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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s of 2014, senior citizens aged 65 or above living in Busan accounted for 14.01% of the
total Busan population. The aging population growth in Busan has exceeded the average
nationwide growth rate since 2010, and the aging population is expected to reach 18.8% in
2020.
With respect to the aging population density to the city area, moreover, hillside areas in
the vicinity of the old downtown Busan showed a high population density. This is because
these areas are hilly zones where relatively low-income households are concentrated and
where dwelling environments are mostly unacceptable. A survey among senior citizens living
in Busan indicated that the majority of the aged living in such spaces want to spend the rest
of their life there and hope that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will be improved to be more
senior citizen-friendly. Therefore, the City’s priorities are to establish policies to renovate
the existing houses first on the hillside areas and create an elderly-friendly city by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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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urrently, Busan City is providing an opportunity to develop into an elderly-friendly city by
enacting the “Busan Metropolitan City’s basic ordinances on welfare for senior citizens”
and preparing for becoming a WHO-recognized elderly-friendly city”.
To improve senior citizens’ dwelling spaces in Busa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lans for stabilizing houses for the aged and lift barriers to life spaces as well a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basic ordinances for welfare for senior citizens. In
addition, it is imperative to provide “support for living interior and facility improvements”,
“reorganize residential environments by communities”, and “actualize a compac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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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산의 고령화 현황 및 추이
1. 고령화 현황 및 추이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 127천명에서 2010년 402천명으로 316% 증가한 반면,
전체 인구는 1990년 3,796천명에서 3,568천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고령화지수1)는 2005년
8.33%로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초과하였으며, 2014년 14.01%로 나타났다.

<표Ⅰ-1> 부산광역시 노인인구 비율 추이
(단위 : 천인, %)

구분
전체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년인구
유소년부양비
노인부양비
고령화지수
노령화지수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3,157 3,512 3,796 3,884
3,797
1,035 1,049
971
846
703
2,051 2,371 2,698 2,861
2,864
71
92
127
177
230
50.46 44.24 35.99 29.57
24.55
3.46
3.88
4.71
6.19
8.03
2.25
2.62
3.35
4.56
6.06
6.86
8.77
13.08 20.92
32.72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638
3,568 3,551 3,539 3,528 3,520
594
473
456
443
431
421
2,741
2,693 2,676 2,653 2,629 2,606
303
402
419
443
468
493
21.67
17.56 17.04 16.70 16.39 16.16
11.05
14.93 15.66 16.70 17.80 18.92
8.33
11.27
11.8
12.52 13.27 14.01
51.01
84.99 91.89
100
108.58 117.1

자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통계DB 자료실(2014년 기준)
주 : 외국인 제외

또한 2014년 유소년인구 대비 기준인 노령화지수는 117.10%, 생산가능인구 기준인 노인부양
비는 18.92%를 나타내고 있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청의 2014년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부산
시의 2020년 총인구는 334만1천명이며, 65세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8%인 62만9천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표Ⅰ-2> 부산광역시 장래인구 추정
(단위 : 천인, %)

구분
총인구
0~14세
(비율)
연령별인 15~64세
구
(비율)
65세 이상
(비율)

2000년
3,733
703
(18.8)
2,802
(75.1)
227
(6.1)

2005년
3,586
597
(16.7)
2,685
(74.9)
304
(8.5)

2010년
3,466
475
(13.7)
2,596
(74.9)
396
(11.4)

2015년
3,400
403
(11.9)
2,496
(73.4)
501
(14.7)

2020년
3,341
372
(11.1)
2,340
(70.0)
629
(18.8)

2025년
3,278
355
(10.8)
2,134
(65.1)
790
(24.1)

2030년
3,210
331
(10.3)
1,955
(60.9)
924
(28.8)

2035년
3,129
309
(9.9)
1,796
(57.4)
1,024
(32.7)

2040년
3,026
279
(9.2)
1,648
(54.5)
1,099
(36.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14년 12월 기준 장래인구추계
주) 인구는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바뀔 수 있음

1) 고령화지수(index of aging)는 전체 인구에 대한 노년층인구의 비율로서 인구의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일 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일 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일 때를 초고령화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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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고령화지수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2010년을 기점
으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2015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 이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료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장래인구 추계(DT_1B35003), 2014년 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주 : 인구는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바뀔 수 있음

