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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공간 분포를 파악하고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밀집지구를 추출하기 위해 핫스팟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공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주로 강북에
서 강한 군집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추출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보면 경사지의 단독․다세대주
택 밀집지구, 구도심의 역 주변 주택 밀집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지구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근린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400m 버퍼 내의 근린환
경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형 1의 사례지구는 녹지는 풍부하나 경사가 심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는 대중교통 및 편익시설 접근성은 양호
하지만, 공원․녹지가 부족하고 보행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근린환경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 근린환경 특성, 시․공간 분포, 핫스팟 분석
ABSTRACT：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emporal-spatial distributio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highly concentrated districts of the low-income elderly in Seoul. Using
the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statistics(hotspot analysis), low-income elderly districts were extracted.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highly concentrated districts of the low-income elderly for
the last decade showed strong spatial clusters in Gangbuk area. The extracted cluster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detached and multiplex housing areas on hillsides, dense housing areas nearby subway
station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 areas. To analyze the surrounding neighborhoo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highly concentrated districts of the low-income elderly, 400m buffer zones were
constructed for selected case districts. According to this analysis, case 1 seems to have enough green
spaces but poor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and case 2 has good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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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venience facilities but it has low pedestrian attractiveness due to lack of green spaces. The
result of this study gives a policy implication that neighborhoo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low-income elderly people in Seoul.
Key Words：highly concentrated districts of low-income elderly, neighborhoo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emporal-spatial distribution, hotspot analysis

I.

서론

도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웰빙, 복지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건강, 치유, 행복 등이 새로운 화두
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개인의 건강상태가 지역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경제
적, 정치적 측면의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가
알려지면서(Solar & Irwin, 2010), 개인과 커뮤니
티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건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근린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

리

산 령
가속화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만성질환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2010년 동안 국민 의료비 규
모는 32.9조 원에서 73.9조 원으로 약 2.2배 증가하
였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3.2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
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4%로 OECD 평
균(13.5%)의 3배가 넘으며, 노인 10만 명당 자살
률은 2010년 79.7명으로 OECD 평균보다 약 세 배
이상 높다.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
고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회병리
적 현상이 부각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고령친
우 나라의 경우 최근 저출 , 고 화 추세가

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관심

거 비율이 21.7%로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혼자서 외로이 살아가고 있다. 또한 2012년 서울
시 노인 10만 명당 자살률은 54.1명으로 15∼64세
의 자살률(23.7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특히 저
소득 노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살자
가 나오면 인근에서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자살이
발생하는 자살의 확산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
도되고 있다.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 주로 1~2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근린환경의 안전성도 상당
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은 사
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주민들 간의 교류나 주민
참여의 기회가 거의 없이 매우 외로운 삶을 보내
면서,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
신적 건강상태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
독 노인

다. 노인의 삶의 질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속성(신

체적 질병, 건강 악화, 가족 관계, 경제적 문제 등)
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일상에서의 신체적, 사회
적 활동을 통해서도 이들의 건강과 행복 수준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노인들은 활동범위가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좁기 때문에 근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 특히 저소득 노인일수록 근린환경 특성이 건
강에 주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물리적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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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 공간 분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노인 인구비율의 공간
분포를 지도화하여 분포특성을 시각화한 연구들
이 대부분이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노인
인구의 공간분포에 관한 연구는 1990년 초부터 현
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강영복 조명
희, 2005; 김추강, 1998; 성정혜, 1992; 손승호 한
문희, 2010; 최재헌 윤현위, 2012). 강영복 조명희
(2005)는 한국 노년인구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

포를 파악하고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근린환

였는가를 1980, 1990, 2000년 세 시점의 단계구분

경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도를 구 하여

한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와 같이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근린환경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커뮤니
티와 같은 작은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저소
득층 노인들의 실태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
이

