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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국 실버타운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고,국내 실버타운의 현황과 선호도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한
국형 실버타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실버
타운 예비 소비자인 중장년층의 실버타운 선호도 조사에 관한 선행 논문
들의 결과를 분석하고,일반적인 실버타운 선호도와 소득계층에 따른 실
버타운 선호도,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선호도,실버타운 거주자의
선호도를 제시한 후 국내외 실버타운 장단점 및 시사점을 반영한 한국형
실버타운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내 실버타운 선호도에 기초한 실버타운의 모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일
반형과 고급형의 두 가지로 분류했으며,우선 월평균소득 19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및 월평균 소득 191만 원 이상-310만 원 이하의 중산층대상 일반
형실버타운은 시설 및 서비스 면에서 주거규모는 독신용 10평이상-20평이
하,부부용 15평이상-30평이하를,세대수는 50이상-100세대이하를,입주비용
은 5,000만원이하를,주택유형은 아파트형을,위치는 도시근교형과 전원형
을,운영주체는 정부를 선호하였고,서비스 요구도에 있어서는  저렴한 입
주비용,의료서비스,소규모의 노인 전용 시설을 요구하였다.한편 월평균
소득 310만원초과의 고소득층 대상 고급형실버타운의 모형은 시설 및 서비
스면에서 주거규모는 독신용 11평이상-15평이하를,부부용 21평이상-30평이
하를,세대수는 51-100세대를,입주비용은 5천만원미만 및 5천만원이상-2
억원이하를,입주방식은 회원권형을,위치는 도시근교형과 전원형을 선호하
였다.서비스 요구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서비스의 높은 질적 수준,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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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와 노인주거+가족유인시설+문화시설+레저 휴양 시설의 복합 주
거단지를 선호하였으며,운영주체는 정부,종교기관,정부주도의 민영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실버타운 선호도 모형과 함께 정부와 운영자의 지원체계가 필
수적인데,일반형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같은 고령자주택보조금
정책 및 소득계층별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요구되
며,실버타운 운영자의 신뢰성 확보와 운영 합리화를 위한 복지시설과의
연계활동 노력이 요구된다.한편 고급형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같은 정부의 시장형 노인복지주거사업 활성화방안이 필수적이며,지방정부
가 실버타운 민간기업에 투자하여 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실버타운 활
성화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또한 운영자는 고가의 입주비용의 합리화,운
영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일반인과 내부시설 공동사용시 입주자
의 사생활보장을 우선으로 해야한다.
객관성 있는 실버타운 선호도분석을 위해 국내 모든 문헌을 조사하였으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선호도 분류를 한 논문의 수가 많지 않아 한국
형 실버타운의 모형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내 실버타운은 요양 기능만 강조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입주자
건강 악화시 타 시설로 옮겨야 하는 등 시설간 연계가 부족하며 대부분 비
전문적인 경영과 시설의 영세성으로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어 실버타운에
대한 정부의 활발한 지원과 운영자의 노력,소비자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핵심단어:실버타운 선호도,일반형 실버타운,고급형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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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4년에 약 377만명(8.3%)으로 고령화사회에 진
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15.1%에 달하여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
된다(통계청,2004).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경제력 향상과 욕구
가 다양해지면서 보다 안락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노인계층
이 증가하게 되었으며,가치관의 변화로 노후를 설계하고 가치 있는 노후
의 삶을 갖고자 하는 풍토가 조성됨에 따라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실
버타운의 인지도와 필요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실버타운에 대해 1990년대 초부터 많은 기업들이 장래의 유망산업
으로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왔지만 실제로 추진된 사업은 매우 미미
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 실버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정부의 사회적,제도
적 여건마련의 미비를 들 수 있으며,이는 가족제도의 변천으로 과거 자식
이 부모를 봉양하던 제도에서 이제는 사회가 보장하는 제도로 점차 불가피
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 일환이다(유승흠,1984).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이 활발히 진

행중에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고령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주택에 관해서는 유료노인홈을 비롯한 고령자형 주택,별장주택,각종 실버
타운,실버맨션,실버리조트,실버호텔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상품이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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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실버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석정개발,1994).
선진국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산업이 노인주택을 비롯하여 노인의
료,요양시설,재가복지서비스,노인휴가시설,여가활용시설,노후대비 금융
보험사업에 이르기까지 활성화 되어 있지만,우리나라는 아직 그 연계가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민간영리단체,기업이 실버타운에 진출하려는 경우 복지 후생적 측면
보다 사업다각화측면에서 시설운영을 계획하고,정부도 건전하게 실버타운
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약하여 현실적으로 실버타운 입주 시 불편함이 많고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처럼 정부의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마련이 아직 미흡하고 대
다수 노인들의 노후수입이 충분하지 않으며 노인 각자의 개성과 라이프스
타일에 적합한 개별 맞춤식 실버타운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실버타운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 율은 매우 낮
은 실정이다.실버타운 선호도에서 개인적·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은 실버타
운에 대한 선행연구(토지개발공사,1994;안승덕,2000)에서 실버타운의 필
요도를 높게 인지한 반면에 실 입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노인의 실버타운 입주가능성은 단순한 입주비용이나 규모 등의 시설적
측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입주자 개인적 특성,상황,정보,관념 및 시각의
차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경제적,시간적 투자,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 실버타운의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국내
실버타운 선호도를 반영한 한국형 실버타운 모형을 정립함으로써 국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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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타운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고령화시대에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선진국에서 성업 중인 실버타운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
고,국내 실버타운의 현황과 선호도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한국형 실버타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실버타운의 이론적 배경,국내 실버타운 현황 및 문제점과 선진국의
실버타운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알아본다.
둘째,실버타운 예비 소비자인 중장년층의 실버타운 선호도 조사에 관한
선행 논문들의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실버타운 선호도와 소득계층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선호도,실버타운
거주자의 선호도를 제시한 후 국내외 실버타운 장단점 및 시사점을 반영한
한국형 실버타운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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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11...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실버타운이란 일반적으로 노인촌 또는 노인주거단지라고 하는데 고령자
들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서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원보다 큰 규모이다.즉 노후에 안정된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인 시설계획 과 생활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의료,휴양의 복합적 커
뮤니티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단지를 의미한다(최용수,1996).
따라서 실버타운은 기존의 유료 양로원과 같은 단순한 주거공간의 개념
이 아닌 패키지화된 토털 상품으로서 시장경제차원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시설을 의미하게 된다.그러므로 실버
타운은 노인의 상실감을 보충하여 여생을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규범적이라면 실버타운의 개념은 현실
적이고 실리적이다.자녀와 떨어져 사는 불쌍한 노인이 모여 사는 곳이 아
니라 고령기에 필요한 물리적,신체적,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상부
상조하고 보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보금자리인 것이다.즉 실버타운은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과 가족,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행복을 추구
하는 생활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김기덕,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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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버타운은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첫째,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
인 노인전용주택으로 노인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조건에 맞게 개발하
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취사,청소,세탁 등을 할 수 있도록 임대방식
에 의하여 운영한다.노인용의 시설,설비,의료시스템을 비롯한 개호기능
을 부가한 분양형 방식이 있는데 이는 주로 주거기능을 중시하는 노인주거
시설이며 비교적 소득이 높고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유료양로시설로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반의존 노인을 대상으로 일
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이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공동 기숙사 형태로서 간호보다는 숙박을 해결
하는데 목적을 두는 시설이다.
셋째,흔히 너싱홈으로서 유료노인양로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간호를 필요
로 하는 노인환자들에게 숙박시설 요양시설을 겸비하고 있으며 치료 후에
는 노인거주단지에 이전 입주하게 된다.
넷째,실버호스텔이라 불리는 노인용의 개인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
텔타입의 시설로 단기간의 거주 혹은 숙박을 목적으로 한다(이갑수,2001).

