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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단독 가구를 형성해 살고 있는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연구하
여 실태를 파악한 후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구축에 일
익을 담당하고자 연구되었다. 연구의 결과, 독거노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
문화 공간, 독거노인의 경제적 안정 보장, 독거노인에게 적합한 외부 환경
적 조건, 독거노인에게 적합한 내부공간계획, 독거노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인프라 구축, 독거노인전용 주거복지모델을 위한 정책의 확립을 독거
노인 생활안정화를 위한 주거복지모델의 연구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방
향에 맞추어 인간-복지-건축 영역의 요소상관망을 구축한 후, ‘공동주거복
지모델’, ‘집합주거복지모델’, ‘단지주거복지모델’과 같은 신 개념의 독거
노인 주거복지모델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노인복지시설, 독거노인, 사회안정망,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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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에 들어와 사회학적으로 나타난 가장 두드려진 변화 중 하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UN고령화 사회의 분류에
따라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을 차지함으로서 이미 “고
령화사회(aging society)”가 되었고, 향후 8년 후인 2018년에는 고령 인구가 14%로
증가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도달하며,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 이상
을 차지하여 “초고령화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
망이다(통계청, 2006).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아래 가족윤리 핵심인 ‘효’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구조를 이어왔다.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한 접촉 그리고 자녀의 노부모
부양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규범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개인주의 보다 집합
주의적 주거문화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산업화를 시작으로 도시화, 핵가
족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전통적 부양형태를 붕괴시키며 가족
구조의 변화에서 1인 세대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의 증가는 필연적인 사회현상으
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정적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정파탄,
자살, 살인, 독거노인의 방치로 인한 죽음 및 다양한 노인의 인권문제 등으로 독거노
인에 대한 사회 안정망 구축의 필요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을 요한다.
한편, 통계청(2008)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중 38.2%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노인은 61.8%에 이른다. 또한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에 관한 조사에서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가 10명중 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자기 집에서 살겠다.”(84.3%), “무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에서
살겠다.”(10.6%), “유로 양로원 또는 요양원에서 살겠다.”(4.6%)로 나타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쉽게 전락 할 수 있는 독거노인의 복지와 주거안정 지원은 향후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필수적인 주요정책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공급중인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저소득층 노인에게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주택으로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2012년 까지 국민임
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나(주택도시연구원, 2006) 독거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주거형태의 지원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독 가구를 형성해 살고 있는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연구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모델을 제시함으로
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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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독거노인의 이해
독거노인이란 배우자 및 친족, 비 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이혜원,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을 연령상으로 65세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노인혼자
가구를 형성하고 홀로 사는 독신 노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독거노인 인구추계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독거노인 836,708명과 주민등록에는 등
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94,575명을 합하여 총 931,283명으
로 집계되어(통계청, 2008) 곧 독거노인 100만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 6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향후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대한 2002년 조사에
의하면 “같이 살고 싶다.”가 53%, “같이 살고 싶지 않다.”가 45.8%로(통계청, 2002)
조사되었으나, 2007년 조사에서는 “같이 살고 싶다.”가 42.9%, “같이 살고 싶지 않
다.”가 57.1%로(통계청, 2007) 조사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자녀와의 지속
적인 교류는 원하지만, 동거에 대해서는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일반적 특징으로는 경제적 빈곤, 고독, 소외, 신체적 질병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독거노인이 훨씬 더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고, 삶의 욕구와 관련하여 의욕도
많이 상실되어 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 독거노인은 부부노인에 비해 신체적 질환
이 높은 편이며 정서적으로 빈번한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나타내는 등 50% 이상의
독거노인이 2~3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허선영, 2000). 이는 건강과 삶의 질
문제를 염두에 두었을 때, 신체적 불능은 노인의 고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정신적 건강의 측면에서는 노인부부나 자녀동거 가구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구형태별 우울증
상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 정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부부 41.7%, 자녀동거
42.2%, 독거노인 52.9%가 가장 양호한 편이다. 이는 독거노인이 자녀동거나 노인부
부보다 자유롭고 긍정적인 삶에 대한 만족을 더 찾아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독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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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거모형 개발에 있어 이런 독거노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2006).
성공적인 노년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삶에 대한 만족에서 자신의 자아개념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지만 독거노인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등 낮은 자아개념을 지닌다. 따라서
자존감 또한 매우 낮아지며 삶에 대한 의지나 욕구 등에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복지 서비스를 조사한 통계청(2007)
자료에서 76.8%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
였고,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이 40.4%, 간병서비스가 21.5%, 취업알선이
12.0%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이 보편적 서비스욕구임을 시사하고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 취업알선, 여자는 남자보다 간병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선호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독거노인과 일반노인들과의 복지욕구의 유형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2008)의 보고1)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
인이 거주하는 가구(이하 65세 이상 노인 가구) 기준으로는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은
26.7%, 노인부부가구는 39.7%, 자녀동거 노인 가구는 28.6%, 기타 노인가구의 형태
가 5.0%로 나타나 전체 노인가구수에 비하여 독거노인가구수도 대등한 비율을 차지
하고 있어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전문적 복지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주거 유형은 본인 또는 자녀 명의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
은 48.5%이며, 전세가 2.9%, 월세가 6.7%,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 20.8%로 조사되어, 전체 노인 가구에 비해 주택 소유 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
고, 주택의 소유상태와 관계없이 어떤 유형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68.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파트 22.9%, 연립주택6.1%, 상가주택 2.3% 등의 순이었다(보건복지부, 2008).