<그림Ⅰ-1>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구성비(%) 추이

2. 행정동별 노인인구 분포
2013년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를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기장읍(7,799명), 우제1동
(6,129명), 금곡동(5,507명), 용호제1동(5,073명), 반송제2동(4,923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고령화지수를 살펴본 결과, 가락동(26.21), 천가동(25.04), 수정제4동(24.12), 선두구동
(23.01), 아미동(22.7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화면적에 대한 순노인인구밀도의 경우 수정4동 등 구도심 주변의 산복도로 주변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금2동, 모라3동, 신선동, 반여2·3동, 반송3·2동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2013년

<그림Ⅰ-2> 부산광역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분포도(좌) 및 고령화지수 분포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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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3> 부산광역시 65세 이상 인구수 및 고령화지수 상위 20개 행정동 현황
순위

행정구역(읍면동)별

65세 이상 인구(명)

행정구역(읍면동)별

고령화지수

1

기장군

기장읍

7,799

강서구

가락동

26.21

2

해운대구

우제1동

6,129

강서구

천가동

25.04

3

북구

금곡동

5,507

동구

수정제4동

24.12

4

남구

용호제1동

5,073

금정구

선두구동

23.01

5

해운대구

반송제2동

4,923

서구

아미동

22.74

6

영도구

동삼제1동

4,814

영도구

신선동

22.60

7

수영구

망미제1동

4,676

서구

남부민제1동

22.43

8

사하구

다대제1동

4,497

서구

초장동

22.43

9

금정구

남산동

4,495

동구

범일제5동

22.39

10

부산진구

초읍동

4,318

영도구

봉래제2동

22.34

11

동래구

온천제3동

4,177

동구

초량제6동

21.94

12

연제구

연산제9동

4,152

기장군

일광면

21.76

13

동래구

수민동

4,073

사하구

감천제2동

21.51

14

금정구

구서제2동

4,060

중구

광복동

21.44

15

해운대구

반여제1동

3,986

중구

부평동

21.43

16

기장군

정관면

3,719

기장군

철마면

21.37

17

부산진구

당감제1동

3,594

강서구

대저1동

21.35

18

부산진구

개금제3동

3,552

중구

중앙동

21.26

19

동래구

온천제2동

3,528

강서구

강동동

21.24

20

해운대구

우제2동

3,475

중구

남포동

21.24

자료 : 각 구청 홈페이지 통계연보(가장 최근 연도 기준, 2013년)
주 : 고령화 지수=(노년층인구/전체인구)×100

Ⅱ. 부산의 고령자 주택 및 주거지역 실태
1. 선호하는 고령자 주거 유형
부산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부산발전연구원, 2012년 7월 12일∼31일, 1,197명)를
한 결과,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주거유형에 대한 응답으로는 ‘기
존주택을 노인 편의를 고려한 개조’가 전체 응답자의 27.7%(331명)로 현 거주지에 대한 개조
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는 ‘고령자전용 아파트’ 20.6%(246명), ‘유무
료 양로시설’ 16.2%(194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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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노인생활에 편리한 주택유형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수

비율(%)

기존주택을 개조한 것

331

27.7

고령자전용 단독주택

202

16.9

고령자전용 아파트

246

20.6

유무료 양로시설

194

16.2

주택내 노인공동생활가정

87

7.3

요양시설

121

10.1

기 타

16

1.3

합 계

1,197

100.0

한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시설 중 가장 개선하고 싶은 곳에 대한 응답으로는 1순위
‘방문, 화장실등 문턱제거’ 응답이 23.2%(27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상전화 또는 비
상벨 설치’, ‘주택내부 및 화장실 등에 손잡이 설치 등이 다음을 이었다. 많은 고령자들이
그동안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여생을 보내기를 원하며 주변 지역이 노인친화적으
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노인주택을 개조하고 지역단위
로 노인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Ⅱ-1> 주택시설 중 개선하고 싶은 곳에 대한 응답

2. 실태조사
1) 주택내부 실태
시가화면적에 대한 순노인인구밀도가 높은 수정4동을 대상으로 주택내부 및 주변환경을 조
사하였다. 수정4동은 구도심 주변의 산복도로에 위치한 노인밀집지역이다. 우선 저소득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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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5개소를 선정하여 내부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거주자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주택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시설인 방문턱 제
거,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의 설치가 되어 있는 주택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출입구로
통하는 입구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 간혹 존재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노인거주
주택은 손잡이가 없거나 현관 주출입구가 계단형식을 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몇몇의 주택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손잡이를 설치한 주택이 있기는 하나 대다수 주택
에는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방문틀과 거실과의 단차도 존재하여 걸음
걸이가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Ⅱ-2> 수정4동 전경

