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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some of nursing homes in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regions in order to find solutions to

reduce suicidal incidents from the loneliness. To analyze community space of nursing homes, elderly community is

analyzed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Soci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ith those three characteristics above, architectural spaces are analyzed the

relation with them. Elderly nursing homes are divided with living, nursing, management, and public spaces. The

space of elderly nursing homes (classification of function)-elderly community (classification of elderly characteristics)

is approached in an architectural way related to the space of elderly nursing homes and elderly characteristics.

Through some case studies, specific space relation of elderly nursing homes and elderly community is analyzed.

Also, with the building analysis for summary, plans, wards(hospital rooms), cafeteria, program rooms and alley,

some of general information and elderly community space is understood. In this study, there will be an analysis

of relation of elderly community(morphological, soci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hich is separated into some

spaces of elderly nursing homes(living, nursing, public spaces and facilities) written above. Furthermore, if people

ca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mmunity space for elderly facilities, there will be a new guide line for that

which can have a play on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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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65세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3%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제연합(UN)이

정한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

다. 하지만 정책, 사회, 문화에 있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

가 미흡한 실정이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부적

응을 겪는 노인은 크게 4가지 고통인 빈고, 고독고, 무위

고, 병고로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노인문제로 인해 한해

1천여명이 고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노인 실

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11.2%가 자살을 시

도 했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35%), 신체질환(35%), 외로움(11%), 가정불화(9%), 이

성문제(2%), 기타(8%)로 나타났다.1)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나라에 준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

인층을 위한 급격한 노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와 복지서비스 등이 연구 및 개정되어지고 있

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건축은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2007년에 진행된 김동현 외 2명의 연

구인 노인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의 연구내용에 따르

면 커뮤니티 요소의 부재 정도가 증가할수록 노인의 자

살률이 높아지는 비례적 요소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노인문제 중 외로움으로 인한 자살충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귀납적 분석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커뮤니티공간을 연구한 후 공간구성 계획방향에 따라 노

인복지시설에 대한 구축 기준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 2011, 노인시태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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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인의 형태, 사회, 환경적 특성 사항

형태적
특성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화과정을 겪게 된다. 노화
(Aging)란 시간흐름에 의해 인체조직의 세포가 서서히 소멸되면서 일어나
는 신체기능의 점진적인 저하로 정의된다. Beaver. M, Human Service
Practice with the Elderly, Englewood Clitfs, N.J, Prentice Hall, 1983 또는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연대적인 과정으로 신체적인 균형이 깨져
내적 및 외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신체구조의 변화와 기
능이 저하되는 것을 노화라 말한다.2) 노화는 노인들의 분류에 있어 대표
적인 특성 중 하나이다. 노화의 정도(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심리적 변화)
는 사회적, 세대간, 가족의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인의 형태적 특
성은 노인의 복지, 커뮤니티에 있어 기본적인 분류 기준이다.

사회적
특성

사회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장 먼저 겪는 것은 노인들의 은
퇴이다. 노화로 인하여 대부분 평생의 직업을 은퇴하거나 퇴직을 한다.
이는 사회적 의견이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지거나 사회적 제
도나 규칙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전문직, 자영업 등 자신이 주체가 되는 직업군이며 후자는 직장인, 공무
원 등 사회에 소속된 일원으로 일하는 직업군이다. 정년을 앞둔 우리나
라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정년에 대한 준비보다는 경제발전과 자녀양육비
및 불투명한 연금제도로 인해 노후준비가 저조한 편이다. 노인 문제 해
결방안으로 ‘제2의 직업’ 이란 단어가 생겨났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으
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직업의 유무는
경제적인 측면이 비슷한 그룹으로 분류되어 노인커뮤니티 및 복지서비스
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처럼 노인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같은
국가, 학벌, 종교 등 공동의 목표를 가진 공동체를 이뤄지도록 사회적 특
징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적
특성

전통적으로 환경심리학에서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인간
행동, 감정, 행복감 등이 어떻게 물리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
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환경심리학자들의 연구주제가 더욱 미
묘하고 광범위하게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공 및 자연환경의 위험에 대한 인간의 반응 등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어왔다. 인간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자신의 영역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알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노인은 건장한 성인보다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
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 보다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노인의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고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는 거주자, 간호사, 관리자, 방문객 대상으

로 조사하여 커뮤니티공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커뮤니티에 대한 이론고찰

후, 노인 특성에 따라 커뮤니티를 세 가지(형태적 특성,

사회적 특성,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노인 커뮤니티공간에 관한 연

구를 토대로 노인요양시설의 커뮤니티 공간 활용방안 및

계획방향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로 노인 커뮤니티공간을 통해서 노인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노인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2.1. 노인 커뮤니티의 특성

노인의 문제에는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가 있다. 사회

적 고립과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고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거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부

적응을 겪는 노인문제 중 고독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노인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앞 절에서 커뮤니티

에 대한 특성을 분류 했듯이 노인커뮤니티를 노인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다. 노화에 따른 형태적 변화에

대한 일반적 환경 특성과 노인의 소속에 대한 문제로 노인의

특성 중 사회적, 행태적 특성에 대한 영향으로 제안하였다.

