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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초고령사회의 고령인구를 위한 주거정책의 전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특히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택, 의료시설, 대중교통시설, 여가시

설의 증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 등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도시정책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령인구에 대한 주거정책은 주로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주택 및 시설 공급과 관리, 재정적 지원에 치우쳐 왔기에 공간복지는 물론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인 사회서비스가 융합된 주거지 단위의 노인주거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주택개

량이나 개조를 통해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는 노인의 활동적인 삶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추진하는 주거정책이나 사업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고령인구의 다양성이 커지고, 고립과 의존의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활기찬 노년

을 보내고자 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노인이 기꺼이 집 밖을 나와 동네를 걸어 다니며 물건도 

사고 여가활동도 하며,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노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개

인적인 차원의 삶의 질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고령인구 그

리고 점차 고령화가 될 청장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고 안심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도

록 근린환경을 계획하고 건강,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령자 주거정책에 대한 구상과 실현방

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고령자의 삶의 질에 구체적 전망을 가진 근린환경계획 구상

장래 고령사회의 노년기 삶과 사회 환경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을 둘러싼 인간관계, 사회활동의 변화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지역사회의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범주의 노인들이 건강하

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근린환경과 사회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고령인구가 평생 살아온 곳에

서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에서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삶을 풍성히 누리는 복지를 누리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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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그리고 고령기에 접어들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계획되는 주거지 모델인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체적 상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주거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주거지, ‘존엄한 노후’를 위한 주

거지로 구상하였다.

첫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주거지는 걸어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동네이다. 동네 안에서 노인 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모든 세대가 걸어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걷게 되면서 건강해지는 동

네를 지향한다. 마포형 AAIC 모델은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한 활동반경의 감소로 일상이 주거지 근린에 

한정된 노인이나,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보행이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청장년 세대들이 주거

지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게 되어버려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보행증진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에 무관심한 주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거지를 구상한다.

둘째, ‘활기찬 노후’를 위한 주거지는 고령인구의 규모와 다양성이 커지고, 고립과 의존의 수동적 존재가 아

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령자가 사회적 역할

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동네를 의미한다. 특히 마포형 AAIC 

모델은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높은 사회참여의 욕구를 갖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나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성 

등이 뛰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노인을 일방적인 약자로 대하지 않고 새

롭고 생산적인 지역 구성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여가, 문화 등 다방면의 지원을 모색한다.

셋째, ‘존엄한 노후’를 위한 주거지는 가족부양, 가족돌봄의 전제가 해체되기 시작한 이후 그동안 돌봄의 사

회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비용이나 부담으로서 정책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던 노인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재조명되고 이에 근거하여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인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하는 동

네를 의미한다.  특히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기를 바라는 노인들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받

아들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계속 살기 원하는 자기 집과 동네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

를 보낼 수 있는 근린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존엄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노후의 돌봄공간과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제공함으로써 존엄하게 생의 말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한다.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 실현을 위한 정책 디자인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존엄한 노후가 보장되는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디자

인은 보행을 촉진하는 근린환경 조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제공, 주민의 건강의식 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의 돌봄 제공이라는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디자인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행을 촉진하는 근린환

경 조성은 근린환경에서의 보행, 즉 동네에서의 걷기는 일상의 생활편의시설 방문이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

교통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 수단이며, 그 자체로도 훌륭한 여가활동이자 신체운동이 될 수 있고 또 걷기가 

좋은 근린의 보행환경과 고령자들을 위한 어메니티가 조성된 보행네트워크는 주민의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이

어지는 것을 연구결과와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의 제공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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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연과 단절된 채 거주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은퇴노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는 현재 노년기의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과 사회적 여건을 주거지에 제대로 조

성해야 하는 것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의 건강의식 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제공은 일상생

활에서의 행동변화를 통한 신체활동과 운동 등 건강행위의 증진을 위한 근린의 물리적 여건의 개선 뿐 아

니라 주민의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과 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

료 및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가능한 살아온 익숙한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계속하여 인생을 마무

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가정에서 고령자를 돌봐줄 수 있는 구조를 지역사회나 동네 단위에서 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또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 프로세스를 4가지 사업실행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견지해야할 사

업의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하였다. 먼저 마포형 AAIC 모델은 보건, 복지, 주거, 교통, 생활시설,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접근으로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정책과는 달리 도시의 물리

적 환경데이터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데이터, 주민의 건강행동 및 건강의식 데이터 등 보건 및 복지 분야

의 각종 자료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지역 진단 방법 중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해야할 방법

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동선 및 일상의 파악이 가능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데이터의 수집을 강조

하였고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또 지역의 진단을 통해 수집된 각종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들을 

도시계획 GIS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도상에 맵핑하거나 혹은 데이터 간의 상호 관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함으로써 시급한 지역과제와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

고, 기 수립되어 있는 마포구의 다양한 종합계획 중 특히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과 연관성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계획이나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 간에 연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간복지·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출발점

본 연구에서는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사례들을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다. 실제

로 자치구 도시계획과, 복지과, 건강증진과 등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만

큼 기존의 사업들을 장소 기반, 대상자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당장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

안이기 때문이다. 대신 아직 마포구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해외 사례, 타 지자체의 사례들 중 마포형 AAIC

의 구상에 적합하고 추진할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례들을 선택해 제시하였다. 그동안 시설 중심 진단

에 머물렀던 고령친화도 진단평가를 시설 밖 즉 지역환경의 외부공간으로 확장해 진단해보는 사업, 만성질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환관리 어플리케이션의 보급, 다제약물 복용에 의한 약제비 증가와 노인 사망률 증

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문약료사업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웃과 교류하면서 일상 돌봄이나 정서적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 일상돌봄 공동체 모델 운영 등은 마포형 AAIC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선도적으로 추

진해볼만한 가치를 갖는다.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은 일선 지역차원에서 공간복지 및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연계되

고 조정되는 출발점으로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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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의료 정책 등이 그동안 얼마나 연대하고 협력해왔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누려야만 하는 행복과 삶의 형태를  제공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지역사회를 재구성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모색해보

는 것이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과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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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의 전환 요구

인구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인구연령구조의 변화를 뜻하

는데 UN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

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는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3%로 집계되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이후, 2017년 14.2%로 고령사회

에 진입했고, 2018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4.3%를 차지하고 있다1).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6년 노인인구 비율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

되며, 2030년 24.3%, 2050년 37.4%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시기는 비교적 늦은 2000년이지만,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도달했으며, 그로부터 초

고령사회(2026년)에 이르기까지는 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

도2)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궁극적으로 소득증대와 생활개선, 보건의료수준 향상 등에 따른 수명 증가와 저

출산에 따른 유소년층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70년에 비해 거의 

20세 이상 증가하였고, 속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기대수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인구 고령화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

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전환 국면이 우리사회에 파급시키고 있는 다양

한 영향들은 개인, 기업, 사회, 국가 모든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파급되며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시

키고 있다. 이 중 도시계획의 측면에서는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주거, 여가, 문화, 사회복지 

1) 통계청(2018), 『고령자통계』

2) 2017년 현재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으며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5년이 걸렸으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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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령인구 증가로 도시에서 노인계층을 위한 

주거, 의료, 여가, 복지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미 고령인구를 위한 이동, 복지, 

여가활동,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도시정책들은 고령화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정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 고

령화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고령인구의 공간적 집중과 소외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정책과 실천전략은 주로 고용촉진, 빈곤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

급, 개조비용 지원에 한정되어왔고 따라서 노인계층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 의료시설, 대중교통

시설, 여가활용 시설의 증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 등 인구구성 및 사회계층구조의 변화를 반영하

는 새로운 도시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특히 노인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시설에서의 

‘관리’가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인플레이스Aging in 

Place’ 개념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지금까지 ‘집’으로 한정되었던 에이징인플레이스의 공간적 

개념이 ‘주거지’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년층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속거주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정책의 전환점으로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  

고령자의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주거환경,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 고

령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배려한 공공공간, 상업공간, 문화공간 등의 생활인프라까지 우리의 도시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고령화 시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될 복지의 

관점에서 도시의 공간과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융복합 정책으로서의 

전환도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과제이다.

2)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의 한계 

우리나라는 주거, 교통, 시설 부문 등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 기존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환경을 

고령자가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적 환경으로 개편하는 정책의 전환으로서 2013년

부터 서울시를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고령자뿐만 아

니라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사업 역시 1986년

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각각의 정책은 사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

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지역사회보다는 도시 전체를 겨냥한 보편적 

원칙 위주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고령친화도시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이 고령자의 생활영역인 근

린생활권 즉 마을이나 동네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시 또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령자의 생활환경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건강도시사업의 경우는 

건강생활의 실천, 건강환경의 조성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양식, 건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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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도시의 물리적 환경차원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고령자의 생활영역은 주거 또는 근린을 중심으로 한 도보권으로 축소되고, 또 대부분 고

령자들은 긴 노후를 마을, 동네에서 보내며 그곳에서 생활하는 일상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따라

서 고령인구가 체감할 수 있는 고령친화환경 조성이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이나 사업이 담아내지 못하는, 집보다는 크고 도시보다는 작은 지역

사회 단위, 근린과 도보권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동네 단위의 고령친화동네, 주민이 건강해지는 

동네에 대한 구상과 실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우리보다 앞

서 고령화가 진행된 다른 나라의 대응 정책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며, 여가문화, 사회참여 등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

는 한계가 있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과 관련을 갖는 의료, 복지, 경제 부문에서의 연계가 반드

시 필요하다. 즉 실제 주거단위에 기반 하여  주민 생활에 착한 건강복지정책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구체적으로는 동네 중심, 작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을 통해 급속도로 증가

하는 고령인구의 규모와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고령자의 삶의 질에 총체적 전망을 가진 근린

환경 정책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3)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총체적 전망을 가진 근린환경의 구상

고령인구의 다양성이 커지고, 고립과 의존의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활기찬 노

년을 보내고자 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노인이 기꺼이 집 밖을 나와 동네를 걸어 다

니며 물건도 사고 여가활동도 하며,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은 노인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노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건강하

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삶의 질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도시정책은 고령인구의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가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고령인구 그리고 점차 

고령화가 될 청장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고 안심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또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청장년 주민은 살던 곳을 이탈하지 않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근린환경 특히, 고령인구가 병원이나 시설의 입소 없이 오랜 기간 거주해온 주거지에

서 안정적인 계속거주가 가능한 주거지의 구체적인 상을 본 연구를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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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장래 고령사회의 노년기 삶과 사회 환경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을 

둘러싼 인간관계, 사회활동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사회의 보다 보편적

이고 포괄적인 범주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근린환경과 사회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고령인구가 평생 살아온 곳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에서 의미 있는 다양

한 활동으로 삶을 풍성히 누리는 복지를 누리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구축에 주안점

을 두도록 한다. 또 이와 더불어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을 향상시키고, 특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설

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는 도시계획의 방향성 그리고 고령자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미시적이

고 종합적인 진단으로 해당 지역의 수요 맞춤형 혹은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솔루션 제공하고 

고령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기반 하여 복지패키지(시설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정

책 등)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 모델의 밑그림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와 내용의 구성

본 연구의 범위는 고령화와 도시정책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보고서, 국내외 논문, 단행본 및 언론

자료 등 선행된 기존 연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류하여 한정하였다. 각 연구들은 초고령사

회의 주요 이슈 중 활기찬 고령사회 기반 구축과 관련한 연구, 고령인구와 도시와의 관계에서 

고령친화환경에 관한 연구, 건강한 도시를 위한 건강도시사업 관련 연구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강, 의료, 복지가 연계된 도시계획의 통합적 연구와 이에 파생된 커뮤니티케어 정책, 커뮤

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에 관한 보고서 등으로 분류되었다. 또 본 연구에서 구상하고자 하는 마

포형 AAIC 모델의 내용과 근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국내외 논문과 사례들 및 실증 데이터들 

또한 연구범위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되어 일본의 선진사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

고 현재 일본 중앙정부와 각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도 연구

의 범위로 하였다. 관련 연구는 주민이 나이를 먹어도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건강수명 연장의 마을 만들기를 고령친화주거지 구상의 핵심으로 하는 일본의‘스마

트웰니스시티(SmartWellnessCity)’사례와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노후의 삶의 질과 관련을 갖는 

의료, 복지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마을 중심의 종합적 근린환경계획인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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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 그리고 은퇴 후 고령자를 위한 근린 규모의 주거지 재생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활약의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2장 초고령화와 도시정책의 과제, 3장,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 4장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방안과 5장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2장 초고령화와 도시정책의 과제에서는 고

령화 시대에 적합한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도시정책의 전환점에 대한 고찰과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활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시 거

주자의 건강을 도모하였던 건강도시정책과 사업, 고령의 인구가 변화된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편

리하게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고 한계를 검토하였다. 

3장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에서는 선행연구와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에 보

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삶 그리고 고령기에 접어들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계획되는 주거지 모델인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체적 상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주거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주거지, ‘존엄한 노후’를 위한 주거지로 구상하여 제시하고 각 구상

의 배경과 개념을 서술하였다. 4장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방안에서는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인 걸어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동네, 고령자가 사회적 역할을 가지는 동네, 정든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동네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보행을 촉진하는 근린환경 조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제공, 주민의 건강의식 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제공을 제시하고 이

와 관련한 사업실행의 단계별 지침과 사업의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령자들의 생활활동 대부분이 주거를 중심으로 한 도보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

직까지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우리의 도시계획이 대부분 도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

고 이제는 초고령인구가 단순히 주거의 문제 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한 보건의료,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돌봄 즉 복지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보건의료, 복지 각 분야

가 개별적인 정책과 사업을 벌이고 있고 특히 자산조산 기반의 취약계층 위주의 공급정책에 그치

고 있는 한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보다는 작고 집보다는 큰 동네단위의 근린환

경계획, 또 근린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으로

서의 마포형 AAIC 모델에 대한 구체적 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의 도시정책에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으로 펼쳐지지 못했던 고령자가 건강하게 늙어가면

서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돌봄의 혜택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동네를 조성하기 

위한 구상 및 추진전략 그리고 사업지침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에 해당하며 따라서 연구기반 

조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현장조사나 사례조사가 아닌 문헌조사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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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초고령사회와 도시정책, 고령친화도시, 건강도시, 커뮤니티케어 등 연구범

위에 해당하는 주요 보고서와 연구논문 및 기타 문헌자료에 기반 한 사실의 조사와 기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해석과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연관성을 갖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정부,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도시 및 보건·의료, 복지 분야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실험을 대신해준 모델이 되어 온 일본의 정책과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도시관리

계획 및 지역생활권 계획 현황, 보건의료계획 현황, 복지계획 현황 등 마포형 AAIIC 모델의 사업

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관련 지역생활권 계획들을 검토하여 각각의 계획들과 마포형 

AAIC 모델의 사업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부처 간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서술하고 마포

형 AAIC 모델의 추진 및 사업단계에서의 주요 지침으로 제시하고자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마포

구 망원동과 성산동 일대의 노인 일상생활 및 보행 조사,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한 강동구 노인일

상생활 조사 등 GPS를 활용한 실증데이터 사례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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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초고령화와 도시정책의 과제

1 ∙초고령사회의 전망과 대응

1) 국내 고령화 실태와 이슈

인구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인구연령구조의 변화를 뜻하

는데 UN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

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는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3%로 집계되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이후, 2017년 14.2%로 고령사회

에 진입했고, 2018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4.3%를 차지하고 있다3).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인구 비율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이 예상되며, 2030년 24.3%, 2050년 37.4%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국내 인구고령화 속도와 추세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시기는 비교적 늦은 2000년이지만,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

에 도달했으며, 그로부터 초고령사회(2026년)에 이르기까지는 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4)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

3) 2018 고령자통계, 통계청 

4) 2017년 현재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으며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5년이 
걸렸으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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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비중은 2019년 72.7%(세계 9위)에서 2055년 50.1%로 추락해 전 세계 201개국 가운데 꼴

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67년에는 45.4%까지 떨어져 고령인구 비중(46.5%)이 일하는 

인구 비중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65.3%에서 2067년 

61.7%로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노동생산성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일할 사

람은 줄고 나이 든 사람들이 늘면서, 젊은 층의 고령자 부양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생산

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 인구에 유소년 인구(0~14세)까지 합친 총부양

비는 올해 37.6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3배 넘게 증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진다. 같은 

기간 세계 총부양비는 53.2명에서 62.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친다.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청장

년층이 아이들과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생산가능인

구가 줄고 총부양비가 올라가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

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5).

또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다 제대로 된 노후준비의 개념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노년을 맞은 탓에 노인빈곤율 

조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와 돌봄, 연금 등 다방면에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노인인

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늘어나는 의료비용이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2020~2025년이

면 인구 전체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고령화에 따른 사회 비

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림 2-2]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비용의 증가

5) 조선일보, “3배 빨리 늙는 한국, 2045년이면 세계 1위 고령국가”, 2019. 09.03. https://biz.chosun.com/sit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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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인구고령화는 전체 사회에 심각한 이슈를 던지고 있고 이러한 이슈들은 미시적 수준 

및 거시적 수준에서 혹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

시적 수준에서는 인구고령화는 노인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도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있고,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는 핵가족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가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또 가족 내에서는 노

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가족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거시적 차원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과제는 사회, 경제, 정치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사

회영역에서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노인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유소년 인구비중은 감소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생산인구 비

중이 감소하게 된다. 경제영역에서는 증가하는 노인을 위한 의료비와 연금은 사회의 커다란 부담

이 되고, 경제의 침체를 가져오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인구고령화는 과중한 노인복지재정으로 복

지국가의 정당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까지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초고령사회 대응과 도시정책의 과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도시정책이 신체 건강한 성인남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강자에 초점을 맞추어 조성되

어 왔던 것을 고려할 때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인구비율이 형성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

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조응하여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도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1)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물리적·사회문화적 기반의 마련

기존의 도시정책들은 고령화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정책의 추진은 대부분 노인 일자리 제

공, 빈곤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및 주택 개조비용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고령화

에 대비한 공간정책과 실천전략은 주거, 교통, 시설 부문 등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 기존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환경을 보편적이고 보다 포괄적인 고령자의 특성을 살려 변화시켜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보다 많은 고령자가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 개인의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건

강하게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오랫동안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즉, 도시와 거주지를 새롭

게 구성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이 자신의 삶과 사회적관계가 지속된 장소에서 

노화를 준비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 때 내가 사는 동네는 가족, 

추억, 위안, 보호 및 생의 역사를 비롯한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장소이다. 하지만 고령기가 되면 

신체 및 서비스 환경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하며,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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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상생활 제약 인구 중 78%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생활 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도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지가 충족

시켜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집에서 혼자 무료하게 지내는 일상을 반복하게 되면 노인은 정신

적·신체적으로 더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노인은 약화된 신체능력으로 인해 이동성이 제약

되기 때문에 활동의 대부분이 보행의 행태로 나타나는데, 근린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걷는 것

이 어려워지면 외부활동이 줄게 되고 다양한 신체활동, 여가활동, 사회적 활동 또한 줄어들어 전

체적인 삶의 질 또한 저하되게 된다. 또, 교통, 상점, 공원, 도로 등과 같은 근린환경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로부터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할 때도 역시 노인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2017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에 따르면 ‘장보기나 병원 가기 등 기본적인 외부활

동이 힘들다’고 대답한 인구는 2015년 기준 135만 3천명으로 2010년 72만 6천명에 비해 1.9배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78%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장보기나 병원 가기처럼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외부활동에 앞으로 지자체나 사회단체의 도움이 없다면 이들은 

사실상 ‘난민’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근린의 물리적 제약이 일으키는 이 같은 문제들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 시설들을 보행거리 내에 구비하는 것이 노인의 일상적 신체활동의 증진 

뿐 아니라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탈피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의 도시정책은 주거지를 중심으

로 도보권 반경 내에 노인의 이동성을 높이는 보행 기반시설 공급, 노인의 외출을 위한 교통 접근

성 향상,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배려한 공공공간, 상업공간, 문화공간 등의 생활인프라, 고령

자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 등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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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및 돌봄의 연속성을 위한 지역사회 체계의 구축

그간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평균수

명과 건강수명 간 간극은 좁혀지지 못하고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많은 노인들

이 질병 등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강문

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사회적 활동도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사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과 장애 등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

에서는 기존의 사전예방적 대응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노년기에 만성질환과 장애 등의 위험을 경

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사전예방과 더불어 얼마나 인간답게 치료, 요양 및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가올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서는 기존의 돌봄과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대

는 물론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방문간호 등까지 의료, 돌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가 더욱 크고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다.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이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언제나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주치의가 있어야 하며, 중증질환에 걸리

더라도 모든 급성기 병원에 마련된 노인병센터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통합적 의료서비

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원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혹시 질병이나 기능장애 때문

에 고통을 받는 경우 언제든 상담과 적절한 서비스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노인보건복

지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고, 의존적 상태가 되더라도 자신의 거주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 진료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윤종률, 2016).

이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도인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의 추진을 발표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

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일컫는다. 그동안 

병원, 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도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기존 생활방식대로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

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국

가 제도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재정

비하여 한국의 복지서비스 체제를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김승연·권혜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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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통합재가급여, 주간활동서비스, 아동·외

출지원,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정신건강 

사례관리 등 각각의 문제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전달 및 서비스 체계의 물적 토대가 될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는 부처 간 정책적 연계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 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착되어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고령사회 도시정책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노인의 신체활동을 증진시

키고  주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한 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보건과 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가 교통, 주거, 환경의 제반 영역들과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

로 전개됨으로써 우리사회가 제공해야 할 죽기 전 10년의 실질적인 노인 주거 및 사회서비스를 

주거정책, 복지정책의 융합을 통해 서로 맞물리며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 도시정책의 동향과 평가

1) 건강도시 정책과 평가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수 자체가 증가했고,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도시민이 지니고 있는 습관, 행태 등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넓은 의미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등장했다(김은정, 2015). 이와 함께 건

강의 개념 역시 이제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잘 사는 것’, 즉,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을 누리면서 일상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건강을 다루는 분

야도 다면화되어 의학과 보건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정치학, 건축, 환경학 등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도시민들을 위한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한 ‘건강도시’ 개념은 안정기에 접

어든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맞물려 현재 각 지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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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도시의 개념과 출현 배경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이 삶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

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확장해나가는 

도시(Hancock and Duhl, 1988)’를 의미한다. 이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에 

WHO는 건강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포함시켜 건강도시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였다. WHO가 

1997년과 2014년 보고서에서 특정한 건강도시의 특성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지속가

능한 생태계 조성, 협력적인 지역 공동체,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 의사결정 체계, 도시민들의 기

본적 필요(의식주, 소득, 안전, 노동 등) 충족, 높은 건강 상태와 낮은 질병 수준, 모든 도시민의 

공중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접근 가능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WHO, 2014). 

한편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건강도시사업(Healthy Cities 

Projects)이라고 일컫는데,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포괄적이다 보니 그것을 실행하는 전략 도구로

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WHO는 건강 형평성과 이를 위한 정치적 지원, 새로운 건강 정책 모델

의 개발, 건강도시 자체의 확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건강도시사업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목표, 전략, 지향점 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사실 건강증진사업의 일부로 추진되어온 한계가 있다. 도시의 건강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라는 ‘건강결과’보다 질병을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Determinants of 

Health)’을 포괄적으로 다뤄야만 했는데 이때의 건강결정요인은 개인의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로 접어들면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회환경적 문제, 생활습관의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결

국 건강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결정요인을 찾아내고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도시 계획과 이에 따른 각종 정책과 증진사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정책을 가장 큰 범주로 두고 지자체의 하위 정책으로 매우 협의적인 의미의 

보건소 중심의 건강도시사업이 나열되었을 뿐이다(문은숙, 2015).

[그림 2-4] WHO의 건강결정요인과 우리나라 건강도시사업의 경향(출처: 남은우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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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도시 정책의 국내 도입과 전개

① 지자체 중심의 건강도시 운동과 확산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2년 창원시에 의해서다. 1995년 경

기도에서 계획을 발표한 이후 1996년 과천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 엄 히 말하면 먼저이

긴 하나, 사업 자체가 일시적인 측면이 있어서 본격적인 시작은 2000년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

다.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WHO의 건강도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2019년 8월 기준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lliance for Healthy Cities: AFHC)6)에 우리나

라는 총 95개 도시가 가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4월 기준 101개의 도시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에 가입하여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건강도시사업은 자발성이 강한 사업 특성 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사업계획서

가 다양하며, 보통은 5개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런데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도시계획 분야와 보건 분야의 협력에 의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자체 보건소 단위에서 사업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의 기

존 협의적 개념인 ‘공공 보건적 차원의 접근’을 취하고 있어 건강도시의 실질적 의미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김은정, 2015).  또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들이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고무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시를 비

태동기
( ~2003)

건강도시 개념의 국내 소개
건강도시 사업 최초 추진

도입기
(2004~2006. 08)

건강도시연맹 창립총회
서울시, 부산진구, 원주시, 창원시 건강도시연맹 가입

확대 및 발전
(2006.08~2009)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창립
건강도시 관련 국내외 행사 개최 시작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도시포럼 운영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활동

성숙기
(2010~2012)

제4차 건강도시연맹 국내(서울시 강남구) 개최
보건복지부 건강친화형 지자체 사업 추진
건강증진재단 활동

제2의 도약기
(2013~ )

국내 건강도시 네트워크 역할 강화
건강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필요성 인식 및 법제화 검토

출처: 김은정 외, 2018

[표 2-1] 국내 건강도시사업의 전개 과정

6) 건강도시연맹이란 2003년 10월에 발족된 서태평양 지역 기반 국제적 네트워크로, 현재까지 총 제9차 총회를 개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강남구와 
강원도 원주시가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건강도시연맹의 주요 역할은 회원도시 간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 혁신, 지식 등을 자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2010년 기준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회원도시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면서 범세계적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연결점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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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강도시의 회원도시라는 ‘자격’과 ‘인증’, ‘홍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

어 건강도시사업은 대표적인 ‘일회성 성과 사업’이자 ‘정책적 전략’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건강도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건강도시의 기본적인 원칙, 목표, 기준을 명확히 하

고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② 정부의 지원과 건강도시사업의 유형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총괄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과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사업 개발 및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남은우‧문지영, 2016). 보건복지부

에서는 건강도시포럼을 개최하여 사업 지침 및 전략을 제안하고 평가, 유형 분류 등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2010년 2월에 건강친화형 지자체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하고 지

자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건강도시사업에 대해 거시적인 차

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은우 외(2009)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건강도시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건강생활 실천형, 건강한 생활터형, 위생‧환경 개

선형, 건강 교통형, 건강형평성 개선형, 그리고 건강산업 혁신형이 있다. 건강 생활 실천형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터형은 물리적 장소를 기반으로 

유형 특성

건강생활 실천형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는 도시

건강한 생활터형
마을, 학교, 직장, 병원, 식당, 시장 등 물리적 장소와 생활터에서의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도시

위생·환경개선형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공원, 녹지 및 가로수길 조성, 수변공간 녹지화, 기후온난화 
대응 등 위생·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도시

건강교통형
복지교통, 안전교통, 건강교통, 녹색교통 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사업에 중점을 두는 
도시

건강형평성 개선형
취약계층의 형평성 개선사업, 장애인·저소득층·아동·청소년·여성·노인의 
복지·주거·생활지원 및 안정 등 

건강산업 혁신형 건강관광 및 건강관련 지역특화산업 등에 중점을 두는 도시

출처: 남은우 외, 2016

[표 2-2] 국내 건강도시사업의 유형과 특성

생활터 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위생‧환경 개선형은 각종 오염의 관리, 녹지 환경 조성, 

기후 온난화 대응을 위한 도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고, 건강 교통형은 안전하고 환경 친화

적인 대중교통체계 사업 중심, 건강형평성 개선형은 취약계층의 주거, 생활, 환경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건강산업 혁신형은 건강 관광 및 건강 관련 지역 특화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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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 정책이 처음으로 시작

된 이후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 보건소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제공되어왔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정책은 건강증진방법에 가까운 측면이 있는

데, 최근에는 개인 접근 방법과 동시에 건강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터 중심

의 건강증진방법(Setting Approach for Health Promotion)을 핵심 전략으로 선택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다(김건엽‧김현지‧윤창호, 2011). 실제로 이 개념은 건강도시사업에서 매우 중

요한데, 건강도시를 구성하는 일상의 공간들이 건강해야한다는 인식 아래 건강 증진 학교, 건강 

증진 병원, 건강한 시장, 건강한 작업장, 건강한 마을, 건강한 여행 등을 실천하는 이러한 사업들

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공간(지역, 학교, 직장 등) 속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강도시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건강도시사업이 구현됨에 있어 보다 공간 특정적

인 접근법이 생활터 중심 즉 장소중심적 건강증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마포구 건강도시사업의 전개와 현황

마포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100세 건강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건강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보다 상위개념인 도시 전체의 건강

에 대한 정책적 접근으로서 건강도시 마포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를 제정하여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이후 세부사업으로 건강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건강실천 캠페인,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 진단

을 위한 건강도시 프로파일 작성과 건강영향요인 분석 및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또 대한민

국 건강도시협의회(KHCP) 및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에 가입하여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현재는 마포구의 모든 시책에 건강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

을 사업추진의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하는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Health in All Policies)’을 모

토로 건강도시 마포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주요 핵심정책과 전략으로는 100세 

시대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조성,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안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참

여형 건강사업 발굴, 생애주기별 건강수준 향상, 보건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 안전한 건강환

경 조성 등이 있다.

