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2, December (2017), pp. 673-682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2.72

일본 유니트형 시설의 공간별 우수사례와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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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and It`s Architectural Appli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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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Cheol Nam
요 약

2002년 시작한 일본의 유니트케어는 점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기본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유니트케어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최근 몇
곳에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본 고는 일본의 5개 우
수 유니트케어 시설을 방문하여 직원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할 유
니트케어 시설의 건축계획 자료로 제안하였다. 첫째,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은 카페, 식당, 매점 등을
설치 운영하며 지역민들의 교류역할을 한다. 둘째, 유니트형 시설은 주택과 같은 거주환경(부엌, 거실,
개인실)을 조성한다. 셋째, 외부 휴식공간(발코니, 베란다, 중정)은 외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필요
하다. 넷째, 인테리어는 가능한 목재를 사용하고 조명은 가능한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바
닥난방과 천장 에어콘을 설치한다. 한옥과 유사한 주거환경의 적용도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국내
유니트형 노인복지시설에 적용하여 노인케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핵심어 : 유니트케어, 노인, 복지, 건축계획, 공간계획

Abstract
Unit-care in Japan, launched in 2002, there are many advantages in Unit-care welfare facilities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becomes the basis of the elderly facilities.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unit-care has been delayed due to economic reasons, and several unit-care cases has begun to be applied in
recent year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interviews with employees at 5 case studies in
Japan.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cafes, restaurants, and stores were operated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which were used to interact with local residents. Second, unit-type facilities creates
living environments including a kitchen, a living room, a private bedroom. Third, external rest areas such
as balconies, verandas, courtyards, are necessary for the elderlies who have mobility difficulties. Fourth,
wood was used as the interior as much as possible, and natural light as the light as much as possible. The
room has a hot-floored system(ondol) and a ceiling type system air-conditioner. The results should be
applied to Korean facilities to improve service. Applying this research to unit-type facilities, we hope the
services for the elderly will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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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심각한 고령화와 노인복지
우리나라 고령화문제에 대해 2개의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안을 짚어본다.
첫째, 2016년 11월 통계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노인(65세 이상)인구가 유소년(14세 이
하)인구를 넘어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
어 2030년에는 그 격차가 2배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통계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낮은 출산율에도 기인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가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시점부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된다(JTBC 뉴스 2017. 9. 1일자,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65세 이상
유소년 인구 첫 추월’와 YTN뉴스, 2017. 8. 21일자, ‘고령화 저출산 여파 노인인구, 유소년 수 첫
역전’에서 정리) [1][2]. 둘째, 2016년 기준 3,623곳의 입소노인복지시설 중 서비스 A등급 판정시설
은 불과 14.1%에 불과하며 최하위 D E등급은 42.4%에 이른다. 노인학대도 2010년 127건에서 2014
년 246건으로 4년 동안 2배가량 증가했다(아시아경제신문 2016. 9. 18일자, ‘요양원 7년 새 4배…시
설낙후·학대 「현대판 고려장」 되나’에서 정리)[3].
위와 2개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화와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점차 고령화는 증가하고 이에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도 증가하는데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좋은 서비스를 갖춘 시설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문제를 경험
한 일본의 노인복지를 살펴보면서 일본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니트형 노인복지시설
의 우수사례를 통해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1.2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유니트형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최근의 건축 경향을 파악하고 이
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포괄적인 건축계획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2017년 5월 5일-7일 2박 3일간 일본 동북지방 소재 유니트형 시설을 방문 조사하였
다. 우수 사례가 된 5개 시설은 노인복지전공을 하는 동북공업대학 이시이 교수와 미야기여자대학의
얀 교수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다. 사례시설을 방문하고 직원 면담과 자료수집(사진, 도면 등)을 하
였다. 그 외 유니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존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문헌을 통해 유니트케어의 최근 경향에 대
하여 살펴본다. 둘째, 일본의 5개 유니트형 시설을 견학하고 건축적 측면에서 본 유니트케어와 유
니트형 시설의 특징에 대해 조사한다. 셋째, 위의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 적절한 유니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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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2. 일본 유니트케어의 개요
2.1 유니트케어의 특징
[표 1] 유니트의 특징[3]
[Table 1] Characteristics of unite-care

