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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강남구 구립 경로당의 현황 조사를 통한 경로당 건축의 특성 파악

 강남구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구립 경로당 43개의 현황 조사를 통해 각각의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였다. 현황 조사는 현장 견학을 통해 이루어졌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경로당의 일반적이

고 건축적인 특성들인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준공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

해 경로당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고 해당내용을 조사하였다. 

 또한 구립 경로당의 층별 용도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재건축 사업추진 시에 어떠한 용도로 복합화를 

해야 하는 가와 리모델링 시에는 용도구성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리

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경로당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였고 개발이 허용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강남구의 구립 경로당은 어떠한 건축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

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건물의 노후상태를 조사하였다. 경로당 홈페이지 및 관련 문헌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내용 및 자료들을 보완하였다.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노후도 상태, 개발형태 등 현황 조사 결과 도출

 각각의 경로당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항목들을 설정하였고, 항목으로는 건축 유형, 

노후도, 개발형태, 대지규모, 용적률 등을 선정하였다. 경로당의 건축물 유형은 현장 조사를 통해 단독주택형, 

일반건축물형 및 공원 내 시설형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으며 단독주택형은 8개, 일반건축물

형은 22개, 공원 내 시설형은 11개, 기타 유형은 2개로 조사되었다. 

 노후상태를 조사하여 경로당의 노후상태를 양호, 중간, 불량 등으로 구분하였고, 노후상태에 따라 개발형태

를 재건축, 리모델링, 존치 등으로 분류하였다. 노후도가 불량할 경우는 재건축 수요가 매우 높다고 보았고, 

노후도가 중간일 경우에는 단기적인 미래에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노후도가 양호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경로당의 사업부지규모를 조사하여 앞으로 개발전략 수립 시에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등의 대지규모

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로당 이외의 공공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추가적

인 용도들이 복합화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경로당이 입지하는 지역의 용도와 허용 용적률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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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 및 리모델링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국내 경로당 우수 사례를 조사하였고 사례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당 1동 어르신 복합시설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로당을 재건축해 경로당과 작은 도서관을 복합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주민공

동공간을 조성하였다. 양재 느티나무 경로당은 노후 경로당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포함한 문화 및 여가 복합

화 시설을 건립하였다. 내곡 느티나무쉼터의 경우 기존의 경로당과 공공시설을 함께 거점형 문화·여가 복합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여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

하였다. 동작구 학수 경로당의 경우 노후 경로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과 경로당을 복합화하여 청

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지역 내 젊은 층의 유입으로 활력을 부여하는 세대융합형 복합시설로 건립되었다. 동

선동 제1 경로당의 경우 내·외부 공간을 개선하고 내부 화장실 설치 및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여가실을 새

로 조성하였다. 또한 노인들이 부상 및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내부공간을 디자인하였다. 영

등포구 모랫말 어르신복지센터의 경우 노후 경로당 건물에 2개 층을 증축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을 데이케어

센터 및 여가문화시설과 함께 복합화하였다. 

 해외 사례는 스웨덴의 경우는 노인복지시설을 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계획하여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

다. 지역에 소규모로 건립되어 있는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노인들의 성별에 따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관련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노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 파

리시의 경우는 구별로 노인 전용 클럽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서 다양한 여가,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노인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대다수는 지역 내 소규모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노

인주거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시니어센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적합한 노인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크게 문화 및 여가 중심, 세대 간 교류 지원 중심 및 한 분야를 특정하

여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 프렌드십 테라스 여가 프로그램은 노인아파트에 

제공되는 여가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거주 노인들이 직접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파트 내 다목적여가실

을 프로그램을 위해 활용하며 참가비용이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복합복지시설인 

웨르뷰이즈미의 경우에는 아동시설, 노인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을 한 건물 안에 복합화하였다.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을 접할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도 있으며, 1층 내부공간의 일부는 지역주민들의 

행사 개최를 위해 개방하고 있다. 

노후 경로당의 문화·여가 복합화 시설로의 전환 제안

 고령화 시대의 경로당은 단순히 여가활동만이 가능한 소외되고 고립된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다양

한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는 문화·여가 복합화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경로당과 

도서관, 보육시설, 북카페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복합화하여 세대

융합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모임과 소통의 장으로서 계획하도록 한다.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노후 

경로당과 주민공공시설을 복합화하기보다는 공공주택과 같은 용도를 복합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

다는 점을 고려해 보도록 한다. 



요약 iii

 경로당과 문화·여가공간이 복합화될 경우에 경로당 공간은 기존 노인회원분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문

화 및 여가공간에 대해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 유형별로 노후도와 용적률을 고려하여 개발형태를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단독주택형 경로당은 노후도가 심하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일반건축

물형 경로당은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었을 경우 현재의 노인 여가 공간 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내부공간의 용도를 재구성 또는 새로운 용도를 추가하도록 한다. 공원 내 시설형 경로당은 노후도가 

심해 재건축 수요가 높고 강남의 현대적인 지역경관과는 부조화되므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합한 개발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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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등의 대표적인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공간 개선 사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로당 시설은 이에 대한 연구나 시설 개선이 소홀히 다루어

져 왔음

‐ 일반적인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활동(TV시청, 장기 등)과 식사제공 등의 사랑방 기능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복합적인 공간 개선이 고려되어야 함

◦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인들의 여가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독

립적인 공간 마련 필요

‐ 할아버지, 할머니 방의 독립적인 공간분리가 요구되며 한편으로는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계획 고려

‐ 거실, 방, 주방 및 식당 등의 실내공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공간의 프라

이버시 및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건강관리, 여가, 운동,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활동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으로서 계획이 요구됨

‐ 가벼운 노인성 질환관리, 취미․교육 프로그램, 운동 및 노인들의 경험을 활용한 봉사활

동 기회 제공

‐ 경로당이 고립된 시설이 아니라 여러 연령별 세대가 찾는 공간으로 전환하여 세대 간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기능 부여

◦ 노후화된 경로당의 경우 재건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있고 건축물에 대한 이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가 필요

‐ 노후화된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단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많아 강남처럼 대지

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율이 떨어짐

‐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도 노후화가 되었을 경우 강남의 현대적인 

주변 건물들과 비교하여 경관상의 부조화를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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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평균 연령대가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고 과거의 노인은 보호되어야 할 대

상이었다면 최근의 노인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적극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과거의 경로당의 기능이 단순한 친목과 식사제공을 하는 공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노인

들의 다양한 여가 선용 및 문화 향유 요구에 부응하는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함

‐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

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서울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고령친화도시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상위에 있는 가치 아래 자치구 내에 여러 연령층

이 어울리는 세대융합형 경로당을 조성하여 이에 부응

‐ 노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노인시설은 요양을 위한 격리시설이라는 이미지에서 탈

피하여 노인들이 노년을 보다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토대 마련

2) 연구의 목적

◦ 강남구 구립 경로당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자료 구축

‐ 강남구의 구립 경로당을 조사하여 어떠한 건축 유형으로 건축되어 있고 분류할 수 있

으며 공간의 용도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료 구축

‐ 건축물 대장 조사와 홈페이지 자료들을 통해서 경로당 내부공간의 평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조사

‐ 경로당의 위치, 시설 수, 규모, 노후도 등을 파악함

◦ 노인들의 문화, 여가 및 건강에 대한 수요증가를 고려한 경로당 건축의 대응방안 마련

‐ 생활 SOC와 같은 공공시설의 복합화를 적극 권장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경로당의 경

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고 다른 용도와의 복합화를 통한 경로당 모델 

개발이 요구되어짐

‐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가 가능한 열린 공공시설로의 전환 필요

◦ 향후 경로당의 리모델링과 신축사업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방향 제시

‐ 국내 사례조사를 통하여 리모델링 및 신축 사례를 통하여 최근의 경로당 건축의 경향

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강남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발굴

‐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국내와는 어떤 점이 차별화되어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을 파

악하여 도입 가능한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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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대상, 방법, 내용적 체계

◦ 경로당 시설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 노인복지법,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경로당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고 최근 주요 쟁점에 대해서 분석

◦ 강남구 구립 경로당 건축 현황 조사 및 분석

‐ 강남구에 동별로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는 구립 경로당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건축물 

유형, 용도구성, 노후도 등을 조사하고 분석함

‐ 건축물 대장을 조사하여 구립 경로당 각각의 시설들에 대한 대지규모, 건축면적, 용적

률 등을 조사함

◦ 국내·외 경로당 건축 우수 사례 조사

‐ 리모델링을 통한 내·외부 공간 개선을 통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사례 조사를 하

여 신축이 어려울 경우의 경로당 공간 개선 방안을 분석

‐ 할아버지 및 할머니 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과거의 경로당과는 달리 도서관, 공공주

택, 프로그램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들과 복합화된 국내 경로당 시설을 조사하여 노인

들의 건강, 여가, 문화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앞으로 강남구에 

경로당 사업 추진 시에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함

‐ 효(孝)라는 고유의 전통문화에 기반한 국내의 경로당 시설과는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

는 입식문화를 전제로 한 현대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노인복지시설이 존재하므로 

국내 경로당과 비교하여 차별화되는 점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도입 가능한 계

획요소들을 발굴함

◦ 강남구 경로당 공간 개선 방안 제시

‐ 문헌 조사, 현황 조사 및 분석,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강남구에 적용 가능한 경

로당 계획 방향 및 지원정책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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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경로당 현황 조사 및 분석

동별 경로당 현황 조사 경로당 유형 분석 건축물 대장 조사

국내·외 경로당 우수 사례 조사

복합화 신축 사례 리모델링 사례

현장 조사

강남구 경로당 공간 개선 방안

문헌 조사/

사례 견학

개선방안 정책방향 향후과제

연구 배경 및 목적

경로당 관련 제도 분석 문헌 연구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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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립 경로당 현황 조사 

및 분석

1_강남구 구립 경로당 현황 조사

2_강남구 경로당 현황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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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남구 구립 경로당 현황 조사 및 분석

1 ∙ 강남구 구립 경로당 현황 조사 

1) 강남구 구립 경로당 현황

◦ 강남구에는 모든 행정동에 43개의 구립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역삼 1동임

‐ 다수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역삼 1동에 6개의 구립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

고, 세곡동에는 4개의 구립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음

[표 2-1] 강남구 구립 경로당 동별 현황

구 분 행정동 경로당명 위 치

1 신사동 학수정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45

2

논현 1동

논현 강남구 논현로 123길 19

3 논골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4 세심 강남구 논현로 115길 35-1

5

논현 2동

영동  강남구 언주로 116길 27

6 학리 강남구 학동로 47길 30

7 한마음 강남구 논현로 136길 5-8

8
압구정동

압구정 1동 강남구 언주로 157길 8

9 압구정 복지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5

10

청담동

청수 강남구 도산대로 85길 43

11 청담 강남구 도산대로 67길 15

12 재너머 강남구 삼성로 147길 64

13 삼성 1동 삼성 강남구 봉은사로 111길 18-3

14 삼성 2동 봉전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39-3

15 대치 2동 대치 강남구 역삼로 90길 18

16
대치 4동

대치 4 강남구 도곡로 77길 22

17 한티 강남구 선릉로 76길 11

18

역삼 1동

역삼제3 강남구 논현로 79길 24

19 테헤란 강남구 언주로 97길 27-4

20 선정 강남구 선릉로 105길 5

21 하방교 강남구 역삼로 11길 9-7

22 상방교 강남구 봉은사로 24길 70

23 역삼중앙 강남구 도곡로 21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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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강남구 구립 경로당 동별 현황_계속

구 분 행정동 경로당명 도로명 주소

24

역삼 2동

역삼 2 강남구 도곡로27길 27
25 역삼복지 강남구 언주로70길 18 

26 역삼시니어하우스 강남구 언주로 79길 30-3, 1층/지1층

27
도곡1동

독구리 강남구 남부순환로 379길 14
28 도곡1동 강남구 남부순환로 355길 22
29 도곡2동 도곡 강남구 논현로26길 34
30

개포2동
개포 강남구 선릉로12길 12

31 이화 강남구 개포로 409-1
32

개포4동
포이 강남구 개포로20길 48

33 밀미리 강남구 개포로31길 31
34 일원본동 일원 강남구 광평로3길 21
35

일원1동
대청 강남구 개포로124길 24

36 장수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 대청종합사회복지관
37

수서동
궁마을 강남구 광평로42길 18

38 수서3단지㉵ 강남구 광평로51길 49
39 수서6단지㉵ 강남구 광평로56길 11
40

세곡동

반고개  강남구 헌릉로622길 9
41 방죽 2 강남구 밤고개로23길 14-31
42 방죽 1 시니어센터 강남구 밤고개로24길 60
43 윗반고개마을 강남구 헌릉로645길 11

 

     자료 : 강남구청 홈페이지 재작성

[그림 2-1] 강남구 구립 경로당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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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사 1동: 학수정 경로당

  

[그림 2-2] 학수정 경로당 전경

◦ 학수정 경로당의 경우 일반건축물 유형의 건축형태를 가지고 있고 지상 4층의 규모로서 프

로그램실은 1층에 있고, 2층에는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3∼4층에는 경로당이 있음

‐ 건물외관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에 위치해 있지만 주변 

경관에 비해 쇠퇴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

[표 2-2] 학수정 노인복지센터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45 

대지면적 164.7㎡

건축면적 91.19㎡

연면적 418.4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327.98㎡)

용적률 199.14％

건폐율 55.37％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81.12.16.