2.2. 노인 커뮤니티의 분류

노인커뮤니티를 위해서는 노인의 정체성과 욕구를 충

족할 수 있는 건축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은 노인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각 항목별 분류표이다.

<표 2>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축요소3)

분류 일반적 특성 건축요소

형태적

특성

신 체

이 동 성
거실, 식당, 현관, 로비, 이동공간

체력과 원기

감각기능
사인, 색채기호,

질감

정신

&

심리

인지능력 식당, 거실, 출입구, 이동공간, 공동이용시설

우 울 증
공동이용시설,

공유공간,

고 독 감 배치, 재료

내향성 및

의존성
침실, 발코니, 정원, 화장실, 산책로

사회적

특성

직업의 유무 배치, 재료

친 교 배치, 재료

소 속
공유공간, 거실,

식당, 정원, 화장실, 산책로

지 위 배치, 재료

환경적

특성

프라이버시 침실, 발코니, 정원, 화장실, 산책로

영 역
단위주거확보,

발코니, 개인정원,

의사 전달 거실, 식당, 현관, 로비, 이동 공간

단서 파악 사인, 색채기호, 질감

안 전 마감재, 턱, 문지방

위 분석에 따르면 형태적 특성에서 도출되는 커뮤니

티 공간은 신체 능력의 저하에 따른 디자인적 배려가 필

요하며 추상적 단서를 주어서 감가기능을 보완하고 공간

에 특징을 부여하여 인지가 쉽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영

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친

교향상을 유도하는 배치와 재료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각 공간의 확장을 통한 사회적 성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환경적 특성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존중하기

위한 공간 단위의 조닝이 필요하며 의사전달을 효과적으

로 할 수 있도록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명확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위험요소

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노인요양시설의 커뮤니티 공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병원의 의료성과 주택의

거주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의료성

과 거주성의 비율 차이와 시설에서의 체재기간의 정도에

따라 복지시설의 구분이 지어진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사회적·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 어

려울 때,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

2) 고정자, 노인복지학 개론, 형성출판사, 2003, p.34

3) C.M Deasy, Designing ace for people, 한필원(역), 인간형태와 건

축디자인, 기문당, 1993, pp.23-4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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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인요양시설의 건축 공간구성

구분 관련제실

거주공간
요양실(거실), 특별요양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데이룸, 식당 및 조리실, 생활지도원실

간호공간 공용휴게실, 오락실, 면회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관리공간
사무실 및 숙직실, 경비실, 의무실, 자원봉사실, 세탁장 및 세

탁물건조장,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창고

공용공간 현관, 방문실, 로비, 복도, 계단, 승강기

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설비 및 건조물) 등을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말한다.4) 현재의 노인복지법과 노인

제도에는 다른 세대와의 조화에 대해 고려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실버주택사업 시 만 65세 이상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노인들과 다른 세대간 단

절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세대간 어울릴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하는 것이며 노인들의 심리

적인 문제인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고 또한 증가하게 된

다. 다양한 세대들을 어울릴 수 있는 사업계획 및 건축

계획은 노인들의 문제 중 고독고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 단절로 인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3.1.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과 구성

노화는 개인의 심리 내적인 감각, 지각, 정신기능, 욕

구, 동기와 정서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며 나아가 성격의

변화를 초래하는 노년기 성격의 특성을 보인다.5)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적 공간을

계획해야하며 또한 시설 내·외부의 접근성, 지역사회의

소통에 대한 고려, 안정성, 편리성, 쾌적성에 대한 공간

구성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시설의 장소가 지역사회에

떨어져 있으면 이용객과 지역사회주민들이 접근하기 쉽

도록 교통망을 연결해야하고 지역사회에 근접해 있으면

지역사회에 거부감 없는 입면 재료와 디자인을 통해 주

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한다.