▶

개념

a) 기존형 :
- 법적 기준 4인실을 복도변에 위치하
고 식당 1곳을 설치

(1인
실의
경우)
친목
교류

b) 유니트형 :
- 약 8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거주. 대가족의 형태
- 1인실, 개인화장실 설치. 기존보다 면적 증가

▶

a) 1인실 기존형 :
- 복도에 병렬된 형태는 공유공간이 침
실과 접하지 않아 친목교류가 어려움

생활
방식

입소자들의 목욕, 식사 스케줄이 단체활
동으로 획일화

▶

전체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집단 케어)

▶

a) 유니트형 :
- 공용공간(거실, 주방, 식당)에서 친목교류가 활발함
- 양쪽의 작은 공용공간은 준공용공간으로 활용.
평상시 : 주택의 거실과 같은 곳에서 식사, 담화를 함.
식사 :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식사를 함.
목욕 : 유니트내 자택같은 작은 목욕탕에서 함.
유니트내 2-3인의 요양사는 며느리와 같이 소수의 노
인들을 케어함(개별케어)
개인 성향(성격, 심신상태, 습관 등)을 파악용이.

일본은 노인케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02년부터 ‘유니트케어’을 전국 시설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에서 시작한 유니트케어(unit-care, 생활단위 요양)는 노인을 보살피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10명전후의 노인들에게 자택과 유사한 환경, 1인실을 제공하고 개인생활패턴을 존중하는 케어서비스
이다. 건축에서 보면 노인들의 거주환경을 기존의 ‘시설’에서 ‘자택’으로의 거주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생활단위 공간을 ‘유니트’라고 그 유니트에서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를 ‘유니트케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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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니트형 시설의 효과
집단케어의 기존형 시설과 개별케어의 유니트형 시설의 차이를 표 2에 나타냈다[5]. 노인뿐만 아
니라 요양사 업무에도 유익한 효과가 나타났다.
[표 2] 유니트케어의 효과
[Table 2] Effects of unite-care

항목
기존형 ⇒ 유니트형
효과
침대 체재율
67.7% ⇒ 40.2%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활동적이 됨
16.7% ⇒ 42.8%
거실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아짐
거실 체재율
42.3% ⇒ 22.5%
무료한 일상을 나타내는 낮잠이 줄어듦
낮잠시간
노인
7.6% ⇒ 11.3%
식사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천천히 식사함
1인당 식사량
1,463㎉⇒1,580㎉
활동성이 증가, 식욕 증가
29대 ⇒ 14대
자력으로 화장실을 다니는 노인이 증가
이동변기사용 횟수
침실내 체재율
39.2% ⇒ 18.0%
침실내 노인 케어시간이 줄어듦
9.2% ⇒ 4.9%
이동시간이 단축됨
복도체재율
요양
9.4% ⇒ 37.5%
거실 체재율
노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짐
사
46.2% ⇒ 33.1%
직접개호 시간
전체적으로 케어시간이 줄어듦
20.3% ⇒ 24.1%
노인들과 함께 하는 여가, 교류시간이 늘어남
여가, 교류시간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총무과기획법령계, 2015年の高齢者介護 -高齢者の尊厳を支えるケアの確立に向けて-(-고령자의
존엄을 지키는 케어 확립을 위하여-)에서 재인용. www.mhlw.go.jp//topics/kaigo/kentou/15kourei/3b.html에서 정리.

3. 일본 유니트형 시설의 사례와 국내 적용 방난
3.1 현장방문 시설(5곳)
표 3에 기술한 미야기현 소재 5곳의 유니트형 노인복지시설을 시찰하였다. 이 지역의 시설을 선
정한 이유는 필자의 지인으로 동북공대 이시이교수와 미야기여자대학의 얀교수의 추천으로 4곳을
추천받고 사례시설직원에게 1곳을 추천받아 총 5곳을 선정하였다[6-10].
[표 3] 조사대상 시설
[Table 3] Case study list

1

시설명
成仁杜の里仙台
나리히토노사토 센다이

2

杜の風 가제노모리

3

十符・風の音
주후가제노네

4

田子のまち 타코노마치

5

一重の里 히토에노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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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미야기현 소재 5곳)
宮城県仙台市若林区荒井字広
瀬東43-1
宮城県富谷市富谷桜田
1-11
宮城県宮城郡利府町葉山
1-53
宮城県仙台市宮城野区田子字
富里153
宮城県仙台市太白区秋保町湯
元字上原35-8

