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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차 출산‧고령사회 포럼

- 고령친화  물리  환경 조성방안 -

▣ 일시: 2009년 04월 24일( ) 15:00 ∼ 18: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  제1회의실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출산고령사회연구실



15:00~15:10 인사말

   정경희(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15:10~16:40 주제발표

   발표1: 노인주거수요와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박신영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3: 고령친화모델지역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조영태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16:40~16:50 coffee break

16:50~17:50 지정토론

           권오정(건국대학교 건축공학부 주거환경전공 교수)

           박한식((주) 명소 이사)

           강지숙(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

17:50~18:00 종합토론 및 폐회

제1차「저출산․고령사회 포럼」

▣ 일    시: 2009. 4. 24(금) 15:00-18:00

▣ 장    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제1회의실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 1 -

노인주거수요와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1)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 원

 고령화사회에 응하여 실효성 있는 노인주거지원정책의 수립을 해서는 건강  

경제력에 있어 차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노인의 특성과 노인가구유형을 반 하

면서 노인가구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악할 필요 있음.

  - 이를 해서는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건강상태, 경제  특성, 이주행태 등을 

보다 심층 이고 다양하게 악할 수 있는 조사자료가 반드시 필요

  - 2006년부터 매년 수행되고 있는 법정조사인 ‘주거실태조사’가 2007년에는 노

인가구를 주된 상으로 실시됨(노인가구의 경우 가구주 9,500부, 노인개인 

9,500부, 장년가구는 5,000부, 그리고 시설거주 노인 1,000부로 유효설문 2만 

5천부가 조사됨) 

 여기에서는 ①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와 ②노인 주거지원정책의 황을 

악하고, ③이주․입지․주거유형 등과 련된 노인가구의 주거수요행태를 심층

으로 분석한 후, ④이를 토 로 건강․경제력․노인가구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수요를 추정하고 ⑤이에 응하는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를 제시 

1) 이 자료는 김혜승․강미나(2008)의 「주거수요분석에 기 한 노인주거지원 정책 과제연구」(경기: 국토연

구원)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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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가구  노인개인의 주거실태

 노인가구(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의 규모와 경제  특성

  - 노인가구는 2007년말 재 국 으로 약 369만가구로 주로 도시에 거주하

고 있으며(67.3%), 노인가구의 반이상이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인 

노인독립가구(53.8%). 노인가구는 2007년 장래가구추계결과인 1641.7만가구  

22.5%에 해당

  - 노인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상 일반가구의 가구원수 

규모인 2.88명보다 훨씬 은 규모인 2.4명

  - 노인가구의 9.3%가 국민기 생활보장제도하에서 수 가구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1인가구  20.1%가 수 가구에 속함. 

  -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19만원, 생활비는 82.1만원으로 장년가구의 반 

정도의 수 이고, 이를 지역에 따라 비교해 보면 도시거주 노인가구는 총소

득과 생활비면에서 모두 농 거주 노인가구보다 높음. 그러나 농 거주 노

인가구의 경우 총소득  생활비의 비 이 도시거주 노인가구보다 더 높음. 

한편 소득계층별2)로 보면 노인가구의 77%가 소득층에 속하고 있고, 이는 

장년가구의 경우(34.2%)보다 훨씬 높음. 도시거주노인은 71.5%, 농 거주 노

인은 88.1%가 소득층에 속함.

  - 노인가구의 경우 직장의 퇴직 등으로 인해 월평균 소득은 차 어들고 자

기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Cash poor, house rich"인 경향이 높게 

나타남(이러한 경향을 반 하여 노인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산의 규모를 동시에 고려하여 4그룹으로 분류3)). 노인가구

2) 소득계층구분은 소득분 별로 1~4분 를 소득층, 5~8분 를 소득층, 그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하고, 

각 분 기  소득액은 2006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일반가구의 소득분  기 액에 1년간 물가상승률 

6.2%를 감안하여 재산정

3) ‘소득 하-주택자산 하’, ‘소득 상-주택자산 하’, ‘소득 하-주택자산 상’ 그리고 ‘소득 상-주택자산 상’으로 구

분하 다. 소득의 구분은 소득의 하  40%를 ‘소득 하’로 구분하고, 주택자산규모가 1억 5천만원 미만을 

‘주택자산 하’로 구분함. 이 때 일반 으로 노인가구의 경우 자산의 약 90%이상이 부동산자산이므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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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소득 하-주택자산 하’에 속하는 가구가 노인가구 체의 62.8%로 

나타남. 소득이 감소하는 연령 에 속하므로 ‘소득 상’인 그룹에 속하는 노

인가구보다 ‘주택자산 상’인 그룹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음. 이는 장년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자산이 큰 연 계가 있어서 소득이 낮으면서 자산이 

상인 가구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과 조 임.  

  - 도시거주 노인가구의 경우 특히 주택가격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주택자

산 상’에 속하는 가구의 비 이 크게 나타남. 농 거주 노인의 경우 오히려 

‘소득 상-주택자산 하’의 비 이 ‘소득 하-주택자산 상’보다 높게 나타남. 

  - 노인독립가구의 경우 소득과 주택자산이 모두 낮은 ‘소득 하-주택자산 하’인 

가구의 비 이 크지만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은 낮고 주택자산은 

상인 ‘소득 하-주택자산 상’의 비 이 높음.

 노인가구의 주거 특성

  - 국 노인가구의 약 6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농 거주노인의 경우 

그 비 이 89%에 이름. 즉 농 거주일수록, 노인 독립가구일수록, 소득-자산

이 낮을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음.

  - 노인가구는 특히 자가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장년가구의 약 63%가 자가

유인 반면, 노인가구의 약 73%가 자가 유임. 농 거주노인의 경우 자가

유비 은 약 89%에 이름.

  - 노인가구는 한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향 있음. 장년가구의 경우 5년 이상 한 주택

에 거주한 가구가 장년가구의 약 61.8%인데 비해 노인가구의 경우 주택거주기간이 5

년 이상인 가구가 79.5%에 달함.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평균 거주기간이 12.9년, 농

지역은 23.6년으로 나타나 농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약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나타남.

자산의 규모만을 기 으로 삼았으며, 소득 하  40%에 속하는 노인가구 비율이 77% 정도임을 반 하여 주

택자산기 을 노인가구의 70%가 속하는 1억 5천만원 이하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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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만 65세 이상)의 규모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노인인구는 체 인구 4,814만명 

 10.4%를 차지하는 503만명으로 여성노인은 체 인구의 6.4%, 기연령 

노인(만 65세 이상～만 74세 이하)은 노인인구의 58.2%, 후기연령 노인(만 

75세 이상)은 노인인구  41.8%

  - 통계청의 2007년 장래추계인구에 의하면 체인구 4,846만명  노인인구는 

11.5%인 557만명으로 증가하 고, 여성노인 인구도 7.0%로 비 이 증가. 그

리고 노인인구  후기연령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이 43.1%로 2년간 차 여

성노인 인구, 후기연령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

후에도 지속될 것임.

 노인의 특성

  - 반 인 삶의 질에 해서 노인의 반이상(62.5%)이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장년층(76.8%)보다는 낮은 수 . 노인층과 장년층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항목이 건강과 경제상태인데 건강에서는 약 40%p 차이, 

경제상태는 18%p의 차이를 보임.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한 자신감이 가장 

떨어지고 있음.

  - 자녀와의 동거에 한 의견을 보면 략 노인의 67.1%가 독립 으로 거주하

겠다고 응답. 노인 독립가구 노인과 장년층의 경우 독립거주에 한 의견이 

체노인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일반 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이 악

화될수록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독립거주

의 의견이 높음. 한편 상황변화시 동거에 해서는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 동

거하겠다는 의견이 혼자되거나 경제  능력이 없어질 경우에 비해 높음. 이

는 간호․수발의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짐.

  - 주택의 내부시설에 해서 국노인의 73.9%가 반 으로 만족하고 있음. 

집의 규모에 해서 만족도가 높고, 노후도면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음

(57.7%). 주택의 내부시설에 해서 농 거주 노인의 만족도와 노인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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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특히 노인 1인 거주주택의 경우 건물․설

비 노후도와 련하여 반에도 못 미치는 만족도를 보임.

  - 주거환경 반에 해서는 노인의 75.8%가 만족한다고 응답. 항목별로는 ‘이

이나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 없음’, ‘소음․공해 등’, ‘근거리에 친한 사

람’, ‘시설 근성  교통’, 그리고 ‘ 리비/주거비 부담’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아짐. 즉 주거비측면에서는 50%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고 시설 근

성측면에서도 만족도가 상 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주거지표에 근거한 우선  정책지원 상

  - 첫째, 주택이 물리 으로 거주하기에 한지(adequacy) 주택의 노후도와 시

설수 , 그리고 주택의 안 성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농 거주 노인, 노인 1

인가구, 만 75세 이상 노인이 주택 노후도, 안 시설 필요도, 개조희망 측면

에서 정책  지원이 우선 으로 필요한 집단으로 나타남.