222...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의의의 유유유형형형
가가가...입입입지지지별별별 유유유형형형
실버타운을 그 입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분류할 수 있는 유형
으로는 도시형,도시근교형,휴양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양경숙,2000).
1)도시형
도시형은 실버타운의 입지를 도시 안에 선정하는 형태로서 그 장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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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생활권의 연장으로서 가족과의 교류,생활편의시설의 활용,도시기능
의 활용,운영상의 유리한 조건 및 확실한 수요를 들 수 있고,단점으로는
지가로 신규부지확보의 곤란,사업비요의 상승,자연조건의 불량 등이 있
다.
2)도시 근교형
도시 근교형은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 실버타운의 입지를 선정하되 그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 도시형과 휴양지형의 중간 형태로서 양호한 주거환
경으로 도시와 교통이 정비되어 있어 통근이 가능하고 지역주민과 교류가
양호하며 토지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각 형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단점으로는 그린벨트 등 건축제한지
역이 많아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3)전원.휴양지형
휴양지형은 온천,명승지 등 관광적 요소를 갖춘 곳에 입지하여 종합적
커뮤니티를 고려하였으나 도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토지가격은 낮지만
개발비용이 높고 운영상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또한 도시형의 장점
인 종래 생활권의 연장으로서 가족과의 교류,생활편의시설 활용,도시 기
능의 활용,운영상의 유리한 조건 및 확실한 수요 등에 많은 문제점을 지
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입지별 실버타운 유형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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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입입입지지지별별별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유유유형형형

자료:한국토지개발공사,1995재인용

구분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형

시설

형태

-가족동거의 3세대 

주택

-공동숙사 집단지구

-노인분리세대의 

공동

주택

-노인타운

-단독저층주거시설

-레저와 건강시설

-노인촌

-휴양과 전원풍경주거

-각종 편의, 문화시설

입지

특성

-대도시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 

기존의 상업 시설

 이용가능

-종래 생활권의 연장

-가족과의 교류

-도시기능의 활용

-확실한 수요가 있음

-운영상 유리한 조건

-도시형과 휴양지의

 중간형

-도시와 교통이 

정비되어있어  통근

가능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양호

-토지가격 안정

-건축계획의 폭 넓음

-양호한 주거환경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풍부

-휴양과 농원 화단 

가꾸기 등 건강을 위한 

지역 중소도시와 연계 

좋음

-여분의 주거 역할

-종합적 노인 커뮤니티를 

고려

규모

구조
-아파트형 다층구조

-노인주거단지

-단독연립주택

-휴양과 전원시설

-단독주거시설

교통

여건

-도시내 

대중교통수단

 이용

-지하철과 연계

-도시에서 1~1시간30분

 이내 거리

-고속도로 국도와의

 접속전철 과의 연계

-중소도시와 인접

-기존국도 및 지방도로와 

연계

단점

-높은 지가로 신규

부지 확보 곤란

-건물의 고층화 등 

사업비용 부담

-그린벨트 등 건축제한

 많음

-도시기능의 확산으로

 지가 상승폭이 높음

-도시기능 기대 어려움

-고립감 느낄 수 있음

-토지비용은 낮지만 

개발비용이 높음(필수시설 

설치부담)

-운영상부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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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주주주거거거형형형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유유유형형형

1)단독주거형
단독주거형은 부부단위로 별도 주거를 마련하는 형태이다.단독주거형은
가족이용의 편의,자연과의 조화 측면에서 유리하고 고급 폐쇄적 선호층을
대상으로 하며 별장형,적정 주거공간,대형화가 가능하며,운영관리비에
불만이 적다,반면 선호층의 폭이 좁고 시설투자비 과다,커뮤니티 기능의
약화,운영관리비의 고가 등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2)공동주거형
공동주거형은 많은 노인세대를 공동주책의 형태로 수용하면서 공동이용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는 형태이다.이는 투자비이 절감이 가능하고 커뮤
니티 기능 활성화,운영관리비용의 저렴 및 서비스의 평준 등 장점이 있으
나,운영관리비 징수 시 마찰과 주거형태의 평준화,획일화 등의 단점이 있
다(양경숙,2001).
주거유형에 따른 실버타운 유형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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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주주주거거거형형형태태태별별별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유유유형형형

자료:대한건설협회,1995재인용

구분 단독주거형 공동주거형

형태 -1세대 독립주택 -다세대주택, 타운하우스, 고층아파트

장점

-가족이용, 자연과의 조화측면

 유리

-고급, 폐쇄적 시설 선호층을 

대상

-별장형, 정적 주거공간, 대형화

가능

-운영관리비에 대한 불만 적음

-투자비 절감

-커뮤니티 활성화 기능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휴양소 사업화

 용이

-보안유지용이, 긴급대응용이

-운영관리비용 저렴, 

서비스평준화가능

단점

-선호층의 폭 좁음

-신분특권의식 강조로 시설

투자비 과다

-커뮤니티 기능 약화

-특정계층 이용시설로 판단될

 소지가    높음

- 별장으로 인정될 가능성

-보안유지곤란, 긴급대응어려움

-운영관리비 고가

-운영관리 곤란, 서비스 

평준화곤란

-공용면적의 별도 개발비용부담

-운영주체의 발언권 약화

-신분 특권의식의 평준화

-운영관리비 징수 마찰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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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사사사업업업방방방식식식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개개개발발발유유유형형형
실버타운을 사업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종신형,임대형,분양형 등으
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표표 333... 사사사업업업방방방식식식별별별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유유유형형형

