 제외하였다.

4) 이행우, 노인전문병원 평면 구조 위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9, pp.8-10

5) 김순도, 노인요양시설 공용공간에 관한 건축 계획적 연구, 한양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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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종합복지관의 공간구성 및 공간 분류 방식

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내용에 따른 공간구성으로 살펴

보면 크게 서비스 부분, 공용부분, 관리부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서비스 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과 기능에 따라 취업·상담부분, 사회교육부분,

기능회복부분, 후생복지부분, 재가복지부분으로 나눈다.

노인 종합 복지관의 공간 구성을 정리하면 <표 2>6)와

같다.

공간구성 내용

사회

교육

공간

교육 교육실, 컴퓨터실, 도서실, 소강당, 서예실

취미·오락 다복적실(강당), 취미교실, 게임오락실, 클럽실, 바둑·장기실

체육 체력단련실, 포켓볼장, 탁구실, 샤워실

기능

회복

공간

의료
대기실, 접수실, 상담 및 진료실, 치료실, 병리검사실, 한방

치료실,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

목욕 목욕실, 탈의 휴게실

후생

복지

공간

식당 식당, 주방, 부식창고, 식당 종업원실

휴게 매점, 라운지 및 휴게실, 이·미용실

사무

관리

공간

사무
사무실,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노인관련사무실, 관장실, 문

서보관실

관리 안내실, 관리실, 통제실, 당직실, 기계실

상담 취업 공간 상담실, 취업상담실, 공동작업장

재가 복지 공간
주관보호실(Day Care Center), 단기보호실, 가정봉사자원실,

특수목욕실, 세탁실, 휴게실

공용 공간 현관, 계단실, 복도, 홀, 로비, 화장실

<표 2> 노인종합복지관의 공간구성

노인종합복지관의 공간구성 특성은 재가복지공간은 복

지관 입구와 의료 관계부분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야하며

주간보호실 내부에는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공간이 마

련되어야 한다. 기능회복공간은 진료실과 인접하여 의료

부분을 통합․관리토록 해야 한다. 상담 취업공간은 로

비에 근접하게 계획하며 의료상담실은 진료실에서 위치

해야한다. 사회교육공간의 이용자는 건강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기능회복공간과 재가복지공간과의 비해 상대적으

로 그 위치가 자유롭고, 후생복지공간의 경로식당은 일

시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식당 앞에 휴게

공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7)

2.3. 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공간구문론

(1) 공간구문론의 일반적 개념

공간구문론은 빌 힐리어 교수8)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것은 형태학(morphology)과 위상수학

(topology)을 이용해 건축물 또는 도시의 공간적 배치를

분석함으로써 개별공간이 가진 개체적 특성보다는 공간

6) 유혜인,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현황과 요구사항 분석을 통

한 계획방향 제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36-37

7) 김석준․이특구,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과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00, pp.55-56

8) 빌 힐리어 교수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UCL Bartlett의 교수로서

도시의 모든 물리적 구성요소들과 그에 담길 기능들은 따로 구분

하여 다룰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움직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로 인해 도시의 물리적 기능적 요소들이 확증되고

그 성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구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직 전체로서의 경험과 공간 상호간의 위상학적 관계성

에 의해서 분석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량적

으로 묘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학적 연산

과정을 거쳐 지표를 사용한다.9)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간의 사회적 생활상과 사회구조의 이념적 성격을 관

찰, 분석을 통해 공간구조와 연결함으로써 사회와 공간

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다.

(2) 공간구문론의 적용방법

공간구문론은 전체공간구조를 단위 공간 요소로 분할

될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어 각 공

간의 통합성과 상대적 연결성, 통제성을 그래프와 표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간에 대한 기본적 개

념으로서 가시성과 축선공간, 볼록공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간의 성격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 공간구문론에서 공간의 구조특성을 계

산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깊이’이다.

깊이는 두 공간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간과

공간사이에 깊이가 1이면 직접 연결 되어있는 것이고, 2

이면 두 공간을 연결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이 존재

되어 있음으로서 깊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간과 공간간

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공간구문론에서 사

용되는 정량적 분석지표로 이용되는 적용 변수는 연결

도, 통제도, 통합도, 국부통합도, 명료도 등이 있다.

3. 단위공간의 구성요소 및 연결 관계

3.1. 사례분석 대상

(1) 분석 대상의 개요

서울시의 노인종합복지관중 연면적 2,000㎡이상의 도

면이 입수가 가능한 9개 시설을 대상으로 도면들을 토대

로 분석하였다. 그 개요는 <표 3>과 같다.