2) 고령친화도시 정책과 평가

전후의 베이비붐 세대(1953~1960년생)가 은퇴에 가까워지고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고령화 속도

는 더욱 빨라져,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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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를 고령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은 노년기에도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거주자의 정주성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초고

령사회를 목전에 둔 현재 노년층의 신체 및 사회적 변화를 보완해줄 수 있는 고령친화적인 생활

환경의 조성이 당면한 과제이나 아직까지 우리의 도시 공간은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를 유연

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김선자, 2010),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1) 고령친화도시의 개념과 출현 배경

고령친화도시란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시민의 안전, 건강,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환

경을 설계해 불편함이 없고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를 말한다(조윤지, 2014). 고령친화도시는 노

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친화적인’ 도시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고령친화도시는 ‘연령에 상관없

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모든 시민이 사업의 수혜자이자 참여자가 될 수 

있음을 지향한다. 과거의 고령화 정책은 ‘주거지에서의 계속 거주(Aging-in-place)’를 강조해 개

별 주택 단위의 개조,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고령친화도시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정든 곳에서 나이들 수 있고(aging-in-community)’, ‘평생을 위한 지역사회

(Community for lifetime)’의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지역사회 전반의 구조와 설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민 대다수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거주지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

고 활동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과거의 도시환경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거주를 통해 고령사회에서 다양한 노인들이 활동성을 유지하고(박은

희, 2016). 노인의 정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개발 방안으로 주민의 고령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가 정책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은 WHO에서 정의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노년을 활기차게 보낸다는 것은 건강, 참여, 안전 등의 기회를 최적화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주명룡, 2010)으로, 이는 단순히 육체적 이동, 고용 가능성 등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조윤지, 2014). 고령자의 활동성은 

사회 전반의 활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령자 개개인의 우울감 감소 등의 효과도 있다(나건 

외, 2017). 한편 활기찬 노년은 다양한 결정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회적 요소 및 물질적 환경

을 포괄하는 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활기찬 노년에 영향을 주게 되며 따라서  정책, 서비스, 

사회환경,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활기찬 노년의 결정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고령친화도시의 골자가 

된다(주명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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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활기찬 노년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과 고령친화도시 건

설을 위한 8개 사업 분야 및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제시했다. 각 분야의 주요한 체크리스

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동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및 빌딩(outdoor spaces& buildings)’으

로, 도로 정비, 장애물 제거, 경사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이로 인한 물리적, 사회적 불편 없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것이다. 둘째는 활동성

과 연결되는 ‘교통(transportation)’으로, 대중교통 요금, 차량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편리

한 교통은 노인의 이동성을 확보해 다양한 서비스 이용 및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활기찬 

노년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셋째는 거주와 관련된 ‘주택(housing)’으로, 주택 공급과 가

격, 안전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노인이 정든 곳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개인의 주거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주거

주요영역 기본방향

물리적
환경

① 외부환경 및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

-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제고
- 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

② 교통수단 편의성
Transportation

-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편의환경 구축
-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주거환경 안정성
Housing

- 주거시설의 구조·디자인·위치·비용 및 공공 설계
-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

사회·문화
·

경제적
환경

④ 여가 및 사회활동
Social participation

- 고령자의 가족·사회·문화·종교·여가 활동 접근성
- 행정·정보 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

⑤ 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매체 활용
- 지역사회 내 고령자 역할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

⑥ 인적 자원의 활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 고령자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 및 취업기회 확대
-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정보화·
지역사회
보건환경

⑦ 의사소통 및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 정보 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⑧ 의료 및 지역 돌봄
Community 

-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충분성·적절성·접근성 강화
-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

[표 2-3]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및 방향(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지는 노후화되며, 신체 노화로 인해 주거환경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를 개선

해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는 소속감과 연결되는 ‘사회참여

(social participation)’로, 여가활동 장소의 접근성, 독거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내용

을 포함한다. 최근 노인의 사회참여는 과거의 수동적이고 교육받는 노인의 자세를 지양하고, 자

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이 사회적 자원으로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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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는 태도의 측면

에서 나타나는 ‘존중과 사회적 통합(respect & social inclusion)’으로, 대중매체의 묘사, 노인

의 수요 충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존중의 측면은 다른 모든 영역의 실천에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여섯째는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시민참여와 고용

(civic participation & employment)’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평등, 참여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확대나 취업정보 제공 등이 치우친 경우가 많고 적극적인 수준은 아닌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노인의 고용에 대해 소득활동으로 보기보다는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에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제공만을 넘어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일곱째는 ‘의사소통과 정보(communication & information)’로 신

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전달과 시각적으로 명확한 표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 접근성 문제는 

다른 정책 영역의 실질적인 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여덟

째는, 독립성과 관련한 ‘지역사회와 건강 서비스(community & health services)’로, 건강을 위

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정보 제공, 긴급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 건강은 노인의 자립적

인 생활과 활기찬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사회와 건강 서비스를 통해 관리되어

야 한다(김동배, 2011; 정은하, 2016).

WHO가 이렇게 고령친화적 도시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각 도시는 이를 기반으

로 도시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기준은 필요한 변화를 시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준거로서 기능함으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도시 주체가 활용해야 한다(주명룡, 

2010). 고령친화도시의 계획,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이해관계

자들이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개발 참여에서 소외되

어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수요를 이야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던 노인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도 존재한다(김동배, 2011).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교류의 기회를 부

여받을 수 있다. WHO에서는 도시 및 지역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이외에도 정보 교환, 교육, 회의 등을 포함한 다면적이고 역

동적인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사례를 통한 상호간의 양적 피드백이 가능

해질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들의 모델을 공유하거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인 GNAFCC7)(WHO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7)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2007년부터 추진되어온 프로젝트로서, 2015년 현재 전 세계 33개 국가 287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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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현황과 관리체계

Cities and Communities) 가입은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지역의 의

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국제공인 기구의 인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친화도시 조

성에 더욱 용이하다는 의의가 있다(부산복지개발원, 2015). 가입 절차는 다음의 네 단계로 구성된

다. 첫째는 노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정부, 시민사회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이다. 둘째는 앞서 제시

한 8개 영역에 대한 평가 및 가이드라인 개발로, WHO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노인과 시민의 의

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는 평가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3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의 모든 부서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의 전달 및 모니터링 계획, 시행을 포함한다. 회원자격 심사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는지, 실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평가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부산복지개발원, 2015). 고

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가입하는 것은 ‘인증’을 넘어서, 도시가 고령친화적 도시환

경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정은하 외, 2015).

(2)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국내 도입과 전개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이전에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은 

이루어져 왔다. 2007년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원주시 등 

4개 도시가 ‘고령 친화 모델 지역’으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고령화되는 노인보

다는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노인이 배제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고, 실생활의 물리적,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실제적

인 추진이 미흡한 데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지역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부재해 도시의 

기본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고령친화’보다는 공동체 운동 혹은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분석해 도시 및 지역 단위로 적절한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김선자, 2010). 이에 서울시(2013년)를 

시작으로 정읍시(2014), 부산광역시(2016), 제주도(2017) 등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

입해 있으며, 최근 더욱 많은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이 이어져 꾸준히 가입 지자체의 수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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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의 경우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을 처음 언급한 2010년 『2020 고령사

회마스터플랜』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과 함께 “고령친화도시

(Age-Friendly City)"라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목표 하에 2011년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추진 기반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

워크 회원 가입 당시 서울시가 제출한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계획(서울어르신종합계획)은 

WHO 가이드의 8대 영역과는 달리 6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시 실행계획은 WHO 가이드

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3개 영역(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 주거)을 ‘살기 편한 환경’으로,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등의 2개 분야를 ‘존중과 세대통합’으로 통합하여 정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2인생 설계’는 WHO 가이드에 없지만 새롭게 추가된 영역으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50대 베이비부머의 여가, 사회공헌,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여가, 일자리, 건강 관련 내용은 WHO 가이드와 유사하게 영역을 

구성하였다. 다만, WHO 가이드는 ‘인적 자원의 활용’ 영역에서 고용과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다

루지만, 서울시의 실행계획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이 ‘맞춤형 일자리’ 영역이 아닌 ‘활기찬 여가문

화’ 영역이나, ‘존중과 세대통합’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014년에는 2012년에 발표된 3개

년(2013~15년) 단위 제1기 실행계획의 본격적인 실행 시기로서, 실행계획 추진 상황을 중간 점

검하였고 이를 위해서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의 의견 수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5년은 제1기 실행계획의 

마무리 단계로서 추진 성과를 최종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보다 향상된 5개년(2016~20년)의 제2기 

실행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서울시의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

로 홍보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 도시와의 교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 2-6]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운영 경과 및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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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안

한편 마포구는 노인인구 비중이 2020년 1월 31일자로 14%를 넘어서며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20년 이후로 노인 인구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마포구는 모든 주민의 평균연령이 상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

하여 고령사회는 노인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의 삶과 접하다는 문제인식에 기반 

해  2021년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목표로 그 준비단계로서 조례 제정의 계획을 수립해 

현재 입법이 예고된 상황이다. 마포구는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고령친

화도시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위원회 등 민관협력의 체계를 기반으로 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한다. 이후 고령친화도시 8대 주요 실천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고령

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 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일련의 세부

계획을 밝혔다(마포구청, 2020).

3 ∙소결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적 관심사는 복지정책 대상으로서의 노인으로부터 고령화라는 인

구학적 현상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인구의 평균수명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강수명으로 인해 사망 전 평균 10여년의 시간이 유병기간으로 

추산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돌봄과 간병의 가족 부담과 각종 사회적 보장비용의 증가라는 국가

재정의 압박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재 다각도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병기간

을 초래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청년기, 중장년기의 만성질환 관리 부족에 기인하고 발병 이후 돌

봄 인력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입원과 비용 증가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도시환경이 주민

의 건강과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세계적으로 도시 거주자의 건강을 도모하는 건강도시, 고령의 인구가 변화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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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맞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등의 정책과 사업을 펼

치고 있음을 앞서 고찰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우리나라와 각 지자체에 적용되기 시작한 건

강도시, 고령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첫째, 건강도시사업의 경우 건강도시와 건강증진사업의 구분이 선행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정책

적 혼동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건강도시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도시로서 결국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두어 이를 측정, 

개선, 지원, 보조하는 활동을 도시가 수행한다. 따라서 기존의 건강증진사업과 달리 건강도시사

업과 건강도시의 정책은 보다 ‘근본적인’ 건강의 결정요인들을 다루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남은우·문지영, 2016). 즉, 건강도시는 크게 도시환경적 여건과 사회기반의 구축이

란 두 가지 틀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때 도시환경여건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도시기반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자체의 대부분의 건

강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업 역시 대

부분 건강검진 및 금연아파트 조성, 건강강좌, 건강클럽 운영, 지역주민감시단 활동, 건강축제 개

최 등 캠페인성 활동사업이 위주이다(김영현·성은영, 2013). 즉 도시의 물리적 환경차원에서 건

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건강도시사업과 관

련하여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서울시의 생활터 사업8)과 건강친화마을만들기9) 등의 사업은 사

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을 시민들 스스로 건강에 좋은 생활환경으로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나 시 지원의 중단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는 

각각 보건소 지원사업, 복지관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

다(문은숙, 2015).

둘째, 고령친화도시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이고 금전적인 서비스 제공과 시설제공 관리중심의 과거 노인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건강한 노후’를 지향하는 고령친화도시사업이 취약계층 노인들

을 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도시 노인 전반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

로 한 응급체계 및 안전관리 체계, 돌봄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고령친화적 환경조성에는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에서 제시한 교통, 주거, 외부환경 

및 시설 등의 3개 영역을 포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착 국내의 사업은 그 내용이 고령자 주택

8) 건강한 생활터 사업은 2005년부터 서울시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자치구 자율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자치구들이 건강도시사업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서울시 지역기반 건강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건강한 생활터 사업은 건강한 마을터, 건강한 일터, 건강한 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다가 서울시 보조가 중단된 2012년 이후에는 정체되기 시작했다.(문은숙, 2015) 

9) 2012년 시장공약인 ‘시민제안 공모를 통한 건강친화적인 마을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3년간 건강친화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건강마을, 건강도시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건강도시 사업으로 건강친화마을이 시범운영되고 복지건강마을 
지원단이 운영되다가 ‘2013년 건강서울 36.5 보완계획’에 따라 ‘복지건강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복지건강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 건강공동체 사업과 혼재된 채 시범사업으로 종료되었다.(문은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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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에만 치중하고 있어 여전히 일방적인 공급방식 정책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활기찬 노인을 위한 사회적 역할의 증대방안 역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의 개발과 노인의 참여확대 방안보다는 경로당과 같은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만 치우지

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한계이다(정은하, 2014).

고령사회에의 대응은 특정 노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전체와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목표

로 하는 근본적인 과제라는 관점에서 추구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

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을 넘어 주민 개개인이 노년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존엄성을 가지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복지문제로 치환될 것이 아니라 경제, 고용, 복지, 보건, 주택, 교통, 과학기술, 젠더, 문

화, 지역 등을 아우르는 다 영역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건강

도시, 고령친화도시사업과 같은 개별화된 사업들이 기타 경제, 고용, 복지, 교통 등의 영역과 함

께 주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통합적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며 특히 

고령친화, 건강, 보건, 복지, 교통 등이 통합적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사업모델은 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 이전의 정책 및 사업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의 대상에 있어서 현재의 고령세대는 주로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태어나 청년기에 자

신들이 장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장수를 하게 된 세대이지만 앞으로 우리

가 맞이하게 될 초고령사회는 ‘장수를 전제로 생각하는 세대’, 즉 100세까지의 수명을 전제로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렇게 고령세대에 대한 전제가 달라진 이상 정책적 대응도 고령

자의 증가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고령자는 물론 청장년의 모든 세대가 유기

적으로 연결된 연령통합적이며 또 생애주기에 조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또 사업의 범

위에 있어서는 고령친화도시나 건강도시처럼 서울을 하나의 도시로 뭉뚱그려 접근하면 지역별 

현황과 특성의 차이를 놓쳐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기 어렵다(백선혜, 안현찬 외, 2019).. 고령친화

도시나 건강도시의 모든 영역이 서울이나 마포구 전체 평균으로 높은 수준이 되어도 노인 및 주

민이 실제 생활하는 동네가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체감도는 높아지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

운 사업모델은 지역사회가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도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

제 하에 무엇보다도 노인을 비롯한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 궁극에는 모든 주민이 살

던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늙어가고픈 집 주변 동네를 의미하는 근린을 사업의 범위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건강도시, 고령친화도시가 드러냈던 지역사회보다 도

시전체를 겨냥한 보편적 원칙 위주 정책과 일부 계층 노인에게 국한된 복지사업, 보건소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시설 공급에 치우쳤던 건강증진사업 일변도에서 탈피해 주민의 일상생활 범위인 

근린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보다는 크고 도시보다는 작은 지역사회 단위, 근린과 도보권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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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는 마을, 동네 단위를 사업의 범위로 하는 새로운 마을 만들기의 구상으로서 마포형 

AAIC (Active Aging in Community) 모델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구상과 전략 등을 다음의 장에

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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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마포형 AAIC Active Aging in Community 모델의 구상

1 ∙마포형 AAIC 모델의 배경과 개념

1) 고령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거지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거주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노인이 자신의 삶과 사회적관계가 지속

된 장소에서 노화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삶의 질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

요한 문제이다.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노인의 건강, 자립적 생활능력,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대중교통환경, 근린시

설환경 등 노인의 일상적, 사회적 활동과 활기찬 노년을 장려할 수 있는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은 

향후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문제의 사회적 대응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에이징인플레이스(Aging in Place) 관점에서의 주거지계획

1960년대 이래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사회구조도 크게 변화하였고 가족 구조의 기능 또한 많이 

바뀌게 되었다. 전통적 농촌사회는 해체되어 갔고, 노인을 부양해왔던 가족은 점차 핵가족화 되

어갔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가족 돌봄의 전제가 되어온 노인 부양의식이 날로 저하되어 가

면서 점차 심각해지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복지법의 입법

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1981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반영한 「노인복지법」이 제

정된 이후 가족 대신 ‘시설요양’이 제도적 해법으로 등장하였고,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10년 단위

로 수립되는 「장기주택종합계획」과 2012년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률」 등을 통해 주거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인주거정책은 상당부분 요양병원과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설립하거나, 노인공동생

활주택, 노인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여 노인들을 재배치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복지시설이나 노인주택은 개인의 자율성이 규칙과 

간섭으로 인해 침해되기 쉬웠고, 개인의 자립생활이나 사회적 지지를 보장받기 어려운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보다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앞서 있었던 서구 선진국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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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의 ‘관리’가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인플레이스

Aging in Place’ 개념이 노인주거정책의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게 되었다10). 

에이징인플레이스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은퇴 후 고령기에  

접어들어 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시설입소보다는 자신이 살던 장소에서 지속적

으로 거주하는 생활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나 주거의 편리성, 교육환경 등에 따

라 거주지를 이동하는 비노인층과 달리 노인들은 노년기 이후 거주지를 옮기려하기보다는 살던 

곳에서 그대로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들은 주변 동네와 집에 강한 정서적 애착을 느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최희경, 2014). 또 노년기에 접어들면 

개인에게 미치는 주거지의 영향은 더욱 중요해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은퇴와 같은 생애사건을 

경험하면서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주거지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이며 둘

째, 신체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의 활동이 주변 환경에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신체기능의 약화로 노인들은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영역 또한 축소되기 

때문에 근린환경에 국한된 생활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집에서 걸어서 10

분 정도의 거리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적 범위의 전부라고 인식할 만큼 이동성이 현

저히 떨어지는 노인에게 근린환경은 물리적 영역의 의미일 뿐 아니라 소속감과 애착을 느끼며 

삶의 만족감을 갖게 하는 정서적이며 사회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남, 2008). 물리적 환

경의 경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체활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존재하거나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서비스, 의료복지서비스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노인의 삶의 질 역시 떨어지게 되

고,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사회참여와 활동 기회가 근린환경에 조성

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접촉기회가 현저히 줄고 고립감으로 점차 정신적 건강도 약화될 수 있

다. 따라서 신체 및 서비스 환경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하며,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

지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00년대 중후반부터 도시계획과 사회복지 분야 등

에서는 에이징인플레이스 관점의 노인주거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노년

기에 예측할 수 있는 활동범위의 감소, 신체적, 인지적 건강 약화, 사회적 지지 감소 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지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0) 1982년의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1991년 ‘노인을 위한 UN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2002년의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등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노인주거정책 패러다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련의 논의들은 노인에 대한 직접적 주거지원 뿐 아니라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친숙한 장소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노인들의 참여가 지속되어서 풍부하고 정상적이며 안정된 삶의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의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는 곧 ‘에이징인플레이스Aging in Place’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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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고령
친화
환경
조성

(주거)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단계적 확대

(주거)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주거)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 여건 
마련, 원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

(노인 권익)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노인 권익) 독거노인 보호 
강화, 노인 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효행 장려 여건 마련

(노인 권익 및 세대 통합) 
노인학대 예방 체계 강화, 효행 
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세대 
간 이해 증진 기회 확대

(교통)노인보호구역 도입,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지속 설치

(교통) 저상버스 보급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교통)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자료: 변수정, 황남희(2018)

[표 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대책 분야 중 고령친화환경 주요내용

(2)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에이징인커뮤니티(Aging in Community)

에이징인플레이스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노인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

념,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간적 측면은 ‘가능한 한 오래’라는 범위, 

공간적 측면은 ‘본인이 살던 익숙한 곳’의 범위, 관계적 측면은 ‘친숙한 관계’의 범위를 의미 한다

(이윤경 외, 2017). 200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이 살던 장소에서 계속해서 늙기를 원

하는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범주의 노인들이 평생 살아온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에이징인플레이스 정책이 시도되었는데, 에이징인플레이스가 애초 시설요양

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탓에 개별 주택 중심의 접근이 강했고, 또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정책이 워

낙 시설이나 주택의 공급에 집중되었던 까닭에 에이징인플레이스를 지원하는 정책 역시 여전히 

주택공급 중심의 정책에  쏠리게 되었다(조아라, 2013).

이러한 시설 및 주택공급 중심의 에이징인플레이스 정책11)은 현재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수년간 

형성된 다양한 주체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복지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

고 여겨 기존 삶의 터전인 주거지에서 크게 벗어나려 하지 않는12)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할 

11) 2016년부터 시행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친화적 주거 및 사회환경 조성’에서도  노인주거와 관련한 정책은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지원. 노후주택 리모델링, 고령자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의 내용에 그치고 있다.

12)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88.6%는 건강할 때에는 현재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다고 해도 전체 응답자의 57.6%는 방문 진료와 같은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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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는 우리의 대응정책이 고령자 대상 시설과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한정 되

지 않고,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노인계층이 오랜 기간 거주해온 주거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계속거주가 가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금

까지 ‘집’으로 한정되었던 에이징인플레이스의 공간적 개념을 ‘주거지’로 확장하고 노년층의 특수

성을 반영한 계속거주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노인주거정책의 축을 옮기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 그런데 에이징인플레이스의 공간적 개념 범위인 ‘장소’를 집이나 시설이 아닌 ‘주거지’

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002년 WHO에서 제시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이라는 개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활기찬 노년의 개념은 개별 국제기구마다, 그리고 연구자마다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강조점이 달

라 국내에서는 ‘활기찬 노년’ 외에도 ‘활동적 노화’, ‘적극적 노년’, ‘활기찬 노후’, ‘활력 있는 고

령화’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양윤정, 2011). 활기찬 노년은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건강, 참여,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적화하려는 과정이다. 사회의 모든 영

역에서 노인을 고립과 의존의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재발견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회복과 사회적 참여활동을 확대하는 능력의 부여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WHO는 활기찬 노년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로 물리적 환경을 강조한다. 다양

한 물리적 제약이 있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사회로 나오기 어려워 고립되기 

쉽고, 자칫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주택을 포함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노인의 활동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환경, 적절한 교통

체계,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고령친화적이고 신체활동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요구

되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에이징인플레이스의 공간적 개념을 고정된 장소인 주택 중심에

서 동네 단위, 근린 단위의 주거지로 확장시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주목해야할 것은 에이징인플레이스의 개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라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주거환경이다. 관계적 측면에서 에이징인플레이스는 물리적 환경의 익숙함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익숙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때 사회적 환경이란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필요할 때 도움이나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의 존재

(Baily, 2007; Gardner, 2011), 이웃과의 네트워크(Oswald, Jopp, Rott, &Wahl, 2010), 도움

이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Ivry, 1995) 등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노인학자인 Thomas. W. & Blanchard. M.(2009)은 에이징인플레이스의 초점을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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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주거정책의 변화

서 사회적 관계로 옮길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에이징인커뮤니티(Aging in community) 즉, ‘지역

사회에서 늙어가기’로 개념화했다. 특히 안현찬(2017)은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는 정부와 개인

의 경제적 자본과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적절히 혼합해서 활용하고, 실천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도 함으로써 경제적 자본의 부족과 격차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이전 정책들보다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배경 속에서 본 연구의 마포형 AAIC 모델은 ‘살던 곳’의 개념이 정든 집에서 

정든 동네로 확장되고 있는 현재 노인이 노후를 보내는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노인 건강의 3대 요소가 섭생, 신체활동, 교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포형 AAIC 모델은 

노인이 기꺼이 집 밖을 나와서 동네를 걸어 다니며 균형 잡힌 식단의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여가활동도 하며,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지를 지향한다. 또 그동안 에이징

인플레이스의 실천이 대부분 노인주택 혹은 요양시설 등의 개별 건물단위 차원에서 고령친화적

인 설계기법을 적용하는 문제로 집중되었던 한계를 가졌다면, 마포형 AAIC 모델은 주거공간 뿐 

아니라 공공공간, 교통, 건강과 사회서비스, 사회적 관계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공간

복지 및 사회서비스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동네 단위, 근린 단위의 지

역사회로 확장되는 에이징인커뮤니티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소 기반 건강·의료·복지 연계 동네 만들기

고령사회 대응정책은 개별 분야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며 가능한 한 행정 각 부처의 체제와 

정책들이 서로 맞물려 통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포형 AAIC 모델은 장소 기반(placed-based) 건강·의료·복지 연계 동네 만들기를 지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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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민의 건강과 의료 및 복지의 문제를 관련 시설과 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의 다양한 일상공간 즉, 장소(place)를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네 만들기의 새로운 시도라

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건강상태나 의료 서비스 욕구 그리고 복지 수요는 개인 특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편의성, 주거조건, 환경오염, 범죄율, 빈곤율, 사회적 인프라 수준 등)의 영향도 

받는다. 따라서 마포형 AAIC 모델은 각 정책이 지역사회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통합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정책, 보건정책, 복지정책의 연계를 모색하여 건강한 커뮤

니티를 조성하고 돌봄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 도시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의 통합적 전개

노년기 건강악화의 주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 및 환경요인과 접한 연관이 있다. 거주환경이 

부적절하면 낙상 등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독거 또는 사별, 가족들과의 갈등에 의한 심리적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영양불량에 따른 면역력 저하, 위생환경 악화로 인한 감염병 

발생, 기존 질병관리의 부적절함 등도 건강악화의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윤종률, 2016). 

따라서 고령자의 각종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노인건강관리가 단지 보건복지 분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 주택, 건강, 의료, 복지 

각 부서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강을 위해 고려되었던 이전의 도시계획 내용들이 다분히 질병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시

환경의 보완책이었을 뿐 건강을 배려하고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계획은 아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도시가 지니는 물리적 구조의 개선과 증진을 통해 건강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도

시계획과 능동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이를테면 보건의료 이슈들인 고령화, 만성질환, 비만, 건강불평등, 의료비용 등은 해결이 쉽지 않

다. 또한 미세먼지, 기후변화, 물 부족 등 환경문제는 기존의 보건의료 문제를 악화시키고 새로운 

건강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문

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의 건강은 

지역 내 병의원, 보건소만의 노력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며 주민 참여와 도시계획, 환경, 복

지, 교육, 주거 등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 이를테면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병원과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행질환

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일상적 신체활동인 걷기 실천

율을 높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보건소의 걷기교실이나 캠페인으로 될 수 없으며 깨끗한 공기,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로, 마을 동네길 조성, 공원 및 운동시설, 혼자가 아닌 함께 걸을 수 있는 

이웃공동체 등 걷기 친화적인 도시설계가 되어야(김은정 외, 2018)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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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도시계획 간의 연계방안(출처:국토연구원,2013)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은 공중보건의 정책목표인 주민의 건강증진과 접한 관련을 가진다. 예

를 들어 보건의료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더 많은 보행과 신체활동의 촉진을 통한 건강증진이

란 목표는 도시 내 보행로의 연계성과 접근성 개선이라는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

로 달성될 수 있다. 즉 보건의료와 도시계획의 협력을 통해 생활공간을 건강하게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공통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건강도시’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보건의료 부문에 한정된 접근을 하고 있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각 

부문 간 협력적 노력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국토연구원, 2013). 따라서 건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보건부문간의 협력적 정책 추진모델 제시 등 ‘새로운 모형의 건강도시’추진

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마포형 AAIC 모델은 도시계획과 보건의료계획의 연계와 협력을 

시도하는  건강한 동네 만들기의 선행모델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 건강·의료·복지 동네

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과 돌봄의 연속성 제공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궁극적 목표는 노인의 건강노화(healthy aging) 또는 활기찬 노

년의 달성이다. 건강노화란 활기찬 노년과 연관 지어 노인들이 성별·연령별 차별 없이 자립적이

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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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우리나라 성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출처:한국리서치)

적절히 유지할 기회를 보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NIPH, 2006), 결국 이 두 가지 모두 노년기

에도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년기에 대한 준비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청·장년기에

서부터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도록 준비해야한다는 인식은 아직 낮은 상

태이다13). 따라서 건강노화, 활기찬 노년을 달성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은 고령자 인구

군 뿐 아니라 고령화가 될 청·장년층의 건강증진 및 질환 발생의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일상의 

건강관리로까지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마포구의 AAIC 모델은 현재의 

청·장년들이 고령화가 될 시기에 대비하여 각종 보건복지서비스가 다양한 공간정책과 함께 제공

됨과 동시에 신체활동 증진과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일상생활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즉, 주민들

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건강 및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

회 모델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건강한 지역사회는 이전의 건강도시가 보건소

를 중심으로  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개인 단위의 건강행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포괄적 건강결정요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건강증진 본연의 의미

와는 거리가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거지의 건강결정요인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

석한 후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의 기

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지역사회를 지향한다.