<그림Ⅱ-3> 주출입구 안전손잡이 설치주택(좌)과 주택내부 현관 등의 단차(우)

둘째, 싱크대와 욕실 세면장 대한 시설은 높이조절의 문제와 위생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내
포하고 있다. 싱크대의 경우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고 위생상 불청결하여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는 불편한 환경이고, 욕실의 경우 세면대와 안전봉, 미끄럼 방지제 등의 미설치로 인한 문제점
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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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4> 비위생적인 노인주거 내 싱크대 및 욕실･화장실

셋째,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 거주지에서는 누수와 방수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 경제적 자립도가 약하거나 수익원이 빈약한 경우가 다수이기에 이에 대한 주택
수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 내부의 도배 및 장판 등에 대한 문제도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는 상황이다.
활동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있어 주택의 수리는 육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주택 외
벽의 파손, 주택 내 페인트 칠 등을 위해서는 인력고용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택 내부 또는 외부의 수리 등에 있어서 도우미나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Ⅱ-5> 주택내부 누수 및 방수 문제(좌)와 주택외부 파손 및 칠벗겨짐

그리고 주택입구에 있어서는 평탄하지 못한 도로의 개선과 주택입구의 하수관거 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인밀집지역의 주택은 대부분 낡거나 주택입구의 도로가 협소하
고 고르지 못하여 넘어져서 상처를 입거나 하는 일이 다반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Ⅱ-6> 주택입구의 안전손잡이 설치구간과 미설치 구간

이상과 같은 실태를 살펴볼 때, 다수의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주거복지차원에서
주택 내 방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낮이 변경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조와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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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층을 위한 경제적 보조, 주택개량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덧붙여 노인밀집지역의 단독주택지 주변 인도의 정비와 통로에 쉼터 및 손잡이 설치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외부공간 실태
대상지역 인근에 수정가로공원 및 수정산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고, 대다수의 모든 계단은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 타 주거지역에 비하
여 인상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대상지 내 고령자 휴식공간으로 노인정, 벤치가 있으나 고령자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공공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전무하며, 경사지가 많기 때
문에 통행에 대한 장애해소 방안이 강구되는 지역이다.

<그림Ⅱ-7> 수정4동 일대 시설현황

버스 정류장은 대상지 내부에 까지 위치하고 있고 주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이다. 또한 대
상지 남측은 지하철 1호선이 연접하고 있어 교통서비스 면에서는 고령자가 이용하기에는 편
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동통로 또는 장애물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할 것
으로 보이며, 단절된 구간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지 특성상 커브
및 경사가 심한 곳에 신호등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시
설설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휠체어 비탈길 필요

급경사 및 가파른 계단

<그림Ⅱ-8> 수정4동 주요 계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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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령자 주거생활공간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부산시 정책동향
1) 부산광역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 2015년 부산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 조례 구성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구성
- 제1장 총칙 :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법령 등과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 제2장 노인복지정책 : 건강증진,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노인일자리전담기
관의 설치·운영, 생업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친화공원 조성,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경로우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 노인관련 행사, 표창 등
- 제3장 고령친화도시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고령친화도 평가, 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활성화,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의 양성
-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 제5장 보칙

□ 주요내용
○ 생활환경 편의증진 부문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 고령친화적 설계 적용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 환경 개선
-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노인친화공원 조성을 위해 ① 시장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
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주제공원 중 노인친화공원
을 설치할 수 있다.