화에

·

·

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노인 인구의 공간분포에 관

축 비교하면서, 한국의 노인인구 분포
는 생애주기의 변화, 도시화와 주택 정책 등에 의
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재헌
윤현위(2012)는 지역별 고령화수준은 인구증가율
과 도시규모와 연관되어 있으며, 인구증가율이 낮
고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고령화수준이 높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서울을 대
상으로 노인 인구의 분포를 고찰한 연구도 이루어
졌다(김영성, 1993; 유보영, 1996). 유보영(1996)
은 1970년에서 1990년까지 20년 동안 서울시 노년
인구의 공간분포를 노년인구율과 노년인구의 성
비, 노년인구의 증감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심지에서의 고령화현상은 두드러지나, 도시 주
변지역, 특히 신개발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젊은
연령층의 거주지에서는 노년인구율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주거입지
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주로 서울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준기,
2012). 이상과 같이 노인 인구의 공간분포에 관한

한 연구, 노인의 주 환경을 분석한 연구, 그 고

연구들을 보면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

술

음 같다. 첫째,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 하면 다 과

서울시에서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공간분포가

떻게 나타나며, 이러한 공간분포는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사례지구를 선정하
어

여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저소
득 노인 밀집지구의 열악한 근린환경 요소들을 파

토대로 저소득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
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석들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당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상 히 다양
한 영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거

리
노인 거주지의 근린환경을 분석한 연구들에 초점
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 인구의 공간분포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 및 노인 인구수의 변

·

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인 인구 비율의 변화를
지도화 및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데 그치
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공간단위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구를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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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못한 편이다.
한편 노인의 주거환경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노인들의 주거 특성과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급
을 분석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주
거 특성을 파악하거나(이민관 이주형, 2010), 고
령가구의 주거이동과 점유형태의 변화를 배우자
의 사별이나 질병 등과 연관시켜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고진수 최막중, 2012). 또한 고령화사
회로의 진입에 따른 주택정책의 변화와 함께 고령
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수요 및 노인 특성에 맞는
주택 서비스 수요를 분석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김신호, 2009; 장영희, 2009). 위와 같은 연
구들을 보면 노인 인구 증가의 지역 간 차이로 인
해 주택하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차별화되어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 인구 변화를 고려
한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과 관련된 연구 가운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근린환경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노인
들은 신체적 건강 쇠퇴로 인해 주거공간을 중심으
로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그동안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도 실내 환경에 초점을 두어왔다. 특히
노인 주거환경실태 연구에서 실내에 초점을 두고
부엌, 욕실, 침실 및 거실의 구조 및 생활용품 등
을 조사하였다(신한나․김승인, 2011). 그러나 노
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실내보다는 옥
외에서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물리적 근린환경
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근린환경
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린환경의 영향력은 노인 연
령층에서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lreedy et al., 1999; Glass & Balfour,
2003; King, 2008; Robert & Li, 2001). 이는 노인
들의 경우 제약된 이동성으로 인해 삶의 영역이
는 아직 이 어지지

·

·

근린환경으로 제한되기
들이 노인의 건강에

때문이다. 근린환경 요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

을 보면 보행환경, 대중교통환경, 공원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노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정은, 2012; 김용진
안건혁, 2011; 이시영 외, 2011; 이형숙 외, 2011).
김용진(2012)의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인 근린환
경 요소들이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김동배․유병선(2013)의 연구 결과
에서도 근린환경의 열악성 정도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의 노인 빈곤실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
과에서도 빈곤 노인은 건강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 참여, 주거 측면에서 결핍 특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혜․윤민석, 2013; Menec
정적인 영향력을

et al., 2010). 노년기에 요구되는 근린환경을 분석

김소희(2009)는 가족․친지․친구와의 긴밀한
관계를 위한 공간배치와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교통․의료시설․여가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고령
친화도 평가 연구에서도 노인친화도의 10개 평가
지표 영역에 물리적 근린환경과 관련된 영역으로
기초생활, 안전, 도시환경, 교통서비스 및 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다(김선자․김경혜, 20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근린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저소득 노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
구의 근린환경에 대한 고려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한

있는 저소득 노인들의 경우 근린의 양호한 공공

옥외환경이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
문에 고독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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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복지정책 차