  - 둘째로 주거 도  최 주거기  미달 여부 측면에서 주거소비량의 합성

(suitability)을 살펴본 결과, 주거 도 측면에서 노인가구는 주거문제가 크지 

않은 반면, 최 주거기  측면에서 보면 노인가구는 일반가구보다 미달가구 

비율이 높으며,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부분이 시설기  미달가구로 나타나 

이들을 한 정책  지원이 시 함을 시사

  - 셋째로 노인의 편익시설  재가서비스에 한 근성(accessibility)을 살펴본 

결과, 농 거주 노인, 만 75세 이상 노인, 소득층 노인이 상 으로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소득 비 임 료 비율(RIR)을 토 로 주거비부담(affordability)을 

살펴본 결과 노인 1인가구의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한 

수요측면의 주거지원인 임 료보조의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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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인주거지표에 근거한 우선  정책지원 상
       

노인주거지표 평가항목 우선  정책지원 상

성

- 주택노후도

- 안 시설 설치율/필요도

- 개조희망여부

- 농 거주 노인

- 노인 1인가구

- 만 75세 이상 노인

합성
- 주거 도

- 최 주거기  미달 여부

- 노인 1인 가구

- 농 거주 노인* 

근성
- 편익시설 근성

- 재가복지서비스 이용경험/희망 

- 농 거주 노인

- 만 75세 이상 노인

- 소득 노인

주거비부담 - 소득 비 임 료 비율(RIR) - 노인 1인 가구

            * 도시보다 농 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많음

2. 노인주거지원 정책 황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2000년 이후 노인복지와 련된 다양

한 정책이 범정부 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정책이 가시 인 성

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한 실정

 재가노인 주거지원 정책

  - 주택개조 지원정책

   ․최근 노인가구 주택개조기   고령자 주택개조매뉴얼 등이 제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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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아직까지는 기   지침 등을 만들어 보 하고 있는 수

   ․2004년부터 국민임 주택 분양계약시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족을 상으

로 편의시설을 고쳐주는 제도를 도입하 으나 노인의 경우 욕실에만 한정

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고령자용 주택개조기 으로

는 미흡

   ․기존의 주택개량지원사업은 상자가 노인인 경우 해당가구의 주거개선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고령자의 신체  취약성을 고려한 주택개조는 아니라는 

한계 지님.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정책

   ․서비스 수   비용의 성 문제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이 체노인의 1.5% 정도에 불과한 실정

   ․ 련서비스의 달체계가 체계 으로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의 복  형

평성 문제를 지님.

 노인주거 용시설 공 정책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에게 공 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2007

년 재 입소정원이 체 노인인구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소

득 노인층을 한 무료  실비 시설 입소정원은 0.17%에 그치고 있음.

  - 2005년부터 고령자 용 국민임 주택을 공 하고는 있으나 2007년 재 사

업승인된 총호수는 2,557호로 아직 시범사업 단계

  - 심신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입소하게 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최근 시설수가 상당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2007년 재 입소정원

이 체 노인인구의 1.1%에 불과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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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련 문제   

  - 2008년 7월부터 근로기간 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립 인 생활이 

힘들어 질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받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우려 상됨.

  - 인력  시설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인 라 부족문제, 범 한 사각지  발

생문제, 장기요양기 의 재정악화 문제,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지자체 심

의 지역복지사업간 노인복지서비스 달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상

됨. 서비스의 복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과 서비스 공 기

에 한 정부지원의 차이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김경혜, 2008.2: 

1-10; 정완교․진양수, 2008.4: 1).

  - 고령자의 안 한 주거생활에 매우 요하고, 의료비 감효과가 있는 주택개

조를 한 비용이 아직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

지 않은 문제도 지 할 수 있음.

 고령자 주거안정법 련 문제

  - 최근 고령자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고령자 최 주거기 의 설정, 고령자주택

의 최소안 기 의 설정, 고령자 임 주택의 의무건설, 고령자 임 주택 신

고  생활 리, 고령자 주택개조 비용지원, 고령자 주거지원센터의 확보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령자 주거안정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법

(안)의 내용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시행착오가 필요

할 것으로 상됨.

  - 이 법(안)은 고령자 최 주거기 을 설정․공고해야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기 미달인 고령자가구를 감축하기 한 구체 인 조치에 한 규정이 없다

는 에서, 고령자 최소안 기 을 설정하고 고령자 주택건설  주택개조

시 최소한의 안 설비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융자지

원에 한정하고 있다는 에서 그 실효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단됨.

  - 한 고령자주거지원센터의 업무는 기존의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과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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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험의 서비스 상  내용과 유사하거나 복되는 부분이 많아 기존의 

장기요양보험과 지자체 심의 지역복지사업간 노인복지서비스 달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를 더욱 가 시킬 우려가 있어 련 복지서비스의 달

체계의 정비가 요구됨.

3. 노인가구의 주거수요 분석

 200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선택이론에 근거하여 노인의 주거수요

를 분석

 이주선택모형

<그림 1> 상황별 이주 선택모형

  - 평상시에는 평균 으로 3.5%만이 이주의 의사를 나타내는데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는 23.5%, 혼자 살게 되었을 때에는 24.3%로 그 확률이 격하게 증가

  - 평상시 노인가구는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유형태가 차가일 

때, 이웃과의 계가 친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부시설과 주거환경에 해 

만족하지 못할 때 이주의사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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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악화시에는 노인1인가구일 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이사를 하게 되는 경

향이 높게 나타남.

  - 혼자 살게 되었을 때 노인가구의 이주선택모형에서는 설명변수들이 모두 평

상시의 이주선택 모형과 같은 방향으로 향을 미침. 특히 노인부부가구일수

록, 남성일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이사할 의향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됨.

  - 다음으로 각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1만원 증가할 경

우 이사할 확률이 평상시 0.0017%증가하고 건강악화시에는 0.0052%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의 연령이 1세 증가하는 경우 상황에 계없이 이사

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상시 감소폭이 다른 상황에 비해 

상 으로 낮음.

   - 한편 장년가구의 경우 평균 조건일 때 이사할 확률이 평상시 11.6%, 건강악

화시 39.2%, 혼자 살게 되었을 때 44.3%로 노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각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는 체 으로 노인가구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에 비해 상 으로 유형태, 내부시설 만족도 등에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입지선택모형

<그림 2> 상활별 입지 선택모형



- 11 -

  - 평상시에는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노인일수록, 노인

1인가구가 아닐수록, 경제상태에 해 만족할수록, 소음/공해 등 주변환경이 

좋을수록, 그리고 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수록 도시 인 생활을 희망

  - 건강악화시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노인일수록, 경제상태에 해 만족

할수록 그리고 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수록 도시 인 생활을 희망

  - 혼자 살게 되었을 때는 특징 으로 재 건강하지 않을수록 도시 인 생활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이외의 변수는 건강악화시와 같은 향을 미침. 

  - 장년가구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가구소득이 높고, 가구주 성별이 여자이고, 

노후 건강에 한 비는 충분히 하고 있지만 노후주거안정에 한 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평상시 도시  생활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악화시에는 노인가구와 유사하나 노후에 한 경제

인 비를 하고 있는 가구일수록 도시보다는 원 인 생활을 선택할 확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혼자 살게 되었을 때는 체로 노인가구와 유사한 

분석결과를 보 으나, 노후 건강에 한 비를 많이 할수록 도시 인 생활

을 선호 

 주거유형선택모형

(1단계) 주거유형을 일반주택과 노인 용주거시설로 나 어 분석

<그림 3> 상황별 주거유형 선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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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상시의 경우 노인가구는 노인1인가구가 아닐수록, 그리고 재 도시지역이 

아닌 농 지역에 거주할수록 일반주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장년가구는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 용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건강악화시에 노인가구는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노인일수록, 자녀가 있을수

록, 재 건강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노인 1인가구가 아닐수록,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있을수록, 안 사고를 경험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재 도시지역이 

아닌 농 지역에 거주할수록 일반주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장년가구는 

노인가구와는 달리 소득이 증가할수록, 남성 가구주 일수록 노인 용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

  - 혼자 살게 되었을 때의 경우 노인가구는 여성노인일수록, 노인부부가구가 아

닐수록, 주택구조가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할수록, 경제상태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재 도시지역이 아닌 농 지역에 거주할수록 일반주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장년가구는 연령이 많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재 유형태가 

자가인 가구가 일반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득이 높거나 노

후에 한 경제  비를 하고 있는 가구는 노인 용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단계) 이사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 노인 용주거시설을 무료양로시설, 고령자

용국민임 주택, 규모유료시설, 노인공동생활주택로 구분하고 일반주택은 다

른 주택과 자녀 는 친지 집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한 선택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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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황별 주거유형 선택모형(네스티드 로짓)

  - 평상시의 경우 평균조건에서 이사를 하겠다는 노인이 노인 용주거시설을 

선택할 확률은 39.7%이고 이 에서 무료양로시설을 선택할 확률은 11.6%, 

고령자 용국민임 주택을 선택할 확률은 14.9%로 계산됨. 그외에 규모 

유료시설과 노인공동생활주택은 각각 4.2%, 9.0%로 선택할 확률이 나타남. 