자료:한국토지개발공사,1995;대한건설협회,1995재인용

구분 내용 장점 단점 비고

임대
형

-입주시 보증금지불
(일반적으로 정액)

-계약 해제가
자유로움

-입주자의
소득감소시
지속적인 입주생활
어려움

-공적 공급주체가
설치하는 유료
노인주거시설

종신
이용
권

-입주금을 일시에
지불함으로써
공동시설의
종신이용
(생활비별도지불)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이나
개보수 등의 번거
로움이 없음
-입주금 원
사용료의 지불에
따라 생활이 보장

-설치주체가
시설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입주자의 거주권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음

-민간 주식회사가
주로 참여
-초기 입주금은
크지만 이후
생활비는 연금으로
해결할 정도

연금
형

-입주자의 종신권
보장은 차이가 없음
-연금 수혜자가
직접 입주자가 되는
것으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 없음

-입주후 추가비용
이 없음

-장래 인플레 등의
변동을 반영할 수
없음
-입주자에게
추가비용의 징수가
불가능하여 사업상
위험이 많음

분양
형

-입주자가 맨션의
구입과 동시에 건물
일정부분의 소유권
취득(각종
서비스는 별도의
계약)

-입주자가 부동산
이라는 재산
가치를 보유할
수 있음
-전매도 가능함

-일반 부동산보다
유동성이 적으므로
상속양도의 제한이
있음
-장래 건물의 개보
수 및 증축이 문제

-노인복지법상의
유료노인주거시설
에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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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본 논문의 연구의 틀은  그림1과 같다.

실버타운의 개념,유형별 특징,필요성,의의 둥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해
실버타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실제 국내외 실버타운 운영현황
을 통해 장단점 및 시사점을 알아본다.국내 실버타운 선호도 조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 및 비교분석하여 일반적 선호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에 따른 선호도를 제시한다.
실버타운 선호도조사에 관한 선행논문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인구사회학적특성으로는 성별,연령,배우자 유무,가족동거유무,

건강상태, 소득수준, 학력수준, 종교, 현재 주거환경 수준 및 만족
도가 있다.
둘째,노후 준비 관련도로 노후준비정도,노후준비이유,노후고독감 해

결,노후수입원이 있다.
셋째,실버타운 요구도 및 개인적 특성관련 내용으로 필요성,인지도,

입주의향,입주 영향조건,입주비용,월비용,입주시기,입주이유,주택규
모,세대수,주택유형,입주조건,입주방식,위치,운영주체 및 이미
지,시설,분위기,주변환경,주거지와의거리, 취미 공간, 서비스시설 등의
개인특성관련 요구도가 있다.
위의 분석 내용에 대한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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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인구사회학적특성,노후 준비 관련,실버타운 요구도 및 개인적 특
성에 관한 일반적인 실버타운 선호도를 분석 및 제시한다.
둘째,분석의 주된 관심 분야인 소득계층(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를 분석 및 제시한다.
셋째,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성,연령,건강상태,배우나자 가족 동거

유무,교육수준)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를 분석 및 제시한다.
넷째,실버타운 실제 거주자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요구도를 분석하여 제

시한다.
한편 한국형 실버타운 모형제시를 위해 실버타운에 관한 국내외 현황 분
석,각국의 실버타운 비교,국내외 실버타운의 문제점 및 선진국 실버타운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실버타운 선호도와 함께 모형에 반영하여
고급형 실버타운 및 일반형 실버타운으로 분류한 한국형 실버타운의 모형
을 제시하였다.연구의 틀을 종합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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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선호도조사에 선호도조사에 선호도조사에 선호도조사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선행 선행 선행 선행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분석분석분석분석

     1. 인구사회학적특성, 노후 준비 관련, 실버타운 요구도 및 개인적 특성에

        관한 일반적인 실버타운 선호도 분석

     2. 소득계층(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 분석

     3.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건강상태, 배우나자 가족 동거유무,      

        교육수준)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 분석

     4. 실버타운 실제 거주자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요구도 분석

                                                                   한국형 한국형 한국형 한국형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모형 모형 모형 모형 제시제시제시제시

                소득 소득 소득 소득 계층에 계층에 계층에 계층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고급형고급형고급형고급형, , , ,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모형제시모형제시모형제시모형제시

 1. 고급형-고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 시설 및 서비스 모형 제시

           국내외 고급형 실버타운 사례를 선호도와 비교분석후 모형반영

 2. 일반형-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 시설 및 서비스 모형

           국내외 일반형 실버타운 사례를 선호도와 비교분석후 모형반영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현황현황현황현황

1. 국내 실버타운 운영현황 사례분석

2. 국내 실버타운 정책, 운영상문제점  

3. 실버타운 실거주자 견해에 따른   

   문제점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현황현황현황현황

1. 선진국 실버타운 운영현황 분석

2. 선진국 실버타운 문제점 및 제도,  

   운영면의 시사점

                                                                                실버타운의 실버타운의 실버타운의 실버타운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실버타운 개념, 유형별 특징, 필요성,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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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국내 실버타운 선호도에 기초한 한국형 실버타운의 모형을 제
시하기 위해 국내 실버타운 선호도에 관한 석 박사 학위논문,단행본,학술
잡지,정부간행물 등을 수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국내 자료 중 실버타운 선호도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
스로 석 박사학위논문,단행본,국내학술잡지,신문,세미나자료,정부간행
물을 이용하였다.
분석질의어인 실버타운에 대한 석 박사학위 논문은 총 203건,단행본은
25건,국내학술잡지(기사)는 64건,국내학술잡지(권호)는 13건,정부간행물
은 12건 검색되었으며,이 자료들을 모두 확인하여 실버타운 선호도 조사
에 관한 문헌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은 기본적인 선호도 조사 내용(인구사회학적 특성,노후준비
관련,실버타운 요구도 및 개인관련 특성)이 포함되어있고 비교분석의 대
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헌 선정 결과,석 박사학위논문 25건,단행본 2
건,학술잡지 4건을 수집하였으며,이 자료를 토대로 일반적인 선호도 종합
분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실버타운 선호도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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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국국국내내내외외외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운운운영영영 현현현황황황

이 장에서는 국내외 실버타운 성격과 운영 현황,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와 선진국 실버타운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예비 노인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한국형 실버타운 모형 제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
하고자 한다.