층별용도

4층 다온행복방(경로당-할아버지방), 상담실, 화장실, 테라스

3층 다솜행복방(경로당-할머니방), 화장실

2층 늘해랑행복방(데이케어센터), 화장실

1층 다원행복방(안내실), 찬늘행복방(프로그램실), 화장실

지하 1층 단미행복방(경로식당), 기계실

     자료 : 건축물 대장, 학수정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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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실 및 물리치료실(1층) 데이케어 생활실(2층)

         

조리실 및 경로식당 목욕실/ 세탁실(2층)

[그림 2-3] 학수정 경로당 내부 공간
       자료 : 학수정 경로당 홈페이지

(2) 논현 1동: 논현 경로당

  

[그림 2-4] 논현 경로당 전경

◦ 논현 경로당은 공원 내 시설형의 건축형태를 가지고 있고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되어 있음

- 건물외관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립되어진 후 30년 이상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서 재건축 수요가 높은 편임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는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음

- 건축면적은 83.6㎡이고 연면적은 83.6㎡이며 노유자시설로 등록되어 있음. 공공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원과 연계되어 이용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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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논현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23길 19 

대지면적 1,652.9㎡

건축면적 83.6㎡

연면적 83.6㎡

층수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원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86.11.19.

층별용도 지상 1층 노인정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논현 1동: 논골 경로당

           

[그림 2-5] 논골 경로당 전경

◦ 논현 경로당은 논현 노인종합복지관 내 1층에 설치되어 있고 논현 노인종합복지관은 6층 규

모의 복합용도의 일반건축물 형태로 건립되었음

- 건립 당시 유리를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지어진 지 약 15년 정도가 

경과했지만 건물 및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임

◦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용적률이 215.56％로 건축되어 

건축규모를 6층 높이로 건축하였음

- 복합용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는 경로당, 2층은 프로그램실과 식당, 3~4층에는 

요양센터, 5층에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6층에는 강당과 문서보관실 등이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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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논골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대지면적 528.5㎡

건축면적 233.45㎡

연면적 1,649.17㎡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139.24㎡)

용적률 215.56％

건폐율 44.17％

층수 지하 2층, 지상 6층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사용승인일 2006.9.26. 

층별용도

6층 강당, 문서보관실
5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4층 요양센터
3층 요양센터
2층 프로그램실, 식당
1층 경로당

지하 1층 기계실

     자료 : 건축물 대장, 논현 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강관리실 경로식당 교학당

노인요양센터 정보마당 예음당1)

[그림 2-6] 논현 노인종합복지관 내부 
   자료 : 논현 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1) 건축물 대장상에 강당은 6층으로 표기되어 있음. 공간의 용도는 필요에 의해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정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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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현 1동: 세심 경로당

  

[그림 2-7] 세심 경로당 전경과 주변 환경

◦ 세심 경로당의 경우 일반건축물 형태로 지어졌고 주변에는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으며 건립

되어진 지 약 5년 정도 경과한 최신 건물이어서 건물상태가 매우 양호함

◦ 1층과 2층에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구체적인 용도는 1층은 사무실, 수면실, 물리치

료실, 치료실, 상담실, 센터장실이 있고, 2층에는 생활실과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음. 3층에는 

세심 경로당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주방 및 식당 등이 설치되어 있음

[표 2-5] 세심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15길 35-1 

대지면적 231.5㎡

건축면적 125.85㎡

연면적 454.46㎡

용적률 144.94％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335.53㎡)

건폐율 54.36％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사용승인일 2014.1.28.

층별용도

3층 세심 경로당

2층 생활실, 샤워실

1층 사무실, 수면실, 물리치료실, 치료실, 상담실, 센터장실

지하 1층 주방 및 식당, 기관실

     자료 : 건축물 대장, 세심 경로당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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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현 2동: 영동 경로당

 

[그림 2-8] 영동 경로당 전경

◦ 영동 경로당은 공원 내 시설형의 건축 유형을 갖고 있으며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되어 있음

- 건립되어진 후 30년 이상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서 재건축 수

요가 높은 편임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변의 공원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는 주택들이 많이 건립되어 있음

- 건축면적은 60.48㎡이고 연면적은 70.56㎡이며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음

[표 2-6] 영동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6길 27 

대지면적 1,498.5㎡

건축면적 60.48㎡

연면적 70.56㎡

층수 지하 1층,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원 

층별용도
지하 1층 노인정

지상 1층 노인정

사용승인일 1987.11.19.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경로당 진입 부분에 좋은 수목들을 식재하여 공원과 조화로운 모습을 지니고 있음

- 경로당 건물은 건립되어진 지 30년 이상이 되어서 쇠퇴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고 현

대적인 강남의 이미지에는 부합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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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현 2동: 학리 경로당

    

[그림 2-9] 학리 경로당 전경

◦ 학리 경로당은 단독주택형의 건축 유형을 갖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있음

- 건립되어진 후 40년 이상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서 재건축 수요

가 매우 높은 편임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지만 비교적 대로

변과 인접해 있고 주변에 근린상가들이 인접해 있음

- 대지면적은 163.3㎡이고 건축면적은 65.92㎡, 연면적은 158.31㎡이며 대지면적이 50

평 정도로 규모가 있는 편임

◦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현재 재건축관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표 2-7] 학리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7길 30 

대지면적 163.3㎡

건축면적 65.92㎡

연면적 158.31㎡

용적률 96.94％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별용도

지하 1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지상 1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지상 2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사용승인일 1978.1.28.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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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현 2동: 한마음 경로당

 

[그림 2-10] 한마음 경로당 전경

◦ 한마음 경로당은 일반건축물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있음

‐ 건립되어진 후 약 15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현대적이고 건물상태가 양호

한 편에 속함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주택들과 근린생활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주택가에서 경로당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편임

- 지상 1층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요양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2층은 경로당

과 사무실 등으로 계획되어 있음

◦ 건물이 대지 전면으로부터 후면에 건축되어 있어 전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

[표 2-8] 한마음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6길 5-8 

대지면적 438.1㎡

건축면적 213.6㎡

연면적 510.73㎡,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444.09㎡

용적률 101.37%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시장

층별용도

지하 1층 창고

1층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요양실

2층 경로당, 사무실

사용승인일 2007.7.23.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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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구정동: 압구정 1동 경로당

            

[그림 2-11] 압구정 1동 경로당 전경

◦ 압구정 1동 경로당은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복합되어 건축되어 있는 복합화 시설임

- 지상 1층에는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 2층과 3층은 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어

서 노인과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세대융합형 공간임 

◦ 건립되어진 지 20년이 경과되어서 건물외관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

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건물외관을 새롭게 장식하고 내부공간의 용도구성도 부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음

[표 2-9] 압구정 1동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57길 8 

대지면적 268.3㎡

건축면적 156.99㎡

연면적 590.81㎡

용적률 160.51％

건폐율 58.51％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지역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98.1.22.

층별용도

지하 1층 기계실, 다용도실
지상 1층 노인정
지상 2층 어린이집
지상 3층 어린이집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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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압구정동: 압구정 복지센터

[그림 2-12] 압구정 복지센터 경로당 전경

◦ 건립되어진 지 약 10년 정도의 건물로서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현대적인 양식으로 건축됨

- 대로변과 인접한 위치에 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해 주변에 근린생활시설들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일반건축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센터의 명칭에 적합하게 규모가 크고 소규모 거점형 

경로당 시설이라기보다는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짐 

[표 2-10] 압구정 복지센터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5 

대지면적 313.3㎡

건축면적 155.54㎡

연면적 792.92㎡,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547.8㎡)
용적률 174.85％

건폐율 49.65%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지역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2009.6.22.

층별용도

지하 1층 프로그램실 1∼2, 기계실, 창고

지상 1층 사무실, 실버카페, 경로당

지상 2층 사무실, 데이케어센터 상담실, 프로그램실

지상 3층 관장실, 프로그램실 3

지상 4층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무실, 경로식당

     자료 : 건축물 대장, 압구정 복지센터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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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담동: 청수 경로당

[그림 2-13] 청수 경로당 전경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청담동 고급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과 인접해 있어

서 경로당 건물이 지역특성에 어울리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1층은 할아버지방 및 할머니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 청수 경로당은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되었고 일반건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 건립되어진 후 약 15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건물외관이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짐 

[표 2-11] 청수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85길 43 

대지면적 197.5㎡

건축면적 117.62㎡

연면적 228.32㎡

용적률 115.61％

건폐율 59.55％

층수 지상 2층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도시지역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2005.12.29.

층별용도
지상 1층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지상 2층 다목적 공간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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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담동: 청담 경로당

[그림 2-14] 청담 경로당 전경

◦ 청담 경로당은 1980년대 후반에 공원 내 시설형의 건축 유형으로 지어졌고 지상 1층 규모의 

크기를 가지고 있음

- 건축연한이 30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재건축수요가 있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이

용하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용도들이 공원과 연계되어 경로당과 복합화되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변은 주택가들이 밀집해 있고 주택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음

- 건축면적은 81.4㎡이고 연면적은 81.4㎡이며 노유자시설로서 소규모로 건립되었음

[표 2-12] 청담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7길 15 

대지면적 1,643.8㎡

건축면적 81.4㎡

연면적 81.4㎡

층수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원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88.11.24

층별용도 1층 노인정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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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담동: 재너머 경로당

[그림 2-15] 재너머 경로당 전경

◦ 재너머 경로당은 단독주택형의 건축 유형을 갖고 있고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있으며 담

장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적인 면이 부족함

‐ 건립되어진 후 약 40년 정도가 경과되었지만 건축이 건립 당시 잘 지어져서 건물상태

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 하지만 건축연한과 이용도 측면에서는 재건축수요가 있음

◦ 청담동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주변 지역에 고급빌라들과 고급단독주택들이 건축되어 있음 

- 향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진행 시에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의 노인들이 이

용하는 경로당 시설은 어떻게 계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표 2-13] 재너머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64 

대지면적 382.5㎡

건축면적 142.31㎡

연면적 291.1㎡(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226.31㎡)

용적률 59.17%

건폐율 37.21%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82.7.30.