2. 독거노인의 주거복지 유형
현재 우리나라는 독거노인을 위한 전용 주거시설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독거노인들은 일반적인 주거환경2)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1) 2008년 보건복지부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실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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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자주택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령자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되는 일반형 주거 형태이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차원
에서 개발되어지는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3)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실태는 가구
형태별 주택 소유 비율이 독거노인가구(70.1%)는 노인부부가구(87.6%)와 자녀동거
가구(78.9%)에 비해 자가 소유 비율이 다소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상대적으로
전세와 월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문제가 더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보다 도시로 갈수록 자가의 비율이 낮아 도시 독거노
인의 주거생활 안정화 작업이 더 시급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구조의 불편한
점에 있어서는 독거노인이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환경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현재 거주환경에 그저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야 한다(보건복지부,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일반주거 환경은 노인의 특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구조로 인한 안전사고가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보다
높은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어 독거노인의 특성이 개입된 안전가옥의 필요성을 요구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토해양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고령친화산업 활성
화 방안과 관련하여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거나 인근의 고령자용 시범단지
조성 및 고령자를 고려한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주택도시연구
원, 2006).
노인복지차원에서의 주거관련 사항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시행(2008)으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되며 노
인주거복지시설은 입소대상자와 비용유무 등에 따라 무료, 실비와 유료로 내용상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은 극빈계층을 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무료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무료시설의 입주가능 자격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제한되어 대다수 고령자에게는 입소에 제한이 따른다. 또한 우리사회의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고령자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인 실비 및 유료시설에 대한
2) 본 논문에서의 일반적 주거환경이란, 일반적인 가족구조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빌라, 연
립주택, 아파트 등을 말한다.
3) 2006년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서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홍미령과 고양곤, 배성
권이 조사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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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도 점차 증가하게 되고, 경제력 있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도 증가 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9).
노인복지시설의 주된 사업내용으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의 생
활의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양·오
락설비 등을 구비하여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한다.
노인복지주택의 사업내용으로는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
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순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생활지도상담, 문안, 긴급사태
시 대처,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서비
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
여야 한다(노인복지법, 2008).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많은 시행착오를 격고 있으며
부적격자의 입소나 부적격 시설로 인하여 입주자가 고통 받고 있는 사례가 밝혀지
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Ⅱ-1>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단위 : 개소, 명)
2008
종 류

2007

시 설
시설수

입소정원

양로시설

306

11,520

노인주거

노인공동생활가정

21

177

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20

소계

347

시설수

입소정원

384

13,014

5,645

14

3,565

17,342

398

16,579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난 추이는 위의 <표Ⅱ-1>과 같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이 많이 확충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
인 정착으로 인하여 증가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설의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앞으로는 시설의 규모
나 양보다는 서비스 내용 등 시설운영의 질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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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시설의 충족률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적으로 불균형 분포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확충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이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입소 제외자(1, 2등급 이외의 자)의 시설
급여를 고려, 정부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국토해양부의 보고(2008)에 따르면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하는 노인들의 거
주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표Ⅱ-2>와 같이 시설거주노인은 과반수이상(51.6%)
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과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령기에 경험하는 건강이나 경제
적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생활에 불만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이한
내용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59.4%를 차지하고 있어 자녀와 떨어져 생활
하고 있어도 자녀와의 결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국
토연구원, 2008).
<표 Ⅱ-2> 복지시설거주 노인의 삶의 만족도
(단위 : %)
구분

건 강

경제상태

자녀와의 관계

전반적인 삶의 질

전체

33.1

21.5

59.4

516

자료 :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2008),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 시설거주노인.