정원
130명
50명
50명
80명
60명

구조
7층
철근콘크리트
1층
철근콘크리트
2층
철근콘크리트
3층
철근콘크리트
5층
철근콘크리트

병설

대부분 주간보
호시설, (외부
인도 이용하는)
식당,
카페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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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시설의 노인복지 이념
유니트형 5개 시설의 시설장 및 직원들에게 일본의 노인복지이념과 유니트케어의 특징에 대한
면담내용을 아래에 기술했다.

(1) 질문 : 유니트케어의 이념에 대하여.
“지금의 일본을 만든 노인이므로 그러한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셔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유니트케어는 거주환경과 개인의 생활패턴을 존중하는데 기여하고 있다.(一重の里 원장)”

(2) 질문 : 유니트형은 1인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인의 상태를 체크가 어렵지 않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리듬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그 시간에 안보이게 되면 그때 직원이 가
끔씩 노크하고 방에 들어가 본다(杜の風 시설장)”

(3) 질문 : 1인실의 운영은 건축비와 요양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한 예산부담이 있지 않나?
“여러분이 4인실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노인의 집이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 당연히 1인실에서 살고 싶어하고 우리는 그렇게 모시고 있다(杜の風 시설장)”
유니트형은 노인들의 거주환경과 개인생활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니트형은 ‘시설’이 아닌 노인의 ‘자택’ 수준의 거주환경을 만들고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는 케어
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3 지역사회에 열린 시설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한, 열린 시설을 목표로 시설내 카페, 식당, 매점 등을 설치
한 사례가 5곳 중 4곳이었다. 나머지 1곳은 마을과 멀리 위치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례 중에는
초등학생을 위해 공부방과 매점(구멍가게)를 운영하여 노인과 아이들의 접촉을 도모하고 있었다.

a) 현관에 근접한 식당. 식당 외에도 초 b) 내부에 매점을 두고 볼란티어가 c) 1층 부분 로비. 다목적실로
등학생 공부방, 미용실이 있어 직원, 노 운영함. 또한 방과 후 공부방도 있 주민들도 자주 이용.
인, 지역주민의 이용이 활발함.
어 초등학생 이용이 활발함.
<국내 적용>
 우리나라는 이웃과의 유대감이 높은 점이 있어 지역사회에 열린 시설 형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노인들과의 교류로 열린 시설이 가능해지고 부족한 지역노인들의 휴식 및
교류공간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 지역사회에 열린 시설 사례와 국내 적용
[Fig. 1] Applications for local communi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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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례시설의 공간별 특징
5개 시설을 현장 방문할 결과를 토대로 각 공간별 특징을 선별하여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각 사례 사진 하단에 기술하였다.

3.4.1 침실
유니트케어의 가장 특징은 자택과 같이 1인실이 원칙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생활패턴을 존
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입소’는 ‘이사’로 보며 자택에서 사용하던 소장품을 가져온다. 사례 중에는
가족방문시 취침을 고려하여 1.5배 크기의 침실을 가진 곳도 있다. 유니트케어의 특징인 1인실이
다인실에 비해 건축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증가하며 국내 도입에 큰 장벽이 된다.

a) 5곳 모두 침실 내 가구 및 소품 b) 개인침실이기 때문에 자기의 추 c) 사례 중에는 개인침실이 타 시
은 자택에서 가져온 것. 입소를 이 억사진, 가구 및 소품을 배치함.
설에 비해 1.5배 가량 넓게 계획하
사와 동일시.
여 가족방문시 취침가능하도록 함.
<국내 적용>
 향후 점차 노인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니트형(개인침실)으로 전환은 필요하다.
 국내 우수시설 중에는 1인실, 2인실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침실내에는 병원침대 대신 일반침대 혹은 이불과 요의 사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침실의 사례와 국내 적용
[Fig. 2] Applications of bedroom