하지만 입면의 아이덴티티는 치매노인이 실종될 경우 건

물 입면의 특성을 찾아 돌아올 수 있는 안전상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시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는 거주자의 건강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동시

에 지역사회에 거부감을 줄이게 되어 지역주민의 접근성

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실

내공간은 거주 노인들이 생활 할 수 있는 거주공간, 간

호서비스가 제공되는 간호공간, 기타 시설 관리 및 공용

의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인의 형태적 특성에 따

라 시설 내·외부 공간모두 적절한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

면서 시설내 거주자, 관리자, 지역사회를 위한 노인요양

시설의 공간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거주공간

거주노인의 주 생활공간으로서 단위생활공간에서는 개

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국내 노인복지법에서 침실

은 4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 거주

노인과 침실공간을 함께 사용하지만 개인의 소장품이나

좋아하는 사물로 공간을 꾸며 자신의 공간이라는 인식과

동시에 다른 거주자에게 존재감을 알려지도록 계획 및

4) 방경식, 부동산용어사전, 부동산 전문풀판 부연사, 2011, p.32

5) 양옥남 외 3인,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pp.61-67

운영되어야 한다. 거주하는 노인들은 특히 심신적으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공간에서는 특히 노인의 형태

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2) 간호공간

노인요양시설은 심신적으로 약화된 노인들이 치료와

병행하면서 거주하는 시설이다. 공용휴게실, 오락실, 면

회실, 면회실 등의 간호공간에서 간호자는 거주자들의

건강유지 및 노쇠현상을 막는 역할과 동시에 거주자들에

게 가족과 같은 중요한 구성원이다. 또한 거주노인들은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간호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커

뮤니티가 가능한 사회적·환경적 공간이다.

(3) 관리공간

거주, 간호, 공용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노인들과의 커뮤니티공간과는 크게 연관이 없지

만 관리자는 적절한 지원·관리를 위해서는 거주, 간호, 방

문객과의 커뮤니티를 통해 지원·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공용공간

신체적·심리적으로 안전한 노인의 경우에는 욕구와 의지에

따라 안전하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은 노인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커뮤니티공간을 계획해야 한다.

<표 1>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 형태적 특성(신체, 정신

및 심리)의 경우 거주공간과 공용공간의 구성사항의 고려사

항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특성(직업, 친교, 소속, 지위)의 경

우 간호공간의 구성사항의 고려사항으로, 환경적 특성(프라

이버시, 영역, 의사전달, 단서파악, 안전)의 경우 간호공간의

구성사항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난다.

3.2. 노인요양시설의 커뮤니티 공간 분석

노인 특성의 변화에 맞게 시설계획 전문가들은 물리적

안전성과 자율적인 활동 보장, 사회적인 교류 기회제공, 프

라이버시 보호 등을 목표로 하고, 탈시적인 주거 같은 소규

모 활동공간 조성, 가족 또는 주변 커뮤니티와의 관계유지,

환경적 장애 제거, 독자성의 극대화 등을 계획의 원칙으로

주장6)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거주자, 간호와 관리자, 방

문객간의 소통이 이뤄지도록 계획해야한다. 거주노인의 노

6) 문창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계획기준에 대한 기초적 연구,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2호, 대한건축학회, 2003,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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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 표

전경 이미지 일반 개요

- 건축개요 및 층별현황

구 분 이미지 분석 내용

배치도 - 노인요양시설 기능에 따른
공간분석평면도 -

병 실 -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분석

식 당 -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

복 도 -

기 타 -

종합 분석

<그림 1> 종합분석 표

화에 따라 관리와 소통을 고려하여 배회공간을 계획해야한

다. 노인시설 공간 내·외에서 사용자(거주자, 간호자와 관리

자, 방문객)의 관계를 고려하여 커뮤니티공간을 관리적인측

면과 노인의 특성에 따른 공간분류를 단계로 분류하였다.

관리적인측면의 분류와 노인 커뮤니티 공간을 노인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공간의 관계성을 <표 4>로 구성하였다.

또한 분석에 따른 종합분석은 다음 <그림 1>에 따라

재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 사례분석틀을 토대

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나타나는 노인 커뮤니티 공간에 관

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의 항목 중 일반개요는 건물

의 개요와 각층별 현황에 대한 분석이다. 그리고 배치도,

평면분석은 기능에 따른 공간분석을 토대로 내·외부 공

간에 대해 분석하였고, 실내공간은 거주인(노인)들이 사

용하는 공간을 위주로 분석하여 종합분석에 노인요양시

설에서의 공간구성과 노인커뮤니티의 관계를 통하여 이

뤄지는 공간적 결과를 흐름도로 표현하고자 한다.