일반주택을 선택할 확률은 60.3%, 이 에서 다른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54.9%, 자녀 는 친지집을 선택할 확률은 5.4% 다. 장년가구를 분석한 결

과와 비교해 보면 평상시 장년가구가 노인 용주거시설을 선택할 확률이 

12.6%, 일반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87.4%로, 이주의사가 있는 경우 노인가구

가 장년가구에 비해 노인 용주거시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악화시의 경우 평균조건에서 이사를 하겠다는 노인이 노인 용주거시설

을 선택할 확률은 57.5%로 평상시 39.7%보다 상승했고 장년가구의 추정결과

인 47.3%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이 에서 무료양로시설을 선택할 확률이 

평상시보다 크게 늘어서 11.6%에서 36.0%로 증가. 고령자 용국민임 주택

을 선택할 확률은 14.9%에서 반으로 어서 6.7%로 계산됨. 이외에 규

모 유료시설은 평상시보다 증가해서 8.7%, 노인공동생활주택은 어들어서 

6.1%의 선택확률이 나타남. 건강악화시 일반주택 선택확률은 42.5%로 평상

시 일반주택을 선택할 확률인 60.3%보다 약 20%p 감소하 으며 장년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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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확률 52.7%보다 낮음. 일반주택 에서 건강악화시에는 자녀 는 친지

집을 선택할 확률이 32.4%로 평상시 보다 크게 증가

  - 혼자 살게 되었을 경우에는 노인이 노인 용주거시설을 선택할 확률은 

46.5%로 건강악화시보다는 낮고, 평상시보다는 높음. 이 에서 무료양로시

설을 선택할 확률이 평상시와 건강악화시의 간인 23.6%, 고령자 용국민

임 주택을 선택할 확률은 건강악화시와 비슷한 6.5%로 계산됨. 이외에 

규모 유료시설은 더 증가해서 10.4%, 노인공동생활주택은 어들어서 5.9%

의 선택확률이 나타남. 일반주택 선택확률은 53.5%로 평상시 일반주택을 선

택할 확률보다는 낮고 건강악화시보다는 높음. 일반주택 에서 자녀 는 

친지집을 선택할 확률이 36.4%로 나타남. 장년가구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면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장년가구가 노인 용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46.1%, 일

반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53.9%로 노인가구와 비슷한 수 임. 반면 장년가구

가 노인 용주택  무료양로시설을 선택할 확률은 11.3%로 노인보다 낮으

나, 규모 유료시설을 선택할 확률은 22.9%로 노인보다 높음. 일반주택 역

시 장년가구는 다른 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41.4%로 노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요약

  - 노인가구의 이주의사는 평상시보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와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그 확률이 격하게 증가

  - 입지선택모형의 경우 도시 인 생활과 원 인 생활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

에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혼자 살게 되는 등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더욱 더 

도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노인이 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확률이 더욱 커짐.

  - 주거유형선택에서는 혼자 살게 되었을 때보다 건강악화시 노인 용주거시설

에 한 선택확률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하 의 주거유형 에서는 건강이 

악화되거나 혼자 살게 되면 ‘자녀 는 친지의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선택확

률이 가장 높음. 그리고 노인 용주거시설 에서는 ‘무료양로시설’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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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유료시설’로 이사하겠다는 선택확률이 높음. 즉, 부양과 수발의 문제가 

노인주거선택에서 가장 큰 부담요인인 것으로 단됨.

  - 요컨  경제 인 문제, 건강문제  일상생활의 유지문제가 노인의 주거수요

행태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일상생활의 유지와 

련해서는 건강상태 뿐 아니라 혼자인지(노인 1인 가구) 여부도 요. 따라

서 향후 수요에 부웅하는 노인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해서는 경제력, 

건강  노인 1인 가구 여부를 토 로 노인가구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주

거수요행태를 분석하여 정책  시사 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단됨. 

4. 노인가구 유형별 특성분석  주거수요

 방법

  - 앞의 분석결과를 토 로 노인가구를 건강, 소득  노인가구유형을 기 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규모, 개인  주거 특성과 이주 련 특성 등을 

악하고 시사 을 찾음.

  - 한 앞서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각 유형별로 주거선택확률을 추정한 후, 

이 확률을 각 유형별 노인가구수에 용하여 다양한 주거선택에 한 수요

량(가구수)를 추계

 노인가구유형4)별 규모

  - 2007년 재 체 노인가구수는 약 369만가구인데 이  건강하고 소득이 

낮은 2인이상 노인가구(Ⅲ유형)가 약 153만가구(4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4) 노인가구를 건강, 소득  노인가구유형을 기 으로 유형화함. 이 때 각 기 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 어 

노인가구를 모두 8개의 유형으로 구분. 즉 건강의 경우에는 건강한 집단과 건강하지 않은 집단으로, 소득

의 경우에는 일반가구 소득의 하  40%(154만원)이하를 기 으로 상 소득 집단과 하 소득 집단으로 구

분. 그리고 노인가구유형의 경우는 노인 1인가구과 2인이상 노인가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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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으로는 건강하고 소득이 낮은 노인 1인가구(Ⅳ유형)가 약 84만 가구

(22.7%)로 많게 나타남. 즉 건강하고 소득이 낮은 노인가구가 노인가구의 

64.1%로 상당 부분을 차지함.

  - 다음으로는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2인이상 노인가구(Ⅰ유형)가 약 58만 가구

(15.7%)로 나타남. 그리고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낮은 2인이상 노인가구(Ⅶ

유형)는 약 35만 가구(9.5%),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높은 2인이상 노인가구

(Ⅴ유형)는 약 26만 가구,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낮은 노인 1인가구는 약 12

만 가구(3.4%)로 추계됨.

  - 반면 건강과 무 하게 소득이 높은 노인 1인가구는 약 1만가구 정도로 가장 

게 추계됨.

    ※ 이 게 규모가 작으면 개인/주거/이주의향 등을 분석하는 특성분석 결과와 다양한 주거선

택에 한 수요량 추계 결과가 왜곡될 우려 발생. 따라서 여기에서는 건강하고 소득이 높

은 노인 1인가구인 ‘Ⅱ유형’과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높은 노인 1인가구인 ‘Ⅵ유형’을 제

외한 6개 유형을 심으로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수요량을 추계

<표 2> 노인가구 유형별 가구수(2007)
(단 : 만가구, %)

구  분 내  용 가구수

Ⅰ 유형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2인이상 노인가구  57.8 (15.7)

Ⅱ 유형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노인 1인가구   0.7 (0.2)

Ⅲ 유형 건강하고 소득이 낮은 2인이상 노인가구 152.6 (41.4)

Ⅳ 유형 건강하고 소득이 낮은 노인 1인가구  83.7 (22.7)

Ⅴ 유형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높은 2인이상 노인가구  26.2 (7.1)

Ⅵ 유형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높은 노인 1인가구   0.3 (0.1)

Ⅶ 유형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낮은 2인이상 노인가구  35.2 (9.5)

Ⅷ 유형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낮은 노인 1인가구  12.4 (3.4)

체노인가구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 368.9 (100.0)

자료 : 국토해양부ㆍ국토연구원.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노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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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특성 주거특성
노인 용주거

시설 련 특성
시사

<Ⅰ유형>

 건강↑

 소득↑

 2인이상

만 75세 미만↑

교육수 ↑

근로의사↑

문화여가서비스욕구↑

아 트거주비율↑

주택/주거환경만족도↑

자녀동거희망비율↑

(희망이유)

서비스편리

(1순 고려사항)

서비스편리

( 유형태)자가↑

-정책 지원 크게 필요

 하지 않음

- 방  복지서비스

-주택개조융자지원

-유료 실버타운 수요계층

<Ⅲ유형>

 건강↑

 소득↓

 2인이상

만 75세 미만↑

근로의사↑

취업지원서비스욕구↑

단독주택거주비율↑

자녀동거희망비율↓

주거비부담만족도↓

(희망이유)

서비스편리

(1순 고려사항)

입주비용/주거비

( 유형태) 세↑

-주택개조보조 / 리  

 융자

-주거비지원

- 방  복지서비스

-무료양로시설, 고령자

 용임 주택, 노인공동

 생활주택

<Ⅳ유형>

 건강↑

 소득↓

 1인가구

만 75세 미만↑

여성↑

교육수 ↓

요양보호서비스욕구↑

단독주택거주비율↑

자녀동거희망비율↓

주택노후도만족도↓

주거비부담만족도↓

(희망이유)

서비스편리/보살

펴  사람 없어서

(1순 고려사항)

입주비용/주거비

( 유형태) 세↑

-주택개조보조

-주거비지원

- 방  복지서비스

-무료양로시설, 고령자

 용임 주택, 노인공동

 생활주택

<Ⅴ유형>

 건강↓

 소득↑

 2인이상

만 75세 이상↑

교육수 ↑

근로의사↓

단독주택/아 트 거주

주택/주거환경만족도↑

자녀동거희망비율↑

(희망이유)

서비스편리

(1순 고려사항)

서비스편리

( 유형태) 세↑

-주택개조융자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가족동거/부양 동기부여

-유료 실버타운 수요계층

 노인가구 유형별 개인/주거/이주 특성분석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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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특성 주거특성
노인 용주거