111...국국국내내내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운운운영영영 현현현황황황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중 비교적 시설의 규모가 큰 실버타운은 수도권 중
심으로 많이 분포하는데,이러한 이유는 실버타운의 수요계층이 서울에 집
중되어 있기 때문이다.지리적으로는 도심외곽지역에 있으나 도심으로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곳으로 교통이 편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시설규모나 비용에 따라 편익시설도 차이가 난다.즉 사우나,서예실,물리
치료실 등은 기본이고 실내수영장,골프퍼팅장,피부관리실 등으로 고급화
하고 있다.특히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실버타운을 입지유형별(도시형,도시근교형,전원형)로 나누어 그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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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도도도시시시형형형 :::서서서울울울 시시시니니니어어어스스스 타타타워워워와와와 경경경주주주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111)))서서서울울울 시시시니니니어어어스스스 타타타운운운

가)위치
시니어스 타워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지상14층,
3140평의 규모로 1998년 9월 21일 설립된 도심형 실버타운이다.

나)시설현황 및 수용규모
시니어스 타워는 총 144세대에 15평형(68세대),23평형(40세대),30평형(36
세대)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시설배치는 1층:프런트,2층:라운지,강당,서예
실,영화음악감상실,사랑방,도서실,이미용실,컴퓨터실,가족실,도호인
소회의실,3층:간호사실,사회복지사실,식당,4층-13층:주거생활시설,14
층:수영장,사우나,골프장,야외휴게실로 구성되어 있다.

다)입주비용
시니어스 타원의 입주비용은 표 4와 같으며 월생활비는 식사,관리비,생
활서비스,의료혜택 등 모든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서울 시니어
스타워 평형별 입주보증금 및 월 생활비는 표 4와 같다(이정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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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서울 시니어스타워 평형별 입주보증금 및 월생활비 (단위:만원)

자료:노블카운티 홈페이지 재인용

라)입주자격
입주 예정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건강하고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만
입주가 가능하며 부부세대일 경우 한사람만 60세가 넘으면 가능하다(단 정
신질환,신장투석,암환자는 입소할 수 없다).현재 입소자의 평균연령은
78세이다.

마)제공서비스 프로그램
서울 시니어스타워의 제공프로그램은 표 5와 같다.

평형 구분 입주보증금 생활운영보조금 비고

15평형

(68세대)

유형1 6,950 6,950

<월관리비>

- 1인거주:

  369,600

- 2인거주:

  739,200

유형2 6,875 6,875

유형3 6,800 6,800

23평형

(40세대)

유형1 10,545 10,545

유형2 10,430 10,430

유형3 10,315 10,315

유형4 10,200 10,200

30평형

(36세대)

유형1 13,900 13,900

유형2 13,750 13,750

유형3 13,600 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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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서울 시니어스타워 제공 프로그램

자료:노블카운티 홈페이지 재인용

바)특징
첫째,시니어스타워의 가장 큰 장점은 부대병원인 송도병원 옆에 건립되

어있어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또한 장기간 간
병이 필요한 입주자는 별도의 너싱홈으로 옮겨 계약한다.시니어스 타워
는 국내 실버타운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대부분의
유료 노인주택은 의식주가 겨우 해결되는 양로원 수준인데 반해 시니어

구분  내용

의료간호

서비스

-24시간 응급시스템 가동을 통한 응급대비 서비스

-간호사 항시 대기 및 수시 건강 체크

-송도병원 및 각 클리닉과의 철저한 연계서비스

-정기적인 건강상담과 연 2회의 종합검진 서비스

-부대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시 본인부담비용의 50% 서울 시니어스타  

 워 부담

사회복지

서비스

-20여가지 월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여가활동제공

-종교에 따른 종교적 지지를 위한 연계서비스

-가족연계를 통한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복지 서비스

-입주 노인들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봉사를 위한 지원활동

-각종 동호회 활동지원을 통한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 유도

운동치료

서비스

-연 4회의 운동부하검사 및 운동처방

-당뇨병, 비만, 요통, 관절염 클리닉 운영

생활

서비스

-주거지 내외의 주 2회 청결한 청소

-정기적인 침구시트, 커튼 세탁 및 소독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 의한 재산, 세무관련 상담 및 유언 등 제   

 법률 상담

식사

서비스

-매일 3식의 다양하고 신선한 영양식 제공

-입주자의 취향, 기호, 건강상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선택이 가능한   

 식사

-영양사가 개개인에게 맞는 영양식과 각종 식이요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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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타워는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노년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장소로 자리잡았다.
둘째,다른 실버타운과 달리 입주방식이 특이하다.

입주순서는 입주대기 신청→ 종합건강검진→ 체험입소→ 계약서 작성→
입주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체험입소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체험입
소의 경우는 종합건강검진 후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데 체험입소는 입주 전에 입주 예정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고 서비스의 질은 좋은지 등을 미리 경
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셋째,위치가 시내여서 은퇴하고서도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점

도 장점이다.그리고 주말에 자녀들이 찾아오기에도 적당한 거리이다.
넷째,입주자 대부분이 자원 입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단점
중산층 이상의 실버를 겨냥한 시설인 만큼 다른 곳에 비해 입주비용이 너
무 비싸다.따라서 입주자는 대부분 대학교수,변호사 등 전문직,교육계통
이나 공무원 등으로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추창
수,2001).

222)))경경경주주주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가)위치
2002년 2월8일 개원한 경주 실버타운은 경북 경주시 충효동 69-2에 위치
하고 있는 도시형 실버타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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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설현황 및 수용규모
경주 실버타운은 연건평 720평(지하 1층,지상5층)에 총 40세대 8평,10평,
12평으로 이루어져 있다.경주 실버타운의 시설 구조는 5층 건물로 식당,
목욕탕,찜질방,운동실,휴게실,이미용실,주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김국현,2002).