4. 사례분석

4.1. 목적과 방법 및 기준

본 장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통하여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할 사례건축물 선정은 보

건복지부 ‘2012년 현재 고령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 자료에

지역별 고령 비중이 전남(34.4%), 전북(27.8%)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연구대상은 노인커뮤니티 디자인 특징을 가진 영국의

노인복지시설 3 곳과 고령화가 높은 지역인 전라도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중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협력으로 운영되어

지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2. 국내 및 해외사례 분석

(1) 호브커크 하우스

<표 5> 호브커크 하우스(Hobkirk House, Kingstion)

전경이미지 일반개요

런던 남서부 뉴몰든에 위치하여 있으며 1979년

에 장기(30병실)와 단기(14병실)로 총 44병실로

설립하였다. 시설은 공공 레지덴셜홈 +노인데이

케어센터로 분류되며 운영주체는 Royal Borough

of kingston 이다. (지상 1층 : 서비스스페이스, 식

당과 주방, 라운지, 지상 2,3층 : 노인거주공간)

구 분 이미지 분석 내용

배치도

시설정면에는 진입구와 주 차장으로 시설의 접근

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공원과 접한 시설 주

위를 거주자를 위한 배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평면도

2,3층은 시설이용자의 거주공간으로 중앙에 관

리공간 주위로 병실들이 위치, 관리가 용이하고

거주자들에게는 순환할 수 있는 실내 배회로와

일반 주택과 같은 가정집 분위기의 공용공간을

통해서 거주공간으로서의 분위기를 제공한다.

침 실

공간에 거주자의 물건이나 선호하는 공간분위

기를 통 해서 환경적으로 자신의 공간임을 인지

하게 된다.

식 당

식당 옆 온실 라운지를 통해서 따뜻하고 쾌적

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함께 식사를 통해

거주 자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진다.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분석사항 없음

복 도

벽면의 미술 작품은 노인의 쾌적한 실내 배회

공간을 제공한다. 미술작품은 공간에 아이텐티

티를 부여

기 타

라운지 옆에는 조금한 주방과 공용공간 등은

거주자들에게 일반 주택과 같은 주거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2) 뉴언트 하우스

<표 6> 뉴언트 하우스(Newent House, Kingston)

전경이미지 일반개요

런던 남서부 서비튼(Surbiton)에 위치하여 있으

며 레지덴셜 홈과 데이케어 센터로 1977년에 장

기(35병실)와 단기(3병실)로 총 38병실로 설립되

었다.

지상 1층 : 주방과 다이닝룸, 라운지, 공용공간,

데이케어, 지상 2,3층 : 노인거주공간

구 분 이미지 분석 내용

배치도

남동쪽에 고객용 주차장으로 접근을 위한 공

간이 위치하여 있으며 북동쪽은 공용공간과 데

이센터로써 라운지 앞 공간에는 배회공간과 휴

식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평면도

지상 1층은 거주자와 지역주민(노인)을 위한

공용공간(데이센터)으로 사용되고 2,3층은 관리

공간 주위로 거주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침 실

침실 내부에 파스텔계통 컬러 사용으로 부드

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침실 내부는 개인

이 가져오 다양한 가구로 꾸며져 있다.

식 당

데이센터와 근접하게 위치하여 데이센터를 이

용하는 지역주민과 거주민간의 소통의 장소로

사용되어 진다.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데이센터에서 이용

복 도

통로는 배리어프리를 유지하면서 벽면의 미술

작품을 통해서 노인의 쾌적한 실내배회 공간을

제공한다. 미술작품은 장소의 아이텐티티를 부여한다.

기 타
1층의 데이센터의 라운지(공용공간)들은 거주자

와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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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이미 우드게이트 하우스

<표 7> 에이미 우드게이트 하우스(Amy Woodgate House, Kingston)

전경이미지 일반개요

런던 남서부 체싱턴에 위치하여 2009년에 장기

(40병실)와 단기(4병실)로 총 44병실로 설립하였다.

지상1층 : 데이센터, 거주공간, 관리공간,

리빙룸과 다이닝룸

지상2층 : 거주공간, 관리공간, 리빙룸과 다이닝 룸

구 분 이미지 분석 내용

배치도

북동쪽에 진입구 및 주차장이 있고 남서쪽에는

우체통이 있는 정원으로 거주자들의 휴게공간

및 빨간우체통으로 인해 장소의 아이텐티티를

부여 하고 있다.