한편, 고령사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이다. 기술 및 생활수준

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은 연장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지체되어 만성질환이나 복합질환, 또는 일

13) 2019년 5월 한국리서치의 정기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6%가 
‘경제적 여유’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강 관리’(32%), ‘자녀 및 가족과의 관계’(7%)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경제적 
여유, 건강 관리, 사회활동, 여가생활 총 4개 노후준비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을 물어본 결과 ‘노후의 경제적 여유’에 평균 40점을 부여, 가장 
중요한 분야로 평가하였으며 이어서 건강관리(33점), 여가생활(14점), 사회활동(12점)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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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9 한국의 사회지표」

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10년 전(79.6년)보다 3.1년 증

가했으며, 전년과는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79.7년, 여자가 85.7년이다. 한편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4.4년으로 유병기간은 18.3년이었다. 기대수명이란 출생 직후

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며 건강수명은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

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즉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약 64세가 지나면 질병이

나 사고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18년 정도를 지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흔히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병상에서 생의 마지막 18년 정도를 누군가의 간

병을 받으며 병상에서 지낸다는 것과 같다. 

[그림 3-4] 기대수명 및 유병기간 제외 건강수명 추이(출처: 통계청)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돌봄은 개인,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굴레이며, 정부의 

다각적인 사회서비스의 확대에도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돌봄, 즉 간병은 그 동안 전통적인 가족의 틀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홀로 사는 

고령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재, 시설이나 병원에 돌봄을 의탁하여 가족이 아닌 국가의 돌봄

을 받아야 하는 처지의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는 큰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14).

다가올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서는 기존의 돌봄과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대

는 물론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방문간호 등까지 의료, 돌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가 더욱 크고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다.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이 모든 

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2017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 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에 달했고, 이에 소요된 의료비용도 1인당 
평균 4500만원, 총 5조 6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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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언제나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주치의가 있어야 하며, 중증질환에 걸리

더라도 모든 급성기 병원에 마련된 노인병센터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통합적 의료서비

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원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혹시 질병이나 기능장애 때문

에 고통을 받는 경우 언제든 상담과 적절한 서비스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노인보건복

지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고, 의존적 상태가 되더라도 자신의 거주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 진료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윤종률, 2016). 

이와 같이 노인을 위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돌봄의 연속성

(continuum of care)’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의 기능과 욕구 상태의 변화에 대응해서 개별 노인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적

절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은 고령이 되면 노쇠해지거나 각종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욕구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서비스가 필요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노인 욕구에 부적합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된다면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최대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에이징인플레이스, 에이징인커뮤니

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전용호, 2018).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의 연속성 보

장을 위해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자기가 살아왔던 곳이

자 삶의 터전이었던 지역사회(community)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돌봄서

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단위, 소생활권 단위 주민 착형 보건

복지시스템의 전달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동네의 재구성 즉, 새로운 주거지 모델

의 구상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 AAIC 모델의 구상과 내용 

본 연구는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삶 그리고 고령

기에 접어들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계획되는 주거지 모델로서 마포형 AAIC 모델

을 제안한다. 해당 모델의 구체적 상은 크게 3가지로 밝힐 수 있다. 첫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구상으로서 고령자 인구군 뿐 아니라 고령화가 될 청장년층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발생의 예방

을 도모할 수 있는 일상의 신체활동이 증진될 수 있는 주거지이다. 둘째, ‘활기찬 노후’를 위한 

구상으로서 고령자가 단지 주거만이 아닌 이동, 복지, 여가활동,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지이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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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노후’를 위한 구상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도 시설의 입소 없이 생의 말기까지 자신

이 사는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통합 돌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된 주거지이다. 

각 구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한 노후’_걸어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동네

걸어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동네는 동네 안에서 노인 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모든 세대

가 걸어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걷게 되면서 건강해지는 동네를 지향한다. 걷

기는 신체활동의 증가에 의한 건강증진을 통해 생활습관병15)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성질환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및 제반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걷기를 기본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사회적 자본의 향상과 커뮤니티의 활성화, 주민의 

사회참여도 촉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자의 건강수명 연장 측면 뿐 아니라 지역 활력의 

회복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따라서 마포형 AAIC 모델은 주민이 걸을 기회가 

증가되고 이로써 많이 걷게 됨으로써 일상적인 신체활동은 물론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여 건강이 

향상되고 의료비가 억제된다는 가설에 대한 일종의 마을 실험이다.

(1) 자동차 중심의 생활양식과 보행활동의 부족

자동차 교통은 편리한 이동성과 대중성으로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교통체증, 교통사고, 환경오염, 신체활동 부족 등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영향 또한 가진다. 이 

중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이용에 의한 신체활동의 부족이다. 신체활동이란 근

골격계의 수축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소비량이 비활동 상태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모

든 신체움직임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과 운동(exercise)을 같은 의

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운동은 신체활동의 한 종류이며 엄 히 말하면 신체활동은 체계적인 운동

을 통한 신체활동, 여가를 위한 신체활동, 직업이나 가사에 관련된 신체활동, 그리고 위의 세 가

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적인 움직임으로 구분될 수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15) 생활습관병은 원래 관련 질환인 암, 뇌졸중, 심장병 등이 40~60세 정도에 많이 나타나 종전에는 성인병으로 불렸다. 그러나 90년대를 거쳐 
오면서 이러한 병이 유전적, 체질적 요인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생활습관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또, 중장
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이나 어린이에게서도 같은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면서 생활습관병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게 되었다. 주요한 
생활습관병의 질환군에는 암,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골다공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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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신체활동의 개념(출처: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일상적인 신체활동은 고혈압, 비만, 관상동맥질환, 골다공증, 대장암, 심장병 등 만성퇴행성질환

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우울증 감소 등 정신건강 유지와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또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은 뼈와 근력을 강화시켜 일상생활 활동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낙상

과 골절의 위험을 줄여주며,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불안과 근심을 덜어 주는 등 건강하고 독립적

인 노후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2013년에 발표된 한국인 신체활동지침서가 권장하는

신체활동량은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150분의 중강도 신체활동 혹은 75분의 고강도 신체활동이

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최소 주3 일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포함한 매일 60분의 중강도 신체활동

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저조한 51%에 그치고 

있고, 11세부터 17세의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5.2%로 세계에서 가장 낮아 여러 비전

염성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WHO.2010).

그런데 일상적인 신체활동 중 특히 보행활동은 일상생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시간당 칼로리 소비량을 다른 신체활동(운동)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언제 어디서나 행할 수 있는 

보행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하여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16).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체

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보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외적으로도 보행에 영향을 미치

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근린의 

도시형태와 신체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Handy, 1996; Humpel and Owen, 2002; 

Handy and Boarnet,2002), 걷기와 자전거타기 등 신체활동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요소를 규명

한 연구(Moudon et al., 2003), 보행 등 특정한 신체적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요소를 도출

16) 보행(290~460kcal/h)은 골프(140~490kcal/h), 볼링(140~280kcal/h), 탁구(210~350kcal/h) 등의 운동에 비하여 보다 높은 에너지를 소모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명천 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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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Badland, 2005)가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보행을 유발시키는 오픈스페이스와 같은 공공

공간이나 편의시설의 유무와 그 시설들의 질적 차이가 주민들의 보행량과 보행을 촉진하는 정도

를 크게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Handy et al., 2006).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림 3-6] 성인 걷기 실천율(%)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또 건강증진에 대한 보행의 중요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가 점차 규명이 되면서 우리나

라에서도 건강도시사업 등을 통해 보행증진을 핵심으로 보행권 내의 다양한 용도 혼합, 보행·자

전거 연결성 강화, 공공시설·근린생활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차량이용유발시설 제한 등

의 정책을 펼쳤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역시 ‘성인 1일 평균 보행시간을 증가시키고 1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거주민의 산책 및 운동공간의 확

보, 자전거도로의 설치, 산책로와 등산로 마련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걷기 실천율17)은 39.0%로 3명중 1명꼴로

만 걷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의 걷기 실천율 역시 2017년 기준  35.7%로 3명 중 

1명꼴로만 걷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30대, 40대의 걷기 실천율은 각각 34.7%, 37.2%로 다른 연령대 보다 더 낮아 신체활동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성인 비만율 역시 2005년 31.3%에서 2017년 34.1%로 증가

하여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보행활동을 장려하는 기존의 건강증진 정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은 이들 

정책들이 행정편의에 의해 정책 대상지가 근린생활권인 주거지역보다는 도시 및 시군구 지역차

17)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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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거시적인 공간단위에서 논의 되었고, 따라서 주거지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걷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 및 정책 차원의 실행수단이 부재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따라서 마포형 

AAIC 모델은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한 활동반경의 감소로 일상이 주거지 근린에 한정된 노인

이나,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보행이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청장년 세대들이 주거지

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게 되어버려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보행증진 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에 무관심한 주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거지를 구상한다.  특

히 대부분의 이동을 보행에 의존하는 노인들을 위해 안정적이며 편리한 각종 서비스 시설들을 

보행거리 내에 조성하는 입지 및 배치계획,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운동시설, 교회, 상점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행공간 및 대중교통 계획 등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증진 정책

을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계획과 함께 통합적으로 전개하여 주거지 단위에서 고령자를 비롯한 주

민 모두의 건강증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획 및 실행수단의 테스트베드로서 역할

을 기대할 수 있다.

(2) 걷기 기반 동네계획18)

보행기반의 근린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 동네 어디에서 누가 

어떤 행위를 하며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누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지내는지 잘 모른다. 우리 도시의 근린 주거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었

는지 주거 유형별 기본구조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래된 단독주택 위주의 주

거지나 새로이 공동주택단지로 이루어진 주거지 모두 나름의 걷기를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다고 

본다. 물론 특정 계획개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항상 구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행친화적인 근린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은 항상 해 왔다. 도시 건축 분야에서 걷기는 매우 중요한 설계 개념이고, 

걷기가 등한시 된 적은 그 어느 시기에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하

던 1970년대에도 종합개발 계획보고서에는 보행환경을 강조하는 문구가 존재했었다. 쾌적한 환

경을 설계하고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에서 걷기를 대놓고 소홀히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1960년대 70년대, 심지어는 80년대까지 기성시가지에 고가도로를 놓아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하고, 자동차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지하도나 육교를 

통해서 길을 건너게 한 도시정책은 분명 걷기보다는 자동차 위주의 계획개념에 치중한 면이 컸다는 

점도 인정한다.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급속히 건설되면서 보행의 중요성을 언급은 되었더라

도 도시와 단절되는 단지 중심의 근린 주거환경 조성 방식에서 보행친화적인 섬세한 공간구조가 

우선 시 되기는 어려웠다.  도시계획, 지역계획에서 보행이 우선 시 되는 공간정책이 새롭게 조명

18) 본 내용은 연구진이 의뢰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소현 교수의 원고를 보고서의 형식에 맞춰 재구성하여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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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게 된 시기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대략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속도 빠른 개

발위주의 이전 시대와는 달리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이를 반영하는 계획개념은 최근까지

도 이어지고 있는 지속가능함, 살기 좋음, 건강함 등인데 이를 관통하는 보편적 개념이자 행위로 

보행이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걷기를 생활화 하면 환경 측면에서는 자동차를 탈 때보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탄소배출도 줄고, 건강 측면에서는 신체활동 증진으로 비만과 같은 건강위험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걸으며 느끼게 되는 지역의 장소성에 대한 애착, 걸으면서 타인과 접하게 되는 사회

적 교류 가능성,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에 대한 감수성 증진도 보행의 중요한 이점이다. 그런데 

그동안 도시설계 분야에서 걷기 좋은 장소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정성적으로 기념비적인 곳에 

대해 이루어 졌었다. 걷기가 쾌적하고 즐거운 유럽의 광장과 길, 감동적인 디자인의 건축물로 둘

러싸인 서구의 좋은 장소의 환경 요소들을 예시로 꼽아왔다. 그 장소에는 분명 기분 좋게 걸을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건축물 군락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보행환경 요소들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

들이 자동차, 버스 혹은 전철을 타고 그곳에 가서 기꺼이 걸으며 즐겁게 여가활동을 한다. 단, 

매일 가기보다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 방문한다.

그런데 매일 매일의 일상 보행이 이루어지는 대상지는 우리의 생활환경인 근린주거지, 즉 내가 

사는 동네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린환경은 크게 오래된 동네로 대변되는 저층의 단독 

다세대주택 위주의 주거지와 새로운 동네로 대변되는 고층의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지로 나뉜

다. 오래된 단독다세대 주거지는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범람하지 않던 시절에 생긴 동

네이기에 태생적으로 걷기 위주의 근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물론 이후 자동차를 수용하는 과정

에서 통행량이나 주차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걷기가 꼭 좋은 근린환경이 되지 못하였다. 반면

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아파트 주거지는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대에 자동차 교통편의

를 주요 목표로 삼아 계획된 근린환경이다. 여기서 차량 동행 및 주차의 편리함이 보장되며, 동시

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핸 적극적 개입 노력도 동반된다. 그런데 근린보행 기반 주거지의 

의미를 짚어보고 계획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어디에선가 공부하고, 일하고, 놀고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돌아가는 집, 그 집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이 어디로 어떻게 얼마

나 걷는가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걷기에 좋은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계획 기법을 

새로이 모색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근린 주거환경에서 걷기 동선 계획은 최대한 짧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편리하다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 효율성이 더 이상 전부가 아닌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이 중요하다. 근린 

주거환경에서 걷기가 좋다는 것의 정의는 이제 “걸어서 많은 것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이 걷게 되어 좋은 주거지" 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박소현 외, 2015). 걸어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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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 많이 걷게 되어 좋은 주거지라는 개념 구조에서는 편리한 

최단 동선 제공이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한 번 걸어서 나간 김에 여러 가지 일을 모아서 편리하

게 할 수 있도록 보행목적시설이 잘 연계되어 "걸어서 많은 것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이 걷게 되어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이다.  이는 좋은 보행환경이란 것이 결국은 대상 주민들의 

보행량을 최종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주거지를 계획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니다. 

보행기반의 지역 근린 주거환경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보행에 관련하여 각 사례 대상

지 및 사례 대상 인구군 별로 각기 처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가, 즉,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보행

친화적인 근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가에 있다. 예를 들어 대상 주민을 고령자층으로 조명 할 

경우 도대체 해당 지역 노인들은 어떤 분들이고 근린 주거지 내에서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 걷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근린생활환경과 관련해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노인정, 공원, 복지시설, 시장 등 근린에 위치한 주요 시설의 이용 행태에 한정해 

그 실태를 밝히고 있으며 설문조사에 기초한 통계분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주관적 데이터로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해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또 노인들의 여

가활동은 실내 문화, 복지시설보다 근린공원, 소공원, 놀이터, 집주변 공터 등 오픈스페이스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시설 위주의 접근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 전반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림 3-7] 망원동 노인들의 GPS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 일상생활 공간과 경로
(출처: 정태호, 2018, 홍영희, 2019, 허진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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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의 연구방법에서 분석하기 어려웠던 오픈스페이스를 포함한 근린환경과 노인의 사회

적 활동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노인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걷기 기반의 동네계획은 이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의 보행관련의 물리적인 

주거환경 특성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노인들의 보행 행태에 대해 믿을 만한 근거데이터를 기반으

로 한 생활 착형의 근린계획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길의 자체 환경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길을 매개로 하는 지역과 가로체계, 가로환경의 복합적인  동선 체계, 가로 위계에서 다

양한 동선의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활기찬 노후’_고령자가 사회적 역할을 가지는 동네

고령인구의 규모와 다양성이 커지고, 고립과 의존의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활

기찬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령자가 사회적 역할을 가지는 동네

는 노인이 의미 있는 역할을 찾고 또 수행함으로써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동네를 의미한다. 특히 노인을 일방적인 약자로 대하지 않고 새롭고 생산적인 지역 구성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여가, 문화 등 다방면의 지원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는 연령대나 성별, 

문화 등의 차이를 넘어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통해 모든 연령이 연대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사는 

보람을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1)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한 경제적 결핍과 사회적 역할상실 및 배우자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인과의 

사별로 인해 고독, 상실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심신의 기능 저하로 인해 건강문제를 

초래하는 등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이정훈, 2015). 이 시기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과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뿐 아니라 활기찬 노년을 지향하

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체적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노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반면 도시건축 

분야에서 근린환경과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다. 하지만 과거 가족에서 얻던 사회적 지지가 

약화되고 은퇴 등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의 장이 줄어든  노인들에게 미치는 근린의 사회적 지지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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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및 치매부담 현황(출처: 중앙치매센터, 2019)

또 최근 들어 고독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울이나 방임 같은 병리적 관점의 정신건

강 개념이나 성공적 노화 관점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개념 외에도 고독감이란 개념이 노년기 

주목해야 할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독감은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의 이상과 현실의 괴

리에서 느끼는 불유쾌한 정서적 경험으로서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객관적인 사회적 접촉의 양은 

물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친 함의 정도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서 기인한다. 흔히 혼자 사는 노

인들이 보다 고독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독감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며 진정으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의 부재가 더 큰 요인이다. 특히 우리

나라 노인들에게 고독감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다음으로 노년기에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통계청, 2016). 노인들의 고독감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사회적 역

할 상실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위축과 건강상태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인의 고독감은 생활환경과도 접한 관련이 있어 거주지의 근린환경, 이웃환경, 물리적 환경 

등 전반적 생활환경이 노인의 고독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백옥미, 2018). 

노년기의 대표적 정신장애인 우울 증상 역시 유병율이 높은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전국 

단위의 정신질환 역학조사에서 2011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29.2%가 심각한 수준의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1). 우울 증상은 신체적인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회문제이다. 특히 노인의 우울 증상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의 

장애와 치매로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이자 질환이다. 

또 간병을 하는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고통과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울 증상으로 인한 사회

적인 비용과 손실은 상당히 크다(박소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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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2015)의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근린의 공원, 광장, 커뮤니티센터, 노인정, 북카

페와 같은 근린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제시하여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성공적

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근린환경의 조성을 강조

하였고, 김용진(2016)의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이 사회적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로당과 복지관의 이용이 노인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모임을 장려함으로써 사

회적관계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제 우리는 선행연구들이 규명한 근

린환경과 노인의 삶의 질의 영향관계를 통해 근린환경 내에서의 노인들의 일상 활동과 사회적 

접촉,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에 따라 노인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을 예측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 자립적 생활능력,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린환경, 보행환경, 대중교통환경, 노인시설환경 등 노인의 일상적, 사회적 활동이 장려되

고 활기찬 노년을 장려할 수 있는 동네를 조성하는 것은 향후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

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특징이다. 사회적 지지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 스스로 가치 있다는 느낌 등의 상호 연결망에 연결되었다고 느끼게 

해주는 정보이며 정서적인 관심, 도구적 도움, 칭찬, 정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관

계적인 행위이다. 사회적 지지는 적절히 작용함으로써 노인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 문제 등이 감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위기나 변화가 초래될 때 현실 적응을 

도와주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강태석 외, 2019).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는 약한 

노인의 삶을 유쾌하고 기분 좋게 해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감과 가치감을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과 은퇴와 독거 등  사회적, 정신적 상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여 노인의 자존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베이비부머 세대가 만드는 노인세대의 변화19)

베이비부머 세대란 우리나라에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동년배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2020년 현재 만 57세에서 만 65세 구간의 집단이 해당된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는 2020년 4월 주민등록인구를 

19) 본 내용은 연구진이 의뢰한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이서연 교수의 원고를 보고서의 형식에 맞춰 재구성하여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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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7,173,265명이며,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는 1,301,147명으로 전체 인구의 13.37%를 차지하며, 마포구의 경우 전체 374,426명 중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는 42,599명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 

전체 및 전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비율에 비해서는 다소 적다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20).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 노인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기적

으로 시행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 세대를 비교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 

노인세대 두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이 때, 연령은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인 2017년도 당시의 조사 

대상자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총 380명

(33.3%), 노인 세대는 760명(66.7%)이었고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남성 

181명(47.6%), 여성 199명(52.4%)로 이전 노인세대의 성별 분포(남성 43.1%, 여성 56.9%)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남녀 수명의 차이로 인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지

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 고유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다.

  
베이비부머
(54~62세)

노인세대
(63세 이상)

전체 χ2/t/F

분포 380 (33.3) 760 (66.7) 1,235 (100) -

평균연령 57.89 73.9 66.9 -42.09***

성별
남 181 (47.6) 310 (40.8) 491 (43.1)

4.8*
여 199 (52.4) 450 (59.2) 649 (56.9)

교육수준

무학 1 (0.3) 62 (8.2) 63 (5.5)

146.9***

초등학교 24 (6.3) 232 (30.5) 256 (22.5)

중학교 56 (14.7) 166 (21.8) 222 (19.5)

고등학교 136 (42.9) 194 (25.5) 357 (31.3)

대학교 118 (31.1) 94 (12.4) 212 (18.6)

대학원 16 (4.2) 12 (1.6) 28 (2.5)

무응답 2 (0.5) 0 (0.0) 2 (0.2)

평균교육연수 11.1 8.1 9.1  11.6***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314 (82.6)  502 (66.1)  816 (71.6) 

41.2***
이혼 30 (7.9) 23 (3.0) 56 (4.6)

사별 22 (5.8) 225 (29.6) 247 (21.7)

미혼 14 (3.7) 10 (1.3) 24 (2.1)

평균 자녀 수 1.86 2.81 2.44 -13.8***

출처 : 국민연금공단(2017), 『국민노후보장패널』 (본 분석 자료는 2017년도 조사 자료로 베이비부머 세대 및 
노인세대의 연령은 조사 당시인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혀둠)

[표 3-2]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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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 세대의 교육수준 분포를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

(136명, 42.9%), 대학교 학력(118명, 31.1%)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 데 비해, 이전 세대

의 경우 초등학교(232명, 30.5%)와 중학교(166명, 21.8%)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차이를 보여 

학력 분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들의 평균 교육 년 수를 비교해본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는 11.1년, 이전 세대는 8.1년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교육 년 수가 유의

미하게 높았다(t=11.6, p≤.001). 또 혼인 상태에서도 세대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두 

집단 간의 연령 차이로 인한 사별 및 배우자의 부재를 제외하더라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이

혼(7.9%) 및 미혼(3.7%)의 비율이 이전 세대(이혼 3.0%, 미혼 1.3%)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족 

구성에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 세대의 평균 자녀 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

었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평균 1.86명으로 이전 세대(2.81명)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었

다.(t=-13.8, p≤.001).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 노인세대의 경제활동 및 노후준비 현황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경제적 독립 여부나 노후준비, 저축 유무 등에서 

노인세대에 비해 안정적인 상태로 보이나 단, 부채 잔액이 높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 중 현재 취업 상태인 경우는 272건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하여 노인세대(185건, 24.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독립 여부에서도 

베이비부머의 65.7%(249건)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라고 응답하여 노인세대(38.8%, 288건)

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후 준비 상태에 대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47.4%인 173명이 ‘준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노인세대(29.5%, 54건)에 비해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는 비율이 높았으

며, 작년 한 해 저축 유무에 대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33.9%인 129명이 저축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 노인 세대는 8.0%(61명)만이 저축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부채 잔액의 경우, ‘있다’라고 응답

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187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해 노인 세대의 경우, 29.2%(222명)만이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연령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경제적 

독립 상태나 노후 준비, 저축 유무 등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더 많은 준비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며, 부채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 이들 세대의 경제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여 이들의 경제적 기반이 노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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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54~62세)

노인세대
(63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

취업 272 (71.6) 185 (24.3) 457 (40.1)

비취업 108 (28.4) 575 (75.7) 683 (59.9)

계 380 (100) 760 (100) 1,140 (100)

경제적 독립

독립 249 (65.7) 288 (38.8) 537 (47.9)

비독립 130 (34.3) 454 (61.2) 584 (52.1)

계 379 (100) 742 (100) 1,121 (100)

노후준비

준비하고 있다 173 (47.4) 54 (29.5) 227 (41.4)

준비하고 있지 
않다

192 (52.6) 129 (70.5) 321 (58.6)

계 365 (100) 183 (100) 548 (100)

저축유무
(작년 한 해)

있음 129 (33.9) 61 (8.0) 190 (16.7)

없음 251 (66.1) 699 (92.0) 950 (83.3)

계 380 (100) 760 (100) 1,140 (100)

부채 잔액

있음 187 (49.2) 222 (29.2) 409 (35.9)

없음 193 (50.8) 538 (70.8) 731 (64.1)

계 380 (100) 760 (100) 1,140 (100)

출처 : 국민연금공단(2017), 『국민노후보장패널』 (본 분석 자료는 2017년도 조사 자료로 베이비부머 세대 및 
노인세대의 연령은 조사 당시인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혀둠)

[표 3-3]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 및 노후준비 현황

한편, 베이비부머새 세대의 사회참여활동 현황 및 욕구와 관련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중장

년 세대의 사회참여 및 공헌활동 참여 욕구는 높으나 실제 참여 실태는 다소 저조하며, 그 이유로 

참여 경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음이 지적되고 있다. 강소랑 외(2017)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Ⅰ』에 따르면, 서울시 50+세대의 과반수 이상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를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2011)의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는 사회참여 및 봉사

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정책적 지원방향

의 하나로 사회공헌 활동에 비중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 고령사회정책과의 『신중년 인

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년 8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의 사회공헌 활동 영역이 사회복

지기관 및 종교단체에 편중되는 등 50+세대의 노하우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재능봉사의 활성화

가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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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서울시 성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출처:서울시 50플러스 재단, 2019)

이상의 조사결과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는 

생존해 있는 부모와 미혼 자녀의 비율이 높아 향후에도 일정 기간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하며, 자녀의 결혼 등으로 경제적 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

대가 현재의 경제적 기반을 노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 세대의 경제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갖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높은 사회참여의 욕구를 갖고 

있으며, 높은 교육 수준이나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베이비

부머 세대의 사회참여는 이전 노인 세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베이비부

머 세대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아울러 

베이비부머 세대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사회참여의 통로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가 저조한 원인의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50플

러스재단에서 제공하는 ‘50+커뮤니티’ 활동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중장년 

세대의 사회참여는 사회공헌을 지향하며, 정신건강 및 사회관계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

여 이들 세대의 사회참여를 통한 공헌 욕구가 높고,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참여활동의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또래 집단의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 형성은 중장년층이 겪는 경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역할상실로 

인한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개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노년기 이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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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존엄한 노후’_정든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동네

전근대사회에서 노인을 돌본 건 가족이었다. 평균수명이 짧고 식구가 많았던 때에는 가족이 노인

을 부양하는 게 가능했다. 공공복지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터여서 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했다. 현

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가족 돌봄의 전제조건이 통째로 흔들렸다. 영양, 위생, 의료체계가 

발전하면서 노인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었지만, 그중 많은 시간 동안을 만성질환을 겪게 됐고 돌

봄 기간과 부담은 늘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삶을 지속하는 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할 때 가족이 모든 돌봄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 더 이상 자기 집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노인들은 시설로 보내졌다(안현찬, 2017), 그러나 우리는 노인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적 비용이나 

부담으로서 정책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써 '노인'의 행복한 삶을 환기할 때 이제는 노인돌봄 정책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어야할 때이다. 특히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기를 

바라는 노인들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계속 살기 원

하는 자기 집과 동네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다 존엄하게 생의 말기를 맞이할 수 있

는 근린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지역사회와 재가중심의 노인돌봄정책이 필요

평균수명의 증가로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축복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이나 지혜를 청년층에게 전수해주면

서 나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는 이유는 바로 노화로 인해 노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인은 

언젠가는 노화로 인해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때 부양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노인 혼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일상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이러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인력

과 비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고 노년을 보내게 된다. 그러

므로 이들은 가족 수준이나 사회적 수준에서 젊은 연령층의 노동인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는 가구 단위에서 노부모 부양에 따른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2018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통계청의 질문에 국가와 사

회가 책임지거나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모부양은 가족의 

역할’이라는 가치관과 태도가 급변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거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

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이 통계청의 지난 17년간 사회조사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는 물음에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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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70.7%에 달했던 것이 2018년에 와서는 26.7%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2년을 시작

으로 2006년 63.4%, 2010년 36.0%, 2014년 31.7% 등의 과정을 거친 수치다. 반면 국가와 사

회 등이 책임져야 한다는 공적 부양 의식은 지난 2002년 19.7%에서 54.0%까지 크게 올랐다. 

이는 19.7%에서 2006년 28.8%, 2010년에는 51.3%로 껑충 뛰었고, 2014년 51.7%를 거쳐 나

온 수치다.

[그림 3-10] 부모부양 책임자 변화 추이(2002-2018)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 외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2002년 9.6%에서 2018년 19.4%로, 오르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2년 9.6%에서 2006년 7.8%로 잠시 주춤, 2010년 이후 12.7%, 2014년 

16.6%로 꾸준히 상승했다.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모 부양관도 상당히 달라졌다. 