층별용도
지하 1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1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2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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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삼성 1동: 삼성 경로당

[그림 2-16] 삼성 경로당 전경

◦ 삼성 경로당은 단독주택형의 건축 유형을 갖고 있고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있음

‐ 건립되어진 후 약 40년 정도가 경과되어서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재건축 수요

가 매우 높아서 이에 대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음

◦ 삼성 경로당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주택들이 인접하고 있음

- 대지면적은 157.6㎡, 건축면적은 77.22㎡이고 연면적은 172.71㎡이며 담장과 대문이 

있어서 일반 가정집의 외관을 가지고 있음

[표 2-14] 삼성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1길 18-3 

대지면적 157.6㎡

건축면적 77.22㎡

연면적 172.7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46.16㎡)

용적률 108%

건폐율 49%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83.4.6.

층별용도

지하 1층  노인정

지상 1층  노인정

지상 2층  노인정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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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삼성 2동: 봉전 경로당

[그림 2-17] 봉전 경로당 전경

◦ 봉전 경로당은 일반건축물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어 있음

- 건립되어진 후 약 20년 정도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요가 있음. 공공시설이

라고 보기에는 저층부가 패쇄적인 입면을 가지고 있어서 리모델링 계획 시보다 개방적

이고 열린 공간 계획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건립되어 있음

- 지하층에는 다목적실이 설치되어 있고 1층에는 할머니방이 계획되어 있음. 2층에는 할

아버지방이 있고 3층에는 취미교실이 설치되어 있음

[표 2-15] 봉전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39-3 

대지면적 232.1㎡

건축면적 130.35㎡

연면적 495.04㎡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346.65㎡)

용적률 149.35％

건폐율 56.16％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99.1.20.

층별용도

지하 1층 다목적실, 기계실, 창고

1층 할머니방

2층 할아버지방

3층 취미교실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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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치 2동: 대치 경로당

[그림 2-18] 대치 경로당 전경

◦ 대치 경로당은 단독주택형의 건축 유형을 갖고 있고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있음

- 건립되어진 후 약 30년 이상 경과되어서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재건축 수요

가 매우 높으며 주변 지역은 주거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치 경로당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주변지역의 재개발 영향으로 앞으로 용

도지역의 변화가 예상됨

- 대지면적은 278.6㎡, 건축면적은 105.86㎡이고 연면적은 322.65㎡이며 담장과 대문  

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방문객에게 개방적이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음

[표 2-16] 대치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90길 18

대지면적 278.6㎡

건축면적 105.86㎡

연면적 322.65㎡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96.49㎡)

용적률 70.53%

건폐율 38%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 도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용도 주거시설

사용승인일 1984.1.11.

층별용도

지하 1층 주택

지상 1층 주택

지상 2층 주택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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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치 4동: 대치 4 경로당

[그림 2-19] 대치 4 경로당 전경

◦ 대치 4 경로당은 1988년에 건립되었고 공원 내 시설형의 건축 유형으로 지어졌고 지상 1층 

규모의 크기를 가지고 있음

‐ 건축되어진지 30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재건축수요가 있고 대로변과 인접해서 설치되

어 있어서 입지성이 좋음 

◦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공원 건너편에 대치 4동 주민센터가 복합건물로 

건립되어 있어서 이와 연계한 공간구성을 재건축 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건축면적은 81.4㎡이고 연면적은 81.4㎡이며 노유자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로서 건축되었음

◦ 도로변에 면하여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재건축 시에는 건물의 진입을 도로와 공원 두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함

[표 2-17] 대치 4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77길 22 

대지면적 1,649.1㎡

건축면적 81.4㎡

연면적 81.4㎡

층수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원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88.11.24.

층별용도 지상 1층 노인정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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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치 4동: 한티 경로당

[그림 2-20] 한티 경로당 전경

◦ 한티 경로당은 건립되어진 지 약 10년 정도 경과한 공원 내 시설형 경로당으로 건축물의 상

태가 아직 양호한 편에 속함

- 선릉역과 한티역의 중간 부근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입지성이 좋음. 하지만 공원 내 시

설이라고 보기에는 저층부에 열린 공간이 많지 않아 공공시설로서의 개방성이 부족함

◦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2층 정도의 소규모 노유자시설로서 건립됨

- 건축면적은 163.42㎡이고 연면적은 163.42㎡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 

[표 2-18] 한티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6길 11

대지면적 1,618.7㎡

건축면적 163.42㎡

연면적 163.42㎡

용적률 10.1% 

건폐율 10.1%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공원

용도 노유자시설 (경로당)

사용승인일 2011.6.7.

층별용도
지상 1층 노유자시설

지상 2층 노유자시설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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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역삼 1동: 역삼 제3 경로당

[그림 2-21] 역삼 제3 경로당 전경

◦ 역삼 제3 경로당은 1980년대 후반에 건립되었고 공원 내 시설형의 건축 유형을 가지고 있으

며 지상 1층 규모의 크기를 가지고 있음

‐ 건축되어진 지 30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재건축수요가 있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해 있

어 접근성과 입지성이 좋음 

◦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으며 다른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과 매우 유사한 형태와 공간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음

‐ 건축면적은 81.4㎡이고 연면적은 81.4㎡이며 노유자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표 2-19] 역삼 제3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9길 24 

대지면적 1,635㎡

건축면적 81.4㎡

연면적 81.4㎡

층수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원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88.11.24.

층별용도 지상 1층 노인정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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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역삼 1동: 테헤란 경로당

[그림 2-22] 테헤란 경로당 전경

◦ 테헤란 경로당은 1980년대 초반에 건립되었고 단독주택형 경로당의 건축 유형을 가지고 있

으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었음

- 건축연한이 40년 가까이 지나 재건축 수요가 있고 담장과 대문이 설치되어 있어 방문

객에게 개방적인 면이 부족함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인접해 있음

- 대지면적은 239.2㎡이고 건축면적은 95.34㎡, 연면적은 284.22㎡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

[표 2-20] 테헤란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97길 27-4 

대지면적 239.2㎡

건축면적 95.34㎡

연면적 284.22㎡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88.88㎡)

용적률 78.96%

건폐율 39.86%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83.2.28.

층별용도

지하 1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지상 1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지상 2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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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역삼 1동: 선정 경로당

[그림 2-23] 선정 경로당 전경

◦ 선정 경로당은 단독주택형의 경로당 유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음. 대문과 담장이 설치

되어 있어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2층 규모로 건립되어졌음

‐ 건립되고 난 후 40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재건축 

수요가 높은 상태임

◦ 선정 경로당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음. 또한 선정릉과 선정릉역에 인접해 

있어서 대로변의 업무 및 상업지역과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음

‐ 대지면적은 186.7㎡, 건축면적은 73.59㎡이고 연면적은 170.68㎡임

[표 2-21] 선정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5길 5 

대지면적 186.7㎡

건축면적 73.59㎡

연면적 170.68㎡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35.61㎡)

용적률 72.64%

건폐율 39.42%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78.10.26.

층별용도

지하 1층 노인정

지상 1층 노인정

지상 2층 노인정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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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역삼 1동: 하방교 경로당

[그림 2-24] 하방교 경로당 전경

◦ 하방교 경로당은 일반건축물형 경로당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으며 3층 규모로 건립됨

‐ 1990년대 후반에 건축되었고 20년 이상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수요가 있

음. 공공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건물 전체가 전반적으로 닫힌 모습을 하고 있어서 리모델

링을 진행할 경우에 보다 많은 공간을 외부와 연계하여 개방적으로 계획되어야 함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역삼역과 강남역의 중간 정도에 있지만 지하철역

과는 거리가 멀어 입지성이 다소 부족함

‐ 1층에는 할머니방이 있고, 2층에는 할아버지방이 있으며, 3층에는 다목적실이 계획되

어 있음

[표 2-22] 하방교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길 9-7 

대지면적 141.4㎡

건축면적 81.2㎡

연면적 321.6㎡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223.36㎡)

용적률 157.96％

건폐율 57.43％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노인복지시설

사용승인일 1998.10.23.

층별용도

지상 1층 할머니방

지상 2층 할아버지방

지상 3층 다목적실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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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역삼 1동: 상방교 경로당

[그림 2-25] 상방교 경로당 전경

◦ 상방교 경로당은 지상 2층 규모의 일반건축물형 경로당으로 건립되어졌음

- 2000년대 초반에 건립되어져서 약 20년 정도가 경과되었지만 건립될 당시에 현대적

으로 잘 지어졌고 관리가 잘 되어서 건축물 상태가 양호한 상태임

◦ 경로당은 1층에 위치하고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복합화하여 이용

하고 있음

‐ 지하 1층에는 식당, 놀이방 등이 구성되어 있고, 지상 1층에는 경로당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취미교실 및 휴게실 등이 계획되어 있음

[표 2-23] 상방교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4길 70 

대지면적 358.8㎡

건축면적 179㎡

연면적 585.97㎡

용적률 99.78％

건폐율 49.89％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용승인일 2001.7.11.

층별용도

지하 1층 식당, 놀이방

지상 1층 노유자시설(경로당)

지상 2층 취미교실, 휴게실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02 강남구 구립 경로당 현황 조사 및 분석 33

(23) 역삼 1동: 역삼 중앙 경로당

[그림 2-26] 역삼 중앙 경로당 전경

◦ 역삼 중앙 경로당은 일반건축물 유형의 경로당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으며 지상 1층의 건물

로 건립되어졌음

- 건립된 지 약 15년 정도가 경과되었고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리모델링 수요가 있음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계획되었고 공영주차장과 경로당 후

면에는 외부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경로당 측면에 텃밭이 조성되어 있음

‐ 1층에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주방, 홀 등이 계획되어 있음

[표 2-24] 역삼 중앙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길 7 

대지면적 1,023.4㎡

건축면적 87.39㎡

연면적 87.39㎡

용적률 8.54％

건폐율 8.54％

층수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용도 노인복지시설

사용승인일 2004.7.7.

층별용도 지상 1층 노인복지시설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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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역삼 2동: 역삼 2 경로당

           

[그림 2-27] 역삼 2 경로당 전경

◦ 역삼 2 경로당의 경우 일반건축물 형태로 지어졌으며 건립된 지가 약 10년 정도가 경과되어 

건물상태가 아직 양호한 편임

◦ 층별로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요양센터 등 노인들을 위한 복합용도를 나누어

서 수용하고 있으며 1층에는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음

[표 2-25] 역삼 2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대지면적 380.24㎡

건축면적 222.23㎡

연면적 1,029.72㎡

용적률 197.39％

건폐율 58.44％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2009.6.22.

층별용도

지하 1층 복지센터사무실, 강의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및 작품전시공간
지상 1층 관장실, 방재/관리실, 경로당, 주차장
지상 2층 요양센터
지상 3층 데이케어센터, 사무실
지상 4층 강당&식당, 조리실, 준비실
지상 5층 옥상정원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역삼 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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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역삼 2동: 역삼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내 역삼 복지 경로당

          

[그림 2-28] 역삼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전경

◦ 역삼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일반건축물 형태로 지어졌으며 건립된 지가 약 20년 정

도가 경과되었지만 건립 당시 매우 잘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상태가 아직 양호한 편임

◦ 재가복지시설이 주요 용도이고 층별로 사무실, 데이케어센터, 물리치료실 등의 기능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경로당의 경우는 지상 4층에 설치되어 있음

[표 2-26] 역삼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길 18 

대지면적 361.5㎡

건축면적 169.07㎡

연면적 710.77㎡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589.08㎡)

용적률 162.95％

건폐율 46.77％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지역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용도 노인복지시설

사용승인일 1998.12.14.

층별용도

지하 1층 기계실/주방, 식당
지상 1층 사무실/다목적실
지상 2층 데이케어센터
지상 3층 데이케어센터/물리치료실
지상 4층 경로당
지상 5층 옥상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역삼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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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역삼 2동: 역삼 시니어하우스

             

[그림 2-29] 역삼 시니어하우스 전경

◦ 역삼 시니어하우스의 경우는 다세대주택 1층의 한 세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이

고 일반적인 경로당 건축 유형 분류에 속하지 않음

- 노인들을 위한 공동주택의 일부분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경우여서 일반적인 경로당처

럼 주거지역에 별도의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이용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음 

[표 2-27] 역삼 시니어하우스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9길 30-3 

대지면적 211.7㎡

건축면적 105.21㎡

연면적 407.34㎡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298.98㎡)

용적률 141.23%

건폐율 49.7%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다세대주택

사용승인일 1991.7.8.