2)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준비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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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2015년 3월 현재까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는 총 28개국의
258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가 2013년에 최초로 가입을 하였다.
부산시에서는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캐나다의 벤쿠버나 토론토, 미국의 뉴욕, 포틀랜드, 일본의 도쿄, 대만은 국가전
체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으며, 뉴욕의 경우에는 향후 20년 후가 되면 뉴욕
시 인구의 약 50%가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거, 교통, 교육, 사회참여, 건강관
리 등 59개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WHO에서는 노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를 활동적인 노화(active ageing)를 촉진하는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한 도시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활동적 노화의 결정요인으로 물리적 환
경, 건강·사회서비스, 경제적 결정요인, 사회적 결정요인, 개인적 결정요인, 행동적 결정요인
의 6가지와 횡단적 결정요소로서 문화와 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요소들은 노령친화성 점검항목을 통하여 구체화 되어 있는데 WHO가 제시한 노인친
화성 점검항목은 3개의 관심분야에 8영역, 8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환경과 관련
해서는 야외공관과 건물, 교통, 주택의 3개의 영역의 36개 항목에 제시되어 있다. 물리적 환경
은 개인의 이동성, 위험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건강행위, 사회참여 등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야외 공간과 건물영역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녹지의 중요성, 휴식공
간의 확보, 고령친화적인 도로, 보행자가 안전한 교차로, 접근성, 안전한 환경,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확보, 고령친화적인 건물, 적절한 공공화장실의 확보, 고령고객에 대한 배려 등을 주요
관심사로 하여 12개 점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2)

2) WHO 노인친화도시 모델 가이드, 한국은퇴자 협회 번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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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WHO 노령친화성 점검항목(물리적 환경부문)
대분류

야외
공간과 건물

주요내용
1.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2. 녹지공간의 중요성

3. 휴식장소

4. 안전한 횡단보도

5. 노령친화적 포장도로(인도폭/평탄성/휠체어 공간/인도턱/장애물 등)
6. 안전한 환경

7. 보도와 자전거도로

8. 접근성(시내에 대한 접근, 활동의 접근성)
9. 노령친화적 건물(엘리베이터, 난간, 미끄럼 방지턱 등)

교통

주거
시설

10. 충분한 공중 화장실

11. 노년층 고객

1. 이용가능성

2. 저렴한 비용

3. 신뢰도와 배차

4. 목적지

5. 노령친화적 차량

6. 노년층 전용 서비스 시설

7. 노약자석과 특별 대우

8. 대중교통 운전자

9. 안전함과 편안함

10. 정류장 및 역

11. 택시

12. 지역사회 교통서비스

13. 정보

14. 운전조건

15. 노년층 운전자에 대한 예절

16. 주차(주차장부족)

1. 저렴한 비용

2. 설계

3. 개조

4. 관리(수리비 등)

5. 필수공공서비스(전기, 가스, 수도)
6. 서비스에 대한 접근

7. 지역사회와 가족의 연계

8. 주거 선택권

9. 생활환경

자료 : WHO 노령친화도시 모델 가이드, 연구자 재작성

2. 오사카부 정책동향
1) 오사카부 복지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 1992년 오사카부 복지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 조례 구성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책무
-제2장 복지 마을만들기에 관한 시책 : 시책의 기본방침, 계발 및 학습 촉진 등, 추진체제의 정비, 재정상의 조치
-제3장 특별특정건축물 및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 베리어 프리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항 등
-제4장 사전협의 및 개선계획 : 사전협의 등, 개선계획 등, 조사·권고 및 공표 등
-제5장 부칙 : 사무처리 특례, 규칙 위임

□ 주요내용
○ 특별특정건축물 및 건축물 이동 등의 원활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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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덧붙어 다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복도,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호텔 또는 여관의 객실, 부지내 통로, 욕
실이동 등 원활화 경로, 안내설비, 안내설비까지의 경로, 공동주택 등에 있어서의 경
로 등