가족 중에서 누가 부모부양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장남이란 응답은 2002년 15.1%, 2006

년 12.4%, 2010년 5.0%, 2014년 2.0%, 2018년 1.3%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락했다. ‘아들 모두

에게 책임이 있다’는 답도 2002년 13.9%에서 2006년 5.1%, 2010년 2.8%, 2014년 1.1%, 

2018년 1.0%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 밖에도 '아들·딸 자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

식은 2002년 20.5%, 2006년 31.8%, 2010년 23.1%, 2014년 24.1%, 2018년 19.5% 등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행된 핵가족화에 따른 부모부양과 관련된 국

민의 가치관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0).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국가 복지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젊은 노동인구의 조

세 부담의 증가를 유발한다. 일부에서는 노인 부양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새

20) ‘가족vs사회, 부모부양책임은 누구에게?’, 2029. 05.부경일보(http://www.b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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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사회적입원 현황과 경로(출처: 중앙일보, 2017.07. https://news.joins.com)

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라고도 하지만 지금까지 노인부양과 관련한 일자리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이 한 번 부양의 손길을 받기 

시작하면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이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이다(윤민석, 2015).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와 돌봄, 연금 등 다방면에서 고

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비용 증가가 가파르다. 한편에서는 늘

어나는 의료비용이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2020~2025년이면 인구 전체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돼 고령화에 따른 사회 비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지난 2008년에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생긴 장기요양보험은 지출이 무섭게 늘어나며 최

근 3년 연속 보험료 인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2008년 5700억 원 규모였던 지출은 올해 8조

2000억 원까지 늘어났고 내년에는 9조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

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확

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질병 치료가 아닌 생활, 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장기

간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등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반적인 사회비

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대다수 노인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주택과 지역사회에

서 지내기를 희망하므로. 의료서비스도 가능하면 재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노인

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재가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유럽 대부분 국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였

고 일본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해 의료체계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신이 익숙한 집과 지역에 머무르면서 가족과 친족, 친구, 이웃과 교류를 통해 고령자들을 돌보

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 같은 '사회적 입원'이 '사회적 비용'으로 더욱 커지기 전에 그에 대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21).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과 추진방안 연구 56

(2)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위한 과제22)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

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

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추진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사회서비스체계를 일선에서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라고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많은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케어가 보건복지서비스의 지향을 표현하는 용어이면서 동시에 성인 취약계층을 지원하

는 제도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하여 돌봄 체계를 시

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미국에서는 취약계층도 자신의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시설입소 대신에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시행한 개호

보험제도를 2005년에 개혁하면서 예방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설급여를 축소하며 재가급여

를 확대하는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서비스 제도 면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선 국

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래 살던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

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벌이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목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구조와 방법, 서비스를 구성하는 내용, 

이용자와 제공자를 포함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높아지는 재정 압박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를 포괄하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커뮤니티케어는 1970년대 이후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보건복지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누적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서구사회에 공유되

어 있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슬로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한정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형 생활시설 모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서 집중적으로 확대된 지역사회복지기관 모델, 2000년대 중반기 이후에 새로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는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이용자 선택제도 모델이 공존하면서 상호 분절적으로 작동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커뮤니티케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업을 동시에 요구한다(김용득, 2018a).

첫째, 대형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 소규모 거주방식으로 거주지원 서비스(residential services)

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서구와 같이 지역사회에 위치하는 소규모의 케어홈, 너싱홈을 집중적

21) 병원신문, “초고령사회 대응전략”, 2020. 01.16. http://www.khanews.com

22) 본 내용은 연구진이 의뢰한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의 원고를 보고서의 형식에 맞춰 재구성하여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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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 기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위탁보호(foster care)

를 강화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공유생활(shared lives)23)과 같은 가정

형 거주서비스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이 적절한 주택을 찾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지원주거(supportive housing services)나 적절한 주택(affordable housing)24) 찾

기와 같은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역사회 지원서비스(non-residential support services)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구분 내용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제공
・2022년까지 4만호 목표
– 어르신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개조(집수리) 실시
・2022년까지 72.4만 세대 목표
–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설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어르신을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주민건강센터’ 대폭 확충
・2022년 250개 시군구 목표, 2025년 소생활권 단위 설치 목표
– 어르신의 집에서 진료·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 지역사회 기반의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 경로당·노인교실에서 운동, 건강예방 등 프로그램 활성화
・경로당 대폭 확대(2025년까지 4만 8000개소) – 병원 ‘지역연계실’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 지원

재가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OECE 선진국수준으로 확대(2025년까지 노인의 11% 이상)・재가서비스 이용률 확대

(2025년까지 80%) – ‘종합재가센터’ 설치로 서비스 통합 제공과 품질 향상
・2022년까지 시군구별 1개 설치
– 재가 의료급여 신설,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 지원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와 통합 제공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으로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신설
・민·관 협력 모델 마련(지역케어회의)
・어르신 지역 돌봄 시범마을 선정･확산(2025년 시군구별 4개, 총 1000개) –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 및 사례관리인력 대폭 확충
・지자체 전담인력, 종합사회복지관 등 인력 정원, 자원봉사자 활용

출처: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표 3-4]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4대 중점과제

23) shared lives 제도는 이용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서비스 
평가기관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소형거주시설이라 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서는 거주시설
이라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처음에는 거주를 제공하는 목적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단기휴식(short break), 낮 활동 지원(day support)을 
제공하는 shared lives 도 있다.

24)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집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저리대출, 저가 
임대주택 구매, 공공주택 임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이를 affordable hous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Housing Choice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affordable housing을 지원하는 단체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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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치매노인 152명이 자유롭게 사는 네덜란드 호그백의 근린계획
(출처: 헬스조선, 2017.12. http://health.chosun.com)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가정을 기반으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정지원 서비스(in home 

services), 서비스가 제공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자가 방문하여 낮 시간을 잘 보내도

록 돕는 통소형 낮 활동 서비스(day services),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반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특별한 서비스(이동지원, 의사소통지원, 고용지원 등)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거

주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할당하면서 개인

에 맞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설계해 주는(planning) 공공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지원서비스가 공공전달체계를 통해서 매개되도록 하는 공급

구조의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라는 공간을 단위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자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25)의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

호적인 동네 만들기, 취약한 사람을 돕는 시민홍보 등과 같은 지역사회 선의를 이끌어 내는 다양

한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캠프힐 동네26), 정신장애인 동네인 일본 베델의 집, 치매노인을 위

한 동네인 네덜란드의 호그백 동네27) 등과 같은 공동체 방식도 제도적 지원 기반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구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과제는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면서 난이도 높은 구체적인 과업이다.

25) co-production은 1970년대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데,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미국에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계기는 시카고 지역에서 경찰이 거리 순찰을 없애고 차량 근무로 전환하
면서 범죄율이 높아진 사실을 규명하면서이다. 경찰이 거리순찰을 통해서 시민과 대화하고 정보를 얻는 등의 시민참여 과정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최근에는 특히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적용이 확장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다(en.wikipedia.org).

26)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공동체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 
남아공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다(http://camphill.net). 영국에는 73개의 캠프힐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3,000여명의 발달장
애인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경기도 양평에 ‘캠프힐 코리아’라는 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27) https://hogeweyk.dementiavill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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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커뮤니티케어 목표
- 예방, 건강관리 및 재가서비스 재원을 통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지원

선도사업 목표

-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우해 지역실정에 따라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하는 모델 개발

- 병원, 시설에서 재가로의 복귀, 정착 지원 모델
- 재가에서의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 예방 모델

대상군(예시)

- 요양(재활)병원 입원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원하는 환자
- 급성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로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케어가 필요한 노인
-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노화, 사고, 질병, 기능상태 저하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노인

모델

출처: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표 3-5]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노인 통합돌봄 모델(기본안)

2018년 3월 정부는 보건복지부 내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 5월에 사회

복지위원회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28)을 국무회의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 발표하였다. 이어서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분야에도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

나 이들 분야에 대한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9년 6월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1차 선

도사업이 공모를 통한 선정 절차를 통해서 실시되었다. 노인 분야(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분야(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 분야(경기 

화성시) 등에서 1차 선도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노인분야에 한하여 8개 

지자체(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에서 2차 선도사업이 시작되었다. 선도 사업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군구 단위에 커뮤니티케어 추진 조직을 만들고, 읍면동 단위에 안내창구를 설치하

28) 이때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문서는 커뮤니티케어 대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커뮤니티케어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국회 등에서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돌봄이라는 표현은 커뮤니티케어가 가지는 복합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은 덜 강조되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과 추진방안 연구 60

[그림 3-13] 서울시 돌봄 SOS센터 주요사업의 구성

는 공적 전달체계 확충 영역과 민간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 인프

라를 확충하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선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형 통합돌봄 모델인 ‘서울시 돌봄’SOS센터 추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성동구,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2021년까지 전체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

건복지부의 선도 사업 내용과 상이한 면이 있지만 지자체에 새로운 창구를 설치하고, 지자체로부

터 의뢰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운영 구조면에서는 유사하다. 다

만 서울시의 경우 새로운 인프라를 종합재가센터로 칭하고, 이를 사회서비스원에 포함시켜 운영

한다는 점에서는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과제는 서구에서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보건

복지서비스 제도의 단계적 개혁을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보건복지서비스

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하

기 위한 현재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투-트랙(two track)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에는 보건복

지서비스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공급체계의 개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전달체계의 개편, 보건복지서비스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

록 하는 예방적 서비스의 강화,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

다. 또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면 단기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범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에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정하고, 이를 지역단위에서 해소하는 시스템을 찾아가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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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

딜사업,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과 협업으로 같은 지역에서 각 부처의 관련 사

업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과제는 혁신해야 하는 미래 

과업의 명확한 시간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 시범사업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미래 과업의 청사진에 반영되는 긴 한 관련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안정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

어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의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3 ∙소결

장래 고령사회의 노년기 삶과 사회 환경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을 둘러싼 인간관계, 사회활

동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지역사회의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범주

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근린환경과 사회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고령인구가 평생 살아온 곳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에서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삶을 풍

성히 누리는 복지를 누리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삶 그리고 고령기에 접어들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계획되는 주거지 모델인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체적 상을 첫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주거지, 둘째, ‘활기찬 노후’를 위한 주거지, 셋째, ‘존엄한 노후’를 위한 

주거지로 구상하였다.

첫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주거지는 걸어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동네이다. 동네 안에

서 노인 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모든 세대가 걸어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걷게 

되면서 건강해지는 동네를 지향한다. 걷기는 신체활동의 증가에 의한 건강증진 뿐 아니라 걷기를 

기본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사회적 자본의 향상과 커뮤니티의 활성화, 주민의 사회참

여도 촉진하여 고령자의 건강수명 연장 측면 뿐 아니라 지역 활력의 회복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마포형 AAIC 모델은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한 활동반경의 감소로 일상이 

주거지 근린에 한정된 노인이나,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보행이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

는 청장년 세대들이 주거지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게 되어버려 일상에서 걷기를 실

천할 수 있는 보행증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에 무관심한 주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거지를 구상한다.

둘째, ‘활기찬 노후’를 위한 주거지는 고령인구의 규모와 다양성이 커지고, 고립과 의존의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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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령자가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동

네를 의미한다. 특히 마포형 AAIC 모델은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높은 사회참여의 욕구를 갖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나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성 등이 뛰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노인을 일방적인 약자로 대하지 않고 새롭고 생산적인 지역 구성원으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교육, 여가, 문화 등 다방면의 지원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연령대나 

성별, 문화 등의 차이를 넘어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통해 모든 연령이 연대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사는 보람을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한다.

셋째, ‘존엄한 노후’를 위한 주거지는 가족부양, 가족돌봄의 전제가 해체되기 시작한 이후 그동안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비용이나 부담으로서 정책대상으로 간주되어 왔

던 노인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재조명되고 이에 근거하여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인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하는 동네를 의미한다.  특히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기

를 바라는 노인들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계속 살기 

원하는 자기 집과 동네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근린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존엄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노후의 돌봄공간과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제공함으로써 존엄하게 

생의 말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한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존엄한 노후를 위한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은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주거환경,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 고령자의 라

이프스타일을 배려한 공공공간, 상업공간, 문화공간 등의 생활인프라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될 복지의 관점에서 공간과 복지를 연계

한 통합적 융복합 정책으로서의 전환점이 되는 모델로서도 반드시 역할 해야만 한다. 기존의 복

지제도는 개인·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 대상을 공간

적인 접근이 아닌 인구사회적 계층으로만 판단해왔다. 또 기존의 공간계획은 총량적 관점의 물리

적 시설계획이 주를 이루며, 시설 수요자에 대한 배려 혹은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온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미시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으로 해당 지역의 수요 맞춤형 혹은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솔루션 제공하고 고령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기반하여 복지패키지(시설 인프라, 프로

그램, 서비스, 정책 등)를 적지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 모델의 밑그림으로서 마포형 

AAIC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상을 밝혔다.

또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은 초고령사회의 대응방안을 보건·의료대책 문제만이 아닌 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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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보건·의료정책의 통합정책으로 보고 자치구 단위 건강증진, 보건복지 정책이 기존 시스템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부터 네트워크인 ‘복지공간체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시정책을 융합

하여 전개되게 함으로써 장소기반의 건강, 의료, 보건, 복지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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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마포형 AAIC Active Aging in Community 모델의 추진방안

1 ∙ AAIC 모델의 추진전략

본 장에서는 3장의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에 근거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감소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모든 주민이 나이를 먹어도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동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동네를 목표로 하는 마포형 AAIC 모델은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존엄한 노후라는 대전

제 하에 첫째, 걸어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동네, 둘째, 고령자가 사회적 역할을 가지는 

동네, 셋째, 정든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동네를 구체적 상으로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구상과 관련해 각각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보행을 촉진하는 근린환

경 조성, 둘째,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제공, 셋째, 주민의 건강의식 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제공을 제안한다.

1) 보행을 촉진하는 근린환경의 조성 

동네에서의 걷기는 소득이나 연령, 신체적 능력 등의 사회적 조건을 떠나서, 근린에 거주하는 모

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활동이기에, 걷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근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시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솔닛, 2003; 아마토, 2004). 또한, 걷기를 포함

한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ies)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보편적인 이해를 바탕

으로 근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보행이 일반 성인의 전체 신체활동중 약 8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는 걷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이 주민건강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서한림 외, 2011).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utilitarian physical activity) 중 보행

(walking)은 가장 값싸고 손쉽게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행위이면서 모든 경제활동

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신체활동이다.  특히, 근린환경29)에서의 보행, 즉 동네에서의 걷기는 일상

29) 근린환경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협의적 개념으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 교회, 도서관, 마을회관, 
경로당, 초등학교, 공원, 하천과 같은 물리적 공간범위를 말하며, 광의적 개념은 거주자의 통학, 출퇴근, 쇼핑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이 주거지 주변에 확보되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권( 이형숙, 2011)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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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운동부족층과 운동충족층의 7:3 법칙(출처:쓰쿠바대학쿠노연구실(2010)

생활 편의시설 방문이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 수단이며, 그 자체로도 

훌륭한 여가활동이자 신체운동이 될 수 있다. 보건 분야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운동 

강도가 낮더라도 매일 반복되는 정기적인 신체활동이 건강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주거지 주변의 운동장이나 헬스클럽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을 운동장이나 헬스클럽으로 유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보행활동이 건강증진 측면에서 다시금 주목

받고 있고 특히 주민들의 보행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근린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활동량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이경

환 외, 2014). 

한편 일본의 경우 쓰쿠바대학원(筑波大学大学院)의 인간종합과학연구과 쿠노(久野譜也) 교수가 

1996년 이바라키현의 호코타시와 쓰쿠바 대학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노인건강증진 프로젝트인 

「태양마을 프로젝트」30)를 통해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의 효과가 생활습관병이나 와병생활을

예방함으로써 의료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장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지만 그 성과가 각 지자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건강정책이 의과

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건강증진 차원에서만 접근해왔던 것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일상생활에

서의 행동변화를 통한 신체활동과 운동습관의 증진은 도시환경, 사회적 관계, 교육, 교통 등 지역

의 사회적, 물리적 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좁은 의미의 의·과학적 건강정책만으

로는 개인의 행동변화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30) 태양마을 프로젝트는 쿠노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과학적 근거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약 2년에 걸쳐 호코타시의 고령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고령자의 생활기능과 정신건강의 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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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근린환경과 생활습관병과의 영향관계
(출처:H. Tamemoto, Obesity and Diabetes, Vol. 8 No.923, 2009)

이와 함께 쿠노 교수는 정부의 건강정책은 건강지식이 부재한 계층, 즉 건강무관심층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였다. 건강지식은 개인이 건강과제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정보와 서비스를 획득, 처리,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쿠노 교수는 조사를 통해 7:3

의 법칙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일본 성인인구의 약 70%가 운동부족 인구이며, 이 중 다시 70%가 

앞으로도 운동을 할 의사가 없는 건강무관심층으로 밝혀진 것을 의미한다. 건강무관심층의 특징

은 건강을 위한 건강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려는 태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무

리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하여도 건강무관심층에는 그 정보가 거의 도착하

지 않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변화도 촉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문제해

결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건강정책이 운동할 의사가 없는 50%의 주민을 대상으로 접근해야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건강무관심층의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관심 그대로 일상적인 신체활

동의 증가 및 건강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2009년 지치의과대학(自治医科大学) 테마모토(為本浩至)교수의 조사결

과가 있다. 도쿄, 오사카, 아이치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의 주요이동수단 조사에서 자동

차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아이치현이 당뇨병 환자 외래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의존하는 편리한 생활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적 견해를 고려한다면, 이 조사결과는 

보행을 억제하는 대중교통환경이 생활습관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 같

은 근린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지식을 공급하고 행동변화를 촉구하여도 건강한 사람

을 늘릴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도쿄, 오사카, 아이치현 지역 거주

자의 건강지식 정도가 서로 차이가 없다는 데이터도 있어 이에 근거한다면, 아이치현주민의 생활

습관병의 발생은 개인의 생활습관보다는 사실 도시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04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방안 69

또 보행은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손쉽고 경제적인 여가 활동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근본

적으로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데 의미가 더욱 크다. 생활보행은 출퇴근, 등하교, 

업무, 쇼핑, 사교 등 개인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하철과 버스

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기초적 교통수단으로 휴식, 그리고 만남의 장과 같은 다양한 

편의적 요소들이 수반돼야 한다. 또 목적에 따라 보행자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등의 지름

길을 주로 이용한다. 그러므로 보행을 증진하는 근린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보행자의 통행과 주

민 생활의 조화를 위해 배려와 이해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 근린주거지역에서 어떠한 물리적 

특성이 보행환경 요소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가령 2006년 이후 미국

에서 이루어진 일부 연구들은 근린설계에 시사점을 주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데 대표적으로 반경 1km내 식료품점, 학교, 식료품점+상점+레스토랑, 교회+학교가 조합된 목적

지 유형의 개수가 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료품점, 은행, 먹고 마시

는 장소, 식료품+상점+레스토랑까지의 범위가 짧을수록, 오피스 군과 조합된 기능이 멀리 있을

수록 보행범위가 늘어남을 밝혀내었다. 이 밖에도 가까운 식료품점이나 학교까지 경로의 직접성, 

인도의 길이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었다.

한편 한 번에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걷는 것과 한 번에 10분 씩 세 번 나누어 걷는 것이 운동효

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하루 중 걷는 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일상생활 중 거리에 나와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다시 다른 가게에 가거나 혹은 공원을 

들려 집으로 들어가는 짧은 걷기만으로도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잠깐씩이라도 걷는 

기회를 자주 만들 수 있는 동네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거리에 보행을 유발

할 수 있는 상업, 복지, 의료 등의 생활시설을 입지시키거나 녹화와 조경 등을 통해 매력적인 가

로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주민의 보행을 촉진시키고 워킹로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행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시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인근 버스 정류장, 우체국, 슈퍼, 편의점, 이발소, 

병원, 출장소, 주민센터  등의 일상경로, 공원 주변 등 산책과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를 통해 조성

되는 보행네트워크가 걷기 좋은 공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적절한 어메니티 요소들이 계

획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은 약화된 신체능력으로 인해 이동성이 제약되어 활동의 대부분이 걷기의 행태로 나타

나는데, 근린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외부활동이 줄게 되고 다양한 신체

활동, 여가활동, 사회적 활동 또한 줄어들어 전체적인 삶의 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노인이 집밖을 

더 자주 나와서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이 걷게 되어 자연스럽

게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노인이 현재의 거주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물리적 

여건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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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노인의 걷기와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출처:국토교통성(2016))

는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법 뿐 아니라 주거 및 근린생활권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 및 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 

녹번동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보행활동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특성

에 대한 연구 결과 범죄안전성, 보행환경의 질, 보건 및 복지시설 이용 편의성,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의 질이 노인의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의 걷기활동의 빈도 및 참여시간이 물리적 환경요인 중 가로휴게시설, 분리된 보행로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GPS 장비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보행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 이를 통하여 노인들의 보행행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노인들의 외부활동 및 

보행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 노인들의 보행의 빈도가 높은 근

린 내 가로는 가로의 활력도가 높고, 보행자를 위한 편의 및 휴게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보행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들의 보행활동은 대부분 근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번에 평균 244m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다은, 2020). 

또 고령자의 도보이동을 고려할 경우 고령자가 휴식 없이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는 평균보행 지

속거리인 약 500m-700m31)를 기점으로 벤치 등의 휴식시설과 음수대, 공중 화장실 등을 적절

하게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보행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행경로에 대한 안

내와 이정표 등의 설치도 필요하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교통의 교차

를 방지하고, 생활도로 통과교통의 속도를 억제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

고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계획도 중요하다(이형숙, 2011).

31) 니가타시, 기후시, 시키시, 우시쿠기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민설문조사, 2010



04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방안 71

  2)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제공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있는 현재 사회적 인연과 단절된 채 거주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

는 은퇴노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노인은 기존에 거주지에서 형성해온 관

계망과 커뮤니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우려가 크고 이러한 고립은 노인의 외부

활동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교류의 기회에서도 소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자발적인 

과잉 여가시간에 직면하게 된 노인은 심리적으로 약화되기 쉽고 또 나아가서 생활만족도 및 행복

감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마포형 AAIC 

모델은 노년기의 여가시간을 지역사회 활동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주거지에 

제대로 조성해야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사회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노

인의 비율은 20.9%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 노인의 23.3%, 여성 노인의 19.2%가 사회활동을 전

혀 하지 않고 있었고 남성의 고립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들은 여행 , 학습활동, 

동호회활동, 친목단체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 자원봉사, 종교활동 등 6개 사회활동 가운데 평

균 1.5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1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전체의 32.4%로 가장 많았

고, 2개 25.7%, 3개 14.7%, 4개 이상 6.2% 순이었다. 또 저연령, 고학력, 노인부부가구, 신체적 

기능의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참여하는 활동이 많았다. 분야별로 보면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율

은 53.7%, 친목단체 참여율이 45.6%, 국내외 여행 경험은 33.8%였다. 반면 학습활동(12.9%), 

동호회(4.4%), 자원봉사(3.9%), 정치·사회단체(0.4%)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같은 결

과는 한국 노인 5명 중 1명은 여행이나 종교활동, 동호회 등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그림 4-4] 노인의 사회참여 규모(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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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고령기의 제2의 장소의 상실과 제3의 장소의 축소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의 정신건강과 고립, 고독사 등의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

데 사회적 고립 집단에 대한 행정의 면 한 발굴과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32).

최근의 연구에서는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군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지역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지역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고령자군에서는 외출 빈도

나 가족 이외의 대화빈도가 그렇지 않은 고령자군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

고 있다. 또 쉽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이면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노인의 지역 활동 정착이 안정화

되고, 이는 고령자에게는 사는 보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사회적 인연과 단절된 채 거주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노인에

게 커뮤니티 활동이 실천될 수 있는 거점의 조성은 더욱 충실히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레이 올덴부르크Ray Oldenburg는 ‘가정’ 과 ‘직장이나 학교’라는 필수적 장

소에 이어 개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인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제 3의 장소Third 

place’로 부르며 그 존재를 지적했다(Oldenburg R, 1989). 은퇴노인의 경우 현역시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제2의 장소인 직장이라는 거처를 상실한 후 “살고 있는 지역에 있을 곳이 없다‘는 

32) ‘노인 5명 중 1명 사회활동 안해…고독사 위험 가능성 커’, 중앙일보,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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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제3의 장소의 부재를 토로하게 된다. 직주분리의 도시에서 지역에 대한 아무 연고도 

갖지 못한 은퇴노인으로서는 제3의 장소를 재구성하는 것이 어려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령

자의 개인활동, 사회참여, 봉사활동 등과 가까운 친구 또는 이웃의 수와의 관련이 입증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주지 내 커뮤니티 거점공간의 조성은 노인 교류의 장으로서, 또 제3의 장소를 구축하

고 확대시켜 나가는 관점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고령자의 

경우 고령자의 지식과 경험을 살린 지역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찾고 다양한 세대와 교류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 특히 노인이 집 밖을 나올 수 있는 사회

활동 참여와 외출의 목적이 되는 장소, 활발한 교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장소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거점공간의 입지와 커뮤니티 내에

서의 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자전거나 도보로 갈 수 없는 거리에 위치한 커뮤니티 거점공

간은 결국 노인을 집안에 고립되도록 하며, 커뮤니티 활동에 별다른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채 

서비스 제공의 수혜자로서만 역할하게 되는 고령자는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려워 역시 지역 

활동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 사회참여를 원하나 외출이 쉽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인이 

처해있을 경우 기꺼이 사회적 활동에 나서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적 활동 참여를 위

한 외출이 쉬운 동네환경, 노인이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사회적 활동의 장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 특히 고령자가 자전거나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고령자 개인이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시설의 기능을 복합

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최근에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제 2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중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노년기 삶을 바라보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식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

지 우리사회는 노인을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짐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노인세대가 다른 세대들로부터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당당한 일원으로서 노인의 역할

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1단계

는 의식주가 안정된 일상생활, 2단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 3단계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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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드는 것으로, 4단계는 활동하는 영역에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이다. 마지막 5단계는 자신

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마무리하는 웰다잉이다. 이를 노인의 욕구로 치환하면 1단계와 

2단계를 넘어 은퇴한 중장년층은 자신의 인생 후반에서 3단계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림 4-6] 노인의 5단계 욕구(출처: 우버人사이트, 2020, http://uberin.mk.co.kr)

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이 드는 것’이다. 또 4단계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영역에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스스로 올바른 가치를 정립함으로써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노년을 살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동아리 활동을 지역사회가 제공하여도 고

령자의 요구와 실제로 요구되는 활동의 불일치가 있어 제대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단체식사,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노인을 보편적 정책대상이라기보다 소수의 소외계층으로 인식하는 한계로 인해 

참여한 노인이 단순하게 손님이 되어버림에 따라 자발적 참여가 미진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단지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주체로 인식

하고 노인의 상황에 맞게 생애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 

은퇴 후 세대가 오랜 세월 길러온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지역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수명의 연장을 실현하는 등의 장점이 크

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인을 분리하고 격리하는 사회가 아니라 노인과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 노인이 사회의 잉여적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를 당연시해야하는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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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노인문제에 대한 청·장년의 인식과 우려(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또 노인연령대의 경우 고정적인 연령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편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의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보다 청년층이 노인의 상황을 더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19~39세) 중 80.9%가 '우리 사회가 노인에 부정적 편견이 있

고, 이 때문에 노인 인권이 침해된다'고 답했다. 노인 응답률(35.1%)의 2배 이상이다. 노인에 대

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은 일자리·복지비용 등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종합보고서에서 청년 

56.6%가 '노인 일자리 증가 때문에 청년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노인 복지 확대

로 청년층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답한 청년 비율은 77.1%에 달했다. 고령사회로 청년들의 부

담이 느는 것이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낳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노후생활에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한다'는 문항에 대해 청년 80%가 동의했다. 세대 갈등에 대해서도 청년층이 훨씬 

심각하게 느꼈다. '노인·청년 간 갈등이 심하다'는 문항에 20·30세대 81.9%가 '그렇다'고 답했

다. 이는 노년층(44.3%)의 거의 2배 수준이다33).

그러나 서로 다른 연령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린 아동들의 경우 노인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에 대

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와 같이 사회 환

원적인 활동은 다른 연령층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연령차별적 

시각을 개선하고, 다른 연령들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실제 개인이 종교 활

동이나 정치적 활동 등 실질적 사회참여를 하는 경우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고, 공동체적인 인식 또한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정순둘 외, 2017). 따라서 모든 노인활동은 

무엇보다도 세대 간 공감과 교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다른 세대와 단절된 채 노인들만의 활동

이나 문화에 머문다면 아무리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립되고 격리된 집단으로 

남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단순히 단순한 절차나 진행상

33) ‘[노인 보는 청년 시선이 어둡다’, 조선일보, 2018.3. http://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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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가 아니라 진정함 세대 간 교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주부들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프로그램 등 세대 간 유대감이나 화합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주민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제공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질병치유와 생명유지를 주목적으로 했던 '치료중심'에서, 생활의 질을 유

지하고 향상시키면서 신체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유지를 목표로 하는 '관리중심'으로 변

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은 개인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변화를 통한 신체활

동과 운동 등 건강행위의 증진을 위한 근린의 물리적 여건의 개선 뿐 아니라 주민의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력의 증진도 필요하다. 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료 

및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가능한 살아온 익숙한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계속하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가정에서 고령자를 돌봐줄 수 있는 구조를 지역사회나 동네 

단위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고령자의 돌봄을 전개

함으로써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의 연속성을 완수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의 존엄 및 자립심을 지켜

가면서 생의 말기까지 존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공공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정확한 건강지식과 정보의 제공34)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질문을 잘 해야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설명

을 잘 하지 않는 의사를 만나면 아예 건강 정보를 들을 수 없었다. 이제는 건강 분야에서도 ‘정보

의 홍수’ 시대다. 인터넷 공간은 물론 각종 건강 정보를 담은 책도 셀 수 없이 많다. 문제는 건강 

정보가 모두 옳은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게다가 예를 들면 약을 많이 

팔기 위한 목적에서 썼거나 값이 매우 비싼 특정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도록 하는 즉 상업적인 

의학 정보도 적지 않다.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건강 정보도 드물지 않다. 정치나 경제, 사회 등 인문학적 분야에서

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치관에 따른 정보의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아 널리 알려져 있었다. 