을 가능하

원에서도 근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까지 수행된 근린환경과 관련된 연
구들을 보면 녹지공간 확충, 보행환경 조성, 대기
오염 저감 등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지만, 이는 주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계획적 차원에서의 원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보다 미시적인 근린환경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펼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들
도 주거개량사업이나 환경정비와 같은 물리적 측
면에 치우쳐 있다. 아직까지 서울에 저소득층 노
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구들이 어디에 분포
하는지, 또한 이러한 밀집지구가 특정지역에 고착
화되어 나타나는지, 아니면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
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못한 상태이
며, 그들이 어떠한 근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

Ⅲ.

연구방법 및 자료

1. 연구방법
1)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추출 기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떻게 정의하고 추

은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어

며

출하는가이 ,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분석의 공

p
볼 수 있다. 공간단위의
크기에 따라 지역 내 이질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단위(s atial unit)라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추출 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지거나, 그 특성을 분석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자료의 가용성이다.

표집대상을 선정하여 저소득층 노인 개개인에 대
한 설문조사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의 개인적 특성과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근린환경
특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표집대상이 작을 경우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특성을 분석하

표본조사보다는 전수조사 자료를 사용하
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귀납적 접근방법인 탐색적 데
이터 분석(EDA: exploring data analysis)방법을
도입하여 전수조사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밀
기 위해

집지구를 추출하였다.

활동반경이 크지 않으며, 이들의 보행
또는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
노인들의

여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추출하기 위한 공간

청 센서스 조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집계구를 사용하였다. 집계구는 행정동에 비하면
매우 작은 공간단위로 세분되었기 때문에 행정동
에 비해 보다 등질성을 보여주며, 집계구 내에서
나타나는 이질성도 작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집계구를 공간단위로 하여 저소득층 노
인 밀집지구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부딪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추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는 노인 인구수가 많고 소
득 수준이 매우 낮은 지구를 지칭하므로, 이 두 가
지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다면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쉽게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경우 소득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나타내주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나타내는 대리변수
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자
료는 동(洞) 단위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집계구
단위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단위로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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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데이터의 한계를 감
안하고, 집계구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 내
에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특성을 잘 표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변수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즉, 집계구 단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추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변수들로
저학력(중졸 이하 비율), 독거노인(1인 가구 비
율), 소형의 오래된 단독주택의 임차인(월세/사글
세 비율, 60㎡ 미만 주택 비율, 단독주택 비율,
1980년 이전 건축 비율)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
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

<표 1>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추출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고려된 변수들
구분
인구구조
인구
교 수
세대구성
가구
점유형태
주택면적
주택 주택유형
건 연도

변수 기술

65세 이상 인구수가 많음
육 준 중졸 이하의 인구 비율이 높음
1인 가구 비율이 높음
월세/사글세 비율이 높음
60㎡ 미만 주택 비율이 높음
단독주택 비율이 높음
축
1980년 이전 건축 비율이 높음

렇게 1차적으로 선정된 변수들은 모두 저소
득층 노인들의 특성을 보여주지만 통계청에서 제
공되는 집계구 자료의 경우 인구, 가구, 주택 자료
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질의(query)를 이용하여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 특성을 추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7개 변수별로 공간분포
도를 구축하고 이를 비교하여 공통적 특성을 보이
이

<그림 1>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 추출을 위해 고려한 변수들의 공간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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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 추출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변수들
구분
인구구조
인구
교 수
주택면적
주택
건 연도