번호 명칭 개관년도 대지면적 연면적 층 규모

1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97 1,157 2,799 지하1/지상4

2 성북노인 종합복지관 ‘98 1,088 2,595 지하1/지상5

3 중랑노인 종합복지관 ‘99 1,493 2,505 지하1/지상4

4 강북노인 종합복지관 ‘00 1,460 2,606 지하1/지상3

5 성동노인 종합복지관 ‘00 2,065 2,675 지하1/지상4

6 도봉노인 종합복지관 ‘00 1,708 2,757 지하1/지상3

7 용산노인 종합복지관 ‘02 2,008 2,816 지하1/지상4

8 동대문노인 종합복지관 ‘03 2,899 2,396 지하2/지상4

9 강동노인 종합복지관 ‘03 1,986 4,103 지하1/지상5

<표 3> 분석대상의 개요

(2) 분석 대상의 평면

분석대상의 평면은 <표 4>와 같다.

9) 최윤경, 7개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2003,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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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평면도 명칭 평면도 명칭 평면도 명칭 평면도 명칭 평면도

구

로

노

인

종

합

복

지

관

지하1층

성

북

노

인

종

합

복

지

관

지상4층

강

북

노

인

종

합

복

지

관

지상2층 지상3층

동

대

문

노

인

종

합

복

지

관

지상2층

지상1층 지상5층 지상3층

용

산

노

인

종

합

복

지

관

지하1층 지상3층

지상2층

중

랑

노

인

종

합

복

지

관

지하1층

성

동

노

인

종

합

복

지

관

지하1층 지상1층 지상4층

지상3층 지상1층 지상1층 지상2층

강

동

노

인

종

합

복

지

관

지하1층

지상4층 지상2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1층

성

북

노

인

종

합

복

지

관

지하1층 지상3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2층

지상4층

지상1층 지상4층

도

봉

노

인

종

합

복

지

관

지하1층

동

대

문

노

인

종

합

복

지

관

지하2층 지상3층

지상2층

강

북

노

인

종

합

복

지

관

지하1층 지상1층 지하1층 지상4층

지상3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1층 지상5층

<표 4> 분석대상의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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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J-Graph에 따른 평면 구성의 분류 작성

(1) J-Graph

공간 내에는 매우 다양한 동선이 존재하며 이 흐름은

언뜻 보기엔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나 공간의 이용패턴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간구문론에는 동선을 선이

아닌 단위공간간의 관계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 관계에

의해 공간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Graph는 이러한 단위공간의 연결 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각 단위공간의 위상과 연결 관계를 이해

사기 쉽게 재구성하여 각 공간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0) 노인 종합 복지관에 이를 적용하여

공간과의 위치관계 및 공간의 깊이를 파악하여 분석한

다. 노인종합복지관의 평면 형태로서 “홀형, 복도형, 복

합형”11)으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2) J-Graph의 분류

J-Graph는<표 5>와 같이 공간의 연결 관계에 따라

tree형과 ring형으로 나뉜다. tree형 구조는 연속된 속성

을 가진 구조로 위계적이며 공간의 인지성 보다는 가시

성을 중시한 형태이다. ring형 구조는 순환형으로 자율성

이 높은 공간구조로서 가시적인 요소보다 공간 인지에

관한 요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12)

분류
tree ring

shallow-tree deep-tree shallow-ring deep-ring

형태

<표 5> J-graph의 유형

(3) 선정대상의 J-Graph의 도출

<그림 1> J-graph 도출 과정

10) 이종렬, 접근성에 기반한 공간구조 분석모델에 관한 연구, 국민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25

11) 신나리, 이용자 행태분석에 의한 공간구성 및 건축요소 연구; 서울

시․구․사립노인종합복지관을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63

12) 송승언, 공공도서관의 복합화에 따른 공간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1, p.316

<그림 1>은 복도형의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의 3층을 J-

graph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분석대상의 평면을 기본단위

요소로 만들기 위해 각 공간을 볼록공간도로 전환하여

나타낸 후 J-graph를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의 J-graph는

노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공간

분석을 진행했다.

3.3. 유형별 공간 구성의 비교

노인종합복지관을 1층은 출입구를 기준으로하고, 이용

자가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이여서 대부분 승강기를 이

용하기 때문에 2층 이상은 승강기를 기준으로 J-Graph로

작성하였다. 분석대상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층별을 J-Gra

ph로 나타낸 결과는 <표 6>, <표 7>, <표 8>과 같다.

(1) 복도형

중

랑

공간깊이 : 4 공간깊이 : 5

지하

1층
1층

공간깊이 : 5 공간깊이 : 4

2층 3층

공간깊이 : 4

4층

강

북

공간깊이 : 6 공간깊이 : 4

지하

1층
1층

공간깊이 : 4 공간깊이 : 4

2층 3층

성

동

공간깊이 : 3 공간깊이 : 5

지하

1층
1층

공간깊이 : 4 공간깊이 : 4

2층 3층

<표 6> 복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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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동