층별용도

지하 1층 다세대주택

지상 1층 다세대주택, 경로당

지상 2층 다세대주택

지상 3층 다세대주택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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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곡 1동: 독구리 경로당

         

[그림 2-30] 독구리 경로당 전경

◦ 독구리 경로당의 경우 아파트 진입부에 위치한 상가 건물 2층에 한 공간을 경로당으로 활용

하고 있는 사례이고 일반적인 경로당 건축물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음

‐ 약 25년 정도 경과된 상가 건물이어서 리모델링 수요가 있지만 상가 건물 안에 리모

델링을 하기보다는 주변에 경로당을 신설하거나 인근의 경로당을 함께 리모델링하여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표 2-28] 독구리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9길 14

대지면적 14,073.3㎡

건축면적 2,370.66㎡

연면적 22,031.28㎡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390.99㎡)

용적률 2.78％

건폐율 16.85％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판매시설

사용승인일 1994.12.30.

층별용도

지하 1층 구매시설

지상 1층 구매시설, 생활시설

지상 2층 생활시설, 노인정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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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곡 1동: 도곡 1동 경로당

[그림 2-31] 도곡 1동 경로당 전경

◦ 도곡 1동 경로당은 단독주택형의 경로당 유형으로 건립되어졌음. 단독주택형 경로당 중

에서 대지면적이 큰 편이며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되어졌음

- 경로당이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서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재건축 수요가 높은 

상태임

◦ 도곡 1동 경로당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변 주택가에 인테리어가 잘 된 카

페 등이 있어서 골목 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표 2-29] 도곡 1동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5길 22 (도곡동)

대지면적 278.8㎡

건축면적 105.12㎡

연면적 130.9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05.12㎡)

용적률 37.7%

건폐율 37.7%

층수 지하 1층,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77.9.12.

층별용도
지하 1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1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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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곡 2동: 도곡 경로당

[그림 2-32] 도곡 경로당 전경

◦ 도곡 경로당은 1990년대 초반에 건립되었고 공원 내 시설형의 건축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 1층 규모임

- 건축되어진 지 약 30년 정도가 경과되었고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재건축수요가 있음

◦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택가에 위치해 있지만 주변에 카페들이 많고 

옷가게 등 개성 있는 상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 건축면적은 84.3㎡이고 연면적은 84.3㎡이며 노유자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표 2-30] 도곡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6길 34 

대지면적 1,793.8㎡

건축면적 84.3㎡

연면적 84.3㎡

층수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단독주택)), 도로(소로)(접합), 

어린이공원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91.9.20.

층별용도 지상 1층 노인정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강남구 노후 경로당 공간 개선 방안 40

(30) 개포 2동: 개포 경로당

[그림 2-33] 개포 경로당 전경

◦ 개포 경로당은 1980년대 후반에 건립되었고 공원 내 시설형의 건축 유형으로 분류되어지며 

지상 1층 규모를 가지고 있음

- 경로당의 사용승인이 난 후 30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재건축수요가 있음

◦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변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많이 건축되었으며 새로운 입주민들이 지역에 유입되었음

- 건축면적은 84.28㎡이고 연면적은 84.28㎡이며 노유자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표 2-31] 개포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길 12 

대지면적 1,690.2㎡

건축면적 84.28㎡

연면적 84.28㎡

층수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2016-08-25),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 

도로(소로)(접합), 어린이공원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89.7.31.

층별용도 지상 1층  노인정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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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포 2동: 이화 경로당

[그림 2-34] 이화 경로당 전경

◦ 이화 경로당은 1990년대 초반에 건립되었고 공원 내 시설형의 유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으

며 지상 1층 규모를 가지고 있음 

‐ 건축 연한이 약 30년 정도가 경과되어서 재건축수요가 있는 편이고 공원의 산책로 주

변에 설치되어 있음  

◦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공원 내에 건립되어 있지만 주거지역의 근

린공원 내에 건립되어진 노후 경로당보다는 현대적인 건축형태를 가지고 있음 

- 1층에는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

며 할머니방에는 주방이 부속되어 있음

[표 2-32] 이화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09-1 

대지면적 11,627.2㎡

건축면적 119.91㎡

연면적 131.67㎡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19.91㎡)

용적률 1.03％

건폐율 1.03％

층수 지하 1층,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공원, 도로(접합)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92.11.23.

층별용도 지상 1층 노유자시설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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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포 4동: 포이 경로당

[그림 2-35] 포이 경로당 전경

◦ 포이 경로당은 1990년대 초반에 건축되었고 1층 규모의 공원 내 시설형의 건축 유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음

- 건립된 지 약 30년 이상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재건축 수요

가 있음 

◦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주택들이 인접되어 있으며 타 지역의 공

원 내 시설형 경로당과 유사한 건축형태를 가지고 있음

- 건축면적은 86.5㎡이고 연면적은 86.5㎡이며 노유자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표 2-33] 포이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0길 48 

대지면적 1,641.7㎡

건축면적 86.5㎡

연면적 86.5㎡

층수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단독주택)), 

도로(소로)(접합), 어린이공원 ,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소로)(접합)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90.7.2.

층별용도 지상 1층 경로당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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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포 4동: 밀미리 경로당

[그림 2-36] 밀미리 경로당 전경

◦ 밀미리 경로당은 지상 4층 규모의 일반건축물형 경로당으로 건립되어졌음

- 1990년대 후반에 건립되어져서 약 20년 이상 사용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요가 있

고 건축물의 형태는 현대적인 입면을 가지고 있음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양재천과 인접해 있으며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입지하여 

노인들이 집으로부터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음

[표 2-34] 밀미리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길 31 

대지면적 164.7㎡

건축면적 98.4㎡

연면적 381.0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295.57㎡)

용적률 179.46％

건폐율 59.74%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단독주택)), 도로(소로)

(접합)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98.10.20.

층별용도

지하 1층 노유자시설, 펌프실, 보일러실

지상 1층 노유자시설

지상 2층 노유자시설

지상 3층 노유자시설

지상 4층 계단실통로, 물탱크실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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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원본동: 일원 경로당

[그림 2-37] 일원 경로당 전경

◦ 일원 경로당은 보육시설과 경로당이 복합화되어 건축되어 있는 세대융합형 복합화 시설임

- 지상 1층에는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지상 2층과 3층은 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어서 노

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아동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에 건립된 후 25년 정도가 경과되었고 비교적 건물상태가 양호해 보이지만 

리모델링 수요는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음 

[표 2-35] 일원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길 21 

대지면적 450㎡

건축면적 172.04㎡

연면적 647.9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492.18㎡)

용적률 109.37％

건폐율 38.23％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서택지개발지구), 기타문화시설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96.9.9.

층별용도

지하 1층 다목적실, 기계실

지상 1층 노인정

지상 2층 보육실

지상 3층 보육실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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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원 1동: 대청 경로당

[그림 2-38] 대청 경로당 전경

◦ 대청 경로당은 2000년대 초반에 건축되었고 1층 규모의 공원 내 시설형의 건축 유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지만 건축형태는 기존의 타 지역의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과는 달리 현대적

인 외관을 가지고 있음 

‐ 건립된 지 약 20년 정도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주택들이 인접되어 있으며 경로당 건물의 

형태는 긴 장방형의 수평적인 형태와 평면구성을 하고 있음

‐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의 중간에 회의실과 작은 중정이 계획되어 있고 할머니방에는 

작은 주방이 부속되어 있음

[표 2-36] 대청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24길 24 

대지면적 14,089.1㎡

건축면적 137.55㎡

연면적 126㎡

용적률 0.89％

건폐율 0.98％

층수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 근린공원,  

도로(소로)(접합), 도로(중로)(접합)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2002.1.11.

층별용도 지상 1층 경로당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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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원 1동: 장수 경로당

[그림 2-39] 장수 경로당 전경

◦ 장수 경로당이 있는 건물은 1990년대 초반에 건축되었고 수서 1단지 아파트 내 대청종합사

회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로당의 일반 건축물 유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음

‐ 건립된 지 약 30년 정도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1개층은 이미 증

축되어진 상태이고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엘리베이터를 건물 외부 전면에 설치하여 수직 동선의 편리함을 도모하였음 

[표 2-37] 장수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0 

대지면적 79,603㎡

건축면적 361.98㎡

연면적 1,545.66㎡

용적률 1.32％

건폐율 0.45％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지역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서택지개발지구),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공동주택용지)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92.11.26.

층별용도

지하 1층 사회복지실

지상 1층 사회복지실(경로당 포함)

지상 2층 사회복지실

지상 3층 사회복지실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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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서동: 궁마을 경로당

[그림 2-40] 궁마을 경로당 전경

◦ 궁마을 경로당은 일반건축물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며 1층 규모

로 건립되었음

- 건립된 지 약 10년이 조금 경과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상태가 양호한 편임

◦ 경로당 전면에 넓은 잔디마당을 외부공간으로 계획하여 경로당의 행사가 있을 경우 또는 프

로그램을 외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경로당이 경사도가 있는 구릉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대지면적은 325㎡, 건축면적은 65.46㎡이고 연면적은 65.46㎡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

[표 2-38] 궁마을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42길 18 

대지면적 325㎡

건축면적 65.46㎡

연면적 65.46㎡

용적률 20.14％

건폐율 20.14％

층수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2010.6.7.

층별용도 지상 1층 경로당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강남구 노후 경로당 공간 개선 방안 48

(38) 수서동: 수서 3단지 아파트 경로당

[그림 2-41] 수서 3단지 아파트 경로당 전경

◦ 수서 3단지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된 경로당으로서 일반건축물형 경로당 

유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음

- 경로당이 건축되어진 후 약 15년 정도가 경과하여 리모델링 수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건축물은 현대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음

◦ 경로당은 2층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모두 경로당 용도로 이용되어지고 있음 

- 대지면적은 1,500.4㎡, 건축면적은 74.93㎡이고 연면적은 146.62㎡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 

[표 2-39] 수서 3단지 아파트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대지면적 1,500.4㎡

건축면적 74.93㎡

연면적 146.62㎡

용적률 9.77％

건폐율 4.99％

층수 지상 2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서택지개발지구), 공원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2004.12.16.

층별용도
지상 1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지상 2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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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서동: 수서 6단지 아파트 경로당

[그림 2-42] 수서 6단지 아파트 경로당 전경

◦ 수서 6단지 아파트 경로당은 일반건축물형 경로당 유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고 아파트 단

지 내 부대시설에 설치되어 있음

- 경로당 건물이 건축되어진 후 약 25년 이상 경과하여 리모델링 및 재건축 수요가 있

다고 보여지며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경로당은 3층 규모의 건물에 설치되었고 지상 1층은 유치원으로,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이

용되고 있음 

- 건축면적은 253.69㎡이고 연면적은 582.35㎡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

[표 2-40] 수서 6단지 아파트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11

대지면적 29,968.8㎡

건축면적 253.69㎡

연면적 582.35㎡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503.88㎡)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지역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서택지개발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지역(공동주택용지), 도로(접합)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93.9.8.

층별용도

지상 1층 유치원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 사회복지시설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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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곡동: 반고개 경로당

[그림 2-43] 반고개 경로당 전경

◦ 반고개 경로당은 경로당 유형 중에서 일반건축물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으며 1층 규모의 

소규모로 건립되었음

- 경로당 건물이 건립된 지 약 3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재

건축 수요가 있음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로당 주변에 주택들이 있는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으며 노인들의 집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음

◦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이 각각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고 할아버지방에는 다용도실이 부속되

어 있으며 할머니방에는 주방이 계획되어 있음

[표 2-41] 반고개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622길 9 

대지면적 351㎡

건축면적 98.4㎡

연면적 98.4㎡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85.2㎡)

용적률 24.27％

건폐율 28.03％

층수 지하 1층,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아랫반고개마을), 도로(접합)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92.10.6.