고령자의 주거환경은 고령자가 생활하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을 말한다.
주택 그 자체 또는 주택의 내·외부에 관련된 조건은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주거환경에 대한 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주거환경 만족도 조
사에서 입주자들은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이 95.8%로 조사되어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
토연구원, 2008). 이는 일반주택에서 생활하는 고령자가 주택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나타난 결과(국토해양부, 2006b)와 비교해 보면 고령자주택
은 주거위주의 주택에서 벗어나 복지시설 거주 위주로의 주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표Ⅱ-3>에서 나타나는 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주거환경 불만족도는 시설이
용료(31.1%), 가까운 곳에 친한 사람이 없음(20.0%), 위치(17.4%), 전반적인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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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4.2%)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주비용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큰 불만임을 나타
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보다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
여 지원을 통한 저렴한 임대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NGO와 연계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서 프로그램운영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비
의 절감을 통한 이용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설의 위치도 도시 속의 시설유치를 권장하고 노인과 젊은 세대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표 Ⅱ-3> 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주거환경 불만족도
(단위 : %)
전반적인
주거환경

시설이용료

위치

가까운 곳에
친한 사람이
없음

무료양로시설

4.1

27.6

15.8

23.3

실비양로시설

2.9

31.3

17.3

17.6

유로양로시설

7.8

31.6

21.6

29.1

4.2

31.1

17.4

20.0

구 분

이
용
시
설

전체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2008),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 시설거주노인
주 : 각 문항에서 매우 불편하거나 대체로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무응답과 해당 없음은 제외함.

또한 <표Ⅱ-4>에서 복지시설거주노인의 현재 시설 불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인 불만족도는 3.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체육시설(12.0%), 의료관련시설
(17.1%)은 높은 불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설 내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어 차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를 위한 시설상의 특성
을 고려하여 전문직의 상근의사 및 간호사의 상주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의 넓고(18.8%), 좁은(14.5%)에 대한 불만족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획일화된 시설 구조와 설치 지침에 대한 부분이 고령자의 특성에 맞게 재검토 되어
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무료나 실비 시설보다 유료
시설에서 불만족이 더 높게 나왔는데. 유료양로시설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 참여하
고 있어 민간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시설설치 지침과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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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삶의 불만족도
(단위 : %)
전
반
적
불
만
족