공간깊이 : 5

4층

범례

A 출입구 B 안내실 C 식당 D 휴게공간

E 진료실 F 주간보호실 G 치료실 H 간호사실

I 도서실 J 장기바둑실 K 운동공간 L 컴퓨터실

M 취미실 N 프로그램실 O 도서실 P
고령자

취업센터

Q 당구실 R 이*미용실 S 목욕실 T 탈의실

U 화장실 V 다용도실 W 강당 X 작업장

Y 상담실 Z 사무실 ◈ 카페, 매점 ◁
노인인권

센터

▽ 홀 ▣
자원

봉사자실
◎ 램프 ▶

치매노인

생활실

● 로비 □ 복도 △ 계단 ◇ 승강기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tree구조와 ring형 구조이다. 재

가노인시설과 기능회복공간이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

로가 연결된 ring형구조이다. 승강기(depth:1)를 기준으로

복도_1(depth:2), 복도_2(depth:3)에서 다시 복도를 중심

으로 물리치료실, 진료실, 주간보호실(depth:4)의 구조이

며 진료실을 중심으로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이 연결되

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이동 동선이 짧아서 이용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도 편하다. 사회교육공간은

3,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3층은 승강기(depth:1), 복도(de

pth:2)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실 1, 2, 장기․바둑실, 게이

트볼장, 체력단련실, 도서실(depth:3)이 같은 위계선상에

있어 공간의 깊이가 얇아 노인들이 인지하기 쉬어 길 찾

기가 편리하다. 4층에서는 승강기(depth:1), 복도(depth:2)

에서 강당, 탁구장(depth:3)의 구조이며, 탁구장에서 당구

장(depth:4)으로 연결된다. 당구장을 이용하려면 탁구장

을 거쳐 가야 하는 형태로 활동적인 운동을 하는 공간에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공간의 깊이도 다소 깊다. 후생복지공간은 1층에 위

치하며 주출입구(depth:1), 로비(depth:2)을 통하여 바로

식당(depth:3)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tree형 구조와 ring형 구조가

혼재되어 있는 구조이다. 재가 복지 공간, 기능회복공간

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 이용자이기 때문에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depth:1)를 기준으로 복도(dept

h:2)를 통하여 주간보호실(depth:3)로 연결된다. 주간보호

시설사이에 진료실이 연결되어 있어 shallow-ring형 구

조로 복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동이 가능하여 몸이 불

편한 노인에게 동선을 줄여준다. 사회교육공간은 지하1

층부터 지상3층까지 분포되어있다. 주로 위치해있는 곳

은 2층으로 승강기(depth:1)에서 복도(depth:2)를 기준으

로 프로그램 실, 휴게 공간(depth:3)이 있으며 복도가 3

군대로 나뉘어 공간이 깊이는 작지만 공간끼리 분산이

되어있다. 후생복지공간은 승강기(depth:1)를 기준으로

복도(depth:2), 식당(depth:3)으로 연결된 형태이다.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tree형구조로 재가복지공간과

기능회복공간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depth:1)

를 기준으로 로비(depth:2), 복도_1(depth:3), 복도_2(dept

h:4)를 거쳐야 주간보호실(depth:5)이다. 기능회복공간은

출입구(depth:1)를 기준으로 로비(depth:2)에서 복도_3(de

pth:3)과 복도_4(depth:4)를 통해 특수목욕실, 건강상담실,

물리치료실(depth:5)이 같은 위계선상에 있다. 이 공간은

로비를 중심으로 복도가 분리되어 있어 여러 개의 공간

이 위치하여 공간을 인지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길 찾기

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교육공간은 2,3,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강기(depth:1)를 기준으로 복도_1(dep

th:2)에서 복도_2(depth:3)을 중심으로 컴퓨터실, 프로그

램 실, 강당(depth:4)이 같은 위계선상에 있고, 후생복지

공간은 지하1층에 위치하며 승강기(depth:1), 복도(depth:

2)를 중심으로 식당, 이․미용실(depth:3)의 형태이다.

(2) 홀형

성

북

공간깊이 : 3 공간깊이 : 3

지하

1층
1층

공간깊이 : 4 공간깊이 : 5

2층 3층

공간깊이 : 5 공간깊이 : 4

4층 5층

용

산

공간깊이 : 3 공간깊이 : 5

지하

1층
1층

공간깊이 : 3 공간깊이 : 4

2층 3층

공간깊이 : 4

4층

<표 7> 홀형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기능회복공간으로 1층에 위치하

며 주출입구(depth:1)를 기준으로 홀(depth:2)을 통하여

기능회복실(depth:3)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이는 tre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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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가시성이 높아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울 것이다.