시설 련 특성
시사

<Ⅶ유형>

 건강↓

 소득↓

 2인이상

만 75세 미만↑

교육수 ↓

단독주택거주비율↑

자녀동거희망비율↓

주택개조희망↑

주거비부담만족도↓

(희망이유)

서비스편리

(1순 고려사항)

입주비용/주거비

( 유형태) 세↑

-주택개조보조

-주거비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무료양로시설, 고령자

 용임 주택, 노인공동

 생활주택

<Ⅷ유형>

 건강↓

 소득↓

 1인가구

만 75세 이상↑

여성↑

간호수발받은경험↑

노인요양시설/ 문병

원 이용의사↑

재가서비스이용의사↑

단독주택거주비율↑

자녀동거희망비율↓

주택개조희망↑

주거비부담만족도↓

(희망이유)

보살펴  사람 없어서

(1순 고려사항)

입주비용/주거비

( 유형태) 세↑

-주택개조보조

-주거비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무료양로시설, 고령자

 용임 주택, 노인공동

 생활주택

-건강악화시 노인요양시설

 / 문병원 연계서비스

 노인가구 유형별 다양한 주거선택에 한 수요량(가구수) 추계 

  - 노인가구 체 으로 일반주택에서의 재가서비스 수요는 311만가구, 주택개

조 수요는 29만 6,500가구, 무료양로시설 수요는 16만 3,000가구, 고령자 용

국민임 주택 수요는 3만 9,000가구, 실버타운 수요는 4만 7,500가구, 노인공

동생환주택 수요는 3만 3,000가구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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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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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유형

  - 일반주택을 제외한 주거수요를 지역에 따라 정리하면, 주택개조수요는 농

이 도시보다 많고, 노인 용주택 수요는 도시가 농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남.

<표 3> 지역별 노인가구 주거수요량
(단  : 만가구)

구 분 주택개조 무료양로
고령자 용

국민임
실버타운

노인공동

생활주택

도 시 12.10 8.50 2.35 2.75 2.00

농 17.55 7.80 1.55 2.00 1.30

계 29.65 16.30 3.90 4.75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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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노인가구 주거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지원 정책은 노인의 복지욕구에 해 심리․신체․사

회․경제  측면 반에 걸쳐 종합 으로 응해야 함.

  - 한 노인들 각자의 체력과 능력․취미 등에 따라 타인들과 력하여 극

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독립 인 생활을 활

기차게 할 수 있도록 방 으로 응해야 함.

  - 앙과 지방 정부, 정부의 련 부처․부서, 공공과 민간 등 모든 부문이 통

합 으로 력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이러한 기조 하에서 노인주거지원정책은 ‘ 한 주거비부담(affordable 

housing)으로 쾌 한 주거생활 향유(decent housing)’라는 고령자의 주거욕구

를 충족시키기 해 성(adequacy), 합성(suitability), 근성(accessibility) 

 부담능력(affordability) 제고 등의 측면에서 구체 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부분의 노인들이 건강이 악화되는 등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재주택에

서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개조  재가노인복지서

비스 제공 등 재가노인 지원정책은 계속 강화되고 정교화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된 노인 혹은 용시설

을 원하는 노인을 보호․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므로 향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노인 용주거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 할 필요가 있음.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로그램 공 필요량 추계

  - 앞에서 분석한  수요량 추정결과  각 노인가구 유형별 개인/주거/이주 특

성을 토 로 각 유형별로 필요한 주거지원 로그램 공 량을 추계

  - 체 으로 살펴보면 재가서비스 공 은 모두 311만가구, 주택개조는 2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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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가구, 무료양로시설은 14만 7,000가구, 고령자 용 국민임 주택은 2만 

8,000가구, 노인공동생활주택은 2만 3,500가구, 실버타운은 1만 8,500가구에

게 공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건강하지 않고 소득도 낮은 노인가구인 Ⅶ유형과 Ⅷ유형에 속하는 노

인이 가장 우선  정책 상이 되어야 하므로 단기간 안에 확보할 필요가 있

는 주거지원 로그램 공 물량은 재가서비스 40만 4,000가구, 주택개조 3만 

7,500가구, 무료양로시설은 2만 5,500가구, 고령자 용 국민임 주택은 3,500

가구, 노인공동생활주택도 3,500가구라 할 수 있음.

Ⅰ Ⅲ Ⅳ Ⅴ Ⅶ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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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재가지원정책)

  - 고령자를 한 주택개조 정책은 소득층을 한 개조보조  지 , 개조비용 

리융자, 개조 련 정보서비스 제공, 개조비용마련 방법 제공 등을 포함해

야 할 것임. 한 이 내용은 소득, 건강상태  주택상태 등 정책 상의 특

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함. 특히 일본의 개호보험에 개수비용지 이 포함되

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항목에도 개조비용을 포

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주택개조 련 기 을 지속 으로 정비해 나

가야 할 것임. 한 주택개조 정책은 지역에 기반을 둔 기 이나 조직이 수

혜 상가구가 처한 상황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서 의료․보험․보건․복

지․건축 등의 문가 혹은 련 자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주택개조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재 우리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은 일상생활권역에서 이용자 심으로 

소규모의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개해야 하며, 특히 주거․보건·복지·

의료의 문가, 해당지역의 자원  련공무원 등의 연계를 높여  서비스 

달체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재가복

지서비스를 보다 효과 으로 제공해야 함. 재가서비스 내용은 방문간호, 식

사․반찬서비스 등 가정방문서비스(home-based services)로 제공할 수 있는 

것, 문화여가복지서비스, 운동기능향상, 종합상담지원, 물리치료 등 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y- based-services)로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함. 

특히 정책 상의 건강상태, 소득수 , 개인  선호, 서비스의 필요성 여부 등

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져야 할 것임.

(노인 용주거시설 공 정책)

  - 노인 용주거시설 유형을 정책 상의 특성  선호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시설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운 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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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비

율이 높으므로 일자리와 연계된 노인 용주거시설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

음.

  - 국의 리타이어먼트 주거단지 혹은 독일의 노인 용종합시설과 같이 다양

한 주거유형, 요양시설  재가복지서비스까지를 하나의 규모단지에서 제

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 이는 커뮤니티의 발 과 사회통합의 

진이라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 되어야 함. 우리도 공공임 주택단

지  일반 민간분양아 트단지에서 노인주택을 혼합배치할 수 있도록 정책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수요측면의 주거지원정책)

  - 향후 노인주거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주택개조지원  노인

용주거시설의 공  등 공 측면의 주거지원 외에도 수요측면의 주거지원

인 주거비보조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임.

  - 이를 해서는 우선 소득을 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미 

언 했듯이, 정책 상의 기 이 되는 소득수 , 임 료수 (혹은 주거비 수

)  정수 의 주거비부담비율 등을 정부차원에서 설정하되 필요한 항

목은 정기 으로 공표해야 할 것임.

6.  기 효과  한계

 기 효과

  -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라는 표성 높고 시의성 있는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를 악하고, 주거수요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수요에 부

응한 노인주거지원정책 수립을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건강․경제력․노인가구유형이 고려된 노인가구의 유형화를 토 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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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지원 로그램 공 필요량을 추계함

으로써 노인주거지원정책의 복  사각지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

  - 이러한 내용을 토 로 고령자주거안정법(안),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등 노인주거복지와 련된 법제 정비를 한 기 자료를 제공

 한계   향후 과제

  - 시간  제약(6개월의 연구기간), 인력상의 제약 등으로 향후 노인주거지원정

책에서 요하게 다루어야 할 지역  특성(도시와 농 )  향후 지속 으로 

그 규모가 증 될 것으로 망되는 여성노인 인구의 특성을 심층 으로 다

루지 못함.

  - 한 구체 인 정책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책과제 심으로 결론을 도출

  - 향후 연구에서는 소득, 건강, 노인 1인가구  여부 외에도 지역  여성 등의 

요인까지 고려하여 노인가구의 주거수요행태를 분석하고, 그를 토 로 보다 

정교한 정책 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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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의 황과 과제

박신

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 원

1. 발표문의 목 , 내용 개에 하여 

  출산력의 하1)로 인한 가족의 노인부양 가용성이 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가족 내에서 주요한 노인부양자 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2)하면서 

가족부양만으로 고령화 사회에 처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

다. 이처럼 산업화에 따른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규범 으로는 노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자만 거주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주거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 가구도 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응하는 한편,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3)를 보낼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격한 고령화로 인한 충격4)을 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

면서 고령기 주거에 한 심이 2000년  반이후 높아지기 시작하 다. 그 

결과로 표출된 것이 2009년 4월 국회의 법안 소 에 계류되어 있는 고령자주거

안정법안이다.

1) 출산율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15-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

의 수를 의미하며,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구 체수 ( 체출산율)은 2.1명이다. 출산사회는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사회를 의미하는 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출산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6년 37.0% 으나 1980년 42.8%, 1990년에는 47.0%로 증가, 2000년 48.8%, 

2006년에는 50.3%를 기록하 다(http://ups.kosis.kr/upload/Magazine/NEW/KL/KL030201.xls.)