다)입주비용
표6은 경주실버타운의 입주비용이며 부부 입소시 월세형은 월 생활비가
95만원이며 종신위탁형의 입소비는 9500만원이다.1인실 입주비용은 표 6
과 같다.

표 6.경주실버타운 평형별 입주보증금 및 월 생활비 (단위:만원)

자료:경주실버타운 홈페이지 재인용

라)입주 자격
60세 이상 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은 입소가능하다.

마)제공서비스 프로그램
경주실버타운의 제공서비스프로그램은 표 7과 같다.

평형
월세형 종신위탁형

입주보증금 월 생활비 입소비 월 생활비

8평(1인실) 1,000 70 5,000 없음

10평(1인실) 2,500(1인) 70 6,000(1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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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경주 실버타운 제공서비스 프로그램

자료:경주실버타운 홈페이지 재인용

바)특징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보기 드문 도시형 실버타운이며 목사가
설립하여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사)단점
규모가 너무 작으며 입소자들의 연령이 너무 많아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된다(김국현,2002).

나나나...도도도시시시근근근교교교형형형:::삼삼삼성성성 노노노블블블카카카운운운티티티와와와 유유유당당당마마마을을을
111)))삼삼삼성성성 노노노블블블 카카카운운운티티티

구분  내용

의료간호

서비스

-1층 전부를 노인병원으로 설립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상

주 근무하도록 하여 매일 건강 상담, 매월 정기검진, 성인병 예방, 

식이요법 지도

-입주자에 한하여 무료로 의료서비스 실시하며 특수촬영 및 수술의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소개, 진찰수속, 통원치료 등을 제공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취미교실로서 노래고실, 국악교실, 노래방, 영화감상

생활

서비스

 -24시간 방법 범재, 안전관리서비스, 식사부터 청소까지 집안일을 

대신하는 생활서비스, 쇼핑대행 및 관광 서비스, 카운슬링 서비스

식사

서비스
-매일 3식의 다양하고 신선한 영양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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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치
1996년 9월 착공하여 2001년 5월9일 개원한 삼성생명의 노블카운티는 경
기도 용인시 기흥읍에 위치하고 있다.
나)시설현황 및 수용규모
노블카운티는 지상 20층,지차 3층의 2개동으로 부지면적은 68,839평,연면
적은 48,428평으로 구성되었다.노블카운티는 총 550세대가 입주할 수 있으
며 면적은 36,46,50,56,72평형이 있고 너싱홈으로 197베드가 있다(장석
만,2003).
다)입주비용
삼성 노블카운티의 입주비용은 표 8과 같다.

표 8.삼성 노블 카운티 평형별 입주보증금 및 월 생활비

자료:노블카운티 홈페이지 재인용

라)입주자격
입주방식은 고액의 입주보증금과 더불어 상류층의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
로 선별해서 입주시미는 방식이며 입주예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 ,부부입
주의 경우 한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평형 세대수
1인 입주 시 2인 입주 시

입주보증금(억) 월생활비(만) 입주보증금(억) 월생활비(만)

36평 132 2.88-4.45 133 3.58-5.15 219

46평 30 4.80-6.03 154 5.50-6.73 240

50평 25 5.00-5.40 160 5.70-6.10 246

56평 25 5.75-6.41 166 6.45-7.11 252

72평 40 5.76-9.28 189 6.46-9.98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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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공 서비스 프로그램
노블카운티의 제공 프로그램은 표 9와 같다.

표 9. 삼성 노블 카운티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

자료:노블카운티 홈페이지 참고 재인용

바)특징
첫째,국내 최고 수준의 유료시설로 비용도 가장 비싸며 자원 입소자가 대
부분이다.
둘째,실버타운 내에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생활문화센터와 스포츠 센터의
모든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입주자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들의 고립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도 특징이다.
셋째,자연경관이 다른 곳에 비교하여 매우 좋다(장석만,2003).
사)단점
입주자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구분                          내용

식사

서비스

-1일 3식 복수메뉴, 테이블 서비스

-의사처방에 의한 치료식 제공

가사

서비스

-주 2회 거실 바닥 청소 실시, 침구류 세탁서비스, 

 건조형 세탁기제공

생활편의

서비스

-생활상담, 재무관리 코너 설치

-셔틀버스 운행(서울 강남, 수원)

건강관리

서비스

-24시간 간호사 응급대기, 연 2회 정기검진, 건강 상담, 

영양상담,    운동처방

-클리닉(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문화여가

서비스

-스포츠센터이용, 입주자 전용강좌 수강 및 이벤트 참여

-스포츠 문화센터 수강시 외부인 수강료의 5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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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싱홈
(1)입주대상
입주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치매,중풍)으로서 독립
적인 생활이 어려워 24시간 간호를 요하는 노인이다(장석만,2003).
(2)입주비용
노블카운티 너싱홈의 입주비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삼성 노블 카운티 너싱홈 입주비용

자료:노블카운티 홈페이지 재인용

(3)제공 서비스
-식사,청소,세탁 등의 생활서비스
-생활 도우미에 의한 목욕,거동보조 및 위생처리 등의 일상활동 서비스
-물리,작업치료 등의 재활치료 서비스
-다양한 사회,오락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제공하는 여가활동 서비스
-원예,음악,미술,레크레이션 등 치료프로그램

222)))유유유당당당마마마을을을
가)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3번지에 소재하고 있다.국내 최초로
1988년 7월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로 건립된 유당마을은 입주자들의 요구에
의해 1996년 유료요양원을 개원하여 본격적인 노인복지시설의 틀을 갖추게

입주실 구분 1인실 2인실 4인실

베드수 37개 52개 108개

입주보증금 2억 1억4천만원 1억

월 생활비 444만원 290만원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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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나)시설현황 및 수용규모
유당마을은 사단법인 제성으로 설립되었으며, 대지 3308평,건평217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초현대식 건물에 106세대의 수용시설을 갖추
고 있고,입소정원은 120명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물리치료실,게이트볼 연습실,취미실,세탁실,운
동실 등이 있으며 1층에는 사무실과 객실,휴게실,부속의원,사우나,자동
목욕실,간호사실,식당,상담실,매점 등이 있고 2층에는 객실과 휴게실 등
이 있다.3층에는 객실과 시청각실,세미나실,대강당 등이 있다.외부공간
에는 화훼농원,유당농장 등이 있다(추창수,2001).
다)입주비용
유당마을의 평형별 입주비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유당마을 평형별 입주보증금 및 월 생활비 (단위:만원)

자료:유당마을 홈페이지 재인용

라)입주자격
만 6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노인 및 부부와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구분 평형
입주보증금

월 생활비
전향 후향

1층
1인실 16 3,500 90

2인실 32 5,500 90

2층
1인실

16 5,250 4,900 90

21 6,750 6,300 90

2인실 49 15,750 14,700 90

3층

1인실 21 6,300 5,850 90

2인실

32 9,800 9,100 90

41 12,600 90

49 14,7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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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인으로 보증인과 동행으로 직접 내원하여 시설 견학 및 상담 후 결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제공서비스 프로그램
유당마을의 제공서비스 프로그램은 표 12와 같다.