재가복지공간은 승강기(depth:1)를 기점으로 홀(depth:2)

을 중심으로 특수 치료실, 복도(depth:3)의 구조이며 다

시 복도에서 주간보호실1,2, 간호사실이(depth:4) 같은 위

계선상이 있다. 사회교육공간은 2층의 승강기(depth:1)를

기점으로 바둑장기실(depth:2)을 통하여 복도(depth:3),

서예실, 컴퓨터실, 취미교실(depth:4)의 구조로 되어있으

며, 후생복지공간은 지하1층의 승강기(depth:1), 홀(depth:

2), 식당(depth:3)으로 바로 연결된 구조이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기능회복공간과 재가복지공간이

1층에 같이 위치되어 있고, 주출입구(depth:1)를 기준으

로 로비(depth:2)를 통해서 복도(depth:3)를 중심으로 주

간 보호실, 물리 치료실, 간호사실(depth:4)이 같은 위계

선상에 있으며 간호사실에서 진료실(depth:5)로 바로 연

결되는 구조이다. 사회교육공간으로 2층에 승강기(depth:

1)를 기점으로 휴게공간을(depth:2)통하여 프로그램실1,2,

3과 강당(depth:3)이 같은 위계선상에 있어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에 프로그램 실이 있는 구조로 공간을 찾

아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높은 특성을 나타낸

다. 후생복지공간으로 지하1층의 승강기(depth:1), 홀(dep

th:2), 식당(depth:3)으로 연결된 단편적인 동선을 취하고

있다.

(3) 복합형

구

로

공간깊이 : 4 공간깊이 : 5

지하

1층
1층

공간깊이 : 4 공간깊이 : 4

2층 3층

공간깊이 : 5

4층

도

봉

공간깊이 : 5 공간깊이 : 5

지하

1층
1층

공간깊이 : 4 공간깊이 : 4

2층 3층

<표 8> 복합형

동

대

문

공간깊이 : 4 공간깊이 : 4

1층 2층

공간깊이 : 4 공간깊이 : 5

3층 4층

강

동

공간깊이 : 5 공간깊이 : 4

지하

1층
1층

공간깊이 : 4 공간깊이 : 4

2층 3층

공간깊이 : 5 공간깊이 : 5

4층 5층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tree형구조로 재가복지공간은

주출입구(depth:1)를 기준으로 홀(depth:2)에서 주간보호

실(depth:3)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능회복공간은 홀

(depth:2)에서 복도(depth:3), 기능회복실(depth:4)순 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능회복실을 중심으로 물리치료실, 건강

상담실(depth:5)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사회교육 공간은

2,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강기(depth:1)를 기준으로

홀(depth:2)에서 프로그램 실1,2, 컴퓨터실, 복도(depth:3)

이며 다시 복도를 중심으로 컴퓨터실(depth:4)로 공간이

이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3층에서는 승강기(depth:1)를

기준으로 홀(depth:2)에서 장기․바둑실, 교육실, 복도(de

pth:3)이다. 다시 복도에서 강당(depth:4)으로 연결된다.

후생복지공간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강기(depth:1)

를 기준으로 홀(depth:2)에서 식당으로 바로 연결되며 식

사 후 홀에서 복도(depth:3)를 통해 휴게 공간(depth:4),

매점(depth:5)의 연결구조로 되어있다. 이는 식당을 이용

한 노인들이 휴게공간으로 연결되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tree형 구조와 ring형 구조이다.

GR시설과 같이 기능회복공간과 재가복지공간이 같은 층

에 있으며 모두 tree형 구조로 주출입구(depth:1)를 기준

으로 로비(depth:2), 복도(depth:3)에서 주간보호실, 휴게

공간(depth:4)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시 휴게공간에서

건강관리실(depth:5)의 공간구조이다. 사회교육공간은 2

층의 승강기(depth:1), 홀(depth:2)에서 복도와 도서실(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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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h:3)로 나누어 연결되고 다시 복도를 중심으로 컴퓨터

실, 프로그램실1,2,3, 컴퓨터연습실(depth:4)로 연결된 동

선이다. 또 도서실(depth:3)에서 소강당, 장기․바둑실(de

pth:4)로 연결되어 있어 홀을 중심으로 동선이 나누어지

긴 하였으나 홀의 이용도가 높아 동선이 겹쳐 혼잡이 있

을 뿐만 아니라 도서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집중도가

저하되어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후생복지공간은 지하1

층에 위치하여 주출입구(depth:1)를 중심으로 홀(depth:

2), 복도(depth:3), 식당(depth:4), 휴게 공간 (depth:5)을

통해 동선이 연결되고 있는 형태이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tree형 구조로 재가복지공간

은 출입구(depth:1)를 기준으로 로비(depth:2), 복도(dept

h:3)를 통해서 주간보호실(depth:4)로 이어진다. 기능회복

공간은 2층의 승강기(depth:1)를 기준으로 복도(depth:2),

휴게 공간(depth:3)을 통해서 건강상담실1,2, 물리치료실

(depth:4)이 같은 위계선상에 있다. 또한 후생복지공간으

로 같은 층의 복도(depth:2)를 통해서 식당(depth:3)이 위

치해 두공간이 성격에 따라 동선이 분리되나 이용률이

높은 치료실, 식당이 같은 공간에 존재 하고 있어 혼합

이 예상된다. 사회복지공간은 3층의 승강기(depth:1), 홀

(depth:2)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실과 강당(depth:3)이 있어

다른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이 깊이가 얇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tree형 구조이며 기능회복공간