무료양로시설

건강상
태

의
료
관
련
시
설

4.1

6.4

7.2

11.2

0.8

0.3

2.9

15.5

20.3

13.5

4.5

2.1

3.5

19.6

29.1

18.3

15.9

2.1

2.7

6.2

11.5

13.8

6.2

19.4

13.0

0.8

2.1

3.1

12.7

20.7

8.2

18.8

14.5

1.5

2.4

4.7

12.0

17.1

내
부
구
조

넓
음

3.7

2.5

12.2

실비양로시설

2.1

1.9

유로양로시설

6.4

좋음
안좋음

구 분

시설형
태

샤
워
시
설

문
화
체
육
시
설

건
물
의
노
후

전체

좁
음

부
엌
시
설

화
장
실
시
설

19.3

19.6

1.2

1.6

24.6

8.3

4.3

12.1

2.1

4.3

2.9

10.1

2.7

2.1

3.5

2.5

자료 :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2008),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 시설거주노인.
주 : 각 문항에서 매우 불편하거나 대체로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최근에는 노인전용주택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여 노년을 보내는 노인이
늘고 있다. 노인 인구의 14.8%인 72만 명이 요양보호대상자인 현 상황에서 노인을
보살피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정부는 노인복지정
책의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여 요양비용의
80~85%를 지원하고 있다(박민영, 2008). 노인부양가정의 현실은 자녀들의 노력과
노동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고 따라서 요양서비스는 노인
자신을 위한 것인 동시에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Ⅲ. 독거노인의 주거복지모델
1. 독거노인의 주거생활안정화 방향
본 연구는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주거복지시설
에 대한 개념 및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독거노인생활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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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의 기본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독거노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 독거노인은 일반적
고령자와 다른 특별한 점들이 있다. 독거노인은 이혼과 사별 그리고 독신의 생활관
이 주된 원인이며 이러한 이유로 고독과 외로움을 함께 동반하고 있어 독거노인에
게 취약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 독립생
활·사회활동·취미 및 지역공동체 활동 지향적인 상으로 독거노인 주거형태를 개발
하여 노인의 사회적 환경 변화와 사회·교양·문화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형
태로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독거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독거노인주거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이 경제적 빈곤층이 많음이다. 경제적 문제는 독거노인뿐만 아니
라 전체 고령자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독거노인에게 경제적 문제는 더 이상
나아지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문제의 해
결방안은 저렴한 입소비와 관리비로 입소할 수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모델
이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복지주택과 이와 유사한 실버타운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는 복지시설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민간 사업자의 의존도를 낮추고 지자체나 공기업의 개입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동에 어려움이 없는 독거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시설 내 소일거
리를 통해 경제적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 전용 주택의 경우 세금의 면제와 지자체의 도움으로 관리비에 들어
가는 공공요금의 할인혜택 및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독거노인에게 적합한 외부 환경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독거노인의 사회
적 인식과 특성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있다면 안전성과 접근성이다. 독거
노인주거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대지의 형태·지형·주거기반시설의 공급여부, 자연
환경 등을 잘 고려해야 하며, 독거노인은 신체적인 방어능력이 부족하여 실제 범죄
를 당했을 때 노인의 신체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독거노인의 특성상 보호하
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없는 관계로 작은 안전사고라도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노인은 기후변화에 일반인 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나 바람과 햇빛 그리고 비와 같은 날씨에 노인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다. 노화가 진행되면 사람의 신체적 기능 저하는 근력의 약화
및 시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빈번한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신체적 특징을 잘 고려하여 외부환경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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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무장애를 위한 주거시설과 외부환경조성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한
다.
넷째. 독거노인에게 적합한 내부 공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거노인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되며 건강이 좋지 않은 독거노인 일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 내부에서 보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
내부 공간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동시에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리
적·신체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독거노인이 환자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계획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안전성,
존엄성, 선택권, 독립성, 가정적 분위기, 감각기관 고려 등 이를 위해서는 독거노인
의 심리적·신체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며 독거노
인을 위한 주거복지모형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와 시행 방안이 관계부처에 의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독거노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독거노인의
대부분은 활동성 기동성에 취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젊은이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노화에 이은
근력약화와 인지능력의 저하는 노인으로서 감수해야 할 당연한 현상이다. 이에,
먼 거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독거노인에게는 대중교통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과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과 문화 및 의료복지에 필요한 시설이 집약되어 있어
야 하며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여섯째, 독거노인전용 주거복지모델을 위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한 항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
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시행착오로 공급자와 힘든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건축설계에 의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위법사항 없음에 현 입주자들의 고통은 고스란히 노인
복지주택 입주자인 노인들의 몫이 되어있다. 아직 독거노인전용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독거노인전용 주거복지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며, 독거노인 전용
주거복지시설 설치법, 시행 및 운영규칙 등 독거노인 삶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마련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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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거노인의 주거복지모델 제안
1) 독거노인의 주거복지모델 요소상관망
독거노인전용 주거복지모델 제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과 독거노인의 욕구
및 행태의 연구를 위하여 인간-복지-건축 체계의 상호 관계망을 [그림Ⅲ-1]과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Ⅲ-1] 독거노인전용 주거복지모델 개발을 위한 요소상관망
요소상관망은 인간-복지-건축 영역으로 분류되어 상호 지원 및 합의의 연결체계
로 구축되어 있고, 세 영역별 중심 요소와 관련 세부요소들로 이루어져있다. 독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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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한 주거복지모델은 독거노인이 생활하는 물리적인 행동과 환경 및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행복감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요소상관망은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토대로 주택법
상 적절성과 독거노인의 특성에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독거노인주거복지모델
제안에 효과적인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와 별도의 노인주거복지시설
계획 및 수립과정에서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요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독거노인의 주거복지모델 유형
본 연구에서의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은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건강에 어려움이
없는 독거노인이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 할 수 있는 개별 주거 공간 형식으로 유형별
공동주거복지모델, 집합주거복지모델, 단지주거복지모델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안하고 유형별 내용 및 지원계획을 정리하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독거노인 주거복지시설 유형별 내용
구분
유형
공동주거복지모델

집합주거복지모델

단지주거복지모델

수용
인원

관리인원

입주
형식

내용 및 지원

7인 이
내

시설장
시군구· 사회복지
사

임대

공공생활관리비 할인
임대료 보조
시설장 과세면제

30인
이내

시설장
상주사회복지사
상주노인돌보미

임대

공공생활관리비 할인
임대료 보조
관리직원인건비 보조
프로그램지원
시설장 과세면제

임대

공공생활관리비 할인
시설운영관리자금 보조
관리직원인건비 보조
프로그램지원
시설장 과세면제
분양일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