표 12.유당마을 제공서비스 프로그램

자료:유당마을 홈페이지 재인용

바)특징
유당마을은 수원시 광교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관공서와 대형 쇼핑
타운 및 종합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서 전원과 도심의 생활환경이 혼합된
곳이며,국내 실버타운 1호라는 점에서 해마다 언론매체의 취재를 통해 1

구분 내용

의료간호

서비스

-24시간 상주 간호사 항시 대기

-연 1회 이상 정기검진 실시

-정기적인 건강 상담과 건강강좌, 운동처방

-의사 처방에 의한 투약, 처치

-의사방문 진료서비스

가사

서비스

-청소, 세탁서비스

-일상생활서비스

-시설관리서비스

문화

서비스

-문화, 교양강좌, 동호회 활동

-레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종교 활동

-각종 초청공연, 유적답사, 가족 참여행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생활편의

서비스

-생활상담, 행정업무대행, 세무법률상담서비스, 재무관리

-외출차량지원,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셔틀버스 운행(1일4

회)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노인 건강체조, 개인텃밭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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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적어도 2회 이상의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다.
유당마을에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이 유당마을을 선호하는 이유는 서울
과 가깝고 자연환경,교통 등 사회 환경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사)단점
유당마을 입소자들은 대다수 경제적 능력을 갖고 생활수준이 중산층 이상
에 해당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다.그러나 요양병원을 갖추고 있지
못해 입소 중 병이 들거나 몸이 허약한 노인은 퇴소해야 하며 이 점이 경
쟁력 약화의 주원인이다.또한 가까운 곳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소음이 심
한 편이다(유혜주,1993).

다다다...전전전원원원형형형:::수수수동동동 시시시니니니어어어타타타운운운과과과 실실실버버버텔텔텔 장장장자자자동동동
111)))수수수동동동 시시시니니니어어어타타타운운운
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산 14-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2003년 7월
5일 개원하였다.원래 설립목적은 은퇴한 목사들을 위한 실버타운으로 설
립하였으나 현재 일반인도 입주하고 있다.
나)시설현황 및 수용규모
수동시니어타운은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4095평 규모의 지
하 2층,지상 10층의 초현대식 건물에 32평형 65세대,16평형,123세대 수
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입소정원은 253명이다(장석만,2003).
다)입주비용
수동시니어타운의 평형별 입주비용은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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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수동 시니어타운 평형별 입주보증금 및 생활비 (단위:만원)

자료:수동시니어타운 홈페이지 재인용

라)입주자격
60세 이상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은 입주가 가능하다.
마)제공서비스 프로그램
수동시니어타운의 제공서비스프로그램은 표 14와 같다.

표 14.수동 시니어타운 제공서비스 프로그램

자료:수동시니어타운 홈페이지 재인용

바)특징
첫째,현재 입주중인 다른 실버타운과 비교할 때 시설이 좋으면서도 가격

평형 세대수 입주보증금 월 생활비

16평 123 5,600-8,600 27(1인)

32평 65 15,200-17,200 54(2인)

구분 내용

신앙관리

서비스

-연중무휴로 진행되는 집회

-도서관: 신문잡지, 은퇴목사를 위한 교양신앙서적, 인터넷설

치

문화레저

서비스

-음악, 영화감상실

-실내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기수련

건강관리

서비스

-정기검진

-물리치료

-간호, 간병서비스

생활편의

서비스

-세탁/건조실 운영, 이미용서비스

-생활정보제공

-셔틀버스 운행(1일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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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렴하다.
둘째,기도원과 정신요양병원이 함께 있다.그리고 근처에 시에서 운영하
는 노인 복지관이 같이 있다.
셋째,앞으로 수동 시니어타운의 체인망 형태로 설립될 실버타운은 이용하
는 사람끼리 합의에 의해 주거지를 교환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부족한 운영재정은 서울 성북교회에서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사)단점
전원형이라서 도시와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해 있어서 고립된 느낌이 들며
전원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농장 등의 운영이
안 되며,대부분 본인 스스로 온 것이기보다는 자녀들에 의해서 입소하여
마음의 상처가 많아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장석만,2003).

222)))실실실버버버텔텔텔 장장장자자자동동동(((구구구,,,가가가야야야산산산 실실실버버버홈홈홈)))
가)위치
실버텔 장자동은 1996년 8월에 개원하였으며 위치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341번지로서 가야산 해발 850m에 위치해 있다.
나)시설현황 및 수용규모
수동 시니어타운은 불교스님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건축면적은 1608평으로
입소정원은 122명이다.
다)입주비용
실버텔 장자동의 평형별 입주보증금은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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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실버텔 장자동 평형별 입주보증금

자료:김국현,2002재인용

라)입주자격
60세 이상의 남녀,부부,형제 ,자매,독신 등 가벼운 노인성 질환으로 휴
양이 필요한 노인은 입주가능하다.

마)제공서비스 프로그램
실버텔장자동의 제공서비스 프로그램은 표 16과 같다.

표 16.실버텔 장자동 제공서비스 프로그램

자료:김국현,2002재인용

구분 세대수 입주보증금

15평 123세대
위탁형 6,950

종신형 6,950

32평 65세대
위탁형 15,000

종신형 15,000

구분 내용

문화레저

서비스

-골프연습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옥외 편의휴게실

-대목욕탕(사우나), 실내헬스장

건강관리

서비스

-매월 건강 상담, 정기검진기록관리, 방문건강상담, 건강강좌

-24시간 의료차량 대기, 연중무휴의료진 상주, 식이요법지도

-연2회 정기종합검사, 물리치료실

생활편의 

서비스

-노인 문제 연구소나 전문 상담원을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상담

을 실시

-생활 주거동 및 거실의 청소, 세탁서비스와 은행, 우체국 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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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특징
산위에 있으므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공기가 매우 좋으며 2시간 정도의
삼림욕 등산코스가 있다.기존의 운영자 부도로 스님이 인수하여 운영한다.
사)단점
병원 시설이 없으며 주변도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입소자들이 주
변도시문화 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여 만족도가 낮다.
또한 전원형이어서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녀와의 만남이
용이하지 않다(김국현,2002).