이 다른 노인종합복지관과 다르게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공간은 승강기(depth:1)를 기점으로 홀(depth:2), 간호

사실, 복도_1(depth:3)로 연결되어 있으며 복도_1를 중심

으로 건강상담실, 물리치료실(depth:5)의 구조로 되어있

고, 홀에서 복도_2(depth:3)를 기준으로 주간보호실, 장수

방, 계단 (depth:4)이 있으며 이 공간을 중심으로 휴게실,

치료실, 화장실(depth:5)로 이어진 형태이다. 사회교육공

간은 1층,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의 주출입구(depth:

1)를 기준으로 로비(depth:2)를 통해 복도(depth:3)를 중

심으로 체력단련실, 장기바둑실(depth:4)과 2층의 승강기

(depth:1), 홀(depth:2)를 통해 복도(depth:3)를 중심으로

서예실, 사회교육실, 정보화교실(depth:4)의 구조이다.

3.4. 소결

복도형은 복도를 중심으로 각 프로그램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평균 4.3의 공간깊이를 갖는다. 복도형은 입

구-복도-프로그램실, 입구-복도_1-복도_2-프로그램실로

복도를 중심으로 다른 복도들이 교차되어 연결되어있는

2가지의 유형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간은 tree형

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재가복지공간이나 기능회복공

간에서 ring형의 구조를 나타내어 간호사 및 의사들이

노인들을 제어하기 편리할 것이다.

홀형은 홀-프로그램실로 연결된 형태로 홀을 중심으

로 각 프로그램실이 배치되어 있어 평균 3.9의 공간 깊

이로 3가지 유형 중에 가장 얕은 공간;jn의 깊이로 노인

들이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가시성이 높다. 또한

이 유형은 홀에 이동공간, 휴식공간이 함께 존재하여 중

심공간의 역할을 하나 다소 혼란한 상황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복합형은 홀을 통하여 복도가 연결된 형태로 홀-프로

그램실, 홀-복도-프로그램실로 2개의 동선으로 분리되며,

평균 공간 깊이는 4.4로 가장 깊다. 2개의 동선으로 나뉘

기 때문에 노인들이 인지하기 쉬운 싸인 물을 배치하여

이용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Space Syntax의 정량적 분석

4.1. 노인종합복지관의 공간구조 분석

(1) Space Syntax개념

Space Syntax는 공간구조를 분석하여 공간의 배열 및

연결 관계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론이다. 이는 공간을

각각의 단위공간으로 간주하여 공간간의 연결 관계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용

된 분석지표는 통합도, 연결도, 통제도, 명료도이며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은 <표 9>13)14)이다.

분석 지표 설명

통합도

집중도라고 하며, 하나의 공간에서 전체 공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통합도는 전체 통합

도를 의미한다. 통합도가 높다는 것은 그 공간에 접근이 용이

함을 나타내며 통합도가 낮은 것은 보다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연결도

공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공간들의 개수이며, 인접한 공

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결도가 높다는 것은 주변의

공간들과 빈번히 연결되어 있어 국부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통제도

단위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과 또 다시 주변

단위 공간이 접해있는 공간들 까지 포함해서 그 공간의 통제정

도를 의미한다. 통제도가 높다는 것은 주변공간에 의해서 보다

많은 통제를 받음을 알 수 있다.

명료도

공간구조의 국부적인 특성과 전체적인 특성의 상호관계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공간구조의 한 부분을 통해 공간구조 전체를 인

식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명료도가 높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국부적인 특성이

유사하다.

<표 9> 통합도, 연결도, 통제도, 명료도

(2) Space Syntax 도출

<그림 2>는 공간과의 연결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기 위한 과정이다.

13) 최윤경, 전게서, pp.21-22

14) 장소은, Jerde partnership의 대규모 복합 상업공간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 특성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 공간 구문론에 의한

공간 구조 분석을 통해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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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 Space Syntax 도출 과정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전 층의 평면을 바탕으로 볼록

공간도 분할하여, S-convex Analyzer V2.1을 이용하여

통합도, 연결도, 통제도, 명료도 등의 데이터를 산출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재가복지공간, 기능회복공간, 사회복

지공간, 상담취업공간, 후생복지공간으로 분류하였다. 또

한 이용자가 신체가 불편한 노인이기 때문에 이동수단

및 공간에 있어서도 판단되어 승강기, 이동공간, 이동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인 공용공간으로 나뉘어 분석지표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분석했다.