평면도

각층은 중앙 관리공간으로 두개의 존을 관리하

고 있고. 각 존의 중앙부분의 리빙룸과 다이닝

룸은 고용공간으로 거주자들의 커뮤니티공간으

로 사용되고 있다.

침 실

각 침실 앞에는 거주자 물품으로 거주공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된다. 기구들은 이률적으

로 비치되 있는 것과 개인이 가져온것들이 조화

롭게 비치되어 있다.

식 당

데이센터에 메인주방이 위치하여 있으며 거주

자와 데이센터 이용객들은 조리하는 것을 보거

나 냄새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으

며 상호간의 커뮤니티장소로 사용되어 진다.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분석사항 없음

복 도

한쪽 복도에 추억코너 공간을 조성하여 거주자

들의 친숙한 소품들로 공간을 장식하였다. 거주

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간이며 거주자들의 개

인공간이자 소통의 장소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기 타
리빙룸과 다이닝룸은 때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소로 사용되어 진다.

(4) 해리스센터와 레오노라 하우스

<표 8> 해리스센터(Harris Center)와 레오노라 하우스 분석

전경이미지 일반개요

런던 웨스트민스터 시티에 위치하여 2010년에

특별케어하우징 21세대와 데이센터를 복합하여

설립하였다.

케어주택-지하1층 : 직원실, 주방, 온실라운지

지상2∼4층 : 하우징

데이센터-지하1층 : 직원실, 주방, 다이닝룸

지상2층 : 취미활동실, 치료실, 사무실

구 분 이미지 분석 내용

배치도

도로에 면한 부분에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

며 건물 뒤에는 정원을 조성되어 있어 지각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도 안전하게 외부 휴식 공간

을 활용할 수 있다.

평면도

각층에 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가운데 공용

공간이 있지만 각 거주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개별성, 위엄을 존중 하는 것이 설립 목적

이기 때문에 평면에도 반영되어 있다.

침 실 - 개인 주거 공간

식 당
지하 다이닝룸은 식사와 다양한 행사의 장소로

도 활용되어 커뮤니티공간으로도 활용된다.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케어주택 거주자 역시 데이센터에서 다양한 프

로그램(미술, 음악, 토론 등)을 활동 할 수 있으

며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의 공간이기도 하다.

복 도

노인의 특성에 맞추어 배리어프리 계획이 되어

있으며 휴식 및 커뮤니티기능보다는 배회기능이

강하다.

(5) 전라북도 KC노인요양병원

<표 9> 전라북도 KC노인요양병원 분석

전경이미지 일반개요

2006년 4월에 민간 위탁이 선정되어 2009년 6

월에 개설된 시설로서 130병상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 병원이다. 응급 시 근접한 종합병원

을 통해 효과적인 협진시스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노인복지체계와의 연계로 통합적인 관

리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지하 1층 : 식당, 주방

및 관리실 지상 1층 : 진료실 및 병실 지상 2∼

3층 : 노인요양병실(303~305호 : 치매 노인병실)

구 분 이미지 분석 내용

배치도

근접한 장례식장에 대한 조망을 최소화 되도

록 계획되었으며 시설 앞의 정원에서 가족면회

장소 및 배회공간으로 사용된다.

평면도

(기준층

2층)

여성노인이 많아 좌측은 여성 우측은 남성 노

인들의 거주공간으로 두 공간사이에 관리공간을

통해 통제 및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침 실

(병실)

치매노인병실을 제외한 모든 병실은 8인 1인

실이며 형태적 특성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

은 2∼3층에 위치하여 각 병실에 보조원 1명이

관리하고 있다.

식 당 - 이동식 배식 시스템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치료. 교육) 및 실내 행사 장소로 주

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2∼3층의 휴게공간으로

써 다른 병실간의 커뮤니티공간이다.

복 도

복도는 통과의 기능이 강했다. 1층 로비공간

보다는 부출입구 휴게공간에서 휴식 및 커뮤니

티 공간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기 타

(옥상

테라스)

노인들과 진료 및 관리자간 커뮤니티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공간이며 방문객은 3층에서

관람되도록 동선계획도 고려되어 있다.

(6) 전라북도 NY노인요양병원

<표 10> 전라북도 NY노인요양병원 분석

전경이미지 일반개요

2009년 5개과(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

방과)로 신설된 노인요양병원 시설로서 20실 134병상

수를 수용할 수 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기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국민보건 향상을 기여하고 있다.