라라라...사사사례례례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실버타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실버타운 운영자 입장의 문제
첫째,실버타운 운영주체의 입장에서는 너문 낮은 입소요금이다.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실비요양시설의 운영비 전체에 대
한 자체 수입충당 비율은 전체의 65.8%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변재관,1999).실버타운 운영자 측에서는 그 원인을 설립초기에 정
부로부터 설립비나 운영비를 보조받지 못하면서 입주비용 역시 낮게 잡도
록 제의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이처럼 자체조달이 어려운 재정상황
에서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입주자들에게 제공해주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밖에 없다.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른 서울 시니어스 타워
와 노블 카운티를 제외하고는 실버타운이 대부분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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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실버타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정부지원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

다.특히 도시근교형과 전원형의 경우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
는데,선국진(2004)의 논문에서는 실버텔 장자동 운영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현재 실버타운 운영의 문제점으로 세금감면과 저렴한 이자의 자금융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으며,기름,전기 등을 농어촌 공급가로 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도가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민간 기업이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참가하
는 것을 억제해 왔는데 그 이유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면 영리추구의 폐단
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더구나 실버타운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규정되어 각종 규제 등을 받고 있으며,서울 시니어스 타워 같은 경우도
개원 후 4년 동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주차장 운영이나 마트사업,
송도병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정상운영이 가능하였다.성공적인 실버타운이
이러하다면 다른 실버타운의 재정현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셋째,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은 노블카운티와 시니어스 타워를 제

외하면 대부분 시설규모가 작고 영세하다.실버타운은 운영비의 전액을 수
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운영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정선의 수용인원이 필요
한데 대부분의 실버타운이 시설규모가 작은 편이며,이로 인해 더욱 영세
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수동시니어타운의 경우 타 실버타운과 비교하여 입소자들에게 낮은 입주
비를 받음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데,이에 대해 운영관계자는



- 33 -

실버타운 설립이 타 실버타운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입소정원이
최소 200명 이상은 되어야 적자에서 헤어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입소정원 목표도 200명이상으로 하고 있다(선국진,2004)
넷째,노인복지시설에는 전문종사자가 필요한데 시니어스타워와 노블카

운티를 제외하고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전문종사자 수가 부족하고 이직률이
높다는 점이다.유당마을의 경우에는 개원 초 30명이던 직원이 지금은 21
명으로 감원되어 운영되고 있다.이는 실버타운의 수지불균형에 따른 적자
운영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실버타운에 대한 전문종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는 입주자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또한 현재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종사자들도 낮은 임금 때문에 사명감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실정이었다(선국진,2004).

2)실버타운 입소자 입장의 문제
첫째,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스타워,노블카운티의 경우 입소

비용이 너무 높다.월이용료 외에도 입소보증금에 수억 원에 달해 일반 노
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실버타운에서의 연계적인 입주활동이 곤란하다는 점이다.서울 시

니어스타워,노블카운티를 제외하고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이 분리되어 입주
자의 노화에 따르는 건강상태로 인해서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퇴소해야 하
기 때문이다.
셋째,노인들은 가족과 헤어져 실버타운 시설에 입주하여 생활하므로 의

료서비스 시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경주
실버타운,유당마을,실버텔 장자동 등 대부분의 실버타운이 의료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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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물론 자체적으로 상주하는 의료진이 있
으나 의사와 간호사 한사람만 배치되어 있거나 의료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넷째,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이다.노년기에 노인들은 심리적,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며 여가활동이나 재활기
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대
부분의 실버타운의 경우 입소자의 연령대가 높아 일률적으로 계획된 프로
그램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며,노블 카운티의 경우 자체 프로그램에 20%
만이 참여하는 실정이다(선국진,2004).
다섯째,실버타운의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이다.실버타운에 입

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전 방문하였을 때 가장 빈번한 질문이 재정 상
태와 운영주체에 대한 것이라고 하며,입소예정자나 가족들이 갖고 있는
운영주체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재정상태 열악으로 인한 도산위기와 약속
된 서비스의 불이행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조사되었다(선국진,2004).또한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실버타운 설치 운영에 경험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
단편적인 지식에 따라 실버타운을 건립 후 입주자 모집에 실패하여 도산하
는 업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었다(대한건설협회,2001).
여섯째,실버타운에 대한 잘못된 인식문제이다.현대 입소하고 있는 대

부분의 입소자들이 본인의 필요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자식들의 권유와
강요에 의한 입소자가 많다는 것이다.수동 시니어 타운이나 실버텔 장자
동의 경우 그러하며,이로 인해 입소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
으나 종교재단의 경우 마음의 상처를 종교심으로 위로받는다는 장점이
있다(선국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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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선선선진진진국국국의의의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운운운영영영 현현현황황황