4.2. 공간별 분석결과

(1) 공간별 통합도

각 구성별 공간들의 통합도를 살펴보면 <표 10>, <표

11>과 같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승강기, 이동공간, 공

용공간, 사회교육공간 순으로 값이 나타났으며, 사회교육

공간은 복도를 중심으로 여러개의 프로그램실이 바로 연

결되어 있어 노인들이 접근이 용이하다. 반면 통합도가

낮은 후생복지공간, 상담취업공간은 두 개의 복도가 교

차된 형태의 끝 부분이라 공간을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

로 예상된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승강기, 이동공간, 공용공간, 후

생복지공간, 재가복지공간 순서로 통합도 값이 나타났다.

이 공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실들은 모든 층의 동일한

구조로 인해 비슷한 통합도 값이 나타났다. 비교적 기능

회복공간의 물리치료실이 통합도 값이 가장 적게 나타나

는데 이는 3개의 복도가 교차되고 접근이 불리한 가장

긴 복도의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다른 시설에 비해 통합도의 값

이 적게 나왔다. 이것은 타 노인종합복지관들과 달리 코

어를 중심으로 동선이 정반대의 두 개로 나뉘며 편복도

형과 중복도형의 구조로 분산되어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후생복지공간은 통합도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복도

와 외부의 2곳에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예상된

다. 기능회복공간과 사회 상담복지공간은 코어를 중심으

로 아래쪽에 중복도형의 구조로 위쪽에 편복도형태의 재

가복지공간과 사회교육공간이 통합도의 수치가 높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홀형으로 공용공간, 이동공간,

승강기, 기능회복공간, 사회교육공간의 순으로 통합도가

나타났으며 재가복지공간은 다른 층의 공간과 달리 2개

의 볼록 공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홀은

공용공간과 이동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도

의 값이 높고, 동선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설은 시설에 비해 높게 통합도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홀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실이 집중되

어 있는 공간 구조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승강기, 공용공간, 이동공간, 상

담취업공간, 사회교육공간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동공

간과 공용공간의 통합도의 평균값이 별 차이가 없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중심공간이 홀의 형태여서 홀 안에 휴

식공간이 있어 공동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

석된다. 도서관은 홀 공간에 위치되어 있어 통합도가 가

장 높아 노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자들이 많지만 조

용한 분위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산만해져 집중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예상

된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승강기, 이동공간, 공용공간, 사

회교육공간의 순으로 통합도가 나타나고 기능회복공간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기능회복공간은 홀, 복도를 통해 들

어와 기능회복실을 중심으로 물리치료실, 건강 상담실이

연결되어 있는 ring형으로 노인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공간구조로 짐작된다. 재가복지공간, 사회교육공간, 후생

복지공간은 통합도의 평균값이 비슷한 형태로 홀 공간

쪽에 구조가 동일한 형태로 되어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홀과 복도가 결합된 형태를 보

여주고 있으며, 후생복지공간은 다른 시설과 다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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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 통합도가 낮게 나타내어 다른 시설에 비해 접

근성이 떨어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이․미용실과 당

구장이 다른 공간들과 분리되어 통합도가 낮아 접근도가

떨어진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담복지공간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났으며 2층 홀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 사회교육공간은 홀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홀과 복

도를 통해 들어가야 하는 기능회복공간과 재가복지공간

에 비해 통합도가 높게 나타나 접근하기 쉽고 수직적으

로 공간구성이 통일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승강기, 이동공간, 상담취업공

간, 공용공간, 후생복지공간으로 통합도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복합형의 공간 구조와 같이 홀과 복도

를 거쳐 출입해야하는 공간으로 기능회복공간과 재가복

지공간이 배치되어 통합도가 비슷하고 낮은 값이 나오

며, 홀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교육공간, 후생복지공간의

값도 높고 비슷한 통합도 값이 나타났다.

<표 10> 공간별 통합도의 평균값15)

구분
기능 회복

공간

재가 복지

공간

사회 교육

공간

후생 복지

공간

상담 취업

공간

복

도

형

종로 0.934 0.980 1.105 0.758 0.769

강북 0.775 0.961 0.938 0.964 0.892

성동 0.740 0.852 0.881 1.121 0.763

홀

형

성북 1.039 0.860 0.924 0.911 0.853

용산 0.940 0.838 0.977 0.967 1.162

복

합

형

구로 0.712 0.827 0.873 0.835 0.821

도봉 0.868 0.842 0.916 0.620 0.953

동대문 0.894 0.806 1.106 0.906 1.191

강동 0.786 0.797 0.901 1.015 1.175

구분 중랑 강북 성동 성북 용산 구로 도봉 동대문 강동

승강기 1.98 1.70 1.86 1.01 2.08 1.46 1.73 2.31 1.50

공용공간 1.03 0.98 0.87 1.39 1.54 0.95 1.08 1.22 1.14

이동공간 1.34 1.20 1.20 1.24 1.28 1.08 1.27 1.45 1.19

<표 11> 승강기, 공용공간, 이동공간의 통합도의 평균값

(2) 공간별 통제도

각 구성별 공간들의 통제도를 살펴보면 <표 12>, <표

13>과 같다. 복도형에서 대체적으로 재가 복지 공간의

통제도 값이 높게 나왔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기능

회복공간과 주간보호실이 비슷한 수치로 간호사와 진료

실을 중심으로 두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ring형 구조이

기 때문이다. 이곳은 노인을 돌봐야 하는 공간으로서 이

용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 주변에 관리가 다른 시설에 비

해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역시 재가

복지 공간 사이에 진료실이 있어 공간들을 통제를 받음

을 알 수 있다.