3)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란 UN이 1999년을 ‘노인의 해’로 정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 으며, 이후 국제건

강기구(WHO)도 이 개념을 사용하 다. WHO는 이 개념을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하여 건강, 참

여, 그리고 안 (security)을 최 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 다(Eamon O'Shea, 2006:93)  

4) 고령화는 노후복지를 한 개인, 가족, 국가의 경제  부담을 증 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공  연

의 자요인   부과식(pay-as-you-go)식으로의 이행, 정부이 지출의 지속  확  등 제도  요인들

이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래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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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는 고령자 주거정책으로 안 한 주거에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나 공공부문, 비 리단체 등이 고령자

소득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용주택을 공 하고 있고, 고

령자가 고령기의 신체  특성에 맞추어 주택을 개조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한 법률(高齢 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

律）(2001년 4월6일 법률 제26호)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심지어는 

주택시장에 한 공  개입이 상 으로 은 미국에서도 1956년 주택법을 통

해 일정 소득 이하 고령자를 한 주택건설시 건설자  융자  보증제도를 갖

춤으로써 고령자 용 공동주택공 을 늘리고 있으며, 고령자를 한 역 모기지

(reverse mortgage) 제도의 확산을 해 공공부문이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주거안정법안의 조문별 특성을 살펴보

고, 법안이 고령자의 안 하고 안정 인 주거생활을 해 구체화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고령자주거안정법안의 제안배경과 주요내용

 2.1 제안배경

 노인을 한 주거지원 미흡으로 경제력이 약화된 노인의 경우 소득층으로 락

하기 쉬운 상황이며, 신체능력의 하로 주택 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노인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주거시설 등으로 인해 안 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이 어려운 실정 

 이에 고령자용 주택의 안 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합한 최

주거기   최소안 기 을 설정하고, 고령자를 한 고령자용 임 주택을 건

설․공 하도록 하며, 고령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에 해  고령자 편의설비 설

치 등 개조를 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주거안정  주거복지

를 실 하는 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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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   시․도지사는 각각 주택종합계획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고령자주거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국토해양부장 은 고령자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 주거기 을 설정․

공고하도록 하고, 고령자용 주택이 갖추어야 할 필수 인 설비로서 고령자 최소안

기 을 설정함(안 제8조  제9조).

 국가․지방자치단체․ 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

당 주택건설량의 100분의 3 이상을 고령자용 임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사업

계획승인권자가 비율 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용 임 주택의 건설 진을 하여 필요한 경우 

임 사업자에 하여 국세  지방세의 감면, 국민주택기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고령자용 임 주택을 고령자인 세 주 는 고령자인 세 원이 있는 세 의 세

주에게 공 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 받는 경우에는 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고령자용 임 주택의 임 사업자가 임차인의 입주자격에 한 사항, 입주 고령자

에 한 생활 리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입주 고령자에 하여 안부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 리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이 고령자의 활동능력에 합하도록 기존 주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 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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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자체에 고령자용 임 주택의 입주 고령자 생활 리 업무, 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하여 고령자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주거안정법안의 조문별 특성과 실천을 한 과제

 3.1. 고령자주거지원계획 수립

□ 고령자 주거지원계획의 달성여부 평가  모니터링 필요

  법안 5조와 6조에 정부와 시·도 고령자주거지원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

나, 고령자주거지원계획은 독자 인 계획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재 국토해양

부, 시도시사 등 역자치단체에서는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주택종합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자 주거지원계획의 내용으

로 고령자용 주택의 건설  공 에 한 사항, 고령자용 주택개조 비용의 지원

에 한 사항,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한 기구의 설치·운 에 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되어 있는 에서 주택종합계획에서 하 계획으로 고령자주거지원계획을 

별도의 장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지자체의 고령자 련 계획 내용을 면, 계획의 목표, 목표 달성을 한 

제 수단이 구체 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목표 수립  달성을 한 방법론으로 

고령자 상 조사와 지역내 고령자 련 여러 시설의 황에 한 조사결과가 

정리·분석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자주거지원계획 역시 비슷한 자료(고령자 주거실태 조

사  고령자 련 시설 등의 실태조사)가 있어야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에

서 실태조사(실태  만족도 조사)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계획

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도록 평가하고 달성여부를 검하는 모니터링 체제를 갖

추어야 할 것이다.  

  한 계획수립의 제로서 법안에 고령자 주거실태조사(안 제 7조)가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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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나, 이것이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에서 계획수립이 제 로 

되어 있으며, 계획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3.2 고령자용 최 주거기 과 최소안 기

□ 과제: 최 주거기  미달 가구의 해소 목표 기  제시  달성 노력 필요 

  법안 제 8조에 고령자 주거안정(주거안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 주거기

을 설정·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고령자용 최 주거기 은 일반가구에 비해서 다

른 무엇보다 면  기 이 넓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고령자가 휠체어

를 이용하는 경우에 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의 고령자용 기 이 포함되어 있는 일본의 최 주거기 을 우리나

라의 최 주거기 과 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과 일본의 최 주거기  차이

가구

인원
실구성

주거실면 (㎡) 주거 용면

한국(A) 일본(B) A-B 한국(C) 일본(D) C-D

1인

1인 고령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K

1DK

1DK

2DK

3DK

3DK

4DK

5DK

8.16

13.80

19.56

25.32

28.12

34.90

36.14

7.5

15

17.5

25.0

32.5

37.5

45.0

52.5

0.66

*

-3,7

-5.44

-7.18

-9.38

-10.1

-16.36

12.28

20.29

28.76

37.24

41.38

49.0

51.87

16

25

29

39

50

56

66

76

-3.72

*

-8.71

-1024

-12.76

-14.62

-17.0

-24.13

※ 주거실면 에는 침실  식사실겸 부엌만 포함 

   주거 용면 에는 주거실면  외에 화장실, 욕실, 수납실 등 포함

  2007년 12월 18일 공청회안에서 제시된 최 주거기 의 면 안을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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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과 일본의 최 주거기  차이

구분 독신기 (1DK) 부부기 (1LDK)

거주면

3.24 3.24

부엌 3.04 3.04

식당 - 3.38

침

실

2인기 - 13.0

1인기 11.20 -

거실 - 4.3

계(a) 17.48 26.96

물사용공간

욕실 3.02 3.02

세면실 1.69 1.69

화장실(수세식) 2.16 2.16

계(b) 6.87 6.87

기타
주택내 통로(거주면 의 10%) - 2.6

계(c) - 2.6

합계(a+b+c) 24.35 36.43

  최 주거기  련 조문이 만들어지면 최 주거기 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

하는 고령자가구를 얼마나 어떻게 여나갈 것인지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고령자주거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 과제: 고령자용 최소안 기 을 갖춘 주택의 보  확

  법안 제 9조에는 고령자용 주택이 갖추어야 할 필수 인 설비에 한 기 으

로 최소안  기 이 제시되어 있다. 재 검토되고 있는 최소안 기 에는 바닥

과 문턱의 높낮이 차이가 없을 것, 미끄럼 방지를 한 욕실과 침실의 바닥재 

설치, , 거실, 욕실에 안  손잡이 설치이다. 

  최소안 기 이 의미를 가지려면, 정부가 최소안 기 을 갖춘 주택이 건설되

고, 고령자에게 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이를 2001년 

시행한 개호보험과 주택개보수에 한 공 인 융자제도로 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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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두 갖추

고 있음

한가지라도 

갖추고 있음

고령자를 한 설비
아무 것도 갖추

고 있지 않음
손잡이

(2개소 이상)

단 차 가 

없는 실내

휠체어가 통행가능한 

넓은 복도 폭

1998년    체 2.7 26.7 12.4 11.8 13.3 73.3

체 3.4 27.9 16.2 15.0 10.6 72.1

2003년
자가 4.3 34.1 21.1 17.6 12.9 65.9

임 주택 1.5 14.3 5.4 9.3 5.6 85.7

자료: 国土交通省,『住 要実態調査』

<표 3> 일본 주택의 무장애화의 상황                                           

(단 : %) 

 

 3.3 고령자용 임 주택의 배분  설비기  

□ 과제: 고령자용 임 주택 입주자 자격 기  확립 필요 

  법안에는 공공기 이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 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공공임 주택의 3%를 고령자를 입주 상으로 하는 임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되

어 있다. 아직까지 입주 상을 구로 할 것인지에 한 기 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령자용 임 주택을 구를 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

다. 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자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자가율이 높은 반면, 

고령자의 주택내 질  수 이 낮기 때문에 자가를 가진 고령자를 임 주택 입주

상으로 할 것인지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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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가구  일반가구(고령자가구 포함)

자기집 79.7 55.6 

세 8.1 22.4

보증부월세+월세 7.7 19.0

무상 4.4 3.0

합계 100.0 100.0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표 4> 고령자 가구 유형별 거주형태            
   (단 : %)

  

 <표 5> 고령자 가구 유형별 거주형태           
    (단 : %)

고령자 부부가구 고령자 단독가구 고령자 가구 합계

단    독    주    택 75.1 80.2 77.6

아              트 18.3 14.1 16.3

연    립    주    택

(다세 주택 포함)
4.9 4.1 4.5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4 1.0 1.2

기                타 0.3 0.7 0.5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3.4 고령자용 임 주택의 공   리 

□ 과제: 고령자용 임 주택의 공 과 리에 한 많은 공  지원 필요

  법안 12조에 고령자용 임 주택을 임 하는 사업자에 해 임 주택의 건설·

취득 는 리와 련된 국세 는 지방세 감면조항과 최소안 기 을 충족하

는 시설에 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민주택기 으로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고령자용 임 주택의 공 을 도모하고 있다. 