3.4.2 공용공간(주방+식사+거실)
4곳의 시설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대형 주방에서 반찬과 국을 준비하고 각 유니트로 운반한다. 1
곳은 외부의 외식업체에서 반입한다. 각 유니트내 부엌에서는 밥과 녹차, 간단한 조리만 하며 식후
설거지를 한다. 유니트로 운반된 국과 반찬은 데워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노인들은 밥하
는 소리와 밥냄새, 설거지 소리 등 자택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개인식기는 유니트내의 찬장에서
보관한다. 비교적 건강한 노인은 요양사의 주방 일, 청소 등을 도와준다. 주방에 칼 등 위험한 것
이 있는데 치매노인에게 위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칼은 있을만한 곳에 그냥 둔다. 일반가정처
럼. 노인에게 ‘하지마라’가 아니라 ‘하십시오’하고 직원이 좀 더 신경을 쓴다. 이것이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식사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하지만 개인 컨디션에 따라 개별적으로 식
사를 하기도 한다. 평소 거실내 2~3곳에 설치된 TV와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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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인들이 있는 거실을 바라볼 수 있 b)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 연출. 식 c) 거실 내 2-3곳에 설치된 TV와
도록 아일랜드식 주방형태로 일반가정 탁과 소파 등을 2-3곳에 분산 배치. 소파에서 개인활동을 함.
처럼 찬장, 부엌가전 등을 둠.
<국내 적용>
 우리나라의 주거문화가 일본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 유니트형과 유사한 식사, 주방, 거실이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일본과 같이 각 유니트내에서 주방에서 밥을 짓고 반찬과 국은 대규모 주방에서 운반하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그림 3] 공용공간의 사례와 국내 적용
[Fig. 3] Applications of public space

3.4.3 목욕실
목욕을 중시하는 일본이기 때문에 목욕시설이 두드러졌다. 5곳 모두 각 유니트에 목욕탕 1개를
설치하고 있고, 층별로 특수욕조이 있으며 대중탕과 노천탕을 갖추기도 했다. 유니트내의 목욕탕에
는 가정용의 작은 욕조를 두었다. 유니트내 개인침실안에 있는 욕실에는 일반적으로 변기와 세면
기만 설치하고 욕조를 설치하지 않았다. 단 1 곳의 시설에서 일부 침실에만 욕실내 욕조를 설치하
였는데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한다. 목욕서비스는 보통 오전에 1명, 오후에 2명의 노인에게 제공하
고 1주일에 2회 목욕서비스가 일반적이었다. 요양서비스는 노인의 생활패턴에 맞춰져 이루어지지
만 목욕만큼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반드시 1주일에 2회를 실시하고 있었다. 목욕을 기피하는 일부
노인이 있는데 청결과 건강을 강제하고 있었다.

a) 유니트별로 가정용 1인 욕조를 설치 b) 보통 각 층에 1곳씩 특수욕조
c) 시설내 1곳에 대욕장을 설치
<국내 적용>
 목욕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목욕서비스가 발달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은 목욕탕 설치가 미비한 편으로 이는 목욕문화이기보다 시설비와 목욕서비스의 미
비로 볼 수 있다. 대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유니트별로 가정용 1인 욕조 설치가 바람직하다.
[그림 4] 목욕실의 사례와 국내 적용
[Fig. 4] Applications of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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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사무실, 다목적 공간
일반적으로 사무공간은 외부와의 왕래가 잦은 1층에 다목적실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2층에 사무
공간을 둔 곳이 있었는데 쓰나미 피해로 1층의 사무실이 물에 잠긴 적이 있어서였다. 또한 유니트
내에 요양사의 사무책상을 두어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a) 유니트내 요양사 사무공간을 두어 b) 사례중에는 동북대지진 쓰나미 c) 지역주민들도 이용하는 다목
상시 노인들과 접촉하고 케어함.
피해 경험으로 2층에 두기도 함.
적 공간을 두어 교류를 유도함.
<국내 적용>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사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유니트 내부에 두도록 하여 노인들과 상시
접촉하고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외 행정사무공간과 다목적강당, 식당 등은 가능한 1층에 두어 외부와의 왕래가 손쉽도록 한다.
[그림 5] 사무실, 다목적실의 사례와 국내 적용
[Fig. 5] Applications of office and multi-room