31인
이상

시설장
상주사회복지사
상주간호사
상주노인돌보미

그리고 유형별 독거노인의 주거복지모델 세부운영지침을 노인과 환경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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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설정하였는데, 공동주거복지모델은 <표Ⅲ-2>와 같은 운영지침을 가진다.
<표Ⅲ-2> 독거노인의 공동주거보기모델 지침
(◉의무사항,
구 분
입지
조건

내부
공간
계획

외부
공간
계획

요 소

주변환경

○근린공원, 종합병원, 공공시설 인접

교통체계

○접근이 편리한 위치, 대중교통 체계

건축물용도

◉노유자시설

현관

◉미끄럼 방지 바닥 ◉미닫이 문 설치 ◉핸드레일설치 ○신발탈착 편리
를 위한 보조의자설치

침실

◉휠체어 사용을 고려한 침실 폭 확대 ◉누워서 사용가능한 비상버튼설
치 ○누워서 창밖이 보이는 창틀높이 계획

주방

◉높이조절 조리대 설치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싱크대 설치 ◉화재·가
스경보기 및 자동소화기 설치 ○주방과 침실의 개방형 ○할로겐램프

욕실

◉미끄럼 방지바닥 ◉핸드레일, 비상벨, 미닫이문 설치(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게 함) ○좌욕 및 앉을 수 있는 욕조설치

복도·계단

◉핸드레일 연속설치 ◉미끄럼 방지바닥 ◉바닥 단 차 없음 ◉요철
없음 ◉자동조명(밝게)

출입구

◉범죄예방 및 길 찾기 가능한 창호 설치 ◉미끄럼 방지바닥 ◉자동조명

휴식공간

○벤치 ○텃밭 ○운동공간

무장애설계

◉안전시설물, 단차제거, 경사로설치, 안내표지

주차장

◉미끄럼방지 바닥 ○출입구와 주차장사이 단차 없음

서비스공간

운영

○권장사항)

◉7인 이상 휴게실 및 프로그램실 설치

입주자격

◉60세 이상 남·여(전용 구분)

입주형태

◉임대

임대·관리비

◉시군구(읍면동) 별 별도 책정

안전시설

◉각실 응급비상벨, 미끄럼 방지바닥

상주직원

◉시설장 1명

안전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의 2층 이하의 주택규모로 한 시설에 7인 이하의 독거노인
이 개별세대를 갖추고 생활 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정의 하며, 독거노인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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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에 개별화되어 있는 독거노인가구에
게 민간 사업자가 독거노인 공동주거복지주택 사업을 승인 후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는 독거노인 주거지원사업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군·구(읍·
면·동) 사회복지사가 직접 관리하며 노인돌보미 사업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다.
또한, 집합주거복지모델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5층 이하의 단독 건물로 30인
이하의 독거노인이 개별세대를 갖추고 생활 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 하며 <표Ⅲ-3>
와 같은 운영지침을 가진다. 공동주거복지모델과 내용은 상이하나 사회복지사와
노인돌보미를 상주시켜 자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집합주거복지모델은 독거노인 주거지원사업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외, 상주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문화 등의 프로그램
수행과 취업알선 등 전반적인 독거노인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맞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노인돌보미 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2007년에 추진된 사업으로 집합주거복지모델 내 상주함으로서 입주독거
노인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독거노인 생활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유급 관리 인원을 절감하
고 노인돌보미를 통해서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표Ⅲ-3> 독거노인의 집합주거복지모델 지침
(◉의무사항,
구 분
입지
조건

내부
공간
계획

○권장사항)

요 소

주변환경

○근린공원, 종합병원, 공공시설 인접

교통체계

○접근이 편리한 위치, 대중교통 체계

건축물용도

◉노유자시설

현관

◉미끄럼 방지 바닥 ◉미닫이 문 설치 ◉핸드레일설치 ○신발탈착 편리
를 위한 보조의자설치

침실

◉휠체어 사용을 고려한 침실 폭 확대 ◉누워서 사용가능한 비상버튼설
치 ○누워서 창밖이 보이는 창틀높이 계획

주방

◉높이조절 조리대 설치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싱크대 설치 ◉화재·
가스경보기 및 자동소화기 설치 ○주방과 침실의 개방형 ○할로겐램프

욕실

◉미끄럼 방지바닥 ◉핸드레일, 비상벨, 미닫이문 설치(비상시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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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 수 있게 함) ○좌욕 및 앉을 수 있는 욕조설치