과학이나 의학 등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과학이나 의학 분야에서도 독해력이 필요하다. 이른바 ‘건강정보 이해

력’이라 부를 수 있는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개인이 건강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강정보와 서비스

34) 본 내용은 연구진이 의뢰한 한국보건인력개발원 김양중 교수의 원고를 보고서의 형식에 맞춰 재구성하여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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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획득, 처리,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과거에 견줘 이른바 4차 산업의 시대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인터넷 등에는 아예 의학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되는 의학 정보도 과다할 정도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건강 정보의 이해력 또는 독해력이다. 이를 영어 표현으로는 ‘헬스 리터러

시’(Health literacy)라고 부른다. 한 번에 키워질 능력은 아닐 수 있지만, 몇몇 사례를 통해 어떤 

건강 정보들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며 또 이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림 4-8] 성인 남녀가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의존하는 정보원(서울대학교 병원, 2013)

건강 관련 방송이나 신문 기사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를 찾으라면 오래 산 사람 즉 ‘장수인’이다. 

100세 넘긴 장수인의 삶에 대해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 평소 술과 

담배를 즐겨 하지만, 산 중턱에 집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신체활동은 많이 했다는 내용도 방송되기

도 했다. 또 음식은 가리지 않고 먹되 육류는 물론 채소 종류를 많이 먹었다는 내용도 소개되기도 

했다. 공통적으로 웃음이 많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한다고 내용도 나왔다. 대체로 건강하게 살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뇌졸중 등으로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의학

계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장수 관련 연구에는 연구의 기본을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을 많이 한

다. 왜 그럴까? 당장 장수하는 이들을 국가별 또는 민족별로 비교해 보면 먹는 음식 등 생활습관

이 크게 다르다. 1997년 8월 122세 나이로 숨진 프랑스 출신의 장 칼망은 우리나라 장수 노인들

처럼 두부, 된장 등을 즐겨 먹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 방식대로 식사를 하는 등 그 나라 생활습관

으로 살았다.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장수인은 빵과 고기가 주식이어서 이것을 평생 먹

고도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즉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 같은 생활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일찍 죽었다. 과거와는 달리 단지 오래 산다는 수명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수명’이 중요하다. 병들어 오래 사는 것은 자칫 고통

일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적절한 운동, 채소나 과일이 많은 식단, 충분한 

잠,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금연, 절주 등을 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암 등 중대질환에 대한 정보는 선별해 받아들이지만 다이어트, 운동법 등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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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않아 보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준은 낮아서 건강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의 주장이면 

대개 그럴듯하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텔레비전 건강정보 방송 프로그램의 17% 정도

가 건강에 해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디어뿐 아니라 인터넷 정보

를 통해 얻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더라도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거나 또 잘못된 

건강 정보의 확산이 불필요한 병원 방문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35). 사람들이 인터넷 건강 정보

에 이렇게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는 “병원을 찾을 경우 

대부분 환자들이 의학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데다 진료 시간도 길어봐야 10여 분에 

불과해자신의 병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증상과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건강 정보는 되려 ‘아는 게 병’이 되는 것이다. 출처도 저자도 검증되지 

않은 불량 정보가 버젓이 난무하며, 사이트 설명에는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쓰여 있지만 

막상 클릭하면 건강 보조 식품 판매에 초점을 두고 이를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검색 사이트에 ‘암’이라고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이와 관련한 웹사이트가 모니터 가득 뜬

다. 그런데 그중에는 단순히 건강식품을 소개하면서 ‘위암, 폐암, 간암 등에 치료 효과가 좋다’고 

현혹하는 사이트들이 ‘스폰서 링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 사이트보다 상단에 위치하기

도 한다. 가방이나 구두라면 잘못 구입해도 돈 낭비에 그치지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잘못된 선택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우에는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36).

[그림 4-9] 노인의 병의원이용정보 문해력과 약물복용정보 문해력(출처: 박은자 외, 2020)

35) ‘의대생들 국회서 국민 헬스 리터러시 향상 위한 정책 제안 발표’, 메디게이트 뉴스, 2019. 8.29 https://www.medigatenews.com/news/

36) ‘의료정보의 허와 실’, LUXURY  2010.9. 디자인하우스



04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방안 79

한편, 노인의 경우  다수의 만성질환을 보유한데 비해 자신의 질병 및 건강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건강정보가 노인의 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높은 수준으로 쓰여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었다. 질병 및 건강관리에 대한 이해부족은 

부적절한 건강행위로 이어지므로 노인의 적절한 건강행위를 위해서는 그들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이해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정희 외, 2014).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정책적 제안이 거의 없었다. 건강 및 보건 관련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에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1년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오픈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국내 건강보험의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서도 외부 사이트(건강iN) 및 웹진(건강나래), 홈페이지(심평원 홈페이

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해당 사이트의 접근성이 민간 사이트들에 비해 다소 낮아 건강정보의 소비

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정보제공 활용성 증대 방안과 실질적인 전략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②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 모색437)

고령사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이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자택이나 

그룹홈 등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말한다. 특히, 노인은 고령이 되면서 노쇠해지거나 각종 만성질

환 등에 의한 서비스가 필요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만약에 돌봄의 연속성이 담보

되지 않고 노인 욕구에 부적합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된다면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최대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마포형 AAIC 모델은 지역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및 주거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노인에게 적절히 제공되는 장소 기반의 커뮤니티케어를 전

략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37) 본 내용은 전용호,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연계’, 보건사회연구 38(4), pp. 10-39, 2018를 
발췌 요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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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증노인 (3) 경증노인 (2) 허약노인 (1) 건강노인 욕구
사정 
결과

장기요양 1-2등급 
노인

장기요양 3-5등급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A,B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C 노인

-(요양)병원(다수), 주로 2차, 3차 의료기관 -주로 1차, 2차 의료기관 의료

-의료가정간호(병원 파견)
-방문간호(장기요양)

-보건소서비스(건강증진, 방문간호사서비스 등) 보건

-시설서비스(공동생활가정, 요양원) -등급외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등급 외 A,B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독거노인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저소득층 사각지대 노인대상) 등

복지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주간보호,단기보호 등)

(1) 만성질환이 있어도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건강노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A,B)의 ‘허약노인’, (3) 
장기요양 주로 3-5등급의 ‘경증노인’, 마지막으로 (4) (요양)병원(주로 중증 질환자)이나 요양원(주로 
장기요양1-2등급자) 등에 입소해서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중증노인’으로 분류했다

[표 4-1] 노인의 욕구에 따른 주요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출처: 전용호, 2018)

노인의 건강 및 돌봄과 직결되는 의료･보건･복지 영역의 주요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

료영역은 주로 병원, 의원 등에서 제공하는 치료와 관리 등 의료서비스다. 1차, 2차, 3차 의료기

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둘째, 보건영역은 건강의 예

방과 검진, 건강의 관리 및 치료 지원 서비스로 주로 보건소 서비스가 해당된다. 노인을 위한 건

강검진 및 건강증진과 함께 지역보건법과 관련 기타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보건기관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다. 셋째, 복지영역은 노인의 사회적 안녕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사회 

복지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서비스가 해당된다. 

[그림 4-10] 커뮤니티케어의 개념(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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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의 이슈들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영역에서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보건기관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했지만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뤄져서 지역의 보편적인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은 전달체계가 일반 병원이 아닌 

주로 보건소에 국한되어 사각지대가 많고 그 대상자가 주로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선별적이기 때

문에 중산층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시스템으로는 취약하다(이상영 등, 2012). 특

히 보건소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노인의 질병 및 만성질환을 조기에 찾아내는 중요한 

서비스다. 이 사업은 현재 40세와 66세에 딱 2번만 제공된다. 1차 검진에서는 진찰, 상담, 골

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을 하고 2차 검진에서는 고혈압, 당뇨 확진검사, 우울증, 인지기능

장애검사 등을 한다(박세경 등, 2016). 그러나 노인의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은 현실을 감안할 

때 66세에 한번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부족하다(선우덕, 2016). 생애주기가 길어

지는 것을 고려해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늘려서 질병에 취약한 노인을 위한 사전 건강검진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욕구/
서비스 영역

의료
(병원, 의원 등)

보건
(보건소, 간호, 재활 등)

복지
(사회적 돌봄)

만성질환 보유 
건강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C)

-1차 의료기관의 ‘주치의’ 시
스템과 만성질환관리시스템
의 취약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구
분과 역할이 불분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일
반인 대상이지만 저소득 취약계
층이나 건강관리군 등이 대상

-노인 생애주기검진은 66세 이후
에도 필요함

허약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A,B)
-왕진제도 부재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 방문건
강관리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보건소 방문간호사 인력부족으
로 진단, 상담 위주 기본서비스 
제공

-예방적 기능 수행의 한계

-단순 안부확인과 가사
수발 중심 획일적 서비
스 제공

-저소득층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분절성과 혼잡
성으로 접근성 문제

경증노인
(장기요양 등급 

3-5 등급)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적 : 
요양원의 촉탁 활용의 한계

-요양원: 부적절한 대상자 서비스 
이용

-노인의 높은 욕구에도 방문간호
서비스 축소

-재가에 적절한 간호서비스 제공의 
취약성: 고난도치료 욕구 많지만 
상담위주 서비스 제공

-재활, 영양서비스 비급여

-가사수발 중심의 질 낮
은 서비스

-빈곤과 복지급여의 부
족으로 많은 노인의 영
양 부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
직률과 인력의 부족 문제

중증노인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부적절한 대상자의 요양병
원 서비스 이용

-요양병원 서비스 질, 인력과 
제도의 문제점

-높은 외래환자 입원일수로 
고비용 의료

-의료기관의 재가가정간호 서비
스 비활성화: 퇴원 후 지속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의 필요에 비해 
부족한 서비스 공급

[표 4-2] 노인의 욕구별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영역별 주요 이슈(출처: 전용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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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역에서는 허약한 노인을 위한 왕진제도가 부재해서 재가에서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 33조에 따르면, 의사는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

을 해야 하고 일부 대상자에게 왕진이 이뤄진다. 하지만 왕진은 진찰료나 진료비만 수가에 산정

되고 교통비 등은 노인 환자가 지불하고 그 밖의 비용은 수가에 산정하지 않으므로(이윤경, 정형

선 등, 2017) 의사들은 병원 내의 의료행위가 수입이 더 좋고, 결국 왕진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가에서 의사를 통한 왕진과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강조하는 서구와 

비교할 때, 우리 재가 의료서비스는 크게 뒤쳐져 있다.

복지영역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여러 돌봄서비스(노인돌봄종합, 노인돌봄기

본,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서비스 내용이 비슷하고 저숙련 돌봄서비스라는 한계가 

있다(전용호, 2015).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초기에 보장성이 취약해서 개발된 

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와 그 내용이 동일하고 서비스 급여량만 

다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에게 필요한 단순한 저숙련의 가사수발과 신체수발서비스가 

주요 영역
의료

(병원, 의원 등)
보건

(보건소, 간호, 재활 등)
복지

(사회적 돌봄)

각 영역 내의 연계

-의료기관 간 경쟁 등으로 환
자의 협력, 의뢰, 회송 등의 
미흡

-지역단위 기관 간 역할분담
과 협조체계 구축 한계

-3대 재가간호서비스가 부족, 
더욱이 재가간호서비스 간 
연계부족으로 오히려 대상자
나 서비스의 중복 문제 발생

-영리 장기요양기관의 급증으
로 복지관련 기관의 연계와 
협조가 어려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내와 등
급외자를 위한 서비스 연계
가 되지 않음

의료-보건 연계
-민간 중심의 병, 의원과 공공에 기반한 보건소 간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상자와 서비스 등의 의뢰와 연계 등이 제한적

보건-복지 연계
-보건과 복지 관련 기관이 늘고 있지만 제도가 지역차원에서 
연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각각 발전하면서 양 영역 기관들의 
지역차원 연계가 미흡함

의료-복지 연계
-제도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이뤄짐. 예로 요양원의 
중증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나 촉탁의 확보가 어렵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간 역할 
구분의 모호와 경쟁으로 협조 어려움

[표 4-3] 노인의 포괄적 욕구 충족을 위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영역별 연계의 이슈(출처: 전용호, 2018)

제공되고 주로 유무급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므로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전용호, 

2015).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단순한 안부확인에 그치고 형식적 사정으로 불필요한 노인도 서비

스를 이용한다. 이와 함께 등급외자 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되어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서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 등급외자 서비스는 모두 조세방식이지만 예산의 

제약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서비스 이용의 우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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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료와 보건, 복지 서비스의 ‘영역 간 연계’는 더욱 취약하다. 노인의 만성질환 심화나 

질병으로 인한 기능악화로 보건의료와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패키지’ 제공이 필요하지

만 제도적으로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가급여 이용노인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입소되지 않도록 하거나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이 집으로 복귀하면 바로 보건의료

와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정형선 등, 

2017). 고령자에게는 의료적, 비의료적 돌봄 필요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지만 이에 상응하는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되지 못해 급성기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재활이 안되는 회복기를 보내

거나 만성적인 장기요양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 이와 같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되었던 

고령자들이 시설을 나와 집과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설의 회전문’ 현상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또 장기요

양보험의 재가노인은 방문요양과 같은 복지영역의 서비스만 주로 제공되고 재활이나 의료서비스

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이용해하는데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등은 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또 보건과 복지 서비스 간에 공식적 연계체계도 미흡한 상태다.  보건소, 정신

건강복지센터, 치매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재가노인센터 등 여러 보건

과 복지기관이 늘고 있지만 지역차원에서 이들 기관간의 실질적인 연계를 통한 대상자의 의뢰와 

통합적인 지원은 미흡하다. 따라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대상자 중복과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접근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적으로 의

료와 보건, 복지 영역 간의 서비스 연계나 조정의 업무를 명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자치구에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형태의 영역 간 서비스의 실질적인 연계

나 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포형 AAIC 모델과 같은 새로운 지역

사회 모델의 구상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전달체계 및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의 실험을 

적극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 AAIC 모델의 사업지침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고령자의 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능의 확보 

상황, 지역의 교통 환경,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수준 등 해당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현재 뿐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가까운 미래에 지역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관련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지역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도시데이터, 의료데이터, 

복지데이터 등 다각적인 통계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분석할 뿐 아니라 관련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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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마포구 지역생활권 현황

시민의 건강의식, 지역사회 참여의식 등 마포형 AAIC모델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견조사를 일체적

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실태파악을 통해 수집된 각종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

터들을 분석한 결과를 도시계획 GIS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도상에 맵핑하거나 혹은 데이터 간의 

상호 관계 등을 쉽게 분석,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함으로써 시급한 지역과제와 우선순위를 효

과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계획의 수립 및 과제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역의 진단

(1) 지역의 진단과 진단지표38)

노인의 일상 생활권을 조사한 기존의 연구들은 노인은 걸어서 15분 거리, 약 750m 범위39) 내에

서 하루의 대부분의 필수적,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마포형 AAIC 모델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대상 지역의 범위 또는 기본 단위는 행정동 

38) 본 내용은 연구진이 의뢰한 서울연구원 안현찬 박사의 원고를 보고서의 형식에 맞춰 재구성하여 게재함

39) 노인 평균 보행거리 47.9m/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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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정의 자료원

도시기반
시설

시설배치

생활서비스 
시설

의료시설 도보권 인구커버율
: 병원, 약국, 의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국토지리정보40)

복지시설 도보권 인구커버율
: 국공립, 민간 경로당, 노인교실,  

어린이집, 기타 문화시설 등

상업시설 도보권 인구커버율
: 주거편의시설, 소매점 등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도보권 
인구커버율 : 관공서, 우체국, 국공립, 
민간 도서관, 버스 정류장, 지하철 등

교류시설
교류공간 도보권 인구커버율
: 운동장, 놀이터, 산책로, 휴게시설, 

[표 4-4] 지역 진단지표의 구성과 주요 내용

단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년 서울연구원이 강동구 천호동과 자양동의 노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근린시설 이용행태와 보행경로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10분 이내 거리의 

경로당,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은행, 친구/이웃집 등을 방문하고 15분 이내 거리의 병원, 약국, 

문화시설, 공원, 재래시장/대형마트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들이 20분 이상을 

걸어서 방문한 장소는 복지관, 체육시설(수영장, 등산), 종교시설, 직장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

로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관련 시설 이용을 기준으로 도보 10분-15분 거리로 권장하되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행정동 단위 정도의 규모가 바람직하며 또는 통근, 통학,  쇼핑, 여가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생활권(소생활권) 규모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마포형 AAIC 모델은 보건, 복지, 주거, 교통, 생활시설,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서비스의 유기적인 결합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포형 AAIC 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의 진단 역시 과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각종 데이터에 근거하여 실시하되, 인구사회학적인 기초데이터 외 도시의 물리적 환

경데이터, 사회적 환경데이터, 주민의 건강행동 및 건강의식 데이터 등 도시 뿐 아니라 보건 및 

복지 분야의 각종 자료원을 활용하여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진단에 활용될 지표는 크게 

도시의 인구사회학적 지표, 도시기반시설 지표, 건강상태·의료비 및 의료환경 지표, 주민 건강의

식·건강행동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도시의 인구사회학적 지표는 인구 및 인구구조, 인구

변화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상지의 인구수, 인구 성비, 연령구성, 유소년 인구비율, 노인인구비

율, 독거노인인구비율, 노령화지수, 인구의 증감 추이 등이 포함된다. 지표의 주요 진단 항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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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정의 자료원

쉼터 근린공원,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녹지공간 등 

이동성

교통분담율
-대중교통 통근 및 통학 비율
-통근 및 통학 도보비율
-자가용 통행률 등

-서울서베이41)

-가구통행실태조사42)

-유동인구조사  등

가로환경

-보행로 유형 및 가로 비율
-토지이용유형 -보도너비
-장애물 및 가로수 여부
-도로 경사도 등

-서울시 수치지도
-공공공간데이터 GIS 
-구글 및 포털 위성사진 
및 로드뷰 등

건강상태·
의료비· 
의료환경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수준 -성인비만율
–정신건강(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등)
–만성질환 유병률(고혈압, 당뇨병 등) 
-환경성 질환 유병률(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43) 
-마포구 건강도시 프로파일

의료비 ·
의료환경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노인 1인당 장기요양보헙 급여비
-의사 1인당 인구 수 -간호사 1인당 인구 수
-1인당 보건예산액 –의료환경 만족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44)

-지역사회건강조사

주민
건강행동·
주민의식

건강행동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성인흡연율 –성인 금연시도율 –체중조절 시도율
-쇼핑이나 산책, 외출의 빈도 등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주민의식
-지역활동 참가여부 -지역활동 참여횟수 등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지인의 수 등

-설문조사

40) 국토정보플랫폼에서는 전국을 100m, 250m, 500m, 1km의 등 격자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건물, 토지 관련 정보 및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를 구축한 국토통계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대상 500m격자 지표를 생활SOC 접근성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41) 서울시가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증에 대한 서울의 사회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시정책지표 조사. 서울 서베이의 지표체계는 매년 해당되는 기본모듈, 홀수년도에 진행되는 모듈A, 짝수년에 조사하는 모듈B로 
구성되어 있음. 각 지표모듈은 기본모듈로 <인구와 가구>, <경제>, <주거와 생활>, 모듈A는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거버넌스>, <복지와 
여성>, <가치와 의식>, 모듈B는 <교육과 보육>,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로 전체 총 12개의 분야를 바탕으로 지표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42)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는 가구정보, 가구원정보, 통행정보 등으로 구성되며 통행정보에는 통행목적, 통행수단, 출발정보, 도착정보, 동행인수 
등 개인의 통행특성이 자가기입식으로 조사된다.

43)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보건사업 통합평가지표
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 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1개 표본지점 당 평균 5개의 표본가구를 선정하
여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전수를 대상으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개인조사와 가구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조사는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손상),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교육 
및 경제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조사는 가구소득, 거주형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전국 시군구 단위의 개인 자료 활용이 
가능하며 지역 단위의 다양한 행정지표들을 함께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4)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는 건강위험요인 관리,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만성질환 발생 현황 파악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다. 공단이 제공한 자료에는 고혈압‧당뇨병‧암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출한 55종의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련지표와 항생제 관련지표, 기대수명 지표를 포함한 총 57종의 지표가 수록됐다. 20세 이상 전 국민의 진료 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 건강보험자격 및 보험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업장 단위, 읍‧면‧동 단위, 장애인 단위의 세부 인구집단별 건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써, 효율적인 보건의료 정책수립 및 평가에 활용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자체(보건소) 보건담당자라면 누구나 
자료에 접근하여 관련 지표를 조회할 수 있어 맞춤형 건강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용한 관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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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시기반시설 지표는 생활서비스 시설, 교류공간의 시설배치 측면과 이동성의 측면에서 진

단할 수 있다. 현재 도시계획 분야에서 생활SOC로 분류되는 생활서비스 시설의 배치와 관련한 

지표는 병원 및 보건소 등 의료시설의 도보권 인구커버율 ,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 복지시

설의 도보권 인구커버율, 시장 및 마트, 식당 등 상업시설의 도보권 인구커버율, 공공기관 및 공

공시설 등의 도보권 인구커버율을 포함한다45). 교류공간 배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복합 커뮤

니티 센터 등의 실내 교류공간과 야외 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산책로, 휴게쉼터 등 실외 교류공

간의 도보권 인구커버율이 해당된다. 이동성 측면은 통근이나 통학 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분담률, 쇼핑이나 통원, 통근 수단에서 차지하는 도보비율, 대중교통 접근성, 자가용 통행률 등  

이동수단의 분담률 지표와 보차병행, 보차혼용, 보행전용 가로비율, 도로의 경사도 등46) 가로환

경 지표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건강상태·의료비·의료환경 지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출생률, 연령별 사망률 및 사망원인, 만성질환(암, 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률, 성인 비만율,  환경

성 질환율 등이 포함되며, 의료비 및 의료환경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추이를 분석

할 수 있는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노인 1인당 장기요양보헙 급여비와 필요 의료서비스를 추정할 

수 있는 의사 1인당 인구수, 간호사 1인당 인구 수, 1인당 보건예산액 및 의료환견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셋째, 주민의 건강행동 지표는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식습관, 운동 및 신체활동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성인흡연율, 성인 금연시도율,  

쇼핑이나 산책, 외출의 빈도 등 건강 및 운동습관에 대한 행동조사 데이터를 자료원으로 한다. 

또 지역 활동 등에 참가 여부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횟수 등의 주민의식 조사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 노인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지인의 비율, 고령

자의 취업률 등도 추가될 수 있다. 이밖에 주민이 건강하게 노화를 맞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며 

또 지속적인 돌봄과 함께 계속 거주할 수 있는 AAIC 모델의 추진을 위한 지역의 진단지표는 제

시한 진단항목 뿐 아니라 기존의 고령친화도시, 건강도시에서 제시하는 진단지표나 보행환경, 가

로환경 연구를 통해 입증된 진단요소 등 다양한 진단지표를 활용할 수 있고47), 계량적 데이터뿐

만 아니라 설문조사, 통행일지, GPS 기기나 모바일폰의 앱을 사용한 실증 데이터 등의 활용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기존의 1인당 필요한 시설의 규모를 정하여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는 중앙정부 주도형 접근방식은 지역과 국민을 결핍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혜적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국가주도 시대에 어울리던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최근에는 지금까지 시설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총량지표(인구당 시설수)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접근성지
표(이동거리)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경향이다. 특히 전국을 도보가능 범위인 500m 크기의 소지역으로 구분한 공간단위로 기초생활 SOC의 
위치, 인구, 도로상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46) 「고령사회대비를 위한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연구」(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에서는 보행로의 고령친화도 판단요소로 이들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47) 최근에는 생활환경 관련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지수를 지표로 채택하기도 하고, 건강행동과 관련해 아침식사 결식률, 저염식 실천율, 
육류와 채소 및 과일 섭취율과 영양표시 독해율까지도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의 상업시설 중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 있는 식음료 
판매점의 분포도 포함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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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진단지표의 자료원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에서 제공

하는 다양한 국가 공공데이터와 국토정보플랫폼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동 별 데이터를 추출

하도록 한다. 또 마포구 사회조사보고서, 마포구 지역사회건강조사, 마포구 노인실태조사(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례 제정에 근거하여 실시 가능) 등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지역 통계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통계와 서울시 행정데이터

는 명확한 지역의 진단 및 과제 도출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의 

일상생활은 행정동 또는 그보다 더 작은 동네에서 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역의 진단지표 및 

데이터의 공간적 범위가 자치구보다 더 미시적인 필요가 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늙어가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상생활 대부분이 동네에서 이뤄지

기 때문이다. 사는 곳, 일하는 곳, 노는 곳이 제각각 떨어져 있는 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

2016년 서울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노인은 일과 중 7.2시간을 여가에 쓰고, 그 중 절반인 

3.8시간을 집에서 TV를 본다. 활동 장소별로는 집 안이 16.3시간, 집 주변이 2.4시간, 집 외부가 

5.2시간으로 하루 중 동네에 머무르는 시간이 20시간에 가깝다. 인간관계도 동네 이웃이 절대적 

이다. 서울 노인이 같이 살거나 지속해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은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 95.6 

퍼센트로 1위다. 91.0 퍼센트로 1위에 육박하는 2위가 바로 이웃이다. 지속해서 왕래하는 평균 

인원수는 이웃이 6-8명으로 가족보다 더 많았다. 노인은 이웃과 거의 매일 또는 주 1-2회 연락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고 나이가 많은 노인일수록 이웃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노후생활의 질은 동네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 관련 각종 통계조사 범위는 동네, 마을 단위보다 훨씬 크다. 인구통계와 건강보험자료 

[그림 4-12] 고령자의 하루 생활시간(출처: 도시연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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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조사양식(서울시, 2019)

정도를 제외하고 전국노인실태조사나 서울 노인실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대부분의 노인 관

련 통계는 서울시 전체, 더 작아 봐야 자치구 정도로 구분된 결과를 제공한다. 이런 통계조사는 

성별, 소득, 가구유형 등 인구사회학적 기준에 따라 서울 또는 자치구별 노인의 특성과 차이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들이 실제 생활하는 특정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결부된 구체적인 정

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특히 우리 사회는 노인의 실제 동네생활을 잘 알지 못한다. 고령

화가 진행되면서 전개된 사회적 시선 자체가 노인들의 일상적인 동네 생활에는 관심이 적기 때문

이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내 언론들도 노인 이슈를 적극 다루기 시작한지 오래이지만 대부분

의 뉴스는 노령연금, 태극기 집회, 500원 순례길, 고독사처럼 크고 강력한 사회 문제와 갈등에 

집중할 뿐이고 노인들의 소소한 일상을 다룬 기사 역시 동네 생활일 경우라도 폐지수거, 공공근

로, 홀몸노인 등 사회적 문제 위주로 접근한다.

따라서 마포형 AAIC 모델 추진을 위한  지역의 진단을 위해서는 첫째,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은 

개인적 차원부터 경제, 환경,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표는 이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종합하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강, 복

지, 주거, 교통, 생활시설,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아우르고 연계해야 한다.  