15) <표 9>, <표 10>, <표 11>, <표 12>의 음영은 각 노인 종합복지

관의 공간 중에서 각 공간기능별 통합도, 통제도의 가장 높은 수치

를 표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복지종합복지관의 상담취업공간은 통제

도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나는데 이는 주변공간에 의

해서 보다 많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산만하지 않고 편안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된

다. 반면 후생복지공간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도봉노인

종합복지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의 복합형의 시설이 통제도의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

중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식당 안에 경로식당 사무실이

있어 문제가 있을시 바로 통제가 용이하다고 예상된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지상에서 2개의 계단과 복도와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공간을 접근하고 많

은 통제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용공간의 홀형과 복합형의 노인종합복지관은 복도형

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홀형과 복

합형의 홀에서 휴식공간 및 로비 등이 배치되어 있어 통

제도가 높은 반면 복도 형은 홀형처럼 넓은 공간이 확보

되지 못해 복도 면에 배치되어 통제도의 수치가 낮다.

구분
기능 회복

공간

재가 복지

공간

사회 교육

공간

후생 복지

공간

상담 취업

공간

복

도

형

종로 0.872 0.979 0.205 0.833 0.375

강북 0.287 1.079 0.322 0.458 0.219

성동 0.295 1.083 0.449 0.649 0.200

홀

형

성북 0.800 0.875 0.562 0.766 0.316

용산 0.525 0.875 0.521 0.725 0.100

복

합

형

구로 0.955 0.833 0.338 1.211 0.211

도봉 0.849 0.870 0.613 0.874 0.583

동대문 0.562 0.777 0.583 1.166 0.125

강동 1.666 1.161 0.660 1.208 0.158

<표 12> 공간별 통제도의 평균값

구분 중랑 강북 성동 성북 용산 구로 도봉 동대문 강동

승강기 0.73 0.95 0.98 0.90 0.89 2.33 0.68 1.08 2.08

공용공간 0.45 0.12 2.05 3.80 1.50 1.4 0.84 1.13 1.59

이동공간 2.95 3.51 3.01 2.20 2.55 3.98 2.87 3.99 2.63

<표 13> 승강기, 공용공간, 이동공간의 통제도의 평균값

4.3. 각 노인종합복지관의 비교

노인종합복지관에 각 시설별 연결도, 통합도, 명료도를

살펴보면 <표 14>, <표 15>와 같다.

구분 연결도 통합도 명료도

복

도

형

종로 2.260 0.986 0.418

강북 2.290 0.919 0.252

성동 2.145 0.935 0.314

홀

형

성북 2.205 1.013 0.541

용산 2.074 1.002 0.516

복

합

형

구로 2.200 0.943 0.334

도봉 2.190 0.917 0.310

동대문 2.164 1.098 0.528

강동 2.219 0.958 0.399

<표 14> 노인종합복지관의 연결도, 통합도, 명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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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명료도 시설 명료도

중

랑

강

북

성

동

성

북

용

산

구

로

도

봉

동

대

문

강

동

<표 15> 노인종합복지관의 명료도

복도 형에 속하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통합도 0.919

와 명료도 0.252로 3개의 복도가 교차된 구조로 공간을

이동시에 많은 공간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계단이 화

장실을 거쳐 복도 끝에 있어 접근하기가 어려워 다른 시

설들과 비교적 통합도와 명료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나서 노인이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길 찾기

에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판단된다. 또한 종로노인종합

복지관과, 성동노인종합복지관도 홀형과 복합형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지만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교차되지 않은

일자형 복도의 형태로 다른 복도 형 시설에 비해 통합도

와 명료도가 높아 공간 인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쉽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각각 통합

도 1.013, 1.002와 명료도가 0.541, 0.516으로 다른 노인종

합복지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갖는다. 이는 이

두 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의 홀이 중심공간이 되면서 각

실들과 연결되어 공간구조가 단순하며 전체공간을 훨씬

더 쉽게 인지하여 길 찾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

고 예상된다.

복합형은 홀과 복도가 혼재되어 있는 구조는 동대문노

인종합복지관>강동노인종합복지관>구로노인종합복지

관>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순으로 명료도와 통제도의 값

이 나타나며, 전체 공간 구조에서 깊이와 통합도, 명료도

의 상관관계를 나타남에 있어서 평균 공간 깊이가 깊을

수록 명료도 값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봉

노인종합복지관은 공간의 깊이가 깊을 뿐 아니라 홀+복

도의 공간구조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연결된 공간구

조로 동선이 분산되어 통합도와 명료도 값이 가장 낮다.