지하 1층 : 식당, 강당 및 예배실, 관리실

지상 1층 : 진료실, 재활치료실 및 프로그램실

지상 2∼3층 : 노인요양병실(3층: 치매노인병실)

구 분 이미지 분석 내용

배치도

고정식 태양열판 주위로 농장이 구성되어 있

었고 외부배회공간 및 주말농장(원예 치료공간)

으로 사용하고 있다.

평면도

(기준층

2층)

거주공간 사이 휴식공간 관리공간을 계획하여

소통 및 관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휴식공간

은 행사장소로도 사용된다.

침 실

(병실)

지각과 방향감을 가진 노인은 2층에 거주하

고 있으며 3층은 형태적 특성상 문제가 있는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

식 당 - 이동식 배식 시스템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1층 중정을 주위에 위치한 재활치료실 및 프

로그램실은 전창을 통해서 쾌적한 치료공간 및

사회, 환경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때에 따

라 행사장소로 사용된다.

복 도

편복도로 휴식공간이 있지만 배회기능이 강

하다.복도보다는 중앙 휴식공간에서 사회적 커

뮤니티가 나타난다.

기 타

(옥상

테라스)

1층 필로티와 2층 옥상 테라스 공간은 순환

형 배회 공간 및 사회적 공간을 제공한다. (보

조원 관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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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뉴언트 하우스

(7) 전라남도 YS노인요양병원

<표 11> 전라북도 YS노인요양병원 분석

전경이미지 일반개요

2009년 5월에 여수시와 병원운영 위·수탁 협
약체결을 통해 6월에 시설을 개원하여 현재
117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으로 지역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지하 1층 : 식당, 강당 및 관리실, 지상 1층 :
진료실, 재활치료실 및 프로그램실,

지상 2∼3층 : 노인요양병실

구 분 이미지 분석 내용

배치도
경사지에 따라 동선 및 휴식공간을 계획하여

통제된 거주공간에서도 외부휴식공간을 통해
거주자간 소통이 이루어진다.

평면도
(기준층

2층)

거주공간 사이에 간호공간과 공용공간을 통
해 간호공간을 통한 통제, 공용공간은 거주자의
사회, 환경적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침 실
(병실)

치매노인병실을 제외한 나머지 병실은 5인1
실로 사용되고 세면 및 화장실은 함께 사용하
면서 두 거주공간의 커뮤니티공간이 된다.

식 당 - 이동식 배식 시스템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1층의 좌측하단에 위치한 재활치료실은 거주
노인과 지역노인의 치료서비스 및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이루어진다.

복 도
2층 우측 편복도를 제외한 나머지 복도는 중

복도로서 배회의 기능이 크며 휴식은 중앙 휴
식공간에서 커뮤니티가 나타난다.

기 타
(옥상

테라스)

대지의 경사로에 의한 3층은 통제된 외부공
간으로 연결되어 배회 및 거주자간의 사회, 환
경적 커뮤니티공간이 된다.

(8) 전라남도 CS노인요양병원

<표 12> 전라남도 CS노인요양병원 분석

전경이미지 일반개요

2007년에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기관이
확정되어 2010년에 4과(내과, 신경과, 재활의

학과, 한방과) 와 124병실로 개원하였다.
지상 1층 : 진료실, 재활치료실
지상 2~3층 : 노인요양병실, 프로그램
지상 4층 : 식당=다용도실, 기타(관리실)

구 분 이미지 분석 내용

배치도

배치 공간에서는 크게 배회공간에 대한
계획이 없고 노인들의 외부 휴식공간과
행사공간은 대부분 1층 필로티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평면도
(기준층2

층)

거주공간 사이에 간호공간과 공용공간을
통해 간호 공간을 통한 통제 및 거주자의 사회,
환경적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세면 및 화장실은 두 거주공간의
커뮤니티공간요소가 된다.

침 실
(병실)

침대형 병실과 온돌병실로 구성되어 침대가
불편하 신 노인들은 온돌병실을 사용하고 있다.
응급상황시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벽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식 당 - 이동식 배식 시스템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1층의 좌측에 위치한 재활치료실은
거주노인과 지역노인의 치료서비스 및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이루어진다.

복 도
1층 복도는 진료 대기공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거주공간에서의 복도는 배회로의
기능을 한다.