둘째, 지표는 활용성과 범용성, 데이터의 확보 편의성 등을 고려해 기존 통계와 조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주민들의 실태는 자치구별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표를 적용하

는 공간적 범위를 자치구보다 더 작게, 가능하면 행정동 이하로 설정해 미시적이고 섬세하게 접

근해야 한다. 셋째, 특히 노인의 구체적인 일상생활과 그 공간적 배경인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을 연계하여 함께 조사하는 기존 통계는 드물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를 직접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진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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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마포구의 관계 부서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고령친화도시와 건강도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마포구 역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보건소, 공공시설 데이터는 도시계

획과나 공원녹지과, 노인 복지서비스는 복지과에서 데이터를 생산, 관리,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마포형 AAIC 모델의 사업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마포구  AAIC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전담부서는 앞서 언급한 보건소,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복지과 뿐 아니라 교육지원과, 건

강증진과 등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여러 관계부서와 협력하고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가 되어 통합적인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진단지표 및 데이터셋과 함께 자치구 단위의 지역 진단 프레임워크와 진단매뉴얼을 

구축해 놓으면 일상적인 점검과 정책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 이를 통해 공시적으로는 서울

시와 마포구, 관내 행정동을 비교하고 통시적으로는 마포구 전체와 각 행정동의 연차별 변화 추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마포형 AAIC 계획 수립 및 점검은 물론 유관 부서의 

사업에 생산적인 정보 제공과 협력에도 유용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기존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지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모든 동 주민

센터에서 매년 만 65세, 70세 도래 노인 전수를 방문해 생활실태 조사, 복지 욕구 사정

(assessment), 제공 가능한 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매뉴얼에

서 제시하는 기존 조사 양식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접한 소득, 질병, 복지 욕구 등으로 조사내용

이 제한되어 있어 마포형 AAIC를 위한 지역 진단지표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문 서비

스 조사지에 마포형 AAIC를 위한 신규 지표를 추가한다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행정동 

이하 단위의 정기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

(2)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데이터의 수집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의 행동과 관심사항, 체감도

를  지표화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양하게 생성·공유되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미시적 수준의 공간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포형 AAIC모델의 추진을 위한 지역 

진단 방법 중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해야할 방법 역시 실증데이터의 수집에 의한 주민의 일상생활 

동선 및 일상의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 삶에 착한 건강환경, 고령친화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의 일상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 

특히 주민의 건강행태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보행활동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이 어디

에서, 얼마나 걷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또 어디에서 얼마나 머무르는지 역시 구체적

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사람들의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소를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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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가설적으로 주어진 특정 장소나 시설의 방문여부가 아닌 실제로 사람들이 보행을 통해 

가는 목적시설을 귀납적으로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을 밝혀내는 것은 

자주 이용되는 가로가 어디인지, 목적지를 향한 보행에서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지 등 

보행행태와 물리적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

다.(Seo, Cho & Park, 2011).

기존의 용역들에서는 주민의 보행활동 데이터들이 단순설문 위주에 그쳐 목적시설이나 방문횟수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사람들의 보행이 이루어지는 가로나 구체적인 경로를 알 수 

없었고 설문의 특성상 사실의 왜곡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박소현 외 2인(2017)은 경사가 심한 

구릉지 지형에 가로환경이 출퇴근을 위한 보행 외에는 목적 없이 유유자적하는 걷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네인데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우리 동네는 걷기 좋다’거나 ‘나는 많이 걷는다’고 

대답하는 사례를 들면서 방법론을 바꿔 실제 보행량을 측정했더니 예상대로 그 동네 주민들은 

[그림 4-14] 통행일지 작성과 직접 맵핑의 사례(서울연구원, 2017)

별로 걷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또 이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주거문화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아 어렵게 장만한 집이어서 실제 환경에 비해 ‘주거만족도’가 매

우 높은 편이라 한국의 주거만족도 연구는 조금 의심해봐야 한다는 외국 학자들의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밖에 주민들이 직접 지도에 경로를 기록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이 역시 주민들의 

기억력과 인지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고 다양한 경로를 조사하기에는 무리라는 한

계를 가지는 점 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은 보행활동 데이터들은 어떻게 생긴 길을 만들고 어떤 

종류의 장소와 시설을 어떻게 조합, 구성했을 때 보행을 더 장려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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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GPS를 이용한 보행의 검증과 데이터화(출처: 서울연구원, 2017)

최근 보행행태 연구 분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빅

데이터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GPS센서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기기 배포 없이

노인을 포함한 주민이 가진 스마트폰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조사비용도 절감된다. 모

바일 빅데이터는 기존의 기록, 설문조사, 통계자료들이 보행행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찰자나 

설문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보다 객관적인 보행행태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해진 특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 기능과 보행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

집된 보행활동데이터는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을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샘플을 가지는 기존의 

GPS기기 사용과 달리 매우 방대한 양으로 수집된 개별적인 주체의 보행행태데이터가 대량의 n

수로 검증되면서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다. 또 시·공간적 보행행태의 정 한 추출이 가능해 보행

경로, 목적시설, 관심영역, 가로별 보행빈도, 보행한계범위 등 미시적인 보행환경 차원에서 벌어

지는 구체적인 보행행태데이터의 속성을 갖게 된다48). 그러나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새로운 어플

리케이션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기꺼이 설치할 용의가 있는 참가자를 모집해야하는 것이 어렵고 

개인 속성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과 개인의 사적인 시공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윤

리의 문제 등이 있는 점은 앞으로 법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8) 경로기록에 사용되는 스마트폰 앱은 라이프로그 형식으로 앱이 켜져 있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이동경로가 지도상에 표현된다. 이는 한 개인의 
일상적 이동과 활동에 대하여 비교적 세밀한 시공간적 기록을 제공한다. 방문한 지도상 위치와 머문 시간, 이동경로에 관한 정보 외에 앱만으로
는 파악되지 않는 추가정보들(목적지 상호명 등, 장소에서 일어난 활동, 장소 간 정확한 이동수단 등)은 피험자들이 라이프로그 기록을 제공하
는 기간 동안 직접 작성한 통행일지를 통해 보완된다(최이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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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화를 통한 과제의 발견

도시지역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수집된  도시데이터, 의료데이터, 행동·의식데이터 등의 다각적

인 자료의 조사결과를 도시계획 GIS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도상에 맵핑함으로써 관련 데이터의 

상호 관계 등을 쉽게 분석, 파악하고 지역의 과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면 

도시데이터, 의료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도상에 맵핑을 하면 도시환경과 건강도의 영향관계를 파악

할 수 있다. A시의 도시데이터 (고령화율, 버스 노선 및 도시공원의 분포)와 의료데이터(요개

호49), 요지원 인정자 비율)를 활용하여 고령화율이 높은 4개 지역에 버스노선 및 도시공원의 배

치 상황을 GIS로 중첩시켜 본 결과, 주변에 기존 버스 노선이나 도시 공원이 적은 지역에서는 

요개호, 요지원 인정자 비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 이러한 

결과는 추가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나 정책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분석결과의 ‘가시화’는 

시급한 지역과제의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해줄 수 있고, 각 부처 연계의 활동참여를 

촉진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림 4-16] 도시데이터와 의료데이터의 중첩에 의한 맵핑 사례(국토교통성, 2014)

또 수집되거나 조사된 지역의 데이터는 레이더차트 이미지 등의 다이어그램으로 역시 시각화할 

수 있다. 마포구 전체의 평균, 또는 서울시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데이터 값이 평균보다 

열등하거나 우수한 것을 비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을 고찰하고 대

응방안과 관련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사례A의 경우 대체로 모든 데이터 값이 도시 전체 평균보

다 우수하고 의료비도 낮다 하지만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나 참여횟수, 참여기

회 등 교류활동의 비율은 도시 전체 평균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공원이나 교류시

49) 개호가 요구되는 상태. 일본에서의 개호(介護)는 간병, 간호, 수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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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도보권 비율이 도시 전체 평균을 웃도는 현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기존의 시설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A의 경우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를 발굴 지원하고 커뮤니티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다각도로 네트워크화 하여 활성화시

키는 정책 및 사업의 발굴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7] 지역 과제의 시각화 사례 A

[그림 4-18] 지역 과제의 시각화 사례 B



04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방안 95

반면 사례B의 경우 많은 데이터가 도시 전체의 평균보다 열등하지만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의 비율과 이와 관련한 교류시설의 도보권 커버율이 도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우수해 지역의 교

류시설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건강행동 측면에서의 각종 데이터의 

값들은 도시전체 평균보다 낮고 의료비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각화 자료를 바탕으

로 해당 지역의 인구분포와 교류시설의 입지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류시설은 대부분 주민

이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해 있고 주민공동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성과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례B의 경우 주거지에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입지한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간단한 외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조성하고 지역공동

체 조직이나 의지가 있고 건강하며 주체적인 고령자들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제의 시각화 작업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를 직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적절한 대응을 위한 도시, 보건의료, 복지 등 각 분야 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인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수립 및 사업계획, 사업의 실행에까지 

분야 간 협업을 촉진시키는 근거와 기반이 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진단지표와 관련 데이터를 

통한  지역의 진단을 통해 도시의 현황을 파악한 후에는 마포형 AAIC 모델에서 추진해야 할 정

책이나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도시데이터, 건강·의료데이터, 주민행

동·의식데이터와 관련해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은 도시데이터와 관련하여 도시기

능의 계획적 확보, 보행공간 개선, 대중교통이용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고, 건강·의료데이터 및 

주민행동·의식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건강의식, 운동습관 증진,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등의 사업들

이 논의될 수 있는데 지역의 특성과 문제에 따라 이러한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

요할 경우 각 정책과 사업을 조합하여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지역의 세대 간 교류, 사회 참여가 촉진되어 노인은 물론 각 세대와 장애인도 살기 

좋은 도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합을 궁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한 

일체적 패키지 사업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 조합은 공간의 조성, 시설 설치와 같은 하드

웨어적 사업과 함께 시설 운영의 방법, 이벤트, 프로그램의 제공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사업도 함

께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및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다

각적인 검토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19] 지역 과제의 시각화를 통한 패키지 사업의 추진(출처: 국토교통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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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생활권계획의 검토

마포형 AAIC 모델은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범주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리며 

살아온 곳을 떠나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근린환경을 목표로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에 국한되지 않고 고령인구가 의미 있는 사회활동의 기회를 보장받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를 누리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린환경을 지향한다. 따라서 마포형 AAIC 모델은 도시 

및 주택정책은 물론 건강, 의료, 복지 정책과 반드시 연계가 필요한 정책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사업의 발굴 단계에서 각 부서 간 정책의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연계와 조정을 

통합 협업의 경험이 미흡하였던 도시정책과 보건 및 복지정책과의 통합적 전개를 위해서는 기 

수립되어 있는 마포구의 도시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실행계획 중 특히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과 연관성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보건 및 복지 분야의 계획이나 사업과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간에 연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구체화하는 ‘후속계획’으로 자

치구 협력과 주민참여로 수립하는 ‘지역맞춤형 계획’인  「2030 마포구 지역생활권계획」을 중심

으로 각 계획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중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 및 추진과 연관성을 갖는 영

역을 검토해본다. 지역생활권계획은 기본적으로 권역·지역별 현황조사 및 분석, 발전구상, 공간관

리지침으로 구분하여 수립되며,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전구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

[그림 4-20] 마포구 지역생활권계획과 마포형 AAIC 모델 추진의 연계 방안 모색

간단위로 구체화한 공간관리지침과 상호 연계되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인 조사·분석항목은 인구 

및 가구특성, 산업·일자리, 도시공간 및 도시정비, 주거 및 건축물, 생활서비스시설, 교통체계 및 

시설, 지역특화자원, 주민의견, 자치구 정책사항 등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실시하

게 된다. 또 지역생활권 계획은 다양하게 분석된 현황특성 종합을 통해 권역·지역별로 발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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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실현전략 실행계획 AAIC 항목

목표2: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여건 개선
전략3: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환경 관리

-토정로 남측 일대 노후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주민주도의 지역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유도

-가로시설물 정비 및 행정과 연계한 주택개량제도
의 안내지원체계 구축

·이동성

목표3:경의선숲길·한강수변축 간 보행네
트워크 구축 및 문화기능 확산
전략5:경의선숲길 공원 및 주변지역 활성화

-경의선숲길 공원 연접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쌈지
공원 조성 및 공개공지 등의 연결을 통한 녹지기능 
확장 유도

-와우교 외관 개선 및 공원접근로, 진입공간 조성
-동진시장,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지역상인, 예술가, 
공방 등을 연계하는 홍보·활성화 지원시설 등 커뮤
니티 공간 및 공공용도 거점 조성 및 정비

-지역활동 및 이벤트 공간인 예찬길 주변경관 개선 
및 보행중심 환경 조성

-연남동 공원 연접주택 가로환경개선을 통하여 주
변공간과의 연계강화 도모

·시설배치
·이동성
·교류공간
·주민의식

[표 4-5] 합정·서교 지역생활권계획의 검토

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며 내용적으로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되 복지, 문화, 환경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계획이다. 이에 지역

생활권계획은 종합적·나열식 계획이 아닌, 지역의 당면과제 위주로 대응하는 전략적 계획으로 구

성되어 있고 특히 지역발전구상은 지역의 미래상, 목표 및 실현전략과 해당 목표별 전략의 추진

방안 및 추진방안별 세부실행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마포구 지역생활권계획의 각 계획 내용들을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 및 추진방안과 관

련하여 검토하는 것은 그동안 보건이나 복지 혹은 건강이나 돌봄 등의 영역과 자치구의 도시마스

터플랜이 어떻게 연계되어왔는지 또는 단절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이를 

근거로 상호 간 정책적 연계의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2030 마포구 

지역생활권계획」의 권역별 지역발전구상을 중심으로 목표와 실현전략, 각 전략별 추진방안과 실

행계획을 검토하고 이 중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과 추진사업의 항목에 해당하는 실행계획들을 

찾아내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영역의 계획내용 중 마포형 AAIC모델의 진단지표에 따른 과제별 

추진사업 유형인 1)시설배치·이동성·교류공간, 2) 건강상태·돌봄, 3)건강행동·외출행동·교류활동

과 관련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마포구의 5개 지역생활

권역인 합정·서교 지역생활권, 성산 지역생활권, 아현 지역생활권, 용강 지역생활권, 상암 지역생

활권과 마포형 AAIC 사업유형과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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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실현전략 실행계획 AAIC 항목

목표5: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
전략11:상인/예술가/주민 등 다양한 구성
원 간 교류활성화

-당인리문화발전소 내 종합체육관, 수영장, 다목적
체육시설, 문화강좌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당인리문화발전소 등 공공시설 및 특화가로를 활용
하여 상인/예술가/주민 간 교류 활성화 유도:

-5일장, 푸드마켓 등 물물교환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상인 및 주민 간 생활협정체결 및 거리청소의 날 
지정을 통한 교류 도모

·시설배치
·교류공간
·주민의식

목표와 실현전략 실행계획 AAIC 항목

목표1:주거지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관리 
및 커뮤니티 지원
전략2:성산2동 공동주택 특성지역 주거환
경관리 지원

전략3:성미산마을을 거점으로 지역공동
체활동 확산 유도

-공동주택 공동체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및 참
여유도(물품공유, 아파트텃밭, 화단, 공동육아, 문
화교육, 아파트 장터 운영 등)

-성미산마을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공간 지원사업을 통한 마을공공 공간의 
안정화 유도

-성미산마을 내 마을활동가 등 마을인재를 발굴, 육
성하여 지역공동체 네트워크화 및 확산 유도

·시설배치
·주민의식

목표3:지역 자원 간 연계 및 문화/관광 명
소화를 통해 지역자원 활성화
전략6:상인/예술가/주민 등 다양한 구성
원 간 교류활성화 

전략8:망원시장 등 망원동 일대 환경보호 
및 지역활성화 도모

-망원지하보차도 확장을 통한 버스접근통로 확보
-동교로변 망원초록길 연결을 위한 보도 환경개선 및 
자전거 도로 확충

-망원한강공원-망원로-경의선공원/한강공원-동교
로, 월드컵로13길을 연결하는 보행자, 자전거 동선
체계 구축

·공동체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 유도
-지역주민-상인-공방과 함께 하는 시장축제, 플리
마켓 등 공동체 활동 지원 및 홍보를 통하여 공동체 
활동 참여 유도

·이동성
·교류공간
·주민의식

목표4:복지기반 구축 및 기반시설 정비
전략9:기존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교육복
지서비스 기능 강화

전략10: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전략11:보행안전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

-구청사 부지 내 보건소 리모델링을 통한 장애인종합
복지관 조성으로 장애인 및 지역주미니 문화복지 서
비스 제공

-방치된 유휴지,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접형 
소규모 쌈지공원, 마을마당 등을 조성하여 주민커
뮤니티 공간 확보

-경의선 선형의 숲 공원화를 통한 공원시설 확보 및 
숲길공원과의 연속성 확보방안 검토

-망원유수지 증 기존 공공시설 복합화 및 소규모개발
사업을 통한 생활지원시설 확보

-포은로, 월드컵북로, 방울내로11길, 성산고가 차도
변 보행지장물 제거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통해 보
행자 안전 확보

-성산1동 성암로7길 등 경사로 내 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배치
·이동성
·교류공간
·주민의식

[표 4-6] 성산 지역생활권계획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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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실현전략 실행계획 AAIC 항목

목표1:마포로 등 주요가로를 중심으로 업
무·문화·사상업기능 강화
전략1:마포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보행
환경 정비를 통한 가로활력 증진

전략2:신촌-아현 특화기능과 연계한 신촌
로변 상업기능 도입 유도

-마포로변 보행친화공간 조성 및 자전거도로 관리로 
보행연속성 확보를 통한 가로활력 증진 유도

-아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변지역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배치, 형태 
계획 유도

·시설배치
·이동성
·교류공간

목표2:대학가 등 지역특성이 반영된 저층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전략4:촉진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주거환경 관리 

전략6:공덕동 저층주택 밀집지역 주거환
경 관리

-생활기반시설(주차장, 커뮤니티공간)정비 및 확충
으로 주거환경관리 유도

-이면도로 정비 및 확폭,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축물 정비개량 유도

-공덕동 저층주거지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가로환
경 정비

·시설배치
·이동성
·교류공간

목표3:생활권 중심가로 가로환경관리를 
통한 활성화 및 특화가로화
전략7:만리재길변 노선상업지역 가로환
경 관리

전략8:대흥로 환경정비 및 보행활성화를 
통한 상권 강화

-만리재길-경의선 숲길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행
연속성 확보

-공덕소담길(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과
의 연계 강화를 위한 횡단보도 신설

-가로시설물 정비, 보도설치 등을 통해 서강대-이대역
을 연결하는 보행활성화 거리 조성

·이동성

목표4:경의선 숲길을 주축으로 녹지축 확
대 및 문화활성화 유도
전략9:경의선 숲길 공원 주변지역의 유기
적 연결 강화

전략10:경의선 숲길을 중심으로 문화활성
화 유도

-기 조성된 경의선 숲길공원과 신규 확보되는 공원 
및 공개공지 등의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여 녹지의 
확장 유도

-경의선 숲길공원과 주요시설(노고산체육공원, 마
포아트센터, 용강초, 서울여고, 한국산업인력관리
공간, 마포대로)간 연계 강화

-신촌-이대역-노고산 공원 간 보행연결동선 강화
-노고산공원 이용을 위한 주거지 내 공원진입로 환
경 개선 유도

-신촌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주변 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 공간 형성

·시설배치
·이동성
·교류공간
·주민의식

[표 4-7] 아현 지역생활권계획의 검토

목표와 실현전략 실행계획 AAIC 항목

목표1:도심(중심지)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마포역·공덕역 일대 역세권 관리
전략1:한양도성-영등포·여의도를 연계하
는 마포대로 가로환경관리를 통한 업무기
능 연속성 향상

전략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업무기능 강화 및 생활편의시설 확보

-한강연결의 마포대로변 보행연속성 확보 및 활성화
거리 유도

-도화동 일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단절구간 연계, 
공공자전거 설치를 통하여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
속성 확보

-마포역 남측 이면부 보행로 확폭 및 가로환경개선 
등을 통한 생활편의시설 확보

·시설배치
·이동성

[표 4-8] 용강 지역생활권계획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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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실현전략 실행계획 AAIC 항목

목표2:신수동·도화동 일대 저층주거지관리
전략3:신수동, 도화동 일대 저층주거지 주
거환경관리 

전략4:저층주택 및 공동주택의 마을공동
체 활성화

-신수,용강,도화동 일대 생활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복지시설, 공원 등)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자가개량 유도

-저층주택 및 공동주택의 교류유도를 통한 토정로 생
활가로 조성 검토

-경의선숲길 일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거점 
조성

-공동주택 단지 내외 지역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커뮤
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시설배치
·이동성
·교류공간
·주민의식

목표3:경의선 숲길-한강변 특성강화 및 
보행연결체계 구축
전략5:경의선숲길 연접부 경관관리 및 가
로활성화

전략6:녹지확대를 통한 보행네트워크 구축

-경의선숲길 연접부 건축물 관리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경의선 숲길의 접근성, 개방성, 안전성 
확보 및 가로활성화 도모

-신수로 그린웨이(신수로, 신수로2길), 강변도로 완
충숲(대흥로2길변) 조성으로 쾌적한 한강변 친수공
간 조성

-신수로, 대흥로, 토정로31길, 토정로37길 변 보행편의
시설 및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을 통한 공원-수변 연계
성 강화

·시설배치
·이동성

목표4:음식문화거리 및 상점거리 등 지역
특화자원 활용 및 육성
전략9:저이용토지(유수지부지)활용을 통
한 문화거점 조성

-생활권 기능을 고려한 저이용 마포유수지의 활용방
안 모색

-생활권 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및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시설배치

·교류공간

목표와 실현전략 실행계획 AAIC 항목

목표4:거주민 및 DMC 종사자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전략1:거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상암초사러기 일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
치를 통한 차량속도 제어 및 통학안전 향상

-난지천공원 앞 월드컵파크3단지 보행자 안전을 위
한 가로시설물 설치

-상암주민센터 주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변지역 
주차문제 해소 도모

-상암2-2 2주거환경개선사업지 일대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가용지 개발 시 공공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생활편의시설 확충

·시설배치
·이동성
·교류공간

[표 4-9] 상암 지역생활권계획의 검토

이상의 마포구 5개 지역생활권역인 합정·서교 지역생활권, 성산 지역생활권, 아현 지역생활권, 

용강 지역생활권, 상암 지역생활권과 마포형 AAIC 사업유형과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현안

을 반영한 다양한 도시공간의 조성과 확충,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생활권계획의 속성

에 따라 주로 공원,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배치, 커뮤니티 공간, 마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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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추진과제 세부사업 AAIC 항목

전략1: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마포구
민 건강안전망 구축
추진과제1: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
비스 제공 

추진과제2:감영병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추진과제3:재난 및 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지역별·소득수준 간 벌어지고 있는 건강격차 완화
(허약노인예방관리, 건강경로당 운영 등)

-의료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한 의료안
전망 강화(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건강관리 연동체계 
운영

-면역능력 향상 및 조기진단 체계 확립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및 운영

·건강상태
·건강행동

전략2: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의 지
역보건서비스 강화
추진과제2:사전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능력 
강화

추진과제3:건강생활습관 실천확산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보건서비스 환경 및 기반 조성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상담·교육치
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식생활 개선 및 신체활동 기회 확대로 비만예방 
환경 조성(걷기활성화 사업) 

·건강상태
·건강행동

전략3: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체
계 구축
추진과제1: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구축 

추진과제2: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관리
체계 강화 

-보건소-민간의료기간 연계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체계 운영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건강교실 운영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및 시민건강관리 프로세스 운영
-내 손안의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예방, 검진, 치료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건강상태
·건강행동
·주민의식

[표 4-10] 마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의 검토

점공간 등의 교류공간 조성, 그리고 생활가로, 보행공간 확충, 자전거도로 확보, 골목길 정비 등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과 연관이 있고, 이 외에는 계획을 

통해 조성된 공공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 등을 통해 주민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거나 또 이동성 

확보를 통해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에 의한 건강 증진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주민의 건강상태나 돌봄과 관련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에 대한 명확한 추진전략이나 실행계획은 부족하며 더더욱 고령인구, 고령자, 

노인 등을 키워드로 하는 계획이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 특정 시설 중심의 계획에만 치우

쳐 고령인구의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의 제반 요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강행동, 건강상태, 돌봄 및 보건의료 환경과 관련한 실행계획들은 마포

구의 종합계획인 「마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마포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을 함

께 참고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을 발굴하

고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 보건의료, 복지에 이르는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부서횡단적

인 사업 추진 자세로 계획 수립부터 사업의 실행까지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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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추진과제 세부사업 AAIC 항목

추진과제3: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 

추진과제4: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의료-
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로 보편적 
건강관리서비스 시행

-유관기관, 관련부서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돌봄체계 강화(치매안심마을만들기)

-다층·중층적 자살예방지킴티 양성 확대로 자살 선
행요인 집중관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기반 정
신건강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례 관리 강화

-보건소-보건지소의 통합건강관리 수행을 위한 인
프라 재정비

-지역주민 건강커뮤니티 운영
-서울형 보건지소 조성 및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

전략과 추진과제 세부사업 AAIC 항목

전략2: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추진과제1:마포형 통합돌봄 체계구축 

추진과제2-4-1:마포형 노인안심돌봄사업

-지역별·소득수준 간 벌어지고 있는 건강격차 완화
(허약노인예방관리, 건강경로당 운영 등)

-의료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한 의료안
전망 강화(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건강관리 연동체계 
운영

·건강상태
·건강행동

전략3:보편적 돌봄서비스 활성화
추진과제2:긴급돌봄, 일반돌봄, 일상생활편
의서비스 제공

-보건서비스 환경 및 기반 조성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상담·교육치
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식생활 개선 및 신체활동 기회 확대로 비만예방 
환경 조성(걷기활성화 사업) 

·건강상태
·건강행동

전략4: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공동체 활성화
추진과제4-2:복지-마을-주민자치 연계강
화

추진과제4-4:자원봉사센터 및 마을중심 동
(洞)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마을중심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비영리기관 및 단체(자원봉사수요처 등)/기업사
회공헌 연계

-마을중심 자원봉사리더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건강행동
·주민의식

전략5:건강한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5-1-1:마포형 노인 행복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건강행동

전략7:생활체감형 문화여가서비스 확대
추진과제7-2-1:경로당 환경개선

추진과제7-5:경로당 노인 여가프로그램 확
대 운영

-동별 노인복지시설(복지관 및 경로당 등)의 분포 확
인을 통해 노인여가서비스 부족지역 전수조사

-경로당 이용현황 조사 및 적정물건지로 경로당 이
전(재계약, 매입, 신축, 통합) 추진

-노인사랑방과 프로그램실의 분리공간 확보를 통
해 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 수요 전수조사(매년)
-민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담당자 회의체 운영
(18년 12월 기준 7개 기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수행기관(민간자원)확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연말 평가 대회(매년)

·교류시설
·건강행동

[표 4-11] 마포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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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0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

회 차원의 통합적 건강관리체계의 구축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마포구민 건강안전망 구

축, 사전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건강생활 습관 실천 확산을 비롯해 무엇보다도 

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관리체계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돌봄체계 강화, 소생활권 접근을 

통한 보건-복지-의료-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등 지역의 보건의료정책이 이제는 

소생활권 단위 그리고 생활 착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와 관련해 「마포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면 주민 건강상태 및 돌봄과 

관련해서 고령사회 도래와 함께 증가하는 돌봄에 대한 욕구 및 기존 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되나 

실제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노인의 지역사회 내 추가 돌봄 확대를 위한 세부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돌봄과 같은 복지영역이 마을 중심의 주민자치 주도로 정착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앞서 검토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마찬가지로 복지서비스 역시 동네 단위, 지

역사회 단위의 공간계획과 맞물려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마포형 AAIC A모델의 추진이 

각 부처 상호 간 정책 연계와 사업조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시켜 준다. 

4) 각 사업별 이슈와 제안

현재 마포구에서는 도시계획은 물론 보건의료, 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데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을 지역사회에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사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

고 추진하기 보다는 이와 같이 기존에 전개되고 있는 각 부처의 사업들을 행정동 또는 소생활권

을 단위로 하는 장소 기반의 정책과 사업으로 재구성하여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

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 

계획은 주민의 주거, 건강, 의료, 돌봄 등의 욕구와 필요에 기반 한 커뮤니티 단위의 액션플랜으

로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돌봄 계획의 추진주체와 사업의 운영에 있어 민·관·학 협업시스템의 

구축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가 포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도화하여 공공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 주민주도 돌봄공동체 조성의 주체로서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네트

워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사회적 경제의 경험이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단위 계획은 주민의 일상생활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제공한

다는 측면에서 첫째, 부담 가능한 주거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이동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며 셋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 및 증진 프로그램과 고령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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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지역 생활권의 재배치(출처:https://www.edaily.co.kr/news)

질환에 시달리거나 간병이 필요하게 될 때 지원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점

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당사자들은 고령자들이 부양

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적극적 주체라는 인식과 궁극적으로는 마포형 AAIC 모델

이 노인만이 아닌 노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대통합적 관점의 새로운 마을 만들기라는 사실

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유형을 (1)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시설배치·이동성, (2) 보건계획 측면에서 건강행동·외출행동·교류활동, (3) 복지

계획 측면에서 건강상태·돌봄으로 유형화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기반의 조

성사업의 방향성과 주요 지침 및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자치구 각 부서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

료로서 활용되고자 한다.