변수 기술
세 이상 인구수가
중 이하의 인구
이높
0
만 주택
이높
1980년 이전 건
이높

65
육준 졸
6㎡미
축

많음
비율 음
비율 음
축 비율 음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인 가구 비율, 월세/
사글세 비율, 단독주택 비율은 다른 변수들의 공
간분포 패턴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노
인 밀집지구의 경우 독거노인들이 많고, 빈곤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 가구 비율과 월세/사글세 비율을 변수로 선정
하였지만, 강남에서 1인 가구 비율과 월세/사글세
비율이 높은 지구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 변수가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추출하는 지표로서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그림 1> 참
조). 단독주택 비율 역시 다른 변수들의 공간분포
패턴과는 이질성을 보여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추출하
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변수는 65세 이상 인
구수, 중졸 이하 인구 비율, 60㎡ 미만 주택 비율,
1980년 이전 주택 비율이다(<표 2> 참조).
최종적으로 선정된 변수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65세 이상 인구수
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아닌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노인 밀집지구라고 지칭하려
면 어느 정도 이상의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층의 경우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졸이 아닌 중
졸 이하 인구 비율 변수를 저소득층을 대리하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 노인들은
좁은 면적의 주택에서 홀로 또는 부부가 함께 거
는가를

<표 3> 기준 조합 및 조합별 순위 합의 상관분석
구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구분

기준 조합

종 기준+단독주택 비율+월세/사글세 비율
+1인가구 비율
최종 기준+단독주택 비율+월세/사글세 비율
최종 기준+단독주택 비율
최종 기준(4개 변수)
최

Case 1

Case 2

Case 1 1
.980**
Case 2 .980**
1
Case 3 .906** .965**
Case 4 .810** .891**
** α=0.01 수준에서 유의함

Case 3

Case 4

.90 **

.810**

.9 **

.891**

1

.9 4**

.9 4**

1

6
65
6

6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60㎡ 미만 주택 비율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노인들
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낙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비율을 변수로 선정하
주

였다.

합성하기 위하
여 변수들을 표준화하고 순위 합을 산출하였다.
즉, 각 집계구별로 선정된 변수들의 값을 순위화
하고 4개 변수의 순위 합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순
위 합이 높을수록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특성을
잘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변수들을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를 추출하기 위해 선정된 변

합 달라짐에 따라 추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파악하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즉, 변수들을 추가할 경우 저소득층 노인 밀집
지구의 순위 합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합별 순위 합에 대한 상관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인가구 비율, 월세/사글세 비율, 단독주택 비율
변수들 가운데 어느 변수들을 더 추가하거나 제외
수들의 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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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하여도 최 적으로 선정한 4개 변수들의

~ 6

순위 합

콜드스팟으로 추출된다.
Getis-Ord G *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
서 군집하면 그 지역은

과의 상관계수가 0.81 0.9 으로 나타났다. 이는

i

른 3개 변수들을
더 추가시킬 경우들의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으
며,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제외시킨 3개 변수들의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선정한 4개 변수만 고려하여도 다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를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

충분히 저소득 노인 밀집
지구를 추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 

n:

2)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 추출 방법

준

산출된 각 집계구별 순위 합
수치를 이용하여 ArcGIS의 핫스팟(hotspot) 분석
을 수행하였다. 핫스팟 분석은 Getis-Ord G * 통
계값을 계산하여 객체의 군집도를 보여주는 방법
으로, 그 결과는 z-score 값으로 산출된다. 해당지
역과 주변지역의 G *값이 큰 양의 값(z-score≥
1.96)을 보이면서 군집을 이루면 그 지역은 핫스
팟으로 추출되며, 반대로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G *값이 작은 음의 값(z-score≤-1.96)을 가지면





값

총 집계구 수







,


수를 기 으로 하여

 

와  의 공간가중치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를 추출하기 위해 4개 변






  :  지역의 속성

서 선정한 4개 변수들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상호작용
이 감소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간 가중치로 거리조
락함수를 이용하였다. 먼저 G*≥2.58인 핫스팟 집
계구들을 추출하고 공간 패턴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너무 많은 집계구가 추출(약 6천여 개 집계
구로 전체 집계구의 약 40%) 되어 저소득층 노
본 연구에서는

i

i

i

*

인 밀집지구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다소 어려

i

   



<그림 2> 집계구의   값 분포와  ≥  분포

≥5
약 %

준

*  2. 8을 기 으로 하는 경우
( 41 )가 추출되었다.