<그림Ⅲ-1> 이동 등 원활화 경로 등에 관한 이미지

2) 오사카부 고령자·장애인 주택계획(오사카부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 수립
□ 주택의 베리어 프리(Barrier Free)화
○ 공공임대주택의 베리어 프리
- 신축· 리모델링시 주택의 베리어 프리
- 기존 주택의 베리어 프리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호내의 단차 해소 및 욕실, 화장실 손잡이 설치 등을 하
는 동시에 공공계단, 옥외 접근로 손잡이 설치, 단차 해소 등 옥외 베리어 프리를 추진
○ 민간주택의 베리어 프리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택확보 요배려자의 원활한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
주택의 빈집 개조를 지원하는 제도(국비보조사업)를 활용하여 베리어 프리화 등 리
폼, 리노베이션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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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안심임대지원사업에 등록 요청을 하여 부의 홈페이지 등에서 널리 주택확보
요배려자에 대해 주지시키고 입주를 촉진
- “주택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택성능표시제도의 보급을 도모하
고 주택의 베리어 프리화에 관한 의식을 향상
- 개호보험법 등에 근거한 주택개수비 지급, 기초자치단체의 주택개조비 조성 등을 활
용하여 자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대응한 자립적 생활 및 손쉬운 개호 환
경을 갖춘 주택으로 개선을 촉진
-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자택 베리어 프리 리폼공사를 위해 융자를 받은 경우, 매
월상환은 이자만 하도록 하고 원금은 사망시에 일괄 상환하는 고령자용 상환특례(리
버스 모기지) 의 활용촉진을 도모함
- “오사카부 복지 마을만들기 조례”의 올바른 운용을 통해 마을의 베리어 프리화를 유
도하는 동시에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령자
장애인이 참가하는 협의회와 인정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등 복지 마을만들기를 추진
- 시설정비 시점에서 하드적인 베리어 프리화와 더불어 베리어 프리화된 시설이 적절
하게 이용 유지관리되도록 민간사업자 등에 요청
- 건축기술자가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주택개조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사카 거주활성화 포럼”을 통해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
이해를 높이도록 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의 일환으로서 “고령자· 장애인 용 주택개조
상담을 위한 연수”를 실시
- 악질 리폼 대책 추진을 위해 특정상거래법, 오사카부 소비자 보호조례 위반과 관련한
분석 담당 상담원, 부 경찰 OB 직원 배치를 통해 사례 수집, 분석, 조사 체제를 강화하
고, 위반사실 입증을 위해 건축사를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
- 주택을 베리어 프리화 할 경우, 리폼시의 검사와 사후 보증이 일체가 된 “리폼 공사하
자 담보 책임보험” 활용되도록 복지시책 등과 함께 연계하여 폭넓은 보급이 되도록 함
- 국가와 재단법인 주택리폼·분쟁처리지원센터 지원, 민간사업자와 NPO 등의 지원 등
의 상황을 토대로 상담대응과 자문관 파견, 분쟁처리 등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령자
와 장애인이 소비자로서 이익 옹호와 증진이 되도록 노력
- 리폼에 관한 모든 제도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제공을 하는 동시에 기초자치단
체와 복지·주택 등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고령자와 장애인이 리
폼에 관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함
□ 복지 마을만들기 추진
○ 도시시설과 시가지의 정비개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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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거리를 나서 점포 등의 건축물, 역, 도
로, 공원 등 도시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베리어 프리법 및 오사카 복지 마을만
들기 조례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베리어 프리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것
외에 오사카부 복지 마을만들기 조례에 관한 지도계발을 하고 필요시 기준 등의 재검
토를 실시
- 베리어 프리법에 따라 역과 공공성이 높은 시설, 이들과 연결되는 생활관련 경로 이동
의 원활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기본구상 수립을 추진하고 고령자, 장애자가
참가한 구상수립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촉진
- 기본구상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실시하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단차해소 등의 이동 원활
화 사업을 촉진
○ 복지 마을만들기에 관한 의식 고양
- 복지 마을만들기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종 업계 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계발과 인터넷 등을 활용한 베리어프리에 관
한 정보발신, 조례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통한 조언을 실시
- 건물의 베리어 프리 정보 제공을 하는 등 민간의 정보매체와 연계한 효과적인 정보제
공을 실시
○ 관련 행정조직 - 주택마을만들기부 거주기획과

3. 시사점
○ 부산시 조례에 근거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부산시 고령 자 거주안정
확보계획 수립” 필요
- 고령자,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거리를 나서 점포 등의 건축물, 역, 도
로, 공원 등 도시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베리어 프리법 및 오사카 복지 마을만들
기 조례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베리어 프리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의무화
- 오사카의 베리어 프리법에 따라 역과 공공성이 높은 시설, 이들과 연결되는 생활관련
경로 이동의 원활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기본구상 수립을 추진하고 고령자,
장애자가 참가한 구상수립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촉진
○ 민간주택 등의 베리어 프리화를 위한 시책 도입
- 개호보험법 등에 근거한 주택개수비 지급, 기초자치단체의 주택개조비 조성 등을 활용
하여 자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대응한 자립적 생활 및 손쉬운 개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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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주택으로 개선을 촉진
-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자택 베리어 프리 리폼공사를 위해 융자를 받은 경우, 매
월 상환은 이자만 하도록 하고 원금은 사망시에 일괄 상환하는 고령자용 상환특례(리
버스모기지) 의 활용촉진을 도모함
- 건축기술자가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주택개조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사카 거주활성화 포럼”을 통해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 이
해를 높이도록 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의 일환으로서 “고령자· 장애인 용 주택개조상
담을 위한 연수”를 실시
- 악질 리폼 대책 추진을 위해 특정상거래법, 오사카부 소비자 보호조례 위반과 관련한
분석 담당 상담원, 부 경찰 OB 직원 배치를 통해 사례 수집, 분석, 조사 체제를 강화하
고, 위반사실 입증을 위해 건축사를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