이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전체적

인 공간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길찾기가 어려울 것

이라고 해석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유형별로 공간구문론에

의한 공간구성 특징을 분석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본

계획을 위한 종합․정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종합복지관의 j-graph의 평균 깊이는 복합

형>복도형>홀형의 공간깊이를 가진다. 복도형은 대체적

으로 2개 이상의 복도가 교차되어 출입구, 복도_1, 각 실

이나 출입구, 복도_1, 복도_2, 각 실공간이 연결된 구조

를 취하고 있어 복도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홀 형은 출입구, 홀, 각 실의 연결로 공간이 깊이가 얕게

나타나 노인들이 인지하기 쉬워 길 찾기가 용이하다. 복

합형은 출입구, 홀, 각실 의 공간연결과 출입구, 홀, 복

도, 각 실을 통하여 연결되는 2개의 동선으로 나뉘는 공

간구조이며, 홀의 공간에서 대부분 휴게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둘째, J-graph의 형태를 볼 때 대부분의 공간이 tree

형 구조이지만, 재가복지공간과 기능회복공간이 ring형

구조를 갖으며 진료실을 중심으로 주간보호실과 치료실

을 제어할 수 있다.

셋째, 공간의 접근정도를 알 수 있는 공간별 전체통합

도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복도형은 승강기, 이동공간, 공

용공간, 사회교육공간, 후생복지공간 순으로 나타났다.

홀형은 승강기, 공용공간, 이동공간, 상담 취업 공간, 기

능회복공간, 사회교육공간 순으로 났다. 홀을 기준으로

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홀 중심으로 이동하고, 이 공간에

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통합도가 높고 비슷하게 나타

났다. 복합형은 승강기, 이동공간, 공용공간, 상담 취업

공간, 사회교육공간이 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복도형, 복

합형은 기능회복공간의 통합도가 낮다. 이는 사회교육공

간을 이용하는 노인들보다 기능회복공간을 이용하는 노

인들이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데, 공간계획 시

기능회복공간을 더욱 찾기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공간이 주변공간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공간별 전체 통제도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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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형은 이동공간, 재가복지공간, 승강기, 공용공간, 사

회복지공간이다. 홀형은 공용공간, 이동공간, 승강기, 재

가복지공간, 사회교육공간이다. 또한 복합형은 이동공간,

공용공간, 후생복지공간, 기능회복공간, 재가복지공간 순

으로 나타났다. 복합형과 복도형은 이동공간이 통제도의

수치가 높은 반면 홀형은 공용공간에서 이동 및 휴식공

간의 중심 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제도의 수치가 높

다. 또한 재가복지공간과 기능회복공간은 진료실을 중심

으로 동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공간을 통제 할

수 있기 용이하다.

다섯째, 공간구조를 인식하는 명료도는 홀형>복합형>

복도형으로 홀형은 홀을 중심으로 공간들이 연결되어 있

어 길 찾기가 쉽다. 복도형은 2개 이상의 복도가 교차되

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에게 노인종합복지관의 공간

구조를 인식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공간 계획

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들

이 공간을 이용하려면 공간 구조 인식이 쉬어야 함으로

공간 구조 명료도가 높은 홀 형이 적합하나 규모가 커지

면 홀 형의 구조로 계획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명료도

가 상대적으로 낮은 복도형 보다는 복합형으로 계획되어

야 한다. 여러 개의 복도가 교차되어 명료도가 낮아 공

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공간 구조이면서 인체기능이 저

하된 노인들이 이동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간 계획 시 복합형의 형태로 홀을

기준으로 복도와 연계되고 휴식공간을 형성하여 명료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재가복지공간과 기능회복공간은 접근하기 쉬운 1층에

위치되어야 한다. 또한 두 공간을 서로 연계하여 ring형

구조로 구성함으로써 진료실과 간호사실을 중심으로 두

공간을 통제하여 관리하기 쉬운 공간을 계획해야 한다.

휴게공간은 공간의 깊은 곳에 배치되어 접근도가 떨어지

는 공간이 아닌 중심적 공간으로 배치해 오랜 시간을 이

용하는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이동시 휴식을 제공해주는

공간이 배치되어야한다. 또한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들은

승강기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승강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계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설

치하면 노인들이 이용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층별 입구

가 많아져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 공간 계획에 있

어서 동선을 예측한 공간계획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을 이용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공간구조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복도형, 홀형, 복합형으로

나뉘어 각 공간별 접근성과 공간구조의 특성 보여줄 수

있었다. 분석대상의 수가 적어 9개의 사례로는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차후에 지

역별, 면적별의 다양한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연구

를 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노인종합복지관의 공

간구조 특성에 관한 지표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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