(1) 시설배치·이동성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노인문제는 대부분 노인의 생활행태에서 발생한다. 이는 노인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노인의 반복되는 일상에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노인문

제는 첫째, 외부와의 교류가 점차 줄어 단절되고 고립이 지속되어 우울감이 커진다. 둘째, 신체활

동이 줄고 운동도 하지 않으며 점점 더 몸을 안 움직이게 되어 몸이 쇠약해진다. 셋째, 건강한 

식재료를 포함한 생필품을 스스로 구입하기 어려워 요리를 할 수 없고 식당에 갈 수도 없어 균형 

있는 삼시세끼 식사가 어렵다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는 결국 노인이 집에서 나와 걸으며 뭔가를 할 수 있는 근린환경의 

조성 즉, 노인이 기꺼이 집밖으로 나와 걷도록 지원하는 동네서비스의 제공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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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지역 생활SOC 공간 및 시설의 접근성 구상(출처: 강원연구원, 2019)

물론 집 안에서 노인을 위한 공공의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고 노쇠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그렇게 해야만 하는 노인그룹도 존재한다. 하지만 집 안의 노인에게 배달 혹은 전달되는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고 더더군다나 흔히 이야기하는 고령인구 지원을 위한 사회적비용의 부담

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해 집 안에

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노인을 집밖으로 나오게 하는 서비스가 같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동네에서 기꺼이 편하게 걸어 다니며 신체활동

을 하고 균형 있는 식단으로 제공되는 밥을 또래 노인 혹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먹고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물건도 조금씩 편하게 사고 도서관에도 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노인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은 물론 사회적비용의 총량적 절감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서울연구원, 

2017). 그리고 이러한 지향은 노인보행을 지원하는 이동성의 제고, 동네걷기를 촉진시키는 시설

이나 교류공간의 배치 등 다각도의 사업으로 귀결되어 현실화될 수 있다.

우선 상업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각종 관공서들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젊고 건강

한 청년층 위주, 자동차 이용자 위주의 시설 배치계획에서 노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시설

배치 및 입지계획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도시정책을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해 도보로 15분권 내(500m권내) 걸어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일상 생활권을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초등학교 

중심의 생활권을 의료시설 중심으로 재배치하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가

지역 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생활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0). 이를

50) 고령화리포트 ‘노인중심 도시로 패러다임 전환’, 이데일리. 2017.07. https://www.edaily.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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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면 현재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일정 시간 내에 도달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지만 도달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준비하는 지금 보

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기능을 이제까지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본격적인 

지역사회 방문 돌봄 기능으로 전환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제는 20분 도달이 아니라 누구라

도 원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 구체적으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비롯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직

원들이 방문해서 도와줄 수 있는 입지기반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기존의 초등학교 

중심의 생활권 계획 보다는 의료시설 중심의 생활권 계획이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으로서 더욱 적

합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판단한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 착형 생활SOC51)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가족연대가 약해질수록 건강, 보건과 복지, 요양 등을 지원하는 생활SOC

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물리적 건물이나 시설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계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마을주차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상생활과 접한 소규모 생활SOC

를 도보 5~10분 거리(250m~500m) 이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어 노인은 물론 

주민 모두가 실제 체감하는 근린환경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52). 따라서 마포형 

AAIC 모델은 고령자가 문화, 학습, 의료, 휴식 등을 위해 접근해야하는 노인복지관, 국공립도서

관, 문화예술회관, 종합병원 등 지역거점단위 시설로의 교통접근성과 의원, 약국, 건강생활지원센

터, 경로당 등 노인이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도보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고

령자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배치 및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

을 발굴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고령자를 위한 시설배치와 이동성 그리고 교류공간의 계획은 노인의 실제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가령 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간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흔히 

접근성의 지표로 생각하는 ‘대로변에 가까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보다는 대상지의 생활반경 

내에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고 ‘생활의 동선이 자주 겹쳐 우연히 지나치기 좋은 곳’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류공간이나 시설의 경우 노인이 선호하는 경로당과 재래시장, 복지관이나 

보건지소 등이 인접한 곳, 그리고 도로는 넓은 길보다는 시설이 집한 길, 차 없는 길, 오래된 

길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지역의 유휴공간이나 비어있는 초등학교 교실 등을 

51)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말한다

52) ‘서울시, 집에서 10분 거리 생활 SOC 180개 확충 본격화’, 2019.06. 이로운넷. http://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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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지표 판단요소

보행로

안전성

보행영역 구분
·색상, 휘도, 재질 등 노면포장 통한 영역 구분
·연석, 난간 등 시설 통한 구분 등

보행영역 장애물 제거
·불법시설물(식당 탁자, 화분 등)제거
·보행로(영역)설치 및 시설물(나무 등)의 용이한 구분

보행영역 안전노면 처리 ·안전위협 단차 제거 및 미끄럼 방지

보행 안전구역 지정 ·노인보호구역 등의 지정

보행안전 표지판 설치 ·보행안전 확보 위한 각종 표지판 설치

접근성
주거지 도보권 내 보행영역 ·지역 내 보행로(영역)의 비율

보행약자의 접근 용이 ·보도 턱 낮춤, 장애물 제거 등

편리성

보행영역 연속성 유지 ·차량진입, 주차 등에 의한 보행영역의 끊어짐 최소화

길찾기의 용이 ·시설 설치, 디자인 적용 등

산책로 조성 ·보행전용 구역의 지정 등

보행영역 내 벤치 설치 ·보행로(영역)의 휴게지점 설치

횡단
보도

안전성

횡단영역 안전노면 처리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 보도 턱 낮춤
·페인팅, 촉각타일 등 활용

횡단안전 신호시설 설치
·시각, 청각 신호기 사용
·표지판 설치

횡단안전 보행시간 확보 ·고령자 보행속도 고려 횡단시간 제공

[표 4-12] 외부공간·시설의 고령친화도 진단지표 및 판단요소

활용해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 자전거나 도보로 고령자가 접근이 가능한 지점에 교류의 거

점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동성의 계획은 우선 보행을 촉진하는 보행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우선시하도록 한다. 일상생활 중 거리에 나와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다

시 다른 가게에 가거나 혹은 공원을 들려 집으로 들어가는 짧은 걷기만으로도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루 중 걷는 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므로 잠깐씩이라도 

걷는 기회를 자주 만들 수 있는 근린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단 고령자의 도보

이동을 고려할 경우 고령자가 휴식 없이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는 평균보행 지속거리인 약 

500m-700m를 기점으로 벤치 등의 휴식시설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보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 

이밖에 고령자를 위한 시설배치나 이동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근린환경의 외부공간 및 시설 부

문의 고령친화도에 대한 진단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사업으로 시도해볼만한 의미를 가진다. 고

령자를 위한 시설이거나 시설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외부환경 요소들 이를테면 녹

지시설, 휴게시설, 보행로, 횡단보도, 공중화장실 등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도시 인프라들이 고령

친화적인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은 마포형 AAIC 모델이 지향하는 고령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물리적 외부환경을 파악하고 이러한 환경이 다시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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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지표 판단요소

(필요시)교통섬 설치 ·법적 요구조건에 따른(또는 필요시) 교통섬 설치

횡단영역 가시성 확보 ·조명 가로등 등 설치

공원

안전성

공원 이용안전시설 설치
·CCTV, 비상호출기 등 설치
·가로등, 조명 등 설치

공원 내 보행안전 확보
·공원 보행로(영역)의 보차분리
·보행 장애물 제거

접근성
주거지 도보권 내 공원

·주거지 10분 도보권 내 공원 위치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 또는 정류장

공원시설 접근성 강화 ·공원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등 설치

편리성
고령자 고려 공원 편의시설 설치

·그늘쉼터, 벤치, 운동기구 등 휴게편의시설 설치
·보행로, 자전거도로 등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고령자 통행 고려 공원설계 ·충분히 넓은 공원 출입구 등

정류장

안전성

정류장 이용 안전시설 설치
·지붕 및 조명 설치
·밖이 보이는 투명 벽면 사용

보행·자전거 통행과 충돌 여부 ·유효 보행폭 확보

승하차시의 안전시설 설치 ·경사형 가로경계석 등 설치

접근성 주거지 도보권 내 정류장 ·주거지 10분 도보권 내 정류장 위치

편리성

정류장 내 대기편의시설 설치
·벤치, 의자 등 설치
·지붕, 난간, 조명 등 설치

교통정보 알림시설 설치
·음성, 시각 신호기 설치
·교통정보 안내시스템 설치

공중
화장실

안전성
고령자 이용안전 실내설비 ·넓은 출입구, 낮은 문턱

방범설비 설치 ·미끄럼방지 타일, 손잡이 등 설치

접근성
고령자 다이용시설·지역 설치 ·고령자 통행량 많은 장소 공중화장실 설치

화장실 위치를 알리는 시설 ·표지판 등 설치

편리성
고령자 이용 편리설비 설치 ·(지팡이)거치대 등 설치

고령자 사용시간대 고려 개방 ·24시간(또는 이른 아침) 개방

휴게
시설

안전성
휴게시설 이용안전 시설 설치

·채광이 잘 되는 곳에 벤치 등 설치
·조명, 가로등 설치

유효 보행폭 확보 시설 설치 ·유효 보행폭 확보

접근성
충분한 개수간격 시설 설치 ·벤치, 의자 등 휴게시설의 충분한 개수, 간격 설치

눈에 잘 띄도록 설치 ·색상, 휘도, 디자인 등의 구분

편리성
고령자 신체특성 고려 설치

·팔걸이, 등받이 등 설치
·열·추위 전도율 낮은 재료의 사용

고령자 다이용시설 지역 설치 ·고령자 통행량 많은 장소(주변)휴게시설 설치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의 자립적 활동을 돕도록 구현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근린의 외부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을 위해서 고령자 대상의 고령친화체감도 설문조사, 결과분

석, 정책제안의 공동된 방식을 취하는데 그치고 있고 보다 객관적인 도시환경요소를 다루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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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매일 주5-6회 주3-4회 주1-2회 거의 없음 무응답 주 3-4회 이하

일반인 32.5 46.7 17.5 3.3 0 0 20.8

고령자 13.9 37.5 42.2 6.4 0 0 48.6

장애인 32 40.7 19.1 7.1 0.3 0.8 26.5

지체장애인 22.7 45.8 21.6 8.7 0 1.1 30.3

시각장애인 55.6 27.8 13 3.7 0 0 16.7

청각장애인 56.3 27.1 12.5 2.1 2.1 0 16.7

임산부 3.9 30 58.3 7.8 0 0 66.1

전체 24.5 41 28.7 5.5 0.1 0.2 34.3

자료: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2018

[표 4-13] 일주일간의 지역 내 평균외출 회수 (단위: %)

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증적인 고령친화도를 진단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건축도시공간연

구소, 2018).  해당 진단지표는 고령친화 외부공간·시설의 구성요소를 보행로, 횡단보도, 공원, 

대중교통 정류장, 공중화장실, 벤치 등 휴게시설로 구분하였고 이들의 특성을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진단지표를 구성하고 고령친화도 판단요소와 측정방법을 도출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제시한 외부공간·시설의 고령친화도 진

단지표 및 진단방법을 적용하여 마포형 AAIC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외부환경에 대한 

고령친화도 진단사업을 전개하는 것 또한 제안한다.

(2) 외출행동·교류활동

노인은 은퇴 후 근린 내 사회적 접촉을 늘림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위안을 찾고자 

하지만 이 때 노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린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

회적 접촉기회가 현저히 떨어지고 고립감으로 인해 점차 정신적 건강도 약화될 수 있다. 국토교

통부가 2018년에 발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週)당 지역 내(동일 

시·도) 평균 외출 회수가 4회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48.6%로 나타났다. 주 1~2회 

외출한다는 고령자도 6.4%에 달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1주일에 3일 이상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는 고령자가 48.6%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는 노인이 집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곳곳을 활보하며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이웃과 사회적 유대를 지속

할 수 있는 주거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외출 

목적은 병원, 쇼핑 등으로 한정되기 쉽다. 따라서 고령자의 외출활동이나 교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외출욕구를 자극하는 다양한 서비스나 공공장소

를 제공해야 한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이를 위해 근린의 보행환경, 대중교통환경, 상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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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업무내용 가격

등하원 돌봄
·등하원 지도, 식사 및 간식 수발, 준비물 챙기기, 학원 
보내기 등

·시급 8,000원/기본 2시간 이상
·월급제는 별도로 신청

아픈 아이 돌봄
·수두, 페렴, 수족구병, 장염, 일시적 상해 등으로 
어린이빕, 학교를 가기 어려운 자녀의 수발

·시급 8,000원
·1일 10시간 이내

모임활동 지원
·부모님들이 모임, 교육수강, 회의, 행사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행 자녀를 집단으로 돌봄, 
놀이와 간식 수발, 안전지도

·시급 10,000원
·기본 2시간 이상

1회성 돌봄
·자녀 병원 동행, 부모의 긴급 외출, 부모 질환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양육자의 휴식 등 1회성 
긴급 돌봄

·시급 8,000원
·기본 3시간 이상

출처: 서울의 고령친화지역사회 전략 정책토론회, 2017

[표 4-14] 서울시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사업 개요

등의 개선과 재배치를 통해 쇼핑, 외출, 대중교통 이용, 은행 업무 등 다양한 일상의 활동을 목적

으로 고령자의 외출과 사회적 교류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이러한 근린환경의 조성만으로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과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다. 외출의 목적이 되는 시설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외출의 

목적이 되는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와 교류의 기회 역시 함께 제공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 봉사활동,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노인을 보편적 정책대상이라기보다 소수의 소외계층으로 인식하는 한계로 노인

은 서비스 제공의 수혜자로서만 역할하게 되고 이에 따라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려워진 노인

은 사회활동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포형 AAIC 모델은 고령자가 기꺼이 외출을 

할 수 있는 거리에 교류공간이나 활동거점을 마련하고 고령자 개인이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의 지속이나 활

동조직의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자원봉사 기반 커뮤니티 활동 뿐 아니라,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기반 활동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노인의 참여의욕도 향상시켜 지속가능하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활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를 실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에서 자녀 등하원,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이 긴급외출을 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 필요

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능력과 의욕은 물론 육아 및 보육에 누적된 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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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게는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면서 이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좋은 활동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 서대분구, 강서구, 

강북구, 성북구, 성동구, 광진구 및 인근 지역에 서비스 되고 있으며 마포구의 경우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개요를 검토했을 때 공공형 일자리 유형 중 공익활동이나 

재능나눔의 분야에서 사례의 적용을 시도해볼 수 있다.

한편, 고령자 사회활동 및 교류활동의 최근 이슈는 노인세대 간의 세대 차이이다. 초고령사회의 

증가하는 노인은 더 이상 단일한 인구집단으로 볼 수 없다. ‘노인’이라고 불리는 인구집단은 60대

에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우선 노인들의 세대 차이에 따라 집단 간 이용시설의 

차이가 눈에 띈다. 복지관과 경로당 등 복지시설은 젊은 노인에 비해 늙은 노인이 더 많이 이용한

다. 특히 늙은 할머니 집단은 평일 낮 대부분을 경로당에서 보내고 다른 시설은 거의 이용하지 

않아 야외활동과 사회적 교류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하

고 윤택한 젊은 할머니 집단은 문화체육시설 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주 방문하는 시설의 

종류도 훨씬 다양하고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해서 더 늦게까지 활동한다. 다른 집단에 비해 공원이

나 가족과 이웃집을 더 많이 방문하고 친구와 함께 동행 하는 등 사회적 교류도 활발하다. 또 

복지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서로의 시간과 장소가 겹쳐지지 않는다. 

젊은 노인일수록 주로 문화체육시설이나 상업시설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생활반경이 넓으며 활

동이 다양하다. 반면 늙은 노인일수록 여가 장소는 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으로 한정된다(백선혜, 

안현찬 외, 2019).

[그림 4-23] 노인 연령대별 여가장소와 선택 이유(백선혜, 안현찬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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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의 경우 고령화시대에 60세 혹은 65세 이상을 모

두 노인으로 보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점에서 최근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60세에서 

90세 이상까지는 30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인세대 내에서도 다양성이 크고 따라서 전기

노인과 후기노인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과 선호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다. 또 30년의 

차이는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나이 차와 흡사해 유교 전통문화가 강한 우리사회에

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여가서비스를 받는 것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

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따라 문화경험, 여가활동에 대한 차이를 보이는

데 문화 및 여가활동에 다소 소극적인 기존의 고령자 세대와는 다르게 현재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적 여유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고 있어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된 프로

그램도 필요하다. 

또 향후 지역의 노인복지관은 노인이 자신의 재능, 기술, 지식 등을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 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중간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동적인 위치가 아니라 활동 및 교류 프

로그램들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고령인구가 새로운 지역 자원이 되는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서울연구원, 2019). 이상과 같이 마포형 AAIC 모델을 추진할 때에는 전기노인, 

후기노인과 같은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의 세대분포 및 각 세대의 특성과 요구를 면 히 파악하여 

고령자의 실제 요구와 사회활동 및 교류활동의 내용이 적절하게 조응할 수 있는 교류시설 및 교

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 실행해야 하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건강·돌봄

초고령사회 진입속도가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민감해지고 있다. 특히 그동

안 사망률에 영향을 주었던 생활수준과 생활양식 및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와 의약품의 효율성 개선 등으로 기대수명은 증가하였지만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령자의 지속

적 증가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고령기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 주민의 건강행동 및 

건강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53)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주민

의 건강생활실천 증진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이미 건강하지 못한 주민들 특히, 고령기

에 접어들면서 노화나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하지만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다. 

53)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추진하는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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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가 서울 노인 3천 34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노인 중 22.4%는 홀로 살고, 39.3%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 

인인구의 총 61.7%가 응급상황에서 가족의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독거·노인 

가구 중 배우자나 자녀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10.3%에 불과했고 8.3%는 오히려 

반대로 직계가족에게 수발, 간호, 육아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평균 

1.8개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앓는 만성질환은 고혈압(53.1%), 당뇨(23.6%), 고지

혈증(21.5%) 순으로 많았다. 특히 13.7%는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집에서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노인은 전체 조사 대상의 18.4%에 달했다54). 또 보건복지부의 ‘2018년 독거노인 

사회적 관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95만 명 중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다니는

지, 종교 활동을 하는지, 한다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52%·48만5000명)

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사회 활동을 하는 어르신도 있었지만

(15%),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간다(20%)" "한 달에 한두 번 나간다(13%)"는 어르신이 더 많았다.

[그림 4-24] 독거노인 증가추이와 현황(출처: 보건복지부, 2019)

문제는 이런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2016년 같은 조건의 노인 87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조사를 했을 때는 "전혀 사회 활동을 안 한다"는 사람이 47%였는데 2년 

사이 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간다는 노인은 전체의 17%에서 15%로, 주 

1~2회 만난다는 노인은 22%에서 20%로 줄었다. 대신 남들과 아예 안 만나는 노인이 절반 이상

이 됐다. 사회 활동 안 하는 사람만 늘어난 게 아니었다. '이웃과 왕래가 없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14%에서 16%로 늘었다. 일주일에 1~2회 이웃을 만나는 노인(41%→39%), 한 달에 1~2회 

만나는 노인(26%→25%)은 되레 줄었다. 조사 대상 노인 열 명 중 한 명은 피를 나눈 가족과도 

왕래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과 전혀 왕래가 없다"는 노인이 10%에서 11%가 됐다. 주 1~2회 

만난다는 노인(25%→24%)과 월 1~2회 만난다는 노인(27%→25%)은 줄어들었다. 나이가 많아질

54) ‘서울시 65세 이상 10명 중 2명은 독거노인,,삶 만족도 68점’, 연합뉴스, 2019.01.08. 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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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고립이 심했다. 전문가들은 외로운 노인이 늘어나는 게 꼭 

저소득층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홀로 사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졌

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 노인 인구 중 1만명을 뽑아 조

사했을 때도 다섯 명에 한 명(21%)이 아무런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성 노인(23%)

이 여성 노인(19%)보다 더 심각했다55).

[그림 4-25]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가재울 마을건강방’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지역사회는 고령기의 질환 예방을 위해 

중장년 시기부터 주민의 운동습관과 신체활동 개선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혹 고령기가 되어 만성질환 등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혼자 살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적절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포형 AAIC 모델은 건강과 돌봄의 영역에서 다음의 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강의 영역에

서는 고령자를 비롯한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찾아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인‘ 건강거점

공간의 조성’과 만성질환 주민 스스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주도 건강관리 어플 

보급’을 통해 주민 일상생활 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시도해볼 것을 제안한다.

① 건강거점의 조성56)

동(洞) 단위 건강거점의 조성은 그동안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공의 영역이 중심이 되어 건강증

진 사업을 펼쳐왔으나 지역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참여형 건강증진사

업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보건소, 보건지소 중심의 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건강관

련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에 취약하였던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다.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바쁜 

55) ‘독거노인 절반, 경로당도 복지관도 안나가’, 조선일보, 2019. 06.01.https://m.chosun.com

56) 해당 내용은 ‘건강거점공간이어야 하는 진짜 이유, 관계의 힘’, 듣는 연구소, 2019. https://brunch.co.kr/@labfinding에 게재된 가재울 마을
건강방의 사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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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속에서 고령자들도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찾아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는 고령자에게도 분명하게 있다. 

그런데 건강해지기 위한 공간이니 그냥 운동만 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할 수도 있다. 젊은 세대라면 그 기능에 충실한 것이 매력일 수 있겠지만 보다 고령층으로 올라갈

수록 관계에 대한 욕구가 중요해질 뿐 아니라 그 관계가 운동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건강거점은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기 쉬운 은퇴 이후의 고령자가 관계를 맺고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018년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개소한 ‘가재울 마을건강방’은 고령자층에 지출하는 국가의료예산

을 건강예방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리빙랩 

사업의 일환으로 개소하였고, 개소 후 회원가입이 100명이 넘고 대기자가 90여 명에 이를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 현황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34.8회, 50-64세 

26.2회＞전체 평균 26.6회＞ 30-40 8.3회). 월 4회 이상 3개월간 빠지지 않고 출석한 주민을 

기준으로 한 지속 참여율은 49%로 유료 건강 강좌의 3개월 지속율이 12%(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 것과 비교해도 4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 마을건강방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건강방 이용을 통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이웃이 늘어났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40.5%가 긍정답변을 했다. 건강방 내에서의 관계가 더 넓은 범위의 지역 안전망의 형성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건강방 이용 후 지역에 대한 신뢰가 늘어났는가’ 라는 

질문에는 31.3%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51.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밖에 ‘건강방 이용 후 

마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81.3%), ‘건강방 이용 후 이 지역에서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78.3%)등의 응답을 통해 건강거점공간이라는 공동체 공간이 지역사회와 결부된 사회적 

자본의 증가라는 공적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건강거점의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자원을 투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

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이를테면 기존의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갖다놓으면 안

되는지와 같은 질문이다. 물론 경로당에도 고령자에 맞는 맞춤형 운동기구들이 들어가 특성화된 

경로당으로 발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을건강방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없다. 우선 경로당과 마을건강방이 목표하는 대상자가 다르다. 65세 언저리의 어르신들이 경로당

을 이용할까? 아무리 도심지역이라도 경로당의 주 이용자는 70대 중반-80대 정도이다. 자주적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사업의 경우 조금 더 대상계층을 낮춰 잡을 필요가 있다. 경로당의 경우 

새로운 참여자 유입도 쉽지 않다. 건강한 삶만을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경로당 내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위계관계 혹은 무료한 분위기 탓에 가기가 꺼려진다는 주민도 만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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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 단순히 공간만, 기계만 있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혹은 외출조차 안하던 

사람이 매일 습관처럼 운동하러 나갈 수는 없다. 그냥 경로당에 운동기구 넣어주고 끝내자는 생

각으로는 아무 변화도 줄 수 없다. 대상자의 욕구와 삶의 패턴을 반영해 목적이 있는 공간을 구성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고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제대로 된 설계가 있을 

때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26]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마을건강방 회원관리 시스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코디네이터’의 존재이다. 건강거점공간을 유지 관리하며 건강생활에 대한 

전반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상근자의 존재 유무는 이와 같은 공간이 잘 유지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재울 마을건강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의 순위는 1, 건강방 상근자와의 관계성, 2,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건강수당57), 3, 건강방

에서 만난 주민들과의 관계로 나타났다.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수당보다 마을건강방에서 나

에게 관심 가져주고 건강생활을 조언해주며 지지해주는 사람의 존재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재울 마을건강방의 경우  사회적기업인 ‘㈜헬스브릿지’가 제공하

는 ‘헬스큐브’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회원의 맞춤형 기구운동, 식단·생활관리 등을 전문가들이 종

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상주하는 건강코디네이터를 두었다.

②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자기주도 건강관리 어플의 보급

우리나라 만성질환자는 약 1,730만 명으로 인구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인

한 진료비는 28.2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0%에 달한다. 또한 전체 사망원인의 80.8%, 사망

57) 건강방 이용률, 식단관리, 건강미션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용자들이 
지급받는 평균 금액은 2만원(격주 기준) 가량이다. 지역화폐는 인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국, 식당 등 6개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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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상위 10개 중 7개가 만성질환일 정도로 사망과 질병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고

령화시대에는 누구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관리

와 관련해 보편적으로 가지는 건강 문제가 바로 고혈압과 당뇨다. 2018년 발표된 통계청 및 보건

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한 노인병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 1가지 이상을 가진 노인은 90%, 2가지 이상은 73%, 3가지 이상은 51%로 집계됐다58). 

그런데 고혈압과 당뇨는 질병을 앓더라도 다행히 잘 관리하면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가면서 합병

증 없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관리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힘들 수 있다.

[그림 4-27] 노인의 만성질환 보유율(출처: 병원신문, 2018. 10.31. http://www.khanews.com/)

[그림 4-28] 만성질환 보건의료서비스 모델을 적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헬싱 C’

우리나라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 주도의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 최초로 고혈압·당

58)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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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병 등록관리사업이 대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 등이 진행되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 사업들의 장점을 통

합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게 다양한 

시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자기건강관리 능력의 향상과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지속적·체계적 질환관리의 강화가 보다 주민 착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라이프로그 데이터’라고 불리우는 한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

에 관한 모든 데이터(체중, 심박수, 혈당, 몸무게, 식습관, 운동 습관, 약물 복용 여부, 행동과 정

서에 대한 데이터 등)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

의 각 자치구 주민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보건소를 중심으

로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혈압ㆍ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으로 

나오는 등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진단을 받거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포괄되지 못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

지혈증 등 만성질환자가 자기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코칭 어플리케이션의 보급

을 제안한다. 최근 서울대 의대팀이 개발한 만성질환관리 모바일앱 ‘스마트헬싱 C’는 당뇨, 고혈

합, 고지혈증, 골다공증,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관절염 등 7개 만성질환을 진단받

은 사람을 실험군으로 통상적 약물치료만 받는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한 실험에서 ‘스마트헬싱 C’

를 사용한 환자들이 임상적 중재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최근 무분별하게 질병정보 및 투약시간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 앱이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ㆍ비의료 구분이 모호하고 전문 의료진을 매칭시켜 직접적인 피드백

을 받는 질병관리 앱은 아직 서비스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의료, 원격진료에 대한 논

의가 본격화되면 ‘스마트헬싱C’ 와 같이 임상적 중재 없이 질병 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소프트웨

어가 의약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기존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서 한 차원 더 확장된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으로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적정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 돌봄의 영역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케

어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체계에서 아직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약사에 의한 ‘방문

약료 서비스’의 제공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끼리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돌봄을 나누는 지역사

회의 노인 일상돌봄 공동체 모델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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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약사의 방문약료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건강·방문의료 사업은 의사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통해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형태로 이뤄지

게 된다. 하지만 윤곽을 드러낸 커뮤니티케어의 '방문의료' 실시 인력에 방문약사가 직접 언급되

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약 90%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대다수 노인들은 최소 2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 약제를 복용한다. 서울

특별시약사회에 따르면 노인들은 평균 4.1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5개 이상을 복용하는 

경우도 노인인구의 38.9%를 차지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2년 13조744억 

원이던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비용은 2016년 15조4287억 원으로 연평균 4.23% 증가했다. 청구

금액 기준으로 보면 혈압강하제 청구액이 1조4000억 원(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맥경화용

제가 1조3000억 원(8.4%), 항악성종양제 1조200억 원(6.7%)이 뒤를 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약품비 비중이 2012년 35.7%에서 2016년 39.1%로 증가해,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약품비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59). 초고령사회의 국가적 비용 증가가 논의될 때면 늘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언급되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층의 약제비 증가 역시 정책적

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약제비의 증가 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고령 환자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자이며, 이로 인해 

장기간 많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다제약물 복용자라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여러 종

류의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지만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중복 처방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 

우려가 높고, 상세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약물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

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

에 처방받은 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제약물 처방이 입원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중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은 사람은 46.6%였으

며,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군보다 부적절 처방률도 33.2% 더 높았다. 또 대상자를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추적한 결과, 다제약물군은 대조군에 비해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8%, 25%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다제약물군 중에서도 처방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

원, 사망 위험이 높아져 11개 이상 복용군은 2개 이하 복용군보다 입원 및 사망위험이 각각 45%, 

59)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늘어나는 약품비’, 2018. 2. 올헬스. http://www.all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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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까지 증가했다60). 실제 방문의료에 참여하는 간호사들 역시 방문관리를 해보면 병원, 약국에

서 약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리 수령인이 전달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복용이 되지 않아 복약순응도61)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개인 생활 패턴이 복약지도 내

용과 맞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거나 복용하지 않고 의약품이 쌓여있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입장이

다. 따라서 규칙적인 약 복용을 위한 약 정리, 중복 약 점검을 통한 약제비 절감과 건강관리, 기타 

건강상담과 영양요법 상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지역약사의 방문약료사업은 충분히 작동될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복약을 도와줄 가족이 없는 1인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또, 

적정한 복약과 셀프케어의 실패로 증상이 악화되고 급성기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

하는 현실에서 커뮤니티케어의 한 주체로서 지역약국의 핵심서비스는 방문약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9] 노인의 다제약물 복용과 위험(출처: 국민일보, 2019.11)

경기도약사회는 이러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현장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사가 직

접 거동 불편 환자를 방문하여 복약상담과 약물관리를 시행하는 방문약료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

난 2015년 시흥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2017년부터 경기도의회를 통해 조례 제정으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도비 예산지원을 통해 부천, 성남, 시흥, 용인 등 4개 시군지역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18년에는 시군 지자체 매칭사업 형태로 확대되어 도내 10개 시·군 지역

으로 확대·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가 수행하고 있는 방문약료 사업은 지역 보건 증진에 기

여하고,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사업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복 처방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 절감의 경제적 효용성도 

나타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60) ‘다제약물 복용 노인 사망위험 높아진다’, 2019. 08 메디칼업저버 http://www.monews.co.kr

61) 전문가의 지시에 맞추어 제대로 약을 먹었는지의 수준. 일반적으로 복약순응도가 낮아지면 약의 효력 또한 낮아지는데 복약순응도가 낮은 이유 
중의 대표적인 것인 ‘잊어버려서’ 이다. 우리나라 인구 중 30%가 정기적인 약을 복용하지만 이 중 44.4%의 사람들이 복약을 잊어버려서 
챙겨먹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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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방문약료사업 구상인 약국 3.0 (출처: www.yes24.com)

그런데 이러한 방문약료사업은 약력관리료, 노인복약지도료, 재택방문약력관리료·의약품정보제

공료 등 다양한 수가 항목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 또 의사의 처방권을 주장하는 의사회와의 갈

등으로 여러 제약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부터 확대되어 실시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자 

지원사업’의 경우 결국 의사가 주도하는 협업서비스가 되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을 

갖는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앞둔 지금, 단골약국 및 단골약사를 통한 환자 착형 약

물관리가 사회적 인식으로 받아들여질 필요도 있고 또 돌봄이 필요한 재가노인 및 가족을 찾아 

약물정보의 제공, 의약품 관리, 약력관리, 복약지도 등 사회약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활동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범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다. 마포구 약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관내 거점 약국에 방문약료사를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찾동 단위로 파견도 가능하다. 방문약료 서비스는 어르신 생활관리사 또는 사회복지

사와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돌봄과 연계 서비스를 선제적으

로 시도해볼 수 있다. 또 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노년의 약사가 마포구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약료 전문가 과정’, ‘방문약료 전문약사 양성교육’ 등을 통해 현장인력으로 활용됨으로써 노

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다.