Ⅳ. 고령자 주거생활공간 개선 방안
1. 주택 내부구조 및 시설 개선 지원
주택공간별 개조기준 모두를 지원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부분으로 가장 기본적 필요사항인
욕실 및 화장실의 개보수, 문턱의 높이 조절, 경사로 등의 설치, 마당 또는 주택의 파손부분
수리 등에 대한 참고예시 금액을 제시한다. 총 주택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최대 500만원 정
도로 산정된다. 향후 부산시 차원에서 저소득층 노인주택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지역의 건설업체, 건축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지원사업 및 재능기부사업 추진을 검토하도
록 한다.
□ 사업별 지원내용(예시)
○ 화장실 설치 : 2,857천원
- 외부 화장실 내부 이전비(2,157천원) : 863천원×2.5㎡
* 863천원은 장애인복지관 증․개축 단가
* 화장실 면적(2.5㎡)은 1.4m × 1.8m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 재료비(양변기, 세면대, 손잡이 등) 및 기초노무비(550천원)
* 양변기(150천원), 세면대(120천원), 손잡이(ｍ당 30천원×4ｍ=120천원)
* 기초노무비(160천원) : 80천원×평균 공사일 2일
- 기술노무비(150천원) : 1인당 1일 기준(150천원×평균 공사일 1일)
○ 문턱낮추기 : 83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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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등(기초터파기, 표준형 벽돌 소운반 등) 및 기초노무비(686천원)
- 기술노무비(150천원) : 1인당 1日 기준(150천원)
○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등 : 307천원
○ 마당 포장공사 : 371천원
- 마당의 일부분만을 포장하여 공사함 (길이20m × 폭3m × 높이0.05m 기준)
○ 경사로설치 : 636천원

<그림 Ⅳ-1> 사례지역 주택내부 개선 시뮬레이션(좌 : 개선 전, 우 :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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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단위의 주거환경정비
현황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노인밀집지역의 대부분은 주거환경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노인
들이 이동하기에 불편요소들이 다수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단위에서 물리적 환경을 개
선하여 노인친화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골목길이나 비탈계단이 많아 노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안전손잡이
와 계단 등에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계단길 중
간에 쉬어갈수 있는 의자를 마련하고 주요생활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환경 정비와 시설들의 복합화를 통해 이동동선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그림 Ⅳ-2> 골목길 계단 및 주변환경 정비 시뮬레이션

또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짜투리 땅이나 폐공가 매입을 통하여 쉼터나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공원조성 과정에 해당지역내의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어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심을 통하여 향후 주민참여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노인밀집지역은 골목길, 사각지대 등이 많아 야간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적 환경정비를 병행하도록 한다. 비교적 통행이 편리하나 가로등, 야
간통행인구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IP카메라 및 CCTV, 비상벨, SOS인식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일정 부분은 해당지역이 집중 감시구역임을 표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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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안)