기 타
4층 직원식당(다용도실)과 옥외공간은

때에따라 행사 장소로 사용되어 거주자들의
위한 사회적 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4.3. 사례의 종합분석

뉴언트 하우스는 1층의 데이센터의 공용공간과 시설

의 사회적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주자의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공간을 가지면서 공용공간을 통해 거주자 및 지역주민과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브커크 하우스는 환경적으로 거주자의 개인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공용공간 역시 일반 주택의 주거분위기와

유사하게 계획되어져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

설의 입면 또한 주변 건물들과 재료와 디자인을 통일해

지역사회와 소통되고 있다.

<표 14> 호브커크 하우스

에이미 우드게이트 하우스의 경우 노인을 위한 색체계

획과 배리어프리계획으로 노인에 형태적 특성에 따라 관

리하고 있었으며 각 존 중앙에 공용공간(리빙룸과 다이

닝룸)과 복도의 추억코너를 통해서 거주자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5> 에이미 우드게이트 하우스

해리스센터와 레오노라 하우스의 정원은 두시설의 연결

공간이면서 휴식 및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어진다. 시

설 복합으로 거주자와 지역주민은 데이 센터의 공간과

지하 다이닝룸을 통해서 서로 식사하고 취미 활동을 하

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고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2호 통권103호 _ 2014.04          27

<표 21> 해외 및 국내 노인요양시설 사례분석 정리

구분
사례
대상

노인요양시설 공간
노인

커뮤니티 노인커뮤니티 공간
거주 간호 관리 공용 형태 사회 환경

해외

호브커크
하우스 ◎ ○ ◎ ○

라운지, 침실
(거주자-거주자)

뉴언트
하우스 ◎ ○ ◎ ○ 다이닝룸(데이센터 연계),

라운지(거주자-방문객)

에이미우드
게이트
하우스

◎ ○ ○ ○ ◎
리빙룸, 다이닝룸, 주
방, 추억코너(복도)
(거주자-간호자-관리자)

해리스센터
+

레오노라
하우스

◎ ○ ◎ ○ ○
정원, 데이센터, 다이닝실
(거주자-방문객)

국내

KC
요양병원 ◎ ◎

재활치료실, 휴게공간
(거주자-간호자)

NY
요양병원 ○ ◎ ◎ ○

재활치료실, 테라스
(거주자-간호자-방문객)

YS
요양병원 ◎ ○ ◎ ○

재활치료실, 휴게공간
(거주자-간호자)

CS
요양병원 ◎ ◎

다용도실(식당), 휴게공간
(거주자-간호자-방문객)

(◎,○ 같은 모양끼리 연계)

<표 18> 전라북도 NY노인요양병원 분석

<표 16> 해리스센터와 레오노라 하우스 분석

전라북도 KC 노인요양 병원 1층의 경우 출입구 휴게공

간이 노인들의 커뮤니티공간이었다. 2,3층의 경우 배회공

간이 부족하지만 특성상 불편한 노인이 대부분이기 때문

에 재활치료실에서 치료 및 운동을 한다. 즉 진료 공간 및

사회적 공간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휴게장소 역시 교

육과 행사를 통해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표 17> 전라북도 KC노인요양병원 분석

전라북도 NY 노인요양병원은 배회공간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으며 1층 필로티 휴게공간과 주말농장은 치료 및

사회적 공간으로 활용. 재활치료실 및 프로그램 실은 시

설내 대표적인 사회, 환경적 커뮤니티공간이다. 2층의 옥

외 테라스공간을 통해 특성상 어려운 노인도 보조원이

관찰하는 동안 배회 및 사회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라북도 YS노인요양병원의 경우 불리한 대지 환경을

적절한 동선계획 및 건축계획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배회

및 휴식공간이 요소가 있으나 배회공간을 배리어프리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정리한다면 거주자를 위한 사회,

환경적 커뮤니티공간으로써 좋은 거주환경이 될 것이다.

1층 진료 및 재활치료실은 지역사회개방으로 인해 지역

노인 및 세대간의 사회적 커뮤니티가 나타나고 있다.

<표 19> 전라북도 YS노인요양병원 분석

전라남도 CS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지상 1층은 지역주

민(노인)의 의료서비스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어 지각에

이상이 없는 거주노인들과의 사회적 커뮤니티 공간(필로

티, 외부 휴게 공간, 재활치료실)으로 활용 된다. 거주공

간은 휴게공간과 프로그램실, 식당(다용도실)이 거주노인

의 사회, 환경적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0> 전라남도 CS노인요양병원 분석