3.4.5 휴게공간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기 때문에 외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층에 적극적으로 휴
게공간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들은 내부생활이 많기 때문에 외부를 전망하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외부 베란다와 발코니 등이 필요하다.

a)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베란다로 b) 유니트내 1-2곳에 노인과 직원 c) 외부로 바람을 쐴 수 있도록 출
화분, 벤치가 있는 전망공간.
모두 이용 가능한 휴게실을 설치. 입가능한 작은 휴게정원을 설치.
<국내 적용>
 옥상정원을 두어 노인과 직원 모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층마다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전망창 혹은 투시형 난간을 설치한다.
 건물이 긴 경우 심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곳곳에 외부 출입가능한 휴게공간을 두는 것을 추천한다.
[그림 6] 휴게공간의 사례와 국내 적용
[Fig. 6] Applications of res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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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중정
유니트 1개당 1개의 동(棟)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마치 땅속의 개미집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동(棟)과 동(棟)사이에 크고 작은 중정이 자연스럽게 생겨 마당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건물 중앙에 큰 중정을 두면 텃밭, 산책공간으로 활용하고 노인외출감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a) 단독주택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이 있 b) 큰 건물은 여러 동으로 배치하 c) 밝은 실내를 만들기 위해 중
는 중정을 두어 휴식, 소일거리를 제공. 고 복도로 연결. 중정활용도 높음. 정을 두고 휴식 테라스를 둠
<국내 적용>
 대규모시설일수록 건물 중앙에 큰 중정을 두어 텃밭, 산책 등 외부출입의 기회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작은 중정들을 두어 안마당의 역할. 한국 전통 마당, 장독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7] 중정의 사례와 국내 적용
[Fig. 7] Applications of exterior courtyard

3.4.7 냉난방, 환기와 채광, 인테리어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가 두드러진다. 또한 좋은 시설의 척도라고
도 하는 냄새없는 시설은 환기가 원활해야 한다. 유니트별로 오물처리실을 설치하고 오물이 생기
는 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채광은 밝은 실내분위기를 만드는데 중요하여 최대한 많은
채광창을 두기도 하고 고측창을 두기도 한다. 냉난방 역시 쾌적한 실내와 노인의 건강과 직결되므
로 온돌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콘을 설치하고 있었다.

a) 화분, 원목마루, 목재손잡이, 목재문 b) 전통문양인테리어. 온돌 중앙난 c) 공용공간부분에 고측창을 두
방 설치. 천장형 에어콘 설치.
어 환기와 채광에 유리함.
등 나무소재 적극 사용.
<국내 적용>
 가장 쾌적한 난방방식인 온돌 중앙난방으로 설치하고 천장형 에어콘 냉방설비 설치를 추천한다.
 공용공간, 천장이 높은 다목적 강당 등은 고측창을 설치하여 환기와 채광에 유리하도록 한다.
[그림 7] 냉난방, 환기와 채광의 사례와 국내 적용
[Fig. 7] Applications of air-conditioning and day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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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일본의 우수한 5개 유니트형 노인복지시설의 특징을 살펴보
았다. 본 고는 유니트형 노인복지시설의 국내 적용 계획이라는 다소 범위가 넓은 점이 있다. 일본
유니트형 시설의 각 공간 혹은 주요 요소들의 특징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우리 실정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고의 조사 결과와 국내 적용에 대한 제안
은 유니트형 시설의 기초적인 건축계획 자료로써 신축과 리모델링시에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내
용을 아래에 기술한다.
첫째, 유니트형 시설 뿐 아니라 모든 노인복지시설은 지역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
간이 되어 가고 있었다. 식당, 초등학생 공부방, 미용실 등이 그 매개역할을 한다. 둘째, 시설내 모
든 공간은 시설이 아닌 집이라는 컨셉으로 노인들의 자택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한다. 셋째, 요양사
의 사무공간은 유니트내에 설치하여 상시 접촉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었고, 휴게공간은 중정이 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층 이상은 발코니, 베란다 등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넷째, 그 외 냉난
방, 채광,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주택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유니트형의 거주환경과 유니트케어 서비스의 전환은 초기투자비와 예산이 증가하여 즉각적인
국내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점차 노인의 의식수준이 높아가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준의
주거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이 실효성이 검증된 유니트형 시설을 국내에 적용해 볼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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