층별용도 지상 1층 노인정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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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세곡동: 방죽 2 경로당

[그림 2-44] 방죽 2 경로당 전경

◦ 방죽 2 경로당은 방죽 2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형의 경로당 유

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 

- 경로당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건축물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그렇지만 

노후도와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재건축 수요는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로당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취락지구 마을에 있으며 교통편이 불편한 세곡

동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경로당의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2-42] 방죽 2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3길 14-31 

대지면적 279㎡

건축면적 99.45㎡

연면적 198.9㎡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99.45㎡)

용적률 35.65%

건폐율 35.65%

층수 지하 1층, 지상 1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1989.6.22.

층별용도
지하 1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지상 1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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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곡동: 방죽 1 시니어센터

[그림 2-45] 방죽 1 시니어센터 전경

◦ 방죽 1 시니어센터는 방죽 1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에서 비교적 큰 2층 규모의 

현대적이면서도 공공성을 가진 건물로 건립되었음

- 시니어센터는 지어진 지 약 10년 정도가 경과하여서 건축물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

나 향후 5년 정도 이후에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1층에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및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는 다목적실 및 동아리

방등이 설치되어 있음

[표 2-43] 방죽 1 시니어센터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4길 60 

대지면적 420㎡

건축면적 186.65㎡

연면적 364.66㎡

용적률 86.82％

건폐율 44.44％

층수 지상 2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2011.1.15.

층별용도
지상 1층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북카페

지상 2층 다목적실, 동아리실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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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곡동: 윗반고개마을 경로당

[그림 2-46] 윗반고개마을 경로당 전경

◦ 윗반고개마을 경로당은 윗반고개마을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2층 규모의 크기로 건축되었으며 

일반건축물형 경로당의 유형에 속함

- 경로당이 지어진 지 불과 5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아서 건축물은 아직 최신의 상태

를 유지하고 있음  

◦ 1층에는 거실, 주방, 식당 등이 계획되어 있고 2층에는 할아버지방 및 할머니방 등으로 구성

되어 있음

[표 2-44] 윗반고개마을 경로당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645길 11 

대지면적 840㎡

건축면적 115.56㎡

연면적 209.97㎡

용적률 25％

건폐율 13.76％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용도 노유자시설

사용승인일 2015.11.5.

층별용도
지상 1층 거실, 주방, 식당

지상 2층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자료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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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남구 경로당 현황 조사 결과

1) 강남구 구립 경로당 건축 유형

◦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된 경로당들은 단독주택형, 공원 내 시설형, 일반건축물형 등의 건축

물 유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주변 상가의 일부를 임대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다세대 

주택의 한 가구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함

단독주택형 일반건축물형 공원 내 시설형

 

[그림 2-47] 강남구 구립 경로당 건축물 대표 유형

◦ 단독주택형은 단독주택 부지에 단독주택 건물 2층 규모를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함

‐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들이 다수여서 향후 재건축 수요가 높음

◦ 공원 내 시설유형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도시공원 또는 어린이공원 내에 1층 규모로 

건립된 경로당을 의미함

‐ 건축연한이 30년 이상인 건물이 많아서 향후 증축·재축·대수선 등의 리모델링 수

요가 높음

◦ 일반건축물형은 주택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사무소 건축물 형태를 가진 건축물을 의미

‐ 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 또는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실 등이 복합화되어 있는 경우

가 일반적임

◦ 단독주택형 경로당은 8개로 조사되었으며 학리 경로당, 재너머 경로당, 삼성 경로당, 대

치 경로당, 테헤란 경로당, 선정 경로당, 도곡 1동 경로당, 방죽 2 경로당 등이 해당함

◦ 일반건축물형은 22개로 조사되었으며 학수정 경로당, 논골 경로당, 세심 경로당, 한마음 

경로당, 압구정 1동 경로당, 압구정 복지센터, 청수 경로당, 봉전 경로당, 하방교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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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교 경로당, 역삼 중앙 경로당, 역삼 2 경로당, 역삼 재가노인복지센터, 밀미리 경로

당, 일원 경로당, 장수 경로당, 궁마을 경로당, 수서 3단지 아파트 경로당, 수서 6단지 아파

트 경로당, 반고개 경로당, 방죽 1 시니어센터, 윗반고개마을 경로당 등이 해당됨

◦ 공원 내 시설형은 11개로 조사되었으며 논현 경로당, 영동 경로당, 청담 경로당, 대치 

4 경로당, 한티 경로당, 역삼 제3 경로당, 도곡 경로당, 개포 경로당, 이화 경로당, 포이 

경로당, 대청 경로당 등이 해당됨

◦ 기타 유형은 2개이며 역삼 시니어하우스, 독구리 경로당 등이 해당됨

[표 2-45] 강남구 구립 경로당 유형 분류

   

건축물 유형 (수) 경로당명

단독주택형 (8)

(6) 논현 2동 학리 경로당, (12) 청담동 재너머 경로당, (13) 삼성 1동 삼성 경로당,

(15) 대치 2동 대치 경로당, (19) 역삼 1동 테헤란 경로당, (20) 역삼 1동 선정 경로당,

(28) 도곡 1동 경로당, (41) 세곡동 방죽 2 경로당

공원 내 시설형 
(11)

(2) 논현 1동 논현 경로당, (5) 논현 2동 영동경로당, (11) 청담동 청담 경로당,

(16) 대치 4동 대치 4 경로당 (17) 대치 4동 한티 경로당, (18) 역삼 1동 역삼 제3 경로당,

(29) 도곡 2동 도곡 경로당, (30) 개포 2동 개포 경로당, (31) 개포 2동 이화 경로당,

(32) 개포 4동 포이 경로당, (35) 일원 1동 대청 경로당

일반건축물형(22)

(1) 신사동 학수정, (3) 논현 1동 논골 경로당, (4) 논현 1동 세심 경로당, 

(7) 논현 2동 한마음 경로당, (8) 압구정동 압구정 1동 경로당, (9) 압구정동 압구정 복지센터, 

(10) 청담동 청수 경로당, (14) 삼성 2동 봉전경로당, (21) 역삼 1동 하방교 경로당, 

(22) 역삼 1동 상방교 경로당, (23) 역삼 1동 역삼 중앙 경로당, (24) 역삼 2동 역삼 2 경로당, 

(25) 역삼 2동 역삼 재가노인복지센터, (33) 개포 4동 밀미리 경로당, (34) 일원본동 일원 경로당, (36) 

일원 1동 장수 경로당, (37) 수서동 궁마을 경로당, (38) 수서 3단지 아파트 경로당, (39) 수서 

6단지 아파트 경로당, (40) 세곡동 반고개 경로당, (42) 세곡동 방죽 1 시니어센터, (43) 세곡동 

윗반고개마을 경로당

기 타(2) (26) 역삼 2동 역삼 시니어하우스, (27) 도곡 1동 독구리 경로당

2) 강남구 구립 경로당 현황 조사 결과

◦ 현황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항목으로 건축 유형, 건축연한, 노후도, 재건축·리모델

링·존치 여부, 현재 용적률, 허용 용적률 등을 기준으로 설정함 

‐ 항목별로 각각의 경로당에 대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향후 노후화된 경로당에 대

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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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 강남구 구립 경로당 현황 조사 결과

구분 행정동 경로당명 건축유형 건축연한 노후도
개발형태

대지규모
현재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고

재건축 리모델링 존치

1 신사동 학수정 일반건축물형
30년 이상
(2010년 증축)

중간 ○ 164.7㎡ 199.14％ 200%

2

논현 1동

논현 공원 내 시설형 30년 이상 불량 ○ 1,652.9㎡ - - 공원 내 경로당

3 논골 일반건축물형 15년 미만 양호 ○ 528.5㎡ 215.56％ 250%

4 세심 일반건축물형 10년 미만 양호 ○ 231.5㎡ 144.94％ 200%

5

논현 2동

영동 공원 내 시설형 30년 이상 불량 ○ 1,498.5㎡ - - 공원 내 경로당

6 학리 단독주택형 40년 이상 불량 ○ 163.3㎡ 96.94％ 200%

7 한마음 일반건축물형 15년 미만 양호 ○ 438.1㎡ 101.37% 200%

8
압구정동

압구정 1동 일반건축물형 20년 이상 중간 ○ 268.3㎡ 160.51％ 250%

9 압구정 복지센터 일반건축물형 15년 미만 양호 ○ 313.3㎡ 174.85％ 250%

10

청담동

청수 일반건축물형 15년 이상 중간 ○ 197.5㎡ 115.61％ 200%

11 청담 공원 내 시설형 30년 이상 불량 ○ 1,643.8㎡ - - 공원 내 경로당

12 재너머 단독주택형 35년 이상 불량 ○ 382.5㎡ 59.17% 150%

13 삼성 1동 삼성 단독주택형 35년 이상 불량 ○ 157.6㎡ 92.74% 200%

14 삼성 2동 봉전 일반건축물형 20년 이상 중간 ○ 232.1㎡ 149.35％ 200%

15 대치 2동 대치 단독주택형 35년 이상 불량 ○ 278.6㎡ 70.53% 100%

16
대치 4동

대치 4 공원 내 시설형 30년 이상 불량 ○ 1,649.1㎡ - - 공원 내 경로당

17 한티 공원 내 시설형 10년 미만 양호 ○ 1,618.7㎡ - - 공원 내 경로당

18

역삼 1동

역삼 제3 공원 내 시설형 30년 이상 불량 ○ 1,635㎡ - - 공원 내 경로당

19 테헤란 단독주택형 35년 이상 불량 ○ 239.2㎡ 78.96% 150%

20 선정 단독주택형 40년 이상 불량 ○ 186.7㎡ 72.64% 250%

21 하방교 일반건축물형 20년 이상 중간 ○ 141.4㎡ 157.96％ 200%

22 상방교 일반건축물형 15년 이상 중간 ○ 358.8㎡ 99.78％ 150%

23 역삼중앙 일반건축물형 15년 이상 중간 ○ 1,023.4㎡ 8.54％ 200% 공영주차장과 연계

24

역삼 2동

역삼 2 일반건축물형 10년 이상 양호 ○ 380.24㎡ 197.39％ 200%

25 역삼복지 일반건축물형 20년 이상 중간 ○ 361.5㎡ 162.95％ 250%

26 역삼 시니어하우스 기타 25년 이상 중간 ○ 211.7㎡ 141.23% 200%

27
도곡 1동

독구리 기타 25년 이상 중간 ○ 14,073.3㎡ - -
아파트 단지 주변 

상가내 경로당

28 도곡 1동 단독주택형 40년 이상 불량 ○ 278.8㎡ 37.7% 200%

29 도곡 2동 도곡 공원 내 시설형 25년 이상 불량 ○ 1,793.8㎡ - - 공원 내 경로당

30
개포 2동

개포 공원 내 시설형 30년 이상 불량 ○ 1,690.2㎡ - - 공원 내 경로당

31 이화 공원 내 시설형 25년 이상 불량 ○ 11,627.2㎡ - - 공원 내 경로당

32
개포 4동

포이 공원 내 시설형 30년 이상 불량 ○ 1,641.7㎡ - - 공원 내 경로당

33 밀미리 일반건축물형 20년 이상 중간 ○ 164.7㎡ 179.46％ 200%

34 일원본동 일원 일반건축물형 20년 이상 중간 ○ 450㎡ 109.37％ 150%

35
일원 1동

대청 공원 내 시설형 15년 이상 중간 ○ 14,089.1㎡ - - 공원 내 경로당

36 장수 일반건축물형 25년 이상 중간 ○ 79,603㎡ - -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37