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노인 커뮤니티공간에 관한 사

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선 노인커뮤니티 디자인특징을 가진 해외 노인요양시

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노인 커뮤니티공간을 파악한

후, 국내 공공노인요양병원 중 선정한 건축물들을 앞서

언급한 해외 노인요양시설의 커뮤니티공간과 비교분석하

여 노인 커뮤니티공간에 관해 파악하였다. 각각의 사례

노인요양시설은 기능에 따른 공간(거주공간, 간호공간,

관리공간, 공용공간)에 나타나는 노인커뮤니티(형태적,

사회적, 환경적)를 구분하여 커뮤니티공간에서 거주자,

간호자, 관리자, 방문객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인요양시설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실외공간을 거

주자, 방문객의 외부 커뮤니티(휴게)공간의 연계성을 분

석하여 실외 노인커뮤니티 공간을 파악하였다. 거주자

의 안전 확보와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외부 커

뮤니티 공간 (휴식공간, 테라스, 벤츠, 배회로, 정원, 파고

라, 야외정자 등)을 계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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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외부 커뮤니티공간 유형별 분류

공간 분석 분석결과 비고(사례)

노인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 통제된 공간에서

거주자와 방문객이 외부 커뮤니티공간을 자

연스럽게 공유 - 안전성 확보

해리스 센터 /

에이미

우드게이트

하우스

지각 및 방향감에 이상이 없는 거주자 와 방

문객이 외부 커뮤니티공간을 공유 (치매, 중

풍노인의 경우 간호보조원과 동행 할 경우)

KC / CS

거주자를 위한 안전이 확보된 외부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프라이버시 확보. 거주자와 방문

객이 공유하는 실내공간과 근접하게 계획하

여 안전이 확보된 외부커뮤니티공간을 거주

자와 방문객이 공유 - 안전성 확보

뉴언트 하우스

안전이 확보된 거주자를 위한 외부 커뮤니티

공간으로 프라이버시 확보. 지각 및 방향감에

이상이 없는 거주자 와 방문객이 외부 커뮤

니티공간을 공유- 안전성 확보

NY / YS /

호브커크

* a. 거주자 여역, b. 거주자+방문객 영역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 문제 중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고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커뮤

니티공간을 이용하는 거주자, 간호자, 관리자, 방문객 대

상의 관계와 공간 구성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노인

커뮤니티 공간을 노인 특성에 따라 세 가지(형태적 특성,

사회적 특성,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노인요양시

설의 공간은 네 가지(거주공간, 간호공간, 관리공간, 공용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사례분석을 통하여 노

인요양시설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대상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노인 커뮤니티공간을 제시하였

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리어프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거주자의 건강과 지

역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위해 청결한 환경이 중요하다.

또한 적정 온도를 상시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야 거주자의 건강 유지 및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므

로 공간에서 커뮤니티가 이뤄지기 위해 적정온도가 유지

되어야한다. 따라서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노인복지시설

은 높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현행 제도적 에너지

지원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기간 지원으로 운영상

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현행 지원제도를 장기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안전 확보와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외부 커뮤니티 공간(휴식공간, 테라

스, 벤치, 배회로, 정원, 파고라, 야외정자 등)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시설 입면은 주변지역의 재료와 디자인을 유

사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주변 지역과 위화감 없이 어울

리게 함으로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의 커뮤니티공간은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되어 정리되었다. 거주영역에서 거주자, 간호자, 관

리자 간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방문객이 사용

가능한 영역(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등)에서 함께 이용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주자, 간호자, 방문객 간의 커뮤니

티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나뉜다. 거주자와 방문객을 위

한 커뮤니티공간은 저층과 시설정면에 조성하여 방문객

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거주영역에서는 거주자의 생애 마지막 거주공간

으로 거주자의 영역을 제공해야 하며 거주자의 물품과

친근한 내부 환경디자인으로 본인의 장소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되어져야 한다. 공용공간 역시 친

근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거주자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

루어지도록 공간을 조성해야한다.

노인요양시설을 커뮤니공간을 분석한 결과 노인은 자

신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노인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노인시설은 노인들이

정체성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세대간 교류를 가능하도록 공간을 계획해야한다. 설계자

는 이를 인지하고 사업주, 간호자, 관리자의 운영방식 및

노인의 특성에 따른 커뮤니티공간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협력으로 운영되

어지는 노인요양시설 중 노인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

하여 많은 요양시설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추후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종류 별 조사를 통해 자료수집

과 연구를 통한 규명은 노인문제 중 고독고를 줄여 줄

수 있으며 사회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시에 노

인시설의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면 노인시설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한 촉매로서의 역

할을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귀납적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됨에 따라 추후 노인 시설에 대한 다각적

인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연구의 확장을 통해 본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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