  2006년 주거지원 장기 계획 수립시 100명의 부동산업자를 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41%가 셋집을 내놓으면서 고령자를 세입자로 받지 않겠다는 집

주인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은 도시지역에서 심하며, 아 트나 보증 액

이 고액인 주택거래시에는 기피하는 경향이 없었으나 주로 소득 고령자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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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단독주택이나 작은 월세의 경우 고령임차인 기피가 심

하다고 하 다.  

아니오 체

서울특별시 20(43.5 ) 26(56.5) 46(100.0)

경기도 10(35.7) 18(64.3) 28(100.0)

역시 10(52.6 ) 9(47.4) 19(100.0)

도 1(14.3) 6(85.7) 7(100.0)

체 41 59 100

<표 6> 주택소유자의 고령자 임차인 기피유무

  따라서 고령세입자가 임 할 수 있는 양질의 임 주택 재고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나, 재의 지원으로 과연 민간이 공 하는 기존 주택시장내 임 주택을 

늘릴 수 있을 지에 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고령자가 입주하는 주택에 해서는 임 조건을 신고(법안 제 14조)해야 

하며, 생활 리(법안 제15조)까지 실시해야 하는 에서 공공부문이 공 하는 임

주택은 몰라도 민간이 고령자용 임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려면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건설비에 해서는 융자가 아닌 건설비에 한 직 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리운 비에 해서도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리운 비에 한 지원 신 고령자에게는 실질 인 임 료를 부과하되, 고령

자가 부담할 수 있는 임 료와 실제임 료 사이를 공  자 으로 보조하는 것도 

고령자용 임 주택의 보 확 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용 임 주택에 해서는 건설비  임 료에 해서 다음

과 같은 지원이 있다. 

<표 7> 일본의 고령자용 임 주택에 한 공공보조 황

 

유형
건설비등 보조 임 료 감면보조

구분 보조 상 국가 시정 국가 시정

민간건설형
건설

공용부분 등에 한함 1/3 1/6 1/6 1/2 1/4 1/4
개량

공사건설형
건설 체 1/6 1/12 1/12

1/2 1/4 1/4
개량 공용부분 등에 한함 1/3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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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고령자용 주택개조 비용 지원 

□ 과제: 융자가 아닌 보조  지원을 통한 주택개조 유도 필요

  법안 제16조를 보면,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자기소유의 주

택에 거주하는 세 주로서 고령자인 세 원이 있는 자, 고령자인 세 주 는 

고령자를 세 원으로 하는 세 주에게 공 할 목 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 사업자”에게 주택개조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기

으로 융자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국민주택기 의 융자를 받기 해서 개조비용 지원을 신청할 사

람이 얼마나 있을지에 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만일 기 이자가 무이

자라면 달라지겠지만 아니라면 개조비용 지원의 조문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임 사업자가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개조한 후 고령세입자에게 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상된다. 

  개조비용은 융자가 아닌 보조  지 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당장 

어렵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고령자용 주택개조 비용을 보험 으로 지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08년 질병 리본부에서 2005년도 건강보

험지출 통계자료를 토 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령자의 주택내 안 사고 비

용은 외래비용 1,318억 원, 입원비용 1,431억 원으로 총 2,748억 원으로 조사되었

다. 여기에 비 여 본인 부담 (2005년 기 으로 손상으로 인한 입원의 비 여본

인부담 비율 26.3%, 외래 9.1% 용)을 포함하며 외래 비용: 1,788억 원, 입원 비

용: 1,557억 원으로 총 비용: 3,34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가 안 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정부재정을 감하는 것

이라는 인식이 90년 부터 일반화되어 있다. 참고로 建設省建設政策硏究セン

ター(1993)는 54만 엔의 비용을 지원하여 고령자가 자립 가능하도록 실내의 단

차제거, 손잡이 설치, 방배지 등을 배려하여 주택을 개조할 경우 간병인이 없이

도 자립 으로 생활하게 되어 개호비용은 280만 엔 정도 감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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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거주 배려한 주택 

건설비용 증액(54만 엔)

재택개호 경비 경감효과

(280만 엔)

 ● 복도, 방의 단차 없앰

 ● 손잡이 설치

 ● 욕조설치 등

 식사, 입욕, 배설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 중  일부가 불필요하게 

된 부부세대의 개호비용 

경감액 누계

비용 대 효과

5.2배

[그림 1] 고령자거주를 배려한 주택건설시, 개호비용의 경감효과(1세 당 효과) 

  따라서 개호보험 항목에 주택개조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

로 주택 융공고에 의해 일반 출보다 리이면서 상환을 자식이 할 수 있는 

가령 응형(배리어 리) 주택융자제도가 운 되고 있다. 

 3.6 고령자 주거지원센터의 설립·운   

□ 과제: 기 자치단체에 고령자주거지원 센터 설립 

  법안 제17조, 18조에 고령자 주거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

런데 정부와 역자치단체의 경우 고령자주거지원계획에 주거안정을 한 기구

의 설치·운 에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에서 역자치단체의 경우 센터의 

설립을 상할 수 있으나, 기 자치단체의 경우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과연 

기 자치단체에 센터가 설립될 수 있을지에 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고령자의 특성이나 고령자 주택의 생활 리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역자치

단체에 있는 센터로는 재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은 어렵기 때문이다. 를 들면, 고령자용 주택개조의 지원을 한 상주

택의 확인이나 개조공사의 정성 여부를 단하려면 기 자치단체가 센터를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센터를 운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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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 말 

  재 제시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은 가능한 한 국가의 별도 산 없이 고령자

에게 필요한 주택과 임 주택을 공 하고 확보하는 것에 이 맞추어진 것으

로 생각된다. 2008년 7월 1일 기  고령자가 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1% 수 임을 감안하면, 고령자와 련된 책 마련이 늦은 것은 아닌 에서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  미흡한 부분에 을 감게 된다. 

  하지만 방이 최선임을, 한 당면해서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착실하게 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염두에 둔다면 이왕에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

면서 실효성이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에서 아쉬움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은 고령자 주거에 한 심의 물꼬를 튼 것으

로 보고, 이후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고령자 주거안정에 정말 필요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내용 보완과 정부  지자체의 고령자 주거 련 산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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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모델지역 평가와 발 방안 모색

조  태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 본 원고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연구(2007)’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정책평가와 발 방안은 개인 인 의견임을 밝힘.

Ⅰ. 추진배경  경과

 1.1 추진배경  목

 속한 고령화에 비하고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육성하기 한 ‘고령친

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

  - 보건복지의 통합  서비스 제공과 지역복지인 라 구축, 일자리 창출  사

회참여를 실 하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제안

  - 시범사업 지역은 지원형으로 경북의성, 북순창, 충남부여가 자립형에는 강

원원주가 선정(’07.5.3)

 지역특성에 합하고 지속  자립, 운 이 가능한 실천과제와 략 제시

  -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세부사업 계획 작성과 추진 략을 수립하고, 주

민  해당 지자체, 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요자 심의 정책 마련

 1.2 추진경과

 참여정부 후반기 사회정책 비   보건복지 분야 과제 VIP 보고：’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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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  주재 정책토론회  고령지역 지자체장과의 정책포럼 개최：’06.12 

 제2회 출산고령사회 원회 보고  안건확정：’07.01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계획 설명회( 청사)：’07.02

 지자체 공모  시범사업 상지역 확정 발표：’07.05

 고령친화모델지역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연구：’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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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사례

 2.1 선행연구

 고령인구 삶의 질 향상을 한 다양한 응방안 필요성 논의

  - 최근 고령인구가 활기차며(active aging) 자립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

 인 라 구축의 필요성 제기：박상철(’06), 박신 (’06)

  - 고령사회에 비한 정부간 재원 마련 방안뿐만 아니라 노령연 시 를 이끌

어나갈 지자체의 재원부담과 주체간 역할 검토(이상용, ’06)

  - 포 보조를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수혜계층의 복지 달시스템

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이용표, ’06)

 지역 심의 통합 복지 인 라 구축  지역사회 발 모델 제시

  - 지역별 인구 특성, 재정 등을 감안한 지역사회 발 모델 개발과 지역사회

심의 돌  서비스체계 구축 필요(보건사회연구원, ’06)

  - 은퇴노인을 상으로 복지ㆍ생산ㆍ체육시설이 복합된 농어  복합노인복지

단지 모델 제안(서울 , ’04)

  - 복지인 라 구축을 한 지역개발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연계ㆍ통합하는 고령

친화모델지역 정책구상(복지부, ’06)

 2.2 국내외 지역개발 사례

 국 내

 재까지 국내 노인주거 련시설은 도심과 도시인근에 건립되는 시설형 실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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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편 으로 공

 복지부 농어  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 선정(’05.5)