수서동

궁마을 일반건축물형 10년 미만 양호 ○ 325㎡ 20.14％ 50%

38 수서3단지㉵ 일반건축물형 15년 이상 중간 ○ 1,500.4㎡ - -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39 수서6단지㉵ 일반건축물형 25년 이상 중간 ○ 29,968.8㎡ - -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40

세곡동

반고개 일반건축물형 25년 이상 불량 ○ 351㎡ 24.27％ 150%

41 방죽 2 단독주택형 30년 이상 불량 ○ 279㎡ 35.65% 150%

42 방죽 1 시니어센터 일반건축물형 10년 이상 양호 ○ 420㎡ 86.82％ 100%

43 윗반고개마을 일반건축물형 5년 이상 양호 ○ 840㎡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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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형 경로당 현황 조사 결과

①  노후도 및 허용 용적률

◦ 대부분의 단독주택형 경로당은 건축연한이 30년 또는 40년 이상이어서 노후도가 불량

하고 재건축 수요가 매우 높음 

‐ 주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허용 용적률이 150~250% 사이에 있음 

◦ 40년 이상 노후화된 단독주택형 경로당은 논현 2동 학리 경로당, 역삼 1동 선정 경로당, 

도곡 1동 경로당 등이 해당됨 

‐ 학리 경로당은 재건축 진행 중에 있으며 선정 경로당과 도곡 1동 경로당은 재건

축 예정에 있음

‐ 학리, 도곡 1동 경로당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개발 허용 용적률은 

200%이며 선정 경로당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허용 용적률이 250%임

◦ 35년 이상 노후화된 단독주택형 경로당은 청담동 재너머 경로당, 삼성 1동 삼성 경로

당, 대치 2동 대치 경로당, 역삼 1동 테헤란 경로당 등이 해당됨

‐ 삼성 경로당은 재건축 진행 중에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허용 용

적률은 200%임

‐ 재너머 경로당 및 테헤란 경로당은 재건축 수요가 높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

으며 허용 용적률은 150%임

‐ 대치경로당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으며 허용용적률은 100%임

◦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단독주택형 경로당은 방죽 2 경로당이 있으며 제1종 일반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허용 용적률은 150%임

②  대지규모

◦ 단독주택형 경로당 중에서 대지규모가 200㎡(약 60평) 미만인 경로당은 학리 경로당

(163.3㎡), 삼성 경로당(157.6㎡), 선정 경로당(186.7㎡)이 해당함

◦ 대지규모가 200㎡(약 60평) 이상 및 300㎡(약 90평) 미만인 경로당은 대치 경로당

(278.6㎡), 테헤란 경로당(239.2㎡), 도곡 1동 경로당(278.8㎡), 방죽 2 경로당(279㎡) 

등이 있음

◦ 대지규모가 300㎡ 이상인 경로당은 재너머 경로당이 있음



강남구 노후 경로당 공간 개선 방안 58

(2) 일반건축물형 경로당 현황 조사 결과

①  노후도 및 허용 용적률

◦ 일반건축물 경로당은 건축연한이 15년 이상 노후화 되었을 경우 리모델링 수요가 있다

고 보았음

‐ 주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 허용 용적률이 

150~250% 사이에 있음 

◦ 리모델링 수요가 있는 일반건축물형 경로당은 학수정 경로당, 압구정 1동 경로당, 청수 

경로당, 봉전 경로당, 하방교 경로당, 상방교 경로당, 역삼 중앙 경로당, 역삼 복지 경로

당, 역삼 시니어하우스, 독구리 경로당, 밀미리 경로당, 일원 경로당, 장수 경로당, 수서 

3단지 아파트 경로당, 수서 6단지 아파트 경로당, 반고개 경로당 등이 해당함

◦ 학수정 경로당, 청수 경로당, 봉전 경로당, 하방교 경로당, 역삼 중앙 경로당, 역삼 시니

어하우스, 밀미리 경로당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허용 용적률은 200%임

◦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압구정 1동 경로당, 역삼 복지 경로당은 허용 용적률이 

250%임

◦ 상방교 경로당, 일원 경로당, 대청 경로당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허용 용적률

은 150%임

◦ 장수 경로당, 수서 3단지 아파트 경로당 및 수서 6단지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고 독구리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 주변 상가 내 경로당임

◦ 일반건축물형 경로당 중 건축연한이 15년 미만인 건축물은 존치하도록 하고 논골 경로

당, 세심 경로당, 한마음 경로당, 압구정 복지센터, 역삼 2 경로당, 궁마을 경로당, 방죽 

1 시니어센터, 윗반고개마을 경로당 등이 해당됨

②  대지규모

◦ 일반건축물형 경로당 중에서 대지규모가 330㎡(약 100평) 미만인 경로당은 학수정 경

로당(164.7㎡), 세심 경로당(231.5㎡), 압구정 1동 경로당(268.3㎡), 압구정 복지센터

(313.3㎡), 청수 경로당(197.5㎡), 봉전 경로당(232.1㎡), 하방교 경로당(141.4㎡), 밀

미리 경로당(164.7㎡), 궁마을 경로당(325㎡) 등이 있음

◦ 대지규모가 330㎡(약 100평) 이상인 일반건축물형 경로당은 논골 경로당(528.5㎡), 한마음 

경로당(438.1㎡), 상방교 경로당(358.8㎡), 역삼 중앙 경로당(1,023.4㎡), 역삼 2 경로당

(380.24㎡), 역삼 복지 경로당(361.5㎡), 일원 경로당(450㎡), 반고개 경로(351㎡), 방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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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센터(420㎡), 윗반고개마을 경로당(840㎡) 등이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1,000㎡(약 300평) 이상으로 수서 3단지 아파트(1,500.4㎡), 

장수 경로당(79,603㎡), 수서 6단지 아파트(29,968.8㎡)가 해당

(3) 공원 내 시설형 경로당 현황 조사 결과

① 노후도

◦ 공원 내 시설형 경로당은 대부분이 건축연한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들이고 재건

축 수요가 매우 높음

◦ 30년 이상 노후화된 경로당은 영동 경로당, 청담 경로당, 대치 4 경로당, 개포 경로당, 

포이 경로당이 해당됨

◦ 25년 이상 노후화된 경로당은 도곡 경로당, 이화 경로당 등이 있음

◦ 10년 미만의 공원 내 시설형은 대치 4동 한티 경로당으로 존치하도록 함

② 대지규모

◦ 공원 내 시설형 경로당 중에서 대지규모가 1,000㎡(약 300평) 이상인 경로당은 논현 경로

당(1,652.9㎡), 영동 경로당(1,498.5㎡), 청담 경로당(1,643.8㎡), 대치 4 경로당(1,649.1

㎡), 한티 경로당(1,618.7㎡), 역삼 제3 경로당(1,635㎡), 도곡 경로당(1,793.8㎡), 개포 경

로당(1,690.2㎡), 포이 경로당(1,641.7㎡) 등이 있음

◦ 대지규모가 10,000㎡(약 3,000평) 이상인 경로당은 이화 경로당(11,627.2㎡), 대청 경로당

(14,089.1㎡) 등이 있음





03

국내·외 경로당 우수 사례

1_국내 경로당 공간 개선 우수 사례

2_해외 주요선진국 경로당 우수 사례



강남구 노후 경로당 공간 개선 방안 62

03 국내·외 경로당 우수 사례

1 ∙ 국내 경로당 공간 개선 우수 사례

1) 재건축을 통한 복합화 사례

(1) 작은 도서관과 경로당 복합화 - 사당 1동 어르신 복합시설

  

[그림 3-1] 사당 1동 어르신 복합시설 전경 및 내부 작은 도서관 

◦ 사당 1동 노후 경로당 부지에 경로당과 작은 도서관을 복합화하여 재건축 사업 추진

‐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과 지역주민들

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마련

‐ 주민 공공시설인 작은 도서관을 경로당과 복합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

는 것을 도모하였음

◦ 구립 사당 1동 경로당은 노후화가 30년 이상 진행된 재건축 수요가 있는 건물이었음

‐ 노후화된 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경로당 기능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 기능을 추가하여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함

◦ 대지는 주거지역의 코너 부분에 위치하며 길의 모퉁이에서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동선계획을 

하고 실내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고려하였음2)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9, 「우수공공건축물 사례와 이용실태 조사연구」,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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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경로당 실내 및 작은 도서관 내부 모습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0길 132

주용도 노유자시설(경로당), 제1종 근린생활시설-작은도서관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면적 대지면적 166.00㎡, 건축면적 94.82㎡, 연면적 320.22㎡

층별용도

지상 3층
작은도서관(열람실, 자료실, 프로그램실)

지상 2층

지상 1층 경로당(할머니방, 거실, 주방)

지하 1층 경로당(할아버지방)

준공 2017

[표 3-1] 동작구 사당 1동 어르신 복합시설 개요

자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9, 「우수공공건축물 사례와 이용실태 조사연구」, p.203. 
동작구, 2017.12.20., 「사당1동 어르신복합시설 준공 및 개관식 개최 계획」, p.3.

◦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위치한 할아버지 및 할머니 방은 지형차를 이용하여 공간을 분리하

였고 경사도를 활용하여 지상층과 같이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고려하였음3)

◦ 외부와 내부의 계단은 동네 골목길로부터 도서관 내부를 연결해 주는 기능도 하고 계단에 

앉아 책을 볼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음

‐ 경로당 전면공간, 진입공간, 옥상공간에 작은 마당공간들을 마련하여 방문객들과 노인

들이 담소하고 모일 수 있도록 고려하였음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경로당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계획하였음4)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9, 「우수공공건축물 사례와 이용실태 조사연구」, p.203.

4) 송수연, 「사당1동 어르신복합시설 개소…2·3층은 주민 작은도서관으로」, 서울 PUBLIC NEWS, 입력: 2017.12.20. 17:32, 
수정:  2017.12.20. 18:47,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21015008



강남구 노후 경로당 공간 개선 방안 64

(2) 여가·문화시설과 경로당 복합화 - 서초 구립 양재 느티나무쉼터

[그림 3-3] 양재 느티나무쉼터 전경 및 카페 내부
자료(좌-조감도): silverinews 편집부, 「서초구, 신개념 경로당 ‘느티나무쉼터’ 2·3호점 연다」, 실버아이뉴스, 
입력: 2017.12.15. 11:43,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1
자료(우): 직접 촬영

◦ 서초구의 경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여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모든 노후한 구립 

경로당을 정비하였음

‐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에 대한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음

‐ 100세 시대라는 명제 아래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들의 취향을 감안하여 보다 

젊고 개방적인 경로당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5)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41길 72-9 (양재동)

주용도 노인여가복지시설

면적 대지면적 183.2㎡, 건축면적 108.48㎡, 연면적 473.79㎡,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360.89㎡

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층별용도

지상 4층 사무실, 동아리방

지상 3층 말죽거리 경로당

지상 2층 스마트시니어IT체험존, 여가교육실

지상 1층 늘봄카페

지하 1층 헬스텍

사용승인 2018.1.23.