외부
공간
계획

복도·계단

◉핸드레일 연속설치 ◉미끄럼 방지바닥 ◉바닥 단 차 없음 ◉요철 없
음 ◉자동조명(밝게)

엘리베이터

◉3층 이상 엘리베이터(핸드레일설치) 설치

방문자숙소

◉4인실 이상 2개소 설치

사무실

◉관리사무실(1층 출입구에 가까이 설치)

출입구

◉범죄예방 및 길 찾기 가능한 자동문설치 ◉미끄럼 방지바닥 ◉자동조
명

휴식공간

◉운동공간 ◉텃밭 ◉벤치 ○정원

무장애설계

◉안전시설물, 단차제거, 경사로설치, 안내표지

주차장

◉미끄럼방지 바닥 ◉출입구와 주차장 사이 단차 없음

서비스공간

운영

◉30인 이상 교육 및 프로그램 실 설치 ◉1층 만남의 장소(휴게실)
○각 층 미니휴게실

입주자격

◉60세 이상 남·여(층별 구분)

입주형태

◉임대

임대·관리비

◉시군구(읍면동) 별 별도 책정

안전시설

◉경비실(1층 입구) ◉각실 응급비상벨, 미끄럼 방지바닥 ◉비상계단

상주직원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1명, 노인돌보미

차량운행

◉매일 1회 병원·마트 차량운행 ◉매일3회 이상 주요 교통체계 연계
운행

안전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단지주거복지모델은 31인 이상의 독거노인이 개별세대를 갖추고 생활할 수 있는
대단위 주거규모로 단지 내 독거노인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시설로 정의하며 <표Ⅲ-4>과 같은 운영지침을 가진다. 단지주거복지모델은 포괄적
독거노인복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모델로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거복지유형이다. 단지주거복지모델의 설치 지침은 공동주거복지모델과 집합주
거복지모델과 같이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 설치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개별세
대의 독거노인 맞춤 내부 공간 규모와 독거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편리성이
추가된다. 외부 환경적 측면에서도 독거노인의 건강·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독거노인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단지의 건축에 필요한 시설투자비는 민간 기업에서 복지사업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임대형이기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점에서는 민간기업보다는 대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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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복지부와 연계하는 시행 방안을 제안한다.
<표Ⅲ-4> 독거노인의 단지주거복지모델 지침
(◉의무사항,
구 분
입지
조건
단지
계획

내부
공간
계획

외부
공간
계획

서비
스
공간

운영

○권장사항)

요 소

주변환경

○근린공원, 종합병원, 공공시설 인접

교통체계

○접근이 편리한 위치, 대중교통 체계

건축물용도

◉노유자시설

배치유형

○지역연계 및 단지 내 거주자 교류 증진을 고려한 배치

주거동배치

○남향을 우선 ◉지하주차장

현관

◉미끄럼 방지 바닥 ◉미닫이 문 설치 ◉핸드레일설치 ○신발탈착
편리를 위한 보조의자설치

침실

◉휠체어 사용을 고려한 침실 폭 확대 ◉누워서 사용가능한 비상버
튼설치 ○누워서 창밖이 보이는 창틀높이 계획

주방

◉높이조절 조리대 설치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싱크대 설치 ◉화
재·가스경보기 및 자동소화기 설치 ○주방과 침실의 개방형 ○할로
겐램프

욕실

◉미끄럼 방지바닥 ◉핸드레일, 비상벨, 미닫이문 설치(비상시 외부
에서 열 수 있게 함) ○좌욕 및 앉을 수 있는 욕조설치

복도·계단

◉핸드레일 연속설치 ◉미끄럼 방지바닥 ◉바닥 단 차 없음 ◉요철
없음 ◉자동조명(밝게)

엘리베이터

◉3층 이상 엘리베이터(핸드레일설치) 각 동별 설치

방문자숙소

◉4인실 이상 각 동별 2개소 설치 (동별 31가구가 안될 경우, 31가구
마다 2개소 설치)

출입구

◉종합 경비·안내실 ◉안내표시

휴식공간

◉운동공간 ◉텃밭 ◉벤치 ◉정원 ◉보차분리 ◉산책로 ◉야외공연
장

무장애설계

◉안전시설물, 단차제거, 경사로설치, 안내표지

주차장

◉미끄럼방지 바닥 ◉출입구와 주차장 사이 단차 없음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계되는 지하주차장 설치