총 집계구 16,230개 가운데 2000년도에는 6,018개(약 37%), 2005년에는 6,855개(약 42%), 2010년에는 6,690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공간 분포와 근린환경 특성: 서울시를 사례로 9

웠다. 2000~2010년 산출된 각 집계구의 G*값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
다. 이러한 분포도를 참조하여 집계구 추출 기준
을 G *≥5로 상향시킬 경우 전체 집계구의 약
25% 가 추출되며, 비교적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
의 분포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추출 기준을 G *≥5로 설정하였다.
i

i

*

i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집계구들을 대상으로

~
고착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 중첩 기능을 활용
2000 2010년 동안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들이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근린환경
을 분석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별

유형 로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각

반경 400m 버퍼

존을 구축하여 근린환경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2. 자료

료
2005, 2010년 집계구 통계자료(인구, 가구, 주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 는 서울시의 2000,

부문)이다.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추출하기

령별 인구, 교육수
준별 인구), 가구(점유형태별 가구), 주택(건축연
도, 연건평, 주택유형)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위해 집계구 단위에서 인구(연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 400m 이내에

물

체

당
체육시설, 공원, 도로망 형태, 생태현황을 파악하
고자 도로명 주소기본도, 도시생태현황도, 서울시
UPIS 자료를 활용하였다.
위치한 공공시설 , 소매업 , 경로 , 노인시설,

≥5 준
약 6%

*  .0을 기 으로 하는 경우
( 2 )가 추출되었다.

<그림 3>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추출(2000~2010년)

총 집계구 16,230개 가운데 2000년도에는 3,041개(약 19%), 2005년에는 3,966개(약 24%), 2010년에는 4,2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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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공간적 고착화

Ⅳ.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분포 특성 분석

1.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 공간 분포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추출하기 위해 2000,

5

각각의 시점에서 핫스팟 분석을 수
행하여 G *≥5인 집계구만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지난 10년(2000~2010년) 동안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공간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
200 , 2010년
i

지를 알아보고자 세 시점의 핫스팟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시기에서 저소득층 노
인 밀집지구는 강북지역에 두드러지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강남지역에서는 금천구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가 거의 나타
나지 않고 있다(<그림 3> 참조). 2000년에 주로 구

던 밀집지구는 2005년에는 구도
심으로의 밀집 경향이 약화되면서 외곽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어
구도심 밀집지구는 더 축소되는 반면에 은평구와
강북구, 중랑구 부근의 밀집지구는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 2005, 2010년 3개 연도에
걸쳐서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로 추출된 핫스팟을
중첩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가 시간
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고착화되는지, 아니
면 확산되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만
일 2000~20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로 추출되었다면 이 지구는 매우 고착화
된 지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0년에 새롭게 저
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로 추출되었다면 앞으로 이
지구를 보다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도심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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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로 공간

2.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유형화

착

적 고 화를 보이고 있는 지구(3개 연도에서 모두

평
계지역인 홍은동, 응암동, 녹번동, 증산동, 북가좌
동, 남가좌동 일대와 마포구․용산구․중구의 충
현동, 북아현동, 공덕동, 후암동, 청파동, 회현동,
중림동 일대 및 중구․종로구․동대문구의 구시
가지 지역인 이화동, 신당동, 용신동, 마장동, 제기
동, 청량리동, 전농1동, 창신동, 숭인동 일대, 중랑
구의 면목본동, 상봉동 일대, 강북구의 미아동, 수
유동, 번동, 장위동 일대, 노원구의 월계동과 상계
3 4동 일대이다(<그림 4>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의
추출된 지구)들을 보면 은 구과 서대문구의 경

핫스팟 분석을 통해 추출한 저소득층 노인 밀

징

집지구의 위치를 보면 다양한 지형적 특 을 보이

음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지형적 특징과 물리적 접근성 및
고있 을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

류 <표 4> 참조).
유형 1은 주로 산지에 둘러싸여져 10~15 의 경
사가 있으며 오래된 단독/다세대 주택들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삼선동, 삼양동, 성북동, 홍제3동 등으로,
일반적으로 달동네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이 유형
를 3가지 유형으로 분 하였다(