자료 : 정부24 건축물 대장(열람용) 

[표 3-2] 서초 구립 양재 느티나무쉼터 개요

5) 서초구, 「어르신 전용 복합여가공간 - 느티나무쉼터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서초구 소식, 2018. vol.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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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스마트시니어 IT 체험존 및 헬스텍

◦ 노후화된 말죽거리 경로당 대지에 4층 규모의 어르신 전용 복합 여가 공간을 신축함 

‐ 지하 1층에는 어르신들이 라인댄스, 밸런스요가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헬스텍 공간을 계획

‐ 1층은 어르신들이 모임, 소통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2층에는 노인들이 정보화 교육, 문화 및 여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가교육실

이 계획되었음

‐ 3층에는 기존의 노후건물에 있었던 경로당 기능을 신축 건물에 재설치하였고 4층은 

동아리방 사무실로 구성하였음

◦ 서초구는 경로당을 단순 여가를 보내는 장소가 아닌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중임

‐ 서울시에서는 완공된 지 30년 이상이 된 노후 경로당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여 기

존의 경로당 기능을 재수용하면서 문화 및 여가공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복합공간으

로 변화해 나가고 있음6)

◦ 지상 1층에 어르신 뮤직카페를 운영하여 DJ 박스를 꾸미고 LP판을 들려주어 어르신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있음7)

◦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돌 표면(잔다듬) 마감을 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

려하였음8)

6) 배성호,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복합 여가공간으로 탈바꿈」, 백세시대, 입력: 2018.3.16. 10:51,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61

7) silvernews 편집부, 「서초구, 신개념 경로당 ‘느티나무쉼터’ 2·3호점 연다」, 실버아이뉴스, 입력: 2017.12.15. 11:43,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1

8) 황인희, 「서초구, 열린 경로당 쉼터 개관 중!」, 시니어신문, 입력: 2018.3.7. 23:32,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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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주택과 경로당 복합화 - 상도동 학수 경로당 복합시설

 

[그림 3-5] 학수 경로당 복합시설 전경 및 공공주택 내부 
자료(좌): 직접 촬영
자료(우): 이교엽, 「동작구, 경로당‧청년주택 결합된 복합시설 건립」, 산경일보, 입력: 2020.2.19. 15:31, 
http://www.sanky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992

◦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경로당과 청년주택을 함께 복합화하여 세대융합형 

행복주택을 신축함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동작구가 협약을 맺고 동작구는 노후 경로당이 있었던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공사는 복합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

‐ 1층에는 기존의 경로당의 용도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2∼4층에는 청년 행복주택 7가구

가 입주함9)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7길 217 (사당3동 177-1)

주용도
경로당, 다세대주택(행복주택-대학생) 
※ 행복주택: 7가구, 가구별 주택규모 20.88㎡~21.24㎡

면적 대지면적 205.00㎡, 건축면적 121.21㎡, 연면적 345.01㎡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층별용도

지상 4층 다세대주택(행복주택-대학생)

지상 3층 다세대주택(행복주택-대학생)

지상 2층 다세대주택(행복주택-대학생)

지상 1층 경로당

사용승인 2020.1.28. 

자료 : 정부24 건축물 대장(열람용) 

[표 3-3] 동작구 상도동 학수 경로당 복합시설 개요

9) 이민영, 「낡은 경로당을 청년주택으로...동작의 융합복지」, 서울 PUBLIC NEWS, 입력: 2020.2.19. 17:58, 수정: 2020.2.20. 02:24,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20014005&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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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경로당 어르신들과 청년주택 입주청년들간의 간담회 모습 및 복합시설 전경 
자료(좌): 이후민, 「1층 경로당·2~4층 청년주택… 동작구 ‘세대융합 주거복지’」, 문화일보, 입력: 2020.4.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0101033327333001
자료(우): 직접 촬영

◦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약사업인 ‘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고 연면적은 345.0㎡, 건축면적은 121.21㎡의 크기를 가지고 있음

‐ 동작구는 어르신과 청년세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공하

고 있음

‐ 1층에는 어르신들이 친목, 취미활동 및 건강관리 등을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이 설치되었음10)

◦ 사회문제인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는 청년공공주택을 노후 경로당의 유휴부

지를 활용하여 경로당과 복합화하여 공급하였음11)

◦ 대로변과 거리적으로 멀리 위치해 있고 교통편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을 재

건축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공동시설을 복합화하기보다는 공공주택 등을 복합

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경로당의 노후화로 지역이 쇠퇴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청년공공주택을 경로

당과 복합화하여 젊은 층의 지역 내 유입을 도모하여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음 

◦ 건물은 전반적으로 모던한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저층부, 상층부, 모서리 부분은 붉

은색 계열로 마감하였고 주택이 되는 부분의 입면은 차분한 계통의 색으로 마감하여서 대조

성을 표현하였으며 저층부에는 필로티를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함 

10) 이후민, 「1층 경로당 2~4층 청년주택...동작구 ‘세대융합 주거복지’」, 문화일보, 입력: 2020.4.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0101033327333001

11) 허주희, 「서울 동작구, 노후 경로당의 화려한 변신」, 실버아이뉴스, 입력: 2020.2.25. 15:38,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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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모델링 사례

(4) 지역 거점형 노인 여가·문화 복합화 시설 – 서초 구립 내곡 느티나무쉼터

  

[그림 3-7] 서초 구립 내곡 느티나무쉼터 전경 및 카페 내부 모습

◦ 기존의 공공시설과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거점형 노인복합시설로 재구성되었음 

‐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북카페, 극장, 공유

주방, 식당 및 여가교육실 등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음

‐ 정보화 및 첨단기술을 어르신들에게 쉽게 교육하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카페를 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시설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말길 9

주용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문화복지시설(실버영화관, 아트홀, 베이커리, 북카페, 
방송국), 여가교육센터, 심리상담센터, 스마트 시니어 IT 체험존, 헬스텍 등

면적 대지면적 3,560㎡, 건축면적 1,398.7㎡,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4,913.59㎡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층별용도 
/운영주체

지상 4층
서초구 기억키움센터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서초구 보건소 운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위탁운영)

지상 3층
아트홀(영화관)
느티나무 베이커리
느티나무 북카페 

서초 구립 느티나무쉼터 운영

지상 2층
서초구 마음건강센터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초구 보건소 운영

지상 1층 여가교육센터 서초 구립 느티나무쉼터 운영

지하 1층 서초심리상담센터, 헬스텍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부설 운영

주요시기 내곡 느티나무쉼터 개관 2017.1.25.

운영법인 (사)함께하는문화 느티나무쉼터

자료 : 정부24 건축물 대장(열람용),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홈페이지(http://www.ntwelfare.org/) 참조하여 재작성

[표 3-4] 서초 구립 내곡 느티나무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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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식당 및 북카페 전경

◦ 기존의 노인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된 우쿨렐레, 오키나와 등의 악기

와 DJ 교실, 메이크업, 시니어 오페라 등의 수업을 매우 저렴한 수업료로 수강할 수 있음

◦ 유투브 사용법, 정보화 교육, 드론 사용법 등 최신기기와 기술에 대한 수업도 제공되고 있

음12)

◦ 서초구가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문화 및 여가 복합화 시설로 확충해 나가는 이유는 기존의 

경로당의 경우 화투, 장기 등 제한된 취미활동만이 가능하고 한정된 인원만이 이용할 수 있

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2017년 약 9만 5천 명이 방문하였고 신개념의 경로당 모델이 제시되어서 타 지자체에서 모

범사례로 삼고 있음

◦ 어르신들의 시력 약화를 고려하여 자막을 확대하여 상영하는 실버영화관, 노인들이 춤을 즐

길 수 있는 헬스텍, 치매예방을 위한 기억키움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음13)

  

[그림 3-9] 스마트 시니어 IT 체험존 및 여가교육센터

12) 서초구,  「어르신 전용 복합여가공간 - 느티나무쉼터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서초구 소식, 2018. vol.3. p.5.

13) 황인희, 「서초구, 열린 경로당 쉼터 개관 중!」, 시니어신문, 입력: 2018.3.7. 23:32,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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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후경로당 내·외부 공간 리모델링 – 동선동 제1 경로당

[그림 3-10] 동선동 제1 경로당 전경

◦ 동선동 제1 경로당의 리모델링 사업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진행되었음

‐ 경로당 현장 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경로당의 규모와 유형을 분류하고 이용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분석

‐ 데이터를 기준으로 경로당 규모와 공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내·외부의 디

자인 요소를 구분하고 분석하였음

◦ 경로당의 규모별로 ‘경로당 내부공간 구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음 

‐ 수립되어진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실제적으로 동선동 제1 경로당 리모델링에 적용되었

고 공간 개선이 이루어졌음

◦ 2층 규모의 벽돌조의 노후화된 경로당은 1층 공간은 할아버지가 이용해 왔고, 2층 공간은 

할머니들이 이용해왔음

‐ 리모델링을 통하여 외벽을 흰색 계통으로 새롭게 치장하고 외부화장실을 내부로 들여

와 불편함을 해소하였음

‐ 경로당 문패를 빨간색의 하트모양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밝고 산뜻한 경로당의 이미

지를 구현함 

◦ 디자인 개선의 접근방법을 물리적인 환경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와 이용

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함께 개선하고자 하였음

‐ 경로당 사업은 기존의 관련 행정부서가 추진하지 않고 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

는 새로운 방식을 개척함14)

14)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로당이 행복해진다, 성북구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 프로젝트」, 
2013.4.5.,http://www.designdb.com/?menuno=787&bbsno=14387&act=view&ztag=rO0ABXQANDxjYWxsIHR
5cGU9ImJvYXJkIiBubz0iNTg5IiBza2luPSJwaG90b19iYnMiPjwvY2FsbD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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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경로당 리모델링 이전과 이후 모습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로당이 행복해진다, 성북구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 프로젝트」, 
2013.4.5.,http://www.designdb.com/?menuno=787&bbsno=14387&act=view&ztag=rO0ABXQANDxjYWxsIHR
5cGU9ImJvYXJkIiBubz0iNTg5IiBza2luPSJwaG90b19iYnMiPjwvY2FsbD4%3D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8길 40

주용도 노유자시설

면적 연면적 108㎡, 대지면적: 123.8㎡

규모 지상 2층

층별용도
지상 2층 노인정

지상 1층 노인정

사용승인 1985.11.14.

리모델링 2011.9 ~ 2012.11

자료 : 정부24 건축물 대장(열람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로당이 행복해진다, 성북구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 프로젝트」, 2013.4.5., 
http://www.designdb.com/?menuno=787&bbsno=14387&act=view&ztag=rO0ABXQANDxjYWxsIHR5cG
U9ImJvYXJkIiBubz0iNTg5IiBza2luPSJwaG90b19iYnMiPjwvY2FsbD4%3D

[표 3-5] 성북구 동선동 제1 경로당 개요

◦ 공간이 여가활동을 하기에는 협소했던 여가실은 불필요한 공간들을 없애서 활동이 가능한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되었음

‐ 어르신들의 컴퓨터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수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정보화 시대에 

노인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

◦ 거실과 주방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불편하던 것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도

록 개선하였음15)

15)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로당이 행복해진다, 성북구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 프로젝트」, 
2013.4.5.,http://www.designdb.com/?menuno=787&bbsno=14387&act=view&ztag=rO0ABXQANDxjYWxsIHR
5cGU9ImJvYXJkIiBubz0iNTg5IiBza2luPSJwaG90b19iYnMiPjwvY2FsbD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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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후 경로당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 영등포구 모랫말 어르신복지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시설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41

주용도
/규모

주 용 도 노유자시설(경로당), 소규모어르신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시설면적 대지면적 378.0㎡, 건축면적 180.6㎡, 연면적 892.56㎡
층    수 지하 1층, 지상 6층

세부시설
/운영주체

지상 6층 데이케어센터, 옥상정원
2개층 증축 242.01㎡

지상 5층 데이케어센터
지상 4층 소규모복지센터(활동실, 화합실)

4개층(기존건물) 리모델링
지상 3층 소규모복지센터(배움실, 멀티실)

지상 2층 구립 모랫말 어르신복지센터
지상 1층 소규모복지센터(사무실, 상담실 등)

주요시기 리모델링 사업기간: 2016.1. ~ 2017.2.  / 최초건립 사용승인: 2012.12.21.

자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영등포구청 어르신복지과, 2017년 주요업무 보고 (제205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p.8.