④ 노인 일상돌봄 공동체 모델 

최근에는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으로 노인의 자립을 보강하고 일상을 지원하는 사용자 맞춤형 서

비스를 정부관계기관이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인 서비스 및 전달체계

의 확장은 사실 사용자 즉, 노인의 개인적이고 복합적인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이질적인 외부의 

서비스 공급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개인의 삶은 다양한 요구의 기능적인 조합으로 설명될 수 없

으며 공식적인 표준화된 서비스는 가구 이동, 대형쓰레기 처리, 가전제품 수리, 대청소, 병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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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이동, 생활용품이나 식료품 구입 등의 장보기를 도와주고 전구 교체 등의 간단한 수리를 

돕는 등의 비공식적인 일상생활 지원과도 거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인간미를 갖지 못하는 공공의 

제도화된 서비스는 공급자 위주의 확대로 남아 노인의 살던 곳에서 외로움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적 관계인 가까운 친구나 이웃의 역할을 증진시키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용자는 

여전히 자격을 갖추거나 복지프로그램에 선발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익숙한 지역

의 사회교류 네트워크가 아니라 낯선 공식 서비스 접근을 위해 거주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

도 발생한다(서현보, 2020).. 따라서 노인의 삶과 일상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

회 내 인간미를 가지는 비공식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지역 내 인적 자원의 개인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의 공식적인 경로가 제공하지 못하는 일상적 돌봄 즉, 일상생활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공동체 모델은 마포형 AAIC 모델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해

야할 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지역기반 생활서비스 제공 공동체 모델

인 써클 모델(Circle Model)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기반 한 노인 일상돌봄 공동체 사업

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007년 영국의 민간단체 ‘파티서플(Participle)’이 시작한 ‘서클(Circle)’은  일종의 사회 혁신 

프로젝트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형태의 돌봄 공동체이다. 회원가입으로 이용자격을 

가지며, 회원은 돌봄자가 될 수도 있고, 돌봄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써클 모델의 장점은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의 요

구를 관에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서로 제공한

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고 서비스의 확장성, 서비스의 질 향상,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이는 바로 양질의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회원들은 무조건적인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회비를 낸 후 받는 서비

스라는 점에서 자존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써클의 회원가입 대상자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으

로 이들의 경우 누구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도움을 받거나 

이웃의 여러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형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사람 당 일정 수준의 

월 회비(20-30유로)를 내고 가입이 이루어진다. 써클의 자원봉사자 또는 도우미(helper)의 경우

에도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 등록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도우미는 나이 제한이 없으

며 다양한 관심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회원들도 도우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과 도우미의 

경계도 불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우미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와 차이점을 가진다. 이

것은 무급 자원봉사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회원은 자

기가 속한 써클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로 연락하여 도우미를 요청하기도 하며, 자신이 참가하고 

싶은 여러 학습이나 이벤트 기회를 찾고 신청하기도 하며, 자신이 직접 다양한 이벤트나 학습의 

기회를 만들어 써클에 홍보를 부탁하기도 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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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HMR 써클의 홈페이지 https://hmrcircle.org.uk

2009년 Southwark서클 설립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영국에 7개 서클이 생겼으나 지금은 

HMR(Heywood Middleton & Rochdale)써클만 운영되고 있다. Southwark서클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었으나 예산삭감 이후 2014년 재정난으로 중단되었고 HMR서클은 협동조

합 운영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 재정마련을 위해 제공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HMR써클이 위치한 로치테일 지역은 전체 

인구수가 20여만 명인 작은 지역이다. 영국의 신흥 공업 도시에서 19세기 초 쇠퇴일로를 걸으면

서 임대주택과 빈곤층은 물론 노인 인구가 많다. 저녁이면 혼자가 되어 외로움을 느끼거나 주변

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다수다. 그러나 빈곤층이 많아 비싼 돈을 내고 돌봄을 받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HMR은 돈이 없거나 저렴한 비용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순환 구조의 서비스를 

설계했다. 설립 8년 만에 회원 수는 3배가량 늘었고 개설된 이벤트만 500여개가 넘는다. 또 

HMR에서는 운전서비스에서부터 운영의 많은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의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활

동 후 은퇴한 이들이 자원봉사자 그룹의 주축을 이룬다. 현재 HMR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70여명이다62). HMR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지역 서클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정원손질, 집수리, 정기적 돌봄체크, 외출도움,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소셜 미디어 등

의 기술적 도움 등의 실질적 문제해결과 외출, 식사, 가이드산책, 관광, 공예, 음악, 공연 등 다양

62) ‘친구 같은 커뮤니티,,시민들 연결해 독거노인 문제 해결한다’, 이로운 넷, 2019.07.www.erou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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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회원들과 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이밖에 택시회사, 살롱, 카페, 레스토랑, 마사지, 볼링장 등 제휴를 맺은 업체에 써클 회원카

드를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원봉사 운전자 계획도 운영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을 이용하기 힘든 노인들을 병원이나 소셜 캘린더 행사에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달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차로 1500번 이상 회원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HMR 서클 회원의 79.9%가 서클 덕에 사회적 활동이 늘었다고 답했

고, 56.8%는 건강과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1.6%가 서클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평균 6.9명의 새 친구가 생겼으며 친구에게 서클을 추천하겠냐는 물음에는 모

두(100%)가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림 4-32] HMR 서클 설문조사 결과(출처:충남연구원, 2019)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어온 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기관에 의한 돌봄이었으며, 지역

사회에 의한 돌봄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돌봄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는 노인과 정서적인 연계를 가지지 못한 채 지역사회 내 기관에 의한 돌봄으로 

제공되어 온 측면이 많았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의해 일반화되고 보편화돼 가는 돌봄 

서비스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고령인구의 다양성

과 규모가 급격히 증가될 초고령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지속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으로 현재 각종 돌봄서비스 공급체계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실표성과 체감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크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

다.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노인의 생활공간이 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과 노인이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즉 노인이 살아온 익숙한 생활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웃

과 교류하면서 일상 돌봄이나 정서적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의 공동체가 마포형AAIC 모

델 돌봄체계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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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장에서는  마포형 AAIC 모델의 주요 추진전략과 사업지침을 제시하였다. 먼저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인 걸어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동네, 고령자가 사회적 역할을 가지는 동네, 

정든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동네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첫째, 보행을 촉진하는 근린환경 

조성, 둘째,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제공, 셋째, 주민의 건강의식 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제공을 제시하고 각각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보행을 촉진하는 근린환경 조성은 근린환경에서의 보행, 즉 동네에서의 걷기는 일상의 생활편의

시설 방문이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 수단이며, 그 자체로도 훌륭한 여

가활동이자 신체운동이 될 수 있고 또 걷기가 좋은 근린의 보행환경과 고령자들을 위한 어메니티

가 조성된 보행네트워크는 주민의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연구결과와 함께 제시하였

다. 둘째,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의 제공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사회적 인연과 단절된 채 

거주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은퇴노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현재 노년기의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과 사회적 여건을 주거지에 제대로 조성해야 

하는 것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의 건강의식 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제공은 일상

생활에서의 행동변화를 통한 신체활동과 운동 등 건강행위의 증진을 위한 근린의 물리적 여건의 

개선 뿐 아니라 주민의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과 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료 및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가능한 살아온 익숙한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계속하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가정에서 고령자를 돌봐줄 수 있는 

구조를 지역사회나 동네 단위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다음 이와 같은 3가지 추진전략에 기반 해 실행되어야 하는 마포형 AAIC 모델 사업의 지침도 

함께 제시하였다. 지침은 1)지역의 진단, 2)시각화를 통한 과제의 발견, 3)지역생활권 계획의 검

토, 4)각 사업별 이슈 검토와 제안이라는 4가지 사업실행의 단계에 따라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1)지역의 진단 단계에서는 마포형 AAIC 모델은 보건, 복지, 주거, 교통, 생활시설,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므로 지역의 진단 역시 과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표가 되

는 각종 데이터에 근거하여 실시하되, 인구사회학적인 기초데이터 외 도시의 물리적 환경데이터, 

사회적 환경데이터, 주민의 건강행동 및 건강의식 데이터 등 도시 뿐 아니라 보건 및 복지 분야의 

각종 자료원을 활용하여 수집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특히 지역 진단 방법 중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해야할 방법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동선 및 일상의 파악이 가능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데이터의 수집을 강조하였고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2)시각화를 통한 과제의 발견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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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역의 진단을 통해 수집된 각종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를 도시계

획 GIS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도상에 맵핑하거나 혹은 데이터 간의 상호 관계 등을 쉽게 분석,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함으로써 시급한 지역과제와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

해 계획의 수립 및 과제별 사업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3)지역생활권계획의 검토 단계에서는 

기 수립되어 있는 마포구의 도시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실행계획 중 특히 마포형 AAIC 모

델의 추진과 연관성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보건 및 복지 분야의 계획이나 사업과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간에 연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4) 각 

사업별 이슈 검토와 제안에서는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유형을 (1)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시설배치·이동성, (2) 보건계획 측면에서 외출행동·교류활동, (3) 복지계획 측면에서 건

강상태·돌봄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각 사업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제시

하는 가운데 사업의 주요 지침 및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자치구 각 부서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05

결론

1_연구의 종합

2_연구의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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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1 ∙연구의 종합

1) 고령자의 삶의 질에 전망을 가진 주거지로서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

장래 고령사회의 노년기 삶과 사회 환경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을 둘러싼 인간관계, 사회활

동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지역사회의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범주

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근린환경과 사회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고령인구가 평생 살아온 곳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에서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삶을 풍

성히 누리는 복지를 누리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삶 그리고 고령기에 접어들 주민의 삶의 질

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계획되는 주거지 모델인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체적 상을 ‘건강한 노후’

를 위한 주거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주거지, ‘존엄한 노후’를 위한 주거지로 구상하였다.

첫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주거지는 걸어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동네이다. 동네 안에

서 노인 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모든 세대가 걸어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걷게 

되면서 건강해지는 동네를 지향한다. 마포형 AAIC 모델은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한 활동반경

의 감소로 일상이 주거지 근린에 한정된 노인이나,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보행이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청장년 세대들이 주거지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게 되어버려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보행증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에 무관심한 주민

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거지를 구상한다.

둘째,  ‘활기찬 노후’를 위한 주거지는 고령인구의 규모와 다양성이 커지고, 고립과 의존의 수동

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서 고령자가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동네를 의미한다. 특히 마포형 AAIC 모델은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높은 사회참여의 욕구를 갖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나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성 등이 뛰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노인을 일방적인 약자로 대하지 않고 새롭고 생산적인 지역 구성원으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교육, 여가, 문화 등 다방면의 지원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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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존엄한 노후’를 위한 주거지는 가족부양, 가족돌봄의 전제가 해체되기 시작한 이후 그동

안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비용이나 부담으로서 정책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던 노인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재조명되고 이에 근거하여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인돌봄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하는 동네를 의미한다.  특히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

기를 바라는 노인들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계속 살

기 원하는 자기 집과 동네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근린환경을 조성하고 개

인의 존엄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노후의 돌봄공간과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제공함으로써 존

엄하게 생의 말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한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존엄한 노후를 위한 마포형 AAIC 모델은 고령화 시대 우리사회의 가

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될 복지의 관점에서 공간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융복합 정책으로서의 전

환점이 되는 모델로서도 반드시 역할 해야만 한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개인·가구별 소득을 기준

으로 정책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 대상을 공간적인 접근이 아닌 인구사회적 계층

으로만 판단해왔다. 또 기존의 공간계획은 총량적 관점의 물리적 시설계획이 주를 이루며, 시설 

수요자에 대한 배려 혹은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

되어온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미시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으로 해당 지역의 수요 맞춤형 혹은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령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기반 하여 복지패키지(시설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 등)를 적

지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 모델의 밑그림으로서 마포형 AAIC 모델을 제안하고 구

체적인 상을 밝혔다.

2)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 실현을 위한 정책 디자인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존엄한 노후가 보장되는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디자인은 보행을 촉진하는 근린환경 조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제공, 주민의 건강의식 증

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제공이라는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디자인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행을 촉진하는 근린환경 조성은 근린환경에서의 보행, 즉 동네에서의 걷기는 일상의 생

활편의시설 방문이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 수단이며, 그 자체로도 훌륭

한 여가활동이자 신체운동이 될 수 있고 또 걷기가 좋은 근린의 보행환경과 고령자들을 위한 어

메니티가 조성된 보행네트워크는 주민의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연구결과와 함께 제

시하였다. 둘째,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의 제공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사회적 인연과 단절

된 채 거주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은퇴노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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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의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과 사회적 여건을 주거지에 제대로 

조성해야 하는 것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의 건강의식 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제

공은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변화를 통한 신체활동과 운동 등 건강행위의 증진을 위한 근린의 물리

적 여건의 개선 뿐 아니라 주민의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과 

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료 및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가능한 살아온 익숙한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계속하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가정에서 고령자를 돌봐

줄 수 있는 구조를 지역사회나 동네 단위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 프로세스를 4가지 사업실행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

에서 견지해야할 사업의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하였다. 먼저 1)지역의 진단 단계에서는 마포형 

AAIC 모델은 보건, 복지, 주거, 교통, 생활시설,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접근으로서 최

초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정책과는 달리 도시의 물리적 환경데이터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데이터, 주민의 건강행동 및 건강의식 데이터 등 보건 및 복지 분야의 각종 자료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지역 진단 방법 중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해야할 방법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동선 및 일상의 파악이 가능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데이터의 수집을 

강조하였고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2)시각화를 통한 과제의 발견 단계에서는 지역의 진단을 통

해 수집된 각종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들을 도시계획 GIS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도상에 

맵핑하거나 혹은 데이터 간의 상호 관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함으로써 시급한 지

역과제와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3)지역생활권계획의 

검토 단계에서는 기 수립되어 있는 마포구의 다양한 종합계획 중 특히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

과 연관성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계획이나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 간에 연계한 사업을 계

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4) 각 사업별 이슈 검토와 제안에서는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유형을 (1)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시설배치·이동성, (2) 보건계획 측면

에서 외출행동·교류활동, (3) 복지계획 측면에서 건강상태·돌봄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각 사업에

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사업의 주요 지침 및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자치구 각 부서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사례들을 많이 언급하지는 않

았다. 실제로 자치구 도시계획과, 복지과, 건강증진과 등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 이미 포화상

태에 이르고 있는 만큼 기존의 사업들을 장소 기반, 대상자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당장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대신 아직 마포구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해외 

사례, 타 지자체의 사례들 중 마포형 AAIC의 구상에 적합하고 추진할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례들을 선택해 제시하였다. 그동안 시설 중심 진단에 머물렀던 고령친화도 진단평가를 시설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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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역환경의 외부공간으로 확장해 진단해보는 사업,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환관리 어

플리케이션의 보급, 다제약물 복용에 의한 약제비 증가와 노인 사망률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문약료사업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웃과 교류하면서 일상 돌봄이나 정서적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 일상돌봄 공동체 모델 운영 등은 마포형 AAIC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선도적으로 추진

해볼만한 가치를 갖는다.

3) 도시계획과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라는 과제

마포형 AAIC 모델은 기존의 도시계획에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

스 즉 커뮤니티케어를 접목한 새로운 근린환경 주거지계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 또

는 도시정책 그리고 건강, 보건, 의료 및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에 대한 논의는 사실 학

문 분야에서는 통합연구 또는 융합연구라는 이름으로 이미 전개되어 왔었다. 도시의 건조환경과 

신체활동 그리고 건강 사이의 인과관계 또 마찬가지로 노인의 신체활동 및 정신적 건강과 도시환

경과의 관계 등을 조명해 분석하고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추진이 본격화 된 이후 공중보건, 의료 영역에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더해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의 구조와 실행모델에 대한 연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책을 사업화하

고 또 이를 추진하는 중심주체로서 행정의 영역에서는 도시계획과 건강 및 의료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한 협업의 테이블을 갖는 것조차 힘겨운 현실이다. 물론 논의를 위한 테

이블은 마련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교류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고령자 커뮤니티케어를 주도하는 보건복지부와  도시계획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가 ‘커뮤니

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과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공간이라는 하드웨어와 복지라는 소프트웨

어를 동일한 선상에서 보완적 관계로 보고자 하는 노력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초고령사회의 주거모델의 전형은 아마도 공급자 중심의 의료와 보건 서비스보다는 노인이 자

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인간관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돌봄을 제공받고 밝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건강 및 의료복지 분야가 세 단계 즉, 연계(linkage), 조정(coordination) 

및 통합(integration)으로 발전해야 해아 한다. 현 단계는 중앙정부부터 각 지자체까지 부처 간 

그리고 부서 간 연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한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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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히 사업간 연계를 넘어 보다 진화된 형태의 장소기반 또 대상자 중심의 통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에 근거한 공통된 표준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행정의 업

무는 법과 제도에 기반 해서 이뤄지는데 중앙정부의 법과 지침에서 도시 정책 및 보건과 복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하는 지침이 사실상 부재하고, 설령 지침이 있어도 형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요

구하지 않기 제도적인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또 자치구의 대상자의 입장에

서 바람직한 형태의 영역 간 서비스의 실질적인 연계나 조정 등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용호, 2018). 따라서 마포형 AAIC 모델의 추진은 일선 지역차원에서 공간복지 및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조정되는 출발점으로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도시정책, 복지정책, 보건의료 정책 등이 그동안 얼마나 연대하고 

협력해왔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이 한 생애를 살

아가는 동안 당연히 누려야만 하는 행복과 삶의 형태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지역사회를 재구성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모색해보는 것이 마포형 AAIC의 

구상과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1) 자치구 고령화 대응정책의 총체적 방향성 제시

다가올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서는 기존의 돌봄과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대

는 물론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방문간호 등까지 의료, 돌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가 더욱 크고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다.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이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언제나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주치의가 있어야 하며, 중증질환에 걸리

더라도 모든 급성기 병원에 마련된 노인병센터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통합적 의료서비

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원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혹시 질병이나 기능장애 때문

에 고통을 받는 경우 언제든 상담과 적절한 서비스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노인보건복

지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고, 의존적 상태가 되더라도 자신의 거주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 진료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윤종률, 2016)

2018년 3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추진을 발표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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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

회에 거주하면서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일컫는다. 그동안 병원, 

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에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도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족, 이웃

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기존 생활방식대로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

로 재편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국가 제

도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한국의 복지서비스 체제를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근린생활권 내 노인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고령친화

적 환경을 계획하고, 주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커뮤니티 식당 등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은 노인의 공간복지, 

사회안전망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복지·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고령

친화주거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마포구 노인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기초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

는 기대효과를 갖는다. 또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된 마포형 AAIC 모델은 주민생활과 착된 건

강, 의료, 복지 정책의 융합을 통해 공간복지와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동네를 지향함으로써 이 가치를 더 확장하면 보건과 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가 교통, 주거, 환경

의 제반 영역들과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결국 우리사회가 제공해야 할 죽기 

전 10년의 실질적인 노인 주거 및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주거정책, 복지정책의 융합을 통해 서로 

맞물리며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과 함께 마포구의 고령화 대응 정책의 총체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으로의 확장성 기대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적 관심사는 복지정책 대상으로서의 노인으로부터 고령화라는 인

구학적 현상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각적이어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개발과 수행만으로는 고령시대에 적절

히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본적인 사회구성원리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제안

되고 있는 것이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변화이다(정경희, 2004; Riley & Riley, 1999).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구축된 구성 원리에 기반 한 연령분절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의 시기인 중년기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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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를 구분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한 사회

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성은 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구축된 것으로, 연령에 따른 교육, 일, 

여가의 엄격한 구분체계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생애단계 구분과 이에 기초하여 수립된 개별정책들은 급격한 고령화를 경

험하고 있는 현재 우리사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령분절적인 정책 패러

다임에 기초하여 인구구성을 14세까지는 유년인구로, 15~6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65세 이상 인

구를 노년인구로 구분하고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계산한다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후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공적

체계의 구축 및 실현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대가 아동과 같은 다른 연령층에 대한 지출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처럼 연령차별의 문제점을 야기 시켜 세대 간의 갈등과 배척 

또한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63).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구축된 연령에 따른 교육, 일, 

여가의 구분체계에 기초한 패러다임으로는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동안 교육, 일, 가족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적절히 조정하

여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는 연령통합적 사회체계 마련이 요구된다(정경희 외, 2015).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각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연령통합

적 관점에서의 시도들이 그간 있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청년과 

노인의 주거문제를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또는 ‘한지붕 세대공

감’ 등으로 불리는 세대 간 주거공유 모델을 공급하려한 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는 노인복지와 청년주거를 동시에 해결하고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

안으로는 매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그리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김병권, 2016). 대학생

들을 위한 별도의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고령자들의 주거 공유에 대한 거부감이나 청년들의 

독립적인 생활의 선호도 문제, 고령자는 저렴하더라도 임대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관점을 유지하

고 대학생 역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구한다는 관점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수익과 비용의 

프레임을 뛰어넘어 서로 다른 세대가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는 단지 연령통합형 주택의 공급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거, 교통, 여가, 문화 시설과 

서비스를 아동, 청소년, 장년 등 모든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노인은 물론 청장년 등 전 세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생활보장의 영역에서 삶의 질을 충족시킴으로써 살던 곳을 이탈하

63)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사회통합 실태 및 대응방안(3)-사회통합 국민인식’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전국 19~75세 국민 
366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은 62.2%로 지난 2014년 56.2%와 비교해 6%p 증가했다. 10년 후 고령자와 
젊은이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약 5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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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있는 연령통합적 관점의 마을 만들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마포형 AAIC 

모델의 구상은 노인만의 편의증진이나 노인을 위한 차별완화에 치중하지 않고 근린계획 단계에

서부터 일자리와 교육, 돌봄, 건강, 복지, 공동체 활동 등 주민 세대 모두의 정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가 고려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살면서 일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삶의 터전을 조성함으로써 인구가 감소되어도,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유연하

게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주거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마포형 AAIC 모델

의 구상은 노인이나 청년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선별적인 주거복지정책이 아닌 모든 연령

이 살아가기에 편리한 근린환경, 다양한 연령이 서로 교류하는 지역공동체, 다양한 보건복지 서

비스가 빠르게 전달되는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서 향후 고령사회 사회통합을 위

한 정책으로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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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sign and Promotion Plan of Mapo-Type AAIC(Acitve  

Aging  in Community) model for Super Aged Society 

Hyun-Ju Kim

As the diversity of the aged population grows and the aged population wants to spend 

a lively old age that actively lives rather than a passive existence of isolation and 

dependence, the elderly are willing to walk out of the house and walk around the town, 

buy goods, and leisure activities. Creating a place to live with neighbors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addition, it is not only 

a personal quality of life problem, but also an important national issue, for an elderly 

person to live healthy and independent in the place where they live. This is because the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can lead to social and economic losses. 

Therefore, this study plans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provides health,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so that the elderly population, which will occupy the majority of the 

inhabitants in the future, and the young people, who will gradually become aging, will 

continue to live safely, with confidence, for a long time in their homes. We devised a plan 

and plan for possible housing policies for the elderly. 

It is expected that the elderly life and social environment in the future will greatly affect 

the image of the elderl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lderly, and the changes in social 

activities. Therefore, the more universal and comprehensive categories of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are healthy and energetic. Providing a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opportunities for social activities to provide health, maintain health in places where th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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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population has lived for a lifetime, and establish a living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continue living while enjoying well-being that enriches their lives with a 

variety of meaningful activities in society. This is necessar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ncrete image of the Mapo-type AAIC model, a residential model that is planned with 

prospects for the life of the elderly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who enter the 

elderly, in order to respond more actively to the aging society. It was envisioned as a 

residential area for 'healthy old age', for 'lively old age', and  for 'a dignified old age'.

The policy design to realize the concept of the abrasion-type AAIC model that ensures 

a healthy old age, a lively old age, and a dignified old age is to create a neighborhood 

environment that promotes walking, provides various community activities, promotes 

residents' health awareness and community-oriented care It was suggested that it 

should be designed around three policies of provision. In addition, the promotion process 

of the Mapo-type AAIC model was divided into four business execution stages, and 

directions and guidelines of the projects to be observed at each stage were presented. 

First of all, the Mapo-type AAIC model is the first attempt as an approach that 

encompasses various fields such as health, welfare, housing, transportation, living 

facilities, and the economy. He revealed that it is necessary to utilize various data sources 

in the health and welfare fields, such as health behavior and health awareness data. In 

particular, as the most aggressive method among local diagnostic methods, the emphasis 

was placed on the collection of empirical data using mobile big data, which can identify 

residents' daily life movements and daily life. In addition, by mapping variou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collected through diagnosis of the region on a map through linkage 

with city planning GIS, etc., or visualizing it so that it is easy to grasp the inter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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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data,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resolve urgent regional tasks and prioritie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propose to implement the project, and to avoid overlapping 

plans or projects and plan mutually linked projects among the various comprehensive 

plans of the established Mapo-gu,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Mapo-type AAIC model. 

This study did not mention many examples of specific projects for the promotion of the 

abrasive AAIC model. In fact, as projects under development in the city planning, welfare, 

and health promotion departments of the autonomous districts are already saturated, 

restructuring existing projects into place-based and target-oriented people is a way to 

expect the immediate policy effect. Instead, among the overseas cases that have not been 

attempted in Mapo-gu and other local governments, examples of those that are 

meaningful and worth pursuing and promoting the Mapo-type AAIC are presented. A 

project that expands and diagnoses the elderly-friendly diagnostic assessment that has 

been in the center of facility-centered diagnostics outside the facility, ie, outside the 

local environment, disseminates disease management applications for chronic patients, 

increases drug costs by taking multiple drugs, and increases the mortality rate of the 

elderly The visiting medicine project that can reduce the number of people and the 

operation of the daily care community model for the elderly who can receive support for 

daily care and emotional care while interacting with neighbors naturally is worthwhile 

to lead as a representative project of Mapo-type AAIC.

It can be said that the promotion of the Mapo-type AAIC model has a challenge as a 

starting point where spatial welfare, health, medical care, and welfare servic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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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ly linked and coordinated at the regional level.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first 

reflect on how much solidarity and cooperation the local city policy, welfare policy, and 

health care policy have been, and based on this, the happiness and life that residents of 

the community must enjoy while living their entire lives. It is considered that the first 

step toward designing and promoting the Mapo-type AAIC model is to find and explore 

what is the minimum effort to reconstruct the community to meet the needs of the 

residents to provide the form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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