°

·

서울시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시․공간 분포 변

에 속한다. 유형 2는 구도심에 입지한 지역으로 주

화를 요 하면 기

로 전 역이나 시장 인근 지역이다. 구도심의 역

약

존 구도심부의 군집은 다소 축소
되고 있는 반면, 강북구․중랑구, 은평구․서대문
구와 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
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군집이 점차 확대되

철

비교적 일찍부터 번화한
지역이지만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낙후
된 주거지역이다. 청량리역 근처의 제기동, 용신1
동, 전농1동이 대표적이며, 동대문역 주변의 의류
시장 및 문구시장 인근에 위치한 창신동과 숭인동
과 시장 주변에 위치하여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세 가지 유형
구분

징

특

주요 지역

유형 1

유형 2

유형 3

경사지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

구도심 역 시장 인근지역

임대아파트 지역

/
삼선동, 삼양동, 성북동,
홍제3동 등

/

농 창신동,
당

제기동, 용신1동, 전 1동,
인동, 신 동 등

숭

월계2동, 번3동, 중계2 3동,
등촌동 등

사례

마

(가) 성북동 북정 을 일대

(나)

청량리역 일대, 제기동

(다)

월계2동 번3동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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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곳을 선

도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3은 임대아파트 지역으

형 1과 유형 2에 속하는 사례지구

로 주로 강북구, 노원구의 임대아파트 지구가 이

정하였다. 임대아파트 지구인 유형 3은 계획된 주

당 거 면적이 매우 작고, 집값이 저렴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
어 노인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대부분의 저
소득층 노인들은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
에 해 한다. 주

고 있지만, 일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도 저소득
층 노인들이 밀집하여
V.

거주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근린환경 특성 분석

거지역이므로 일정 수준의 근린환경을 갖추고 있
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
의 근린환경 특성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유형 1에 해당하는 사례지구로는 성북동의 북
정마을 일대와 삼선동의 장수마을 일대를 포함하
는 집계구를 선정하였고, 유형 2에 해당하는 사례
지구로는 청량리역 인근의 제기동 일대와 신당역
인근 신당동 일대의 집계구들을 선정하였다. 유형
2에 속하는 사례지구들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여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근린환경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노인의 삶

에 영향을 주는 근린환경 특성 요소들을 도출하였

료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
서는 교통환경, 보행환경, 생활편익시설, 노인복지
시설, 공공 체육시설, 그리고 생태환경을 조사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표 5> 참조). 근린환경 요소
들을 선정한 후에는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유
다. 그 중 자 의 가용성을

걸쳐 분포하면서 밀집하고 있기 때문
에 하나의 집계구가 아닌 여러 개의 집계구를 통
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각 사례지구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의 도보 이동 가능거리인 400m 버퍼존
을 설정하고, 버퍼존에 속하는 근린환경 특성 요
소들을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보권은 500m로
간주되지만 노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보행거리
러 집계구에

<표 5> 선정된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근린환경 특성 요소
근린환경 특성 요소

철 역사 장거리 이동과 관련된 지표로서 외부와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대중교통 요소
류 외부와 이어 줄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요소
도로율
지역 내 접근성을 보여주는 요소로서 차량 이동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
평균 경사도 경사는 노인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보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편의점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물품 구매에 필요한 시설
경로당
커뮤니티 내 노인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중요한 시설
복지관
노인들의 주요한 사회생활의 장으로 다양한 사회 활동 및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설
주민센터
행정지원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보건소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체육시설 노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공원
커뮤니티 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여가 활동에 중요한 시설
녹지율
커뮤니티 내 쾌적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
비오톱 커뮤니티의 양호한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
지하

교통환경
보행환경

생활편익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공공

생태환경

선정 이유

버스 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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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유형 2

성북동 북정 을 일대

마

청량리역 인근 제기동 일대

삼선동 장수마을 일대

신 역 인근 신 동 일대

유형 1의 보행환경

유형 2의 보행환경

당

당

<그림 5>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유형별 사례지역

짧다는 점과, 김용진(2012)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노인의 도보 가능거리가 400m 정도로 나타
났다는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400m로 버
퍼를 설정하였다(<그림 5> 참조).
가