[그림 3-12] 영등포구 모랫말 어르신복지센터 전경

[표 3-6] 영등포구 모랫말 어르신복지센터 개요

◦ 영등포구는 노후화된 구립 경로당을 경로당,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등이 한 건

물에 복합화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음

‐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핵가족화에 따른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감소해 

주기 위한 사회적 책임성, 사회적 현상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소규모 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낮추

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 악기 연주와 같은 취미 프로그램, 

건강관리를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음16)

16) 변완영, 「영동포구, 도립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 개관」, 국토매일, 입력: 2017.5.24,   
http://www.pmnews.co.kr/2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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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영등포구 모랫말 어르신복지센터 인문학 강좌(좌) 및 생활실(우) 모습
자료(좌): 구립 영등포 어르신복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우): 구립 모랫말 데이케어센터 홈페이지

◦ 스마트폰,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지상 5~6층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케어센터는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들에게 주·야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치매, 예방, 돌봄, 검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인지기능 및 

기억회복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지상 2층의 경로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공간을 구분하여 공간을 계획하고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주방공간을 마련하였음17)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 내부의 가구 및 집기는 

붙박이 등으로 설치됨18)

◦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시, 구비 20억 6,800만 원의 사업비용이 소요되었음19)

17) 변완영, 「영등포구, 도립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 개관」, 국토매일, 입력: 2017.5.24.,   
http://www.pmnews.co.kr/26973

18) 김경진, 「영등포구, ‘복합어르신복지센터’ 조성」, 영등포신문, 입력: 2017.1.19. 09:45:43, 
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21927

19) 박대로, 「영등포구,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 개관」, 중앙일보, 입력: 2017.5.24. 11:19, 
https://news.joins.com/article/21602712#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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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 주요선진국 경로당 우수 사례

1) 스웨덴 사례

(1)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와 주간보호센터(day-care center)

[그림 3-14] 스웨덴 예테보리 산다르나 커뮤니티센터와 데이케어센터
자료 : 최정신, 2012,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스웨덴 노인복지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건축 56(10), 

2012.10, p.57.

◦ 초기에는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이 계획되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적고 시설 같은 모습에 대

한 거부감으로 집과 같은 분위기의 소규모 형태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

‐ 1980년대 사회복지법 개정 이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집에서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음20) 

◦ 지역에 소규모로 건립되어 있는 커뮤니티센터는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

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임

‐ 재가 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커뮤니티센터와 

주간보호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 커뮤니티센터에는 직원사무실, 주간보호시설, 회의실, 오락실, 식당, 카페, 작업요법실, 물리

치료실 등의 용도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지역간호사, 물리치료사, 가사도우미 등이 근무하

고 있음21)

20) 최정신, 2012,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스웨덴 노인복지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건축 56(10), 2012.10, p.54.

21) 최정신, 상게서,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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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사례

(1) 프랑스 시니어 클럽(Clubs seniors)

[그림 3-15] 파리시 시니어 전용 클럽 분포 및 프랑스 시니어클럽 안내서
자료(좌): 이수진, 2018, 「50+ 해외동향 리포트 2018: 프랑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p.302.

자료(우): 정은하․김미현․송인주․이순성․홍주희, 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 복지재단, p.53. 

◦ 프랑스 파리에는 65세 이상 파리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리시 시니어 전용 클럽이 구

별로 설치되어 있음

‐ 73세보다 연령대가 낮은 노인들은 다수의 민간협의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22)

◦ 구별로 1개 이상씩 분포되어 있고 수공예, 수작업, 예술, 체육, 멀티미디어, 문화, 건강클럽, 

놀이 및 게임, 행복한 은퇴생활하기, 세대 간 화합활동, 이벤트 등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시니어클럽의 운영시간은 오전 및 오후 종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오후에만 운영하는 곳이 

있으며 체육시설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은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시니어클럽

의 경우는 시니어 전용시설임23)

◦ 지역 내 여러 작은 공간에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노인주거시설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사례도 있음

◦ 학교, 대학, 다른 클럽 등의 연령대가 다른 단체와 연결하여 교류를 하기도 함24) 

22) 이수진, 2018, 「50+ 해외동향 리포트 2018: 프랑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p.302.

23) 이수진, 상게서, p.319.

24) 정은하․김미현․송인주․이순성․홍주희, 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 복지재단,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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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사례

(1) 시니어센터(Senior Center)

◦ ‘노인클럽’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1800년대 처음 시작되었고 1940년대에 들어서 시니어센터

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정부보조금이 1970년대부터 지급되면서 센터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음. 

2005년에 미국 전체에 16,000개의 시니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천만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음

‐ 건강검진, 식사제공, 취업교육, 경제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의 프로그램들이 저소득층 

대상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교육 프로그램과 취미활동 프로그램은 중산층 노인들

에게 운영되고 있음

◦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다목적센터, 세대 간 센터 및 특별센터 등 차별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음 

‐ 다목적센터에서는 스포츠, 교육, 건강검진, 교통서비스, 취업지원 등의 포괄적이고 종

류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 세대 간 센터에서는 아동과 노인들이 교육관련 프로그램, 봉사, 여가활등 등을 같이 

활동하여 세대 간 이해와 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특별센터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사는 곳 또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같이 

지역 특성이 분명한 경우 설립됨. 건강검진과 병원진료서비스는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에 운영하고 정기적인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 밀집지역에 운영

됨25)

◦ 노인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시니어센터 중에서 8,000개 이상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국립 시니어센터 협회의 표준기준심사에 의하여 시니어센터는 법률적인 인가를 받고 

운영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음26) 

(2) 프렌드쉽 테라스(Friendship Terrace Retirement Community) 

◦ 워싱턴 D.C의 Friendship Terrace Retirement Community는 County, Maryland 내 

구립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의 여가 중심 프로그램임27)

25) 김종민․김승희, 2013, 「경로당의 진화, 시니어 리스타트 센터」, 강원발전연구원, p.8.

26) 박승규․김도형, 2014,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을복지문화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66~67.

27) 이윤경․정경희․오영희․염주희․김향아, 2012,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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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Seabury at Friendship Terrace 전경 및 내부 모습
  자료 : Seabury at Friendship Terrace 홈페이지, https://www.seaburyresources.org/ftliving

◦ 180여 명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아파트이고 식당, 도서관, 컴퓨터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

하는 공유공간이 있음

‐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근무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

할을 함

◦ 거주하는 노인 주민들이 직접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분야는 문화, 스포츠, 종교, 취미 

등으로 세분화됨

‐ 여가 프로그램은 아파트 내 다목적 여가실 또는 공유공간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트레칭, 요가 등의 수업이 주중에 진행되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는 카드, 영화감상 등이 운영되며, 취미활동을 위해서는 시 작문 및 음악 감상 등의 프로그램

이 진행되고 있음28)

노인 생활지원 서비스 돌봄 경영 시력 약화 노인 지원센터

[그림 3-17] Seabury at Friendship Terrace 프로그램

   자료 : Seabury at Friendship Terrace 홈페이지, https://www.seaburyresources.org/programs

28) 이윤경․정경희․오영희․염주희․김향아, 2012,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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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1) 일본 아키타시 복지복합시설 웨르뷰이즈미

[그림 3-18] 복지복합시설 웨르뷰이즈미 경로의 날 행사(시설소개 및 전래동화 공연 행사)
  자료 : 홍희선, 「요람에서 무덤까지 ... 복지복합시설 웨르뷰이즈미」, 한라일보, 입력:2017.10.24.20:00,

http://m.ihalla.com/article.php?aid=1508842800578068332

◦ 하나의 건물 안에 고령자시설, 아동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이 복합화되어 있음 

‐ 층별 용도구성은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노인 데이케어센터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센

터, 3층은 노인을 위한 생활지원하우스가 구성되어 있음

‐ 2층의 장애인 관련 시설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지만 문제제기가 

없었고 교육상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노인이나 장애인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데이케어센터에서 노인들은 오전 운영시간에는 식사, 레크리에이션 및 목욕서비스를 제공받

고 오후시간에는 귀가하는 운영시스템임

‐ 생활지원하우스에서는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고 

현 입주자의 80% 정도는 7,000엔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20%는 무료로 거주하고 있

는데 소득별로 차등을 두고 있음

◦ 생활 및 건강 상담은 이루어지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음

‐ 개인용 주방은 있지만 욕실과 코인 세탁실을 공동으로 이용함

◦ 교류플라자를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건물 1층의 어린이집 옆에는 교류플라자가 설치되어 있고 반상회, 동호회 활동 등 지

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도 개최되고 있음29)

29) 홍희선, 「요람에서 무덤까지 ... 복지복합시설 웨르뷰이즈미」, 한라일보, 입력:2017.10.24.20:00,
http://m.ihalla.com/article.php?aid=150884280057806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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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및 향후 과제

1 ∙ 결론

1)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체 시설로 확대

◦ 경로당과 더불어 도서관과 같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함께 복합화하여 지역 내 커뮤니

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함

‐ 고립되고 소외된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경로당이 아닌 노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계획하도록 함

2) 경로당의 소규모 문화·여가 복합화 시설로의 전환

◦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방 기능에 머물러 있고 단순 여가활동만이 가능한 노후화된 경

로당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 노인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들만의 고립된 시

설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로 구축하는 것을 고려

3)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하는 세대융합형 공간으로 계획

◦ 도서관, 보육시설, 북카페 등 아동, 청년, 중·장년층도 노인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경로당과 복합화하여 세대융합형 공간으로 계획

◦ 노후 경로당의 접근성이 부족할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복합화하기보다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등을 복합화하여 지역 내 고령화로 인한 쇠퇴를 방지하고 청년층 유입을 통한 

활력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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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 유형별 노후도와 용적률을 고려한 개발전략 추진

◦ 단독주택형 경로당은 노후도가 심하므로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재건

축 시 기존 용적률을 유지하기보다는 최대 허용 용적률을 반영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다른 문화·여가 시설 등이 여러 층에 복합화될 수 있도록 함

‐ 기존 경로당의 경우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및 공용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2층 

규모의 건물이 대다수인데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경로당의 규모와 평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함

◦ 일반건축물형 경로당의 경우 건축연한이 15년 이상이고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었을 경

우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내부 공간의 용도 구성을 최근의 타 지지체 및 자치구의 경로당 건축 계획 방향

을 반영하여 재구성하도록 하고 공간이 더 필요할 경우 용도시설을 추가하기 위

해 최대 용적률이 허용되는 만큼 증축하는 것을 고려함

◦ 공원 내 시설형 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건축 연한이 30년 이상으로 재건축 수요가 많고 

노인들의 여가 및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리모델링 

및 재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필요 

‐ 공원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연계된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용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법적인 제한으로 사업이 어렵다면 경로당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법 개정 및 완화를 건의할 필요성

이 있음

‐ 사업추진을 위해 대토, 제척,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 등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5) 전문기관 위탁운영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운영 참여

◦ 경로당과 문화·여가 시설들이 복합화될 경우 경로당의 운영은 경로당 노인회원들이 주

축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고, 문화·여가 복합시설에 대한 운영은 관련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성 제고

‐ 경로당 회원들의 운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한 문화 및 여가 공간, 프로

그램 구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위탁 기관 또는 업체에서 

기획 및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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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에 관해서는 사회복지분야로 한정해서 담당직원들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문

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문화·여

가 복합화 시설로서의 기능을 증진하도록 함

6) 유휴공간 활용 및 탄력적인 운영시간 고려

◦ 경로당이 유휴공간이 되지 않도록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비어있는 시간대에

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

‐ 노인들의 경우 늦은 오후 시간대까지 경로당에 머무르지 않고 귀가하므로 늦은 

오후시간대부터 방과 후 교실 또는 초등돌봄교실 등의 아동지원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휴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 모색

2 ∙ 향후 과제

◦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대부분 1층 규모의 시설로서 건축 연한이 30년 또는 

40년 이상 되는 노후건축물로서 재건축 수요가 매우 높음. 그러므로 가까운 미래에 노

후도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어 지역쇠퇴 및 지역경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

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하지만 도시공원의 경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제한사항이 많을 수 있으므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노인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수요 증대,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부족 등 시대적인 상황과 요구에 부응

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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