  - 강원 월군, 충남 서천군, 북 진안군, 남 곡성군(→담양군으로 이양)

※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인 민자투자 유치가 어려움

 최근에는 농  복지사업의 일환으로(농림부 지원) 추진되는 단지형 개발( 원마을, 

은퇴마을)과 원주택형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

시설유형 개발사례 개발주체 개발지역  입주 상

시설형
삼성노블카운티, 분당시니어스타워, 
SK그 이스힐, 창녕써드에이지

민간주도
도시  도시인근

상류층

단지형
복합노인복지단지(서천, 월 등)
김제노인복합단지

공공 선투자 
민자유치

소도시  농
산층～ 소득층

<노인주거 련시설 (실버타운) >

 해 외

선진국은 진  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조성에서 고  유료 양로시설까지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 라 구축：日 고베 しあわせの村, 美 아리

조나주 Sun City

안정된 노후 연 제도  정부보조를 바탕으로 요양․보건․복지 시설에 사회복

지법인, 민간, 지방정부 참여 활성화(민간시설은 수익발생)

유럽(이탈리아)을 심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고유자원을 최 한 보 하여 특성

화시키는 슬로시티(Slow City) 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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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선행연구 시사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내생  발 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 발굴

  － 지역의 자원을 최 한 활용,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 모색 필요

￭다양해진 고령인구의 수요 특성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지역사회의 요구 반

  － 고령인구의 건강, 재정, 수요특성을 반 한 수요자 맞춤형 인 라 제공

￭선진 복지사회 구 을 한 민간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 참여

  － 민간참여 활성화를 한 법ㆍ제도  인센티  마련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

￭시설복합화와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보건복지 인 라 구축

  － 거주지역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체계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련 시설 연계

  － 행정체계  복지서비스의 기존 자원을 통합․조정하여 효율  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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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령친화모델지역 기본구상

 3.1「고령친화모델지역」기본방향  추진방안

 고령친화모델지역은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  수 있는 모범지역으로

서 “고령자가 편리하고 쾌 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을 의미

  - 기본방향으로 1)보건ㆍ복지ㆍ생활ㆍ문화서비스의 통합  제공, 2)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확 , 3)고령친화  주거ㆍ교통ㆍ요양인 라 구축 등을 설정

<고령친화모델지역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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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방안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형과 자립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 재정과 인 라가 열악한 낙후지역( 고령지역)은 앙정부 지원 하에 보건․

복지서비스의 통합  제공  주거․교통․요양인 라를 구축하는 지원형

  - 도시와의 근성이 양호한 소도시지역(고령지역)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복합실버타운  지역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립형

 앙부처와 지자체의 긴 한 력체계 구축으로 사업 추진

  - ‘고령친화모델지역사업추진단’을 구성․운 하여 앙정부와 지자체 력으

로 사업 추진

  - 시범사업 지역의 인 라 구축, 운 로그램  민자유치방안 등 세부 사업

계획의 공동 수립․ 의

 지역개발 련 앙부처의 사업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각 부처에서 낙후지역(주로 고령지역)에 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역개

발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시 지 효과 거양

  - 지역개발과 연계한 통합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으로 지역 주민

의 복지체감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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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범사업지역 여건분석  발 방향 설정

 4.1 기본 황

 지원형(부여, 순창, 의성)의 노인인구수가 자립형(원주)에 비해 으나 고령화 심각

(자립형 9.6%, 지원형 평균 23.8%)

구분(2005년 기 )
자립형 지원형

원주 의성 순창 부여

체인구수 290,073 56,522 26,250 73,207

노인
인구수 27,768 18,512 8,232 18,052

고령화율 9.6% 32.8% 31.4% 24.7%

고령자수 1,744 1,082 531 1,058

독거노인수 4,897 5,084 1,828 4,448

<노인인구 황>

 ’06년도 의성, 순창, 부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11.9%, 9.0%, 13.6%로 국평균 

30.2%에 크게 떨어짐

  - 노인복지 산 비 은 순창, 부여, 의성이 7.7%, 5.1%, 2.4%이며, 원주 2.0%

   ※ 열악한 지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에 한 지자체 의지는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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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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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노인복지시설  지역개발사업 황

 4개 시범사업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황을 살펴보면 순창, 부여는 양로시설, 의성

은 노인 문병원이 무

  -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4개 시범사업 지역에 건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

범지역 주거수요 등을 면 히 검토하여 향후 계획에 반  필요

0.0% 50.0% 100.0% 150.0% 200.0%

양 로 시 설

노 인 복 지 주 택

요 양 시 설

노 인 전 문 병 원

재 가 노 인 복 지

노 인 복 지 회 관

경 로 당

노 인 교 실
의 성 순 창 부 여 원 주

<고령화율 7%지역 비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수 률 비교>
>> 그림에서 100% 이하 시설이나 표시되지 않은 시설은 고령화율 7% 이상의 

국지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임

지원형 지역에는 개발 진지구사업, 신활력사업 등이 공통으로 지정, 각각의 지역

에 6～8개의 지역개발사업이 복 지정

자립형인 원주는 지역특화발 특구사업 2개 사업이 지정되어 있고, 신도시․기

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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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사업유형 원주 의성 순창 부여

국토부 개발 진지구사업 ○ ○ ○

지경부 지역특화발 특구사업 ○ ○ ○

신클러스터 ○

행안부
소도읍육성사업 ○ ○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 ○ ○

산림청 산 종합개발사업 ○

문 부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농림부

신활력사업 ○ ○ ○

농 마을종합개발사업 ○ ○

정주기반확충사업

원마을조성사업 ○

녹색농 체험마을 ○

농 통테마마을

지역특화보조사업 ○

<시범사업지역 지역개발사업 지정 황>

 4.3 지역별 장기 발 방향

 지역 황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특화요

소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자체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모델지역으로

서의 장기  발 방향 도출

  - 재 지역이 갖고 있는 공간 상, 지역개발  복지인 라  주요 요소, 설

문조사와 지자체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장기비  제시



- 49 -

구분 원주 의성 순창 부여

지

역

황

분
석

도시 상
공간 계

성장형 소도시
강원서부권의 

생활권 심지

구․경북권역의
배후종합휴양도시

장수벨트핵심지역
백제문화권의

심도시

물리
인 라

치악산

자연휴양림

탑산온천
조문국문화유 지

안동－ 주유교문
화

강천산
백제유

문화자원

청정농산물

의료산업
마늘, , 고추

고추장

장류산업
양송이, 버섯, 메론

기업․ 신도시
지역종합개발지구

(역세권개발)

신활력사업
지역특화발 특구

개발 진지구

신활력사업
지역특화발 특구

개발 진지구

신활력사업
지역특화발 특구

특정지역(문화권)

설
문
조

사

복지

인 라

수요 요양, 의료 보건, 건강 보건, 의료 보건, 의료

공 건강, 요양 의료, 보건 의료, 보건 보건, 의료

설문(AHP) 

요시설

실버타운
노인보호도로
건강증진센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실버타운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노인복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역특화 요소 의료클러스터 의료, 보건, 요양 건강, 장수 백제문화

지자체
요구

복합시니어타운

DB통합시스템
노인 문요양원

권역별 문질환센
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소규모요양시설

권역별 문질환센터
장수연구소연구비지

원
폐교활용 다기능 

복합시설

노인복합단지
고령친화산업단지
고령친화홍보체험

비
자립형종합노인복

지
실

통합복지체계 

기반구축

건강장수마을
한국형 슬로시티 

구

미래형 

고령친화기반구축

지역별 장기 발 방향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사업 선정

사업 추진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모색 (실행방안)

< 지역별 장기 발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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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별 세부사업 설정  추진방안 

 5.1 세부사업 선정방안  방법

 세부사업 검토배경 및 목적

 지역수요  황, 지자체 실행의지, 제도  실행기반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제안

사업에 한 사업타당성을 검증

  - 정부 계부처 사업 연계 방안  지원 방안 모색

 신규 사업 발굴, 보완을 통한 지자체 세부사업 조정

※ 지자체 제안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최종 으로 선정된 사업이 세부사업이며, 

세부사업  4개 지역에 모두 용하는 사업이 공통사업임

 세부사업별 추진 략(action plan) 수립

<세부사업 도출  조정 차>

 방향설정

 고령친화모델지역 기본구상에 합한 사업과 지역특화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 검토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 (설문조사 활용)

 지자체 공모  제안사항을 고려(bottom－up 방식), 해당 지자체와의 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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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작업반 참여, 지역간담회, 지역조사  면담)

 복지부 등 정부부처 지원의 법, 제도  근거 확인으로 실행가능성 검토

  - 복지부,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문화 부 등 계부처와 세부사업 의 

 행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사업을 우선(시범) 지원하

고, 향후 복지부 지원이 가능한 신규사업 발굴, 제안

  - 시범지역에 공통 으로 용가능한 사업(공통사업) 제안, 신규 지원의 타당

성  효과 등 검토

 5.2 세부사업

 공통사업

 공통사업은 4개 지역에 공통 으로 용하는 사업으로써 고령친화모델지역을 구체

화시킬 수 있는 기본 인 세부사업에 해당함

  - 경미하게 차이나는 지자체 제안사업을 정형화하고, 정부 지원근거 마련

  - 고령친화모델지역에 시범 용하고 검증을 통해 향후 국  확산 도모

 공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보건복지통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독거노인어울림