유형 1에 속하는 두 사례지구의 근린환경 특성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함을 시사
해준다. 먼저 교통환경을 보면 두 지구 모두 버스
을 분석한 결과, 두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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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 근린환경 분석을 위한 사례지구의 근린환경 특성 비교
근린환경 특성요소

교통환경

철터 거리)
버스 정류장
도로율
평균 경사도

지하 역사
(지역으로부 의

보행환경

생활편익시설

경로

복지관

당

민센터
보건소
(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체육시설
(지역으로부터의 거리)
공원
(면적)
녹지
(면적)

율

생태환경

0개
(0. 0 )

7.4%
9.07

주

공공시설

0개
(1. 8 )

7㎞
7개
1.7%
8.52

편의점

노인복지시설

유형 1
북정마을 일대
장수마을 일대
(1.16㎢)
(0.82㎢)

급
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균 등급
1등

비
오
톱

2등

6㎞

12개

2개

3개

48개

7%

21개

1 .8

1 .8

0.08°

1.14°

1개

24개

12개

2개

3개

2개

3개

0개

1개

0개

1개

1개

1개

1개

1개

0개
(2. 3 )

0개
(2.40 )
0개
(1. )
3개
(0.21 )
2 .1
(0.21 )

1개

1개

0개
(1.1 )
14개
(0.02 )
.9
(0.12 )

0개
(1.0 )
3개
(0.01 )
.0
(0.0 )

°

°

2개

6㎞

㎞
6㎞
㎢
6%
㎢
9.2%
9.6%
6.1%
18.3%
56.8%
4등급

3개
3개
(0.4 )
43.8
(0. 1 )

5㎢
%
5㎢
35.2%
4.9%
5.7%
9.1%
45.2%
3등급

류
비해 매우 적은 편이며,
해당 지구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의 수도 1~3개
정도로 매우 적다. 또한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비
교적 멀어서 유형 1에 속하는 지구의 경우 대중교
통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도
로율 역시 유형 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러나 유형 1은 산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녹지 면적이 상당히 넓다. 녹지율을 보면 북정
마을의 경우 43.8%, 장수마을의 경우 26.1%로 유
형 2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공원 면적도 넓고 비
오톱 등급도 우수하므로 생태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소규모 쌈지 공원이 거의 없고 경사도가 높아
서 노인들이 보행하기 어려우며, 겨울철에는 보행
정 장의 수가 유형 2에

유형 2
제기동 인근
신당동 인근
(1.74㎢)
(1.17㎢)

㎞
㎢
6%
㎢
0.0%
1.4%
13.5%
17.7%
67.3%
5등급

7%

㎞
㎢
5%
6㎢
0.6%
0.6%
12.7%
9.6%
76.6%
5등급

체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그림 5> 참
조). 생활편익시설인 편의점은 유형 2에 비해 훨
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생활필수품을 구
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성
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에
게 편의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인 노인복지시
설 및 공공시설 수를 보면 유형 2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고 있다. 북정마을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이
3개나 있지만, 이 지구 내에 입지하고 있는 대규모
공원의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가 매우

유형 2에 속하는 두 사례지구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두 지구 모두 서울의 구도심지에 위

때문에 교통환경은 상당히 양호하다. 2개
이상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며, 버스 정류장 수
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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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유형 1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다. 또한 도로율도 높아 지구 내로의 차량 접근
에도 어려움이 없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평탄하여
노인들이 보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
다. 그러나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으며, 녹지
율도 유형 1에 비해 상당히 낮고, 비오톱 등급은
모두 5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형 1에 비해 생
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표 6> 참조). 따
라서 유형 2의 경우 경사는 완만하지만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근린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보행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형 2는 번화한 도심지라는 특성 때문에 생활편
익시설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어 노인들이 생
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소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노인들에게 필요
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양호하게 나타나
고 있다. 반면에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제기동과
신당동에 각각 2~3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노인 인
구수나 면적에 비해 노인복지관은 부족한 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형 1에 속한 지구
는 유형 2에 속한 지구에 비하여 생태환경은 양
호하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
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
련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행환경은 열
악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형 2에 속한 지구
는 대중교통이나 생활편익시설로의 접근성이 양
호하지만 공원․녹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보행 매
력도는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도