각 동별

◉각 동별 1층 만남의 장소(휴게실) ◉각 동별 경비실

관리동

◉30인 이상 교육 및 프로그램 실 설치 ◉여가생활공간 ◉헬스장 ◉
의료실 ◉자원봉사 공간

입주자격

◉60세 이상 남·여(동별 구분)

입주형태

◉임대

임대·관리비

◉시군구(읍면동) 별 별도 책정

안전시설

◉각실 응급비상벨, 미끄럼 방지바닥 ◉비상계단 ◉엠블런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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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직원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1명, 시설관리인1명, 노인돌보미

차량운행

◉매일 수시 병원·마트 차량운행 ◉매일 수시 주요 교통체계 연계
운행

안전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상의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모델들은 시설장이 노인복지법에 준한 “장애
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득한 후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독거노인
주거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또한, <표Ⅲ-5>는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 유형별 상관표로 모델의 유형별 특성
과 적합한 권장 입소자의 성향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표Ⅲ-5>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 유형별 상관표
(●좋음 ○보통)
독거노인
주거복지시설
주요
고려요소

시설유형

자
생

생

주

사

복

의

전

활

활

/

회

지

료

경

보

편

보

개

접

친

문

기

활

효

서

서

제

안

의

조

별

근

밀

화

능

동

율

비

비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스

스

○

○

○

○

○

○

●

●

●

●

●

●

공동주거복지모델

●

집합주거복지모델

○

단지주거복지모델

안

●
○

○

○

●

●

●

○

●
○
●

○

상관표에 의하면 독거노인 공동주거복지모델은 경제성, 자주 개별성, 친밀성이
좋은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특별한 부대시설이나 유료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고 시설장을 제외한 관리인원을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사에 의해 관리하는 체
계로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주거복지모델은 독거노인의 수요가 한정되
어 있는 곳이나 농·어촌에 적합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거노인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확충할 수 있어 가족·친구와 떨어지기 싫은 독거노인에게 적합한 주거
복지모델이다.
독거노인 집합주거복지모델은 모든 요소에서 고른 안정성으로 표기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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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주거복지모델과 단지주거복지모델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서로의 단점
을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독거노인 단지주거복지모델은 대단지가 가지는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대부분의
요소에서 만족스런 표기를 하였으나 대단지의 단점인 자주 개별성, 친밀성에는 취
약함을 표기하였다. 또한 경제성에서 낮게 표기한 이유는 단지 관리비, 편의시설,
프로그램운영, 서비스 질 등으로 지출되는 운영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점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단지주거복지모델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예측한다.