또한 주민공동체의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자율방법 등을 위한 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전신주
등에 감시구역 표식을 남기는 등 주민스스로가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범죄를 예
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Ⅳ-4> 마을단위 주거환경정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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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pact City를 통한 노인친화도시 공간구성
1) Compact City 구성요소
부산이 실효성있는 노인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컴
팩트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Compact City 개념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구조로서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도시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
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Compact City는 도시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집약시키
면서 복합적 토지이용과 보행친화적인 교통체계환경을 유도하는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수법으로 도시공간을 구성함으로서 노인들의 이용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단순히 도시공간을 고밀이용한다는 차원보다는 이동성을 최소화시키고 유휴부지를 녹지 등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도시의 경제성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노년기는 건강과 활동성이 급
격히 떨어지는 시기임에 따라 공간구성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의 집약은
필요하다. 더불어 자신이 정주하던 생활공간에서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공간에서
의 환경개선과 시설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부산의 노인밀집지역은 도심지역에 다수 위치하여 있고 이들 지역은 구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로 인한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방법이
요구된다.
하나의 단위구역에는 중앙에 생활권공원으로서의 소공원 또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을 설치하
도록 하며, 보행공간은 쾌적함과 안전성을 위하여 일부구간은 보행전용공간으로 대체하고 기타
통행공간은 보차분리를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의료시설과 공공시설, 행정
시설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지역은 지역의 교통결절점에 집적하고 업무시설 및 노인요양원·
복지관·쇼핑센터 등은 의료시설 인근으로 배치하여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 및 마을버스, 지하철 등의 주요 환승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규모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단위구역내에 단일 건축물이 거점이 될 경우 거점건축물에는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노인전
용쇼핑센터 등이 입지하게 하며 1층부에는 버스환승공간을 만들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을 향
상시킨다. 또한 1층부에는 점포 등 근린상가와 주민센터를 배치하여 인근의 주민들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단위구역이 합하여 지는 부분으로 해당 행정동의 주거점부가 될 지역은 교통결절점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설물 배치를 유도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단일 건축물일 경우처럼 주거동에 복지관, 노인교육시설, 쇼핑센터, 옥상정원 등
을 배치시키고 인근 건축물에 의료시설과 식당, 버스환승공간을 배치시킨다. 이때 가능하면 두
건축물에 연결통로를 개설하여 1층부로 향하지 않아도 다음 건축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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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변인과의 교류의 장으로 쓰일 건축물을 축조할 시에도 연결통로를 개설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계건축물의 같은 층고에는 비교적 동일한 시설배치를 통하여 층수에 관계없이 1
층부와 같은 평행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주민센터 및 은행, 파출소 등과 같
은 공공시설은 1층부에 배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

정비구상안
기존 기능을 유지하고 기존 필지 및 도로체계를 존중하면서 4개의 중소단위로 점진적 개선
을 유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도로체계를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일부 공간을 매입하
여 노인주택으로 활용하거나 노인친화공원 등으로 활용한다. 다음은 주요 시설계획에 관한 계
획이다.
∘ 생활권근린공원 : 중심부 부지매입
∘ 소공원 또는 노인친화공원 : 동구청 앞 구릉지 무주택지 공원화, 서측 통로형 계단과 주변
부 매입을 통한 쌈지공원 및 통로로 이용, 남서측 저소득층 노인밀집지역 및 공가 매입을
통한 공원화, 동남측 상업지역 뒤편 주거지 일부 매입을 통한 노인공원조성
∘ 노인주택의 공급
- 공동개발 : 거점부에는 현재 상업지역으로 가장 양호한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어 일부
건축물만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상층부 임대형 노인주택을 공급
- 원룸형 노인주택 공급 : 동구청 앞 상가 건물의 2층 이상부터 원룸형식의 노인주택을
공급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 주택재개발 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및 원룸형태의 노
인주택공급)의 공급과 APT재건축을 통한 노인층과 타 세대간의 통합을 유도
∘ 기타 단독주택지역의 정비 : 현재의 불량·노후상태가 관리나 이용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
는 경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노
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
이상의 현지개량방식은 기존생활환경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인들이 정주공간을 확
보하고 아울러 휴식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동질성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평지 또는 대중교통 시설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노인주택을 분산하고 한편으
로 밀집시킴으로서 안전성, 활동성을 최대한 끌어 올림으로서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공간으로 세대통합형 정주공간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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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컴팩트시티 조성 방안

Ⅴ. 결 론
부산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20년 이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의 도시공간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이 향후 노인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
요한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밀집지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한다. 우선 주택내부의 구조를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개조해야 하는데 부산시 차원에서 저소득층 노인주택을 대상
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노인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의 경우 골
목길이나 비탈계단이 많아 노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높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방범 IP카메라 및 CCTV, 비상벨, SOS인식 표
지판 설치 등 범죄예방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노인친화성에 주안점을 둔 노인친화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이용층이 많은
노인밀집지역의 경우 일반공원보다는 노인들의 신체특성을 고려한 노인친화공원 조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근린공원을 재정비하여 주제공원으로서 노인친화공원 또는 세
대통합형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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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인들의 이동과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
는 Compact City 구현이 필요하다. 도시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집약시키면서

복합적

토지이용과

보행친화적인

교통체계환경을

유도하는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수법으로 도시공간을 구성함으로서 노인들의 이용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한다. 단순히 도시공간을 고밀이용한다는 차원보다는 이동성을 최소화시키
고 유휴부지를 녹지 등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경제성을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부산시 관련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과 WHO의 노인친화도시 세계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인친화도시를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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