밀집지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저소득층 노인 밀집
지구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과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집계구를 공간단위로
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는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고

착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구도심부의 저
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군집은 점차 축소되는 반
면에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의 군집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지형적, 입지적 특성

따라 유형화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삼선동 북정마을, 성북동의 장수마을
과 같이 경사도가 높고 오래된 단독/다세대주택
이 밀집된 지구; 동대문 일대의 숭인동, 창신동,
신당동이나 청량리역 일대의 제기동과 같이 구도
에

심의 역이나 시장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 밀집지

; 리

구 그 고 노원구

파트 지구로 구분된다.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근린환경 특성을 파

터 400m 버퍼존

악하기 위해 선정된 사례지구로부

을 설정하여 근린환경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유형

별로 근린환경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
다. 경사도가 높은 유형 1에 속하는 사례지구의 경
우 열악한 교통환경, 공원․녹지는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노인

많으나 경사가

며 생활편익시설과 공공 의
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형 2에 속한 사례지구의 경우 교통환경과 생활
편익시설,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양호
심한 보행환경을 가지 ,

한 편이지만, 공원․녹지가 부족하여 보행 매력도

떨어지는 근린환경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두 유
형의 사례지구 모두 노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공급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

Ⅵ.

월계2동, 번3동과 같은 임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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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음
같다. 첫째, 저소득층 노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
는 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근린환경(특히 노후 경사계단, 골목길, 하수도, 보
행안전시설이나 절개지, 옹벽, 축대, 담장 등 재난
위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면 다 과

나 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구의 근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루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 각
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직까지도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인구, 경제, 사회, 주택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며, 더 나아가 이들이 거
주하고 있는 근린환경의 특성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
인 밀집지구의 주민 특성과 근린환경 특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지원 정책이 이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적절한가를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
여야 한다. 김용진(2012)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적 활동은 대중교통환경과 보행환경이 양호
한 지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며, 그 결과 노인
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린환경에 의해 촉진되는 신체
적․사회적 활동이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근린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말해준다.

록 보행을 통해 이동하는 비율

저소득층 노인일수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해준다면 저소득층 노인들의 보
행 및 운동 활동이 촉진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해
질 수 있다. 특히 보행로의 경사가 심할 경우 노인
이 높기

들의 안전을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고, 보다 완만
한 보행 통로를

마련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도 필

반면 대중교통환경으로의 접근성은 양호
하나 공원․녹지가 부족하고 차량이 많아 보행 매
력도가 떨어지는 지구의 경우 소규모의 쌈지 공원
이나 쉼터 등을 곳곳에 배치하고, 차량과 분리되
는 안전한 보도를 조성함으로써 보행을 유도하고,
지구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저소득층 노인들
의 신체적․사회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도 바람
직하다. 특히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은 보행 접근
성이 양호한 지점에 입지하도록 하여 노인들의 커
뮤니티가 활발히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는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에 대한 하드웨어적
접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접근도 확대되어
야 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 빈곤율이 점
차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층 노인들
요하다.

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행

거
같은 하드웨
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외에도 저소
득층 노인들이 실제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사
회적 활동을 증진시켜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
은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환경, 주택환경 및 주 환경 개선과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 공간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공간 분포와 근린환경 특성: 서울시를 사례로 17
분포를 파악하고, 추출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
의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 밀
집지구 중에서 소수의 사례지구만을 선정하여 근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
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린환경 특성을 분석하였기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사례로 선정하여 근린

더욱 면밀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근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저
환경 특성을

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개선을 원하는 근린환경 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연
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

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근린환경
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파악하기 위

게 밀착
하여 고찰하는 심층적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일상행태를 세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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