3) 독거노인의 주거복지모델 서비스 전달체계와 기대효과
본 연구의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에서 입주자인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
계를 [그림Ⅲ-2]과 같이 제안 하고 있다. 기존의 독거노인 서비스 체계와 비슷하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은 개별화된 독거노인주택이 아닌
공동 혹은 집단으로 이루어진 독거노인주거복지모델이며, 일반 노인주택과는 달리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복지주택이다.
이런 이유로 독거노인의 주거생활 안정화와 독거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입주자인
독거노인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건강과 경제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첫째, 경제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은 독거노인 전용 주거모델이며
원룸의 형태로 독거노인의 특성과 생활에 맞춘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고, 공동 관리
에 따른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거노인 주거정책에 따른 정부의 재정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리의 일부를 자원봉사자 및 지역 NGO와
의 연계에서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입주자인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건강보장에 대한 기대효과로, 노인의 건강은 체계적인 관리과 지속성이
필요한데,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에게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의 독거노인주거모델은 공동생활·공동 관리를 통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입주자인 독거노인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또한 비상시 응급활동 등 건강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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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독거노인의 의료복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림Ⅲ-2]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 서비스체계
셋째, 사회교류에 대한 기대효과로, 본 연구의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은 독거노
인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측면에서 배려되었다. 먼저 독거노인들의 독립성을 제공
하지만, 입주자인 독거노인들 간의 사회적 교류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기
위하여 공동, 집단, 단지의 유형으로 독거노인 상호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하였고, 자원봉사실, 프로그램실 등은 사회적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배려하였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도 독거노인들 간에 사회계층, 작업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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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과 사회생활에서 오는 대인관계 등을 일반화 시켰다. 이러한 독거노인 주거
복지모델은 지역공동체, 사회공동체 참여, 종교 활동, 봉사활동, 여가활동 등 독거노
인에게 충분한 사회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독거노인에게 긍정
적인 주거복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넷째, 무장애공간에 대한 기대효과로, 독거노인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은 노화된
인지능력과 근력의 약화로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의 독거
노인 주거복지모델은 유형별 공동주거복지모델, 집합주거복지모델, 단지주거복지
모델 모두 설치 지침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독거노인의 주거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된 주거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섯째, 자주적 독립생활에 대한 기대효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서
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장애 공간, 사회교류 등 세심한 배려로 독립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독거노인의 독립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졌다.
세 가지 유형의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에서 사회복지사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사회복지사는 독거노인의 포괄적 관리로 경제적 빈곤에 대한 어려움을 지역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군·구(읍·면·동)의 지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 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단독 가구를 형성해 살고 있는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연구하여 실태
를 파악한 후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였
다.
연구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은 아직 전무한
상태이고, 일반적인 노인 가구 주거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독거
노인가구는 일반 노인가구의 유형인 부부노인가구나 자녀동거노인가구와는 행태
적 특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획하는 노인주거정책의 방향은 가족동
거를 중요시하고 이에 효과적인 방안과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독거노인에게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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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기본단위의 사회 환경이 존재하지 않아 노인계층 중에서도 독거노인은 소외
계층으로 전략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을 제안하여 독거
노인의 주거생활안정화에 기여하고 독거노인에게 부족한 사회 환경과 생활의 편리
를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 생활안정화를 위한 주거복지모델의 방향을 ‘독거노인의 특성
에 맞는 생활·문화공간’, ‘독거노인의 경제적 안정 보장’, ‘독거노인에게 적합한 외부
환경적 조건’, ‘독거노인에게 적합한 내부공간계획’, ‘독거노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
는 인프라 구축’, ‘독거노인전용 주거복지모델을 위한 정책의 확립’으로 정하고, 이
러한 방향에 맞추어 인간-복지-건축 영역의 요소상관망을 구축한 후 아래와 같은
신 개념의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을 도출하였다.
첫째, 7인 이하의 노인이 개별세대를 갖추어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공동
주거복지모델’이다. 민간사업자가 신축이나 기존건물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입지조건, 내부공간계획, 외부공간계획, 서비스 공간, 운영, 안전계획 등
을 충족한 후 시·군·구에 독거노인공동주거복지주택 사업을 승인을 받아 지역마다
개별화되어 있는 독거노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시·군·구(읍·면·동)사
회복지사가 지원 관리한다. 이 모델은 독거노인 주거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30인 이하의 노인이 개별세대를 갖추어 생활할 수 있는 중간규모 형태의
‘집합주거복지모델’이다. 이 모델은 ‘공동주거복지모델’의 운영방식을 갖추면서 사
회복지사와 노인돌보미를 상주시켜 독거노인의 생활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자
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운영은 독거노인 생활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사회복지사와 노인돌보미를 통해 독거
노인복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셋째, 31인 이상의 노인이 개별세대를 갖추어 생활할 수 있는 대단위 주거규모인
‘단지주거복지모델’이다. 포괄적 독거노인복지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은 대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을 적용하여
보건복지부와 연계, 시행하는 방안으로 제안한다. 이 모델 역시 본 연구에서 제시하
고 있는 입지조건, 내부공간계획, 외부공간계획, 서비스 공간, 운영, 안전계획 등을
충족한 후 지역마다 개별화되어 있는 독거노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 생활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노인돌보미를 통해 독거노인복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전달함은 물론, 독거노인의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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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독거노인의 특성을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독거노인의 생활
행태에 대한 질적 연구의 부족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실감 있는 대안의 부족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거복지모델의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차후 독거노인주거안정화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특성을 질적 연구를 통한 분석과
경제적 수준에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위한 독거노인복지주택의 연구가 지속되
어 우리나라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화와 사회적 안정망에 초석을 다지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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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esidential Welfare Models for Stability in Living
of the Elderly Living Alone

Chul-bok, Kim
No-won, Song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curity network
of the elderly living alone, who are constantly on the rise. This can be done
by presenting new residential welfare models for stability in their living, after
study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single
household) and identifying the situation.
Consequently, the study directions of residential welfare models to establish
policy for the following have been set so as to stabilize the living of the elderly
living alone: living and cultural spac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ir economic security, external environmental conditions fit them,
internal spatial plan suitable for them,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without
inconvenience in their living and policy making for the residential welfare model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In line with such directions, this study has drawn new conceptual residential
welfare models, such as common residential welfare model, collective residential
welfare model and complex residential welfare model by building a factor
correlations network of people-welfare-building domains.
Key words: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the elderly living alone, social
security network, residential welf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