생활가정시범사업, 고령친화생활체험 , U－care시스템, 건강증진센터

 지역별 세부사업 

 원주

  - 제안한 8개 사업과 신규 발굴된 공통사업을 고려해 조정된 최종 세부사업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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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통합시스템 구축은 보건복지통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환되었

으며, 원격진료  응 의료시스템 구축은 U－care시스템으로 조정

 의성 

  - 제안한 19개 사업과 신규 발굴된 공통사업을 고려해 조정된 최종 세부사업은 22개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독거노인어울림생활가정시범사업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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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

  - 제안한 17개 사업과 신규 발굴된 공통사업을 고려해 조정된 최종 세부사업

은 19개

  - 노인종합정보(DB) 구축  통합서비스 운 은 보건복지통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고령친화생활종합체험  건립은 고령친화생활체험 , U－지킴이 응

구조시스템구축은 U－care시스템으로 조정

 부여

  - 제안한 25개 사업과 신규 발굴된 공통사업을 고려해 조정된 최종 세부사업

은 25개

  - 통합서비스 IT구축은 보건복지통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고령친화홍보체험

은 고령친화생활체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운 사업은 독거노인어울림

생활가정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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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세부사업 정책분석

 지역별 세부사업에 해 지자체 의지(지자체 우선순 ), 지역주민ㆍ 문가의 설문

조사(AHP), 계부처 의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추진 방안을 제안

구분 원주 의성 순창 부여

극추진
복합시니어타운
건강증진센터

재가노인센터구축
건강증진센터

노화패 연구용역

건강증진센터
폐교활용체육시설

노인복합단지

건강증진센터
U－care

사업 

극발굴
원마을조성사업

은퇴노인복지

의성생활체육공원

U－care

독거노인 어울림

보건지소 신축

원마을 조성

추진 재검토
노인 문요양원 

신축
소규모요양시설 거 경로당 육성 복지시설 보강

사업 유보 복지센터건립 수변생태공원조성
소규모요양시설

농어  
버스소형화사업

체육공원
계백유스호스텔
평생학습센터

>>  친 사업은 정부 계부처 의의견이 불가능인 사업

<세부사업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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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analysis：원주>

 

<mapping analysis：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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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analysis：순창>

<mapping analysis：부여>

 5.4 사업규모  추진 략

 사업규모

 4개 지역의 조정된 세부사업은 총 76개 사업(원주 10, 의성 22, 순창 19, 부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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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지역의 제안된 사업규모는 총 7,977억 원이며, 조정된 세부사업의 규모는 총 

8,199억 원

  - 조정된 세부사업의 총사업비  민자는 50% 수 인 4,076억 원 규모

구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제안 7,976.60 2,357.66 749.17 793.77 4,076.00

조정 8,199.44 2,520.55 735.43 867.45 4,076.01 

원주
제안 3,866.94 297.88 103.03 103.03 3,363.00 

조정 3,924.04 331.96 113.79 115.29 3,363.00

의성
제안 2,721.70 1,260.90 428.30 532.50 500.00 

조정 2,740.80 1,343.18 389.96 507.66 500.00 

순창
제안 558.66 424.23 42.12 42.31 50.00 

조정 579.75 426.09 51.08 52.58 50.00 

부여
제안 829.30 374.65 175.72 115.93 163.00 

조정 954.85 419.32 180.60 191.92 163.01

<지역별 세부사업 사업비 내역> 단 :억원 

 추진전략

 1. 지역 특성별 통합재정(포 보조) 운

 행 국고보조 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상으로 앙정부가 지방

정부에 재원을 배분하여 이들 사업집행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 보조방식의 복지교부  강화 필요성 두

 복지사업의 단 별로 세분화된 산항목에서 노인보건복지 로그램의 산을 구

분하여 로그램 안의 사업 산에 한 용의 재량권을 확

  - 지원형：노인 심 선별  보건복지통합형(의료 여 + 보건복지서비스)

  - 자립형：노인 심 선별  보건복지장기요양통합형(의료 여+장기요양 여+보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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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자유치

 수익성이 상되는 복지시설의 건설에 해 부족한 재원의 일부 는 부를 민간

부문으로부터 조달 후 일정 범 내에서 시설의 운  는 리를 통해 그 수익을 

보 하는 방식으로 근이 가능할 것으로 상(BTL)  

 ※ 국내 BTL제도와 유사하게 국과 일본은 PFI제도를 통해 공공기 , 교육시

설, 복지시설을 건설․운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에 한 BTL 시행 주체는 지자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

방공사, 한국토지공사, 한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국민연 리공단 등 사업 신

용도가 높은 공공기 의 우선  참여 유도가 가능함 

구분 원주 의성 순창 부여

해당사업 복합시니어타운 은퇴노인복지 고령친화산업단지 노인복합단지

총사업비 3,540억원 1,037억원 100억원 574억원

민자유치
3,363억원
(95%)

500억원
(48%)

50억원
(50%)

163억원
(20%)

개발규모 3,031천㎡
1,652천㎡

(500세 )
100천㎡ 1,652천㎡

<시범지역 민자유치 사업 개요>

 5.5 실행조직  단계별 추진 략

 고령친화모델지역의 성공  조성  운 을 해서는 복지부와 출산고령사회

원회를 심으로 하여 련 부처의 극  조와 지원이 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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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실행조직 >

 년차별 추진 략은 크게 3단계로 세부사업실행을 한 실행근거를 구축하는 제도

 구축기간과 세부사업에 한 실시계획이 추진되는 단계, 그리고 장기  리운

단계로 구분

<고령친화모델지역 단계별 추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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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평가  발 방안

 6.1 정책동향

 복지부

 업무이  : 출산고령사회 원회(고령친화산업 )-> 출산고령사회정책국(고령친

화산업 ) 

           => 고령사회정책과 혹은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사회복지통합 리망 구축(‘09.1)으로 복지시스템 개선-2009년 VIP 연두보고 자료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08) : 성남(1,850가구), 부여(2,000가구), 순창(1,7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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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의성군

  - 의성건강복지센터와 3개 지역 센터, 노인임 아 트, 은퇴자마을 등 추진

  - 기 노령연 을 150억원으로 확 지 하고 노인요양 일자리를 창출해 노인

복지인 라 구축

  - 55억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 등 노인복지시설 운 확충과 

노인일자리 사업(돌보미사업 등)을 추진

  - 경상북도·의성군과 한국농 공사간 원마을형 은퇴노인복지  조성 약 

체결(‘08.12)-경북도 지원 의지

  부여군

  - 국 최 로 장수 노인수당 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방문 건

강 리사업 등을 추진

  - 아름다운 노년을 한 토털 복지서비스 체제 구축에 주력, 고령친화 도시

(Age-Friendly City)건설을 추진

  - WHO(세계보건기구)로 부터 건강도시(Healthy City Buyeo County)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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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정책평가  발 방안 모색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령친화모델지역’ 정책구상이 올바른가?

 정책  필요성과 응방안의 정성? 

 정책  비는 충분했나? 

  - 정책  비 기간

  - 산 확보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지역의 선정이 정했나?

 ‘복합노인복지단지’ vs ‘고령친화모델지역’의 비교 : 입지, 규모, 상,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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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
 - 복지부 농어  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 선정(‘05. 5)

 - 단지내 노인복지시설에는 정부보조  50억원(국고 35억원, 지방비 15억원)

이 지원되며, 

   주거단지ㆍ생산시설ㆍ문화체육시설 등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재원조달

 -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인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

움

  ※ 서천 복합노인복지단지는 300억여원(민간자본 72억원 포함)을 들여 착공 5년 

만에 공(‘08.11)

    ▲노인복지회  ▲실비노인요양시설(152실 규모) ▲노인 문요양병원

(140병상) ▲노인 용주택(45-55㎡ 110가구) ▲장애인종합복지  

※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     치: 주 역시 남구 노 동 592번지 일원 

 - 사업규모: 부지 412,724㎡,건축연면  55,221㎡ 

   ․1단계 : 노인복지회 , 문화센터, 종합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2단계 : 골 장(9홀), 골 연습장(75타석), 클럽하우스등 

   ․3단계 : 퇴행성질환 문병원, 치매병원, 재활병원, 고령친화제품제험  

 - 사 업 비: 1,861억원, 사업기간: ‘03～’09년(1단계 ‘08년 9월, 2단계 ’09년, 3

단계 ‘10년) 

 고령친화모델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기대와 입장 ?

 고령친화모델지역의 정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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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vs 지역주민

 

 고령친화모델지역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적 의지와 실현수단 ?

 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정책추진에 의지가 있는가?

  - 지자체와의 약속(노화연구소 등)

  - 정책홍보

  - 담당조직(고령친화산업 )

 고령친화모델지역의 물리  기반조성을 해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

인가?

  - 정부부처간의 업무 의  지원

  - 출산고령사회 원회의 상과 역할

 고령친화모델지역의 향후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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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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