가가가...미미미국국국
1)미국의 실버산업 형태
미국의 실버산업은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다소 앞서 출발한 단계에 있
다고 할 수 있다.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간의 고령화 율은 약 10년간의 시
차가 있어 고령자의 인구도 훨씬 많고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도 상당히 앞
서있다. 평균 수명은 일본이나 스웨덴에 비교하여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
다.미국은 1960년대부터 비영리단체,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노인주택이 활
발히 건설되기 시작하였다.미국의 노인보호시설은 79%가 영리시설이고
14%가 비영리 민간시설이며 7%만이 정부시설인데 이는 연금을 중심으로
고령자 소득이나 자산이 풍부해졌다는 점,정부의 의료서비스가 확립되었
다는 점,여성의 사회진출에 의해 가족부양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점,그리고
고령자의 자립의식이 강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벌터,로버트,1975).
미국은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주거산업이 가장 발달되어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며 현재 미국에는 2,600개소 이상의 분양형 또는 임대형 운영방식에
의한 노인 촌락이 건설되어 있는바 그 중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집중 설치되어있다.애리
조나 주 근교에 있는 선시티라는 노인촌락에는 60세 이상 노인 75,000명
이상이 집단 거주하는 큰 규모의 촌락이다.또한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
근교에 있는 레저월드는 인구 30,000명 규모의 노인촌락인바 이곳에는 입
주금 200,000달러에 매월 1,500달러 정도 부담해야하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
는 부유층 노인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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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플놀 빌리지에는 단지 내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으며 노인이
입소한 건물에 어린이 학교를 배치한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런 촌락에 미국 노인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이곳에는
범죄 발생률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아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안전성이 높
다.또한 거리가 깨끗하고 취미,오락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잘 되어있다.이곳에는 도서관,수영장,목공 수예실,보석 세공실,당
구장,사교댄스홀 등 수백 종류의 클럽활동이 있어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이러한 촌락에는 노인병 전문병원이 여러 곳에 설
립 운영되고 있어 건강이 악화되거나 와상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신변
보살핌,간호,치료 등을 시설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준다.
이와 같은 노인 촌락 외에도 미국에는 전국 각처에 노인 요양소,노인 전
용아파트,노인 전문병원 등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산업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용시설이 수없이 많다.
노후 생활 형태 중 또 하나 특이할 만한 현상은 모빌 홈의 출현이다.모빌
홈이란 자동차를 주택구조로 개조해서 제작한 것이다.지금 미국의 노인
중 약 80만 명 이상은 이러한 주택을 이용하여 철새처럼 이곳저곳 좋은 곳
을 옮겨 다닌다(한국 노인문제연구소,1993).

2)노인 주거 유형 및 특징
가)노인전용 주거단지
미국의 노인주거시설은 정부의 의료제도가 확립되고 연금혜택으로 노인소
득이 증가되면서 비영리단체,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건설 공급 되었으며
입주방식은 종신보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캘리포니아 등 기후가 온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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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가 좋은 곳에 집중 설치되었다.주요시설은 각종 부대시설과 의무시설
이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노인생활의 안전성을 높여주고 있다.

(1)평생보호 노인주거단지
입주자에게 거주시설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도 제공하는 주거단지로서 요
양시설을 갖추었다.입주자는 주거시설과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입주 시에
입주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한다.
입주비 지불 방식은 첫째,입주비를 일괄지불하고 월별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둘째,임대주택과 같이 매달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가
있다.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며,독립형 거주(100-250호)와 요양소(침상
50-100개)의 규모가 많다.80년대 대량 공급했으나 서비스 발달과 더불어서
인기도가 하락하고 향후 전망이 낮다.

(2)집단보호 노인주거단지
건강하고 활동적인 퇴직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주거
와 식사,오락 등의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일부 단지 입주자
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면 퇴소해야하고 어떤 단지에서는 계약을
맺고 요양원으로 이전하도록 한다.골프장,풀장,클럽하우스 등 대규모 레
저시설 이용권과 주택을 묶어서 판매한다. 미국의 표준주택보다 소규모
의 단층 단독분양주택이 대부분이며 이전 거주 주택의 매각이익으로 구입
할 수 있는 가격대로 설정되어있다.

나)공동 주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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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인주택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있다.이는 노인들이
노인주거단지에 입주하지 않고 일반 단독 주택을 개조하거나 혹은 간이 주
택을 새로 증축하여 좀 더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거
시설이다(오찬욱,1993).

(1)액세서리 아파트
성장한 자식들이 모두 분가해서 집을 나가면 그 집에는 노부부만 남게 되
므로 빈방에 독립된 취사 대를 설치하여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해준다.넓
은 집의 경우는 3세대 또는 4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 구조를 개조하
기도 한다.이러한 주택은 통칭 액세서리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다(오찬욱,
1993).이렇게 개축하는 경우 노인들에게 오는 장점으로 소득의 증가와 주
택관리비의 경감이 있으며 임대노인이나 입주자 모두가 친구가 생겨 고독
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자신의 주택을 이와 같이 개조해서 자식과 같이
살게 될 경우는 부모 자식간에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상호원조가 가능하
다는 점을 들 수 있다.미국의 경우 액세서리 아파트에는 부모 부부와 자
식 부부가 같이 거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따라서 이러한 주택은 고부간
동거주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이런 우형의 주거시설이 지니는 단점으로
는 주택을 고치는데 비용이 든다는 점과 단독주택지대가 아파트주거지역으
로 변질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 하락의 염려가 있다는 점과 해당지역의
건축기준에 위배될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한국 노인문제 연구
소,1997).

(2)이코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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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할머니집이라는 명칭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이다.자식들이 거주하는 집 정원이나 옆에 노인용 간이주택을
새로이 짓고 노쇠현상이 심화된 상태의 부모를 그곳으로 모셔다 놓고 일상
생활을 보살펴드리는 거주형태이다.이러한 거주형태의 장점으로는 해당자
인 노인은 자녀와는 독립된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자녀들 가족과 이웃에
거주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부모를 가까이서 모실 수 있어
자식들로서도 안심이 된다는 점과 부모자식 상호 간에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노인전용 하숙집
이것은 미니 양로원의 성격을 띤 형태이다.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젊은
이 가정이 소수의 노인을 가정집에 입주시켜 그들에게 식사,세탁,청소,
잔심부름 등 일상생활을 보살펴 드리는 대가로 돈을 받는 소위 하숙집의
운영형태이다.이 제도의 장점은 큰 규모의 노인요양시설보다는 입주가격
이 훨씬 낮고 가족적 분위기가 보장되고 신체적 노쇠로 인해서 외출도 제
대로 못하는 노인으로 하여금 고독을 해소하여 준다.단점은 허가제가 아
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노인의 안정성 또는 서비스 면에서 문제가 있
을 수 있다는 점과 하숙집 주인이 노인에 대한 서비스 분야의 전문적 지식
이 없거나 노인을 보살피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업무
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자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할 수 있다.이는
정규양로시설과 같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규
정을 적용시킬 수 없어 권장규정이라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김국현,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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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상생활을 돌보아 주는 집합 주거단지
이 집합 주거단지는 일반적으로 10-100세대정도로 구성된다.이곳에 입주
한 노인들은 비영리단체로부터 가사의 도움을 받고 하루 한 끼 식사도 제
공받으며 병원출입 등에도 교통편의 도움을 받으며 주택단지 내에 있는 취
미,오락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이 시설의 운영주체는 민간영리기업,비영
리단체가 있다.주택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건축한 주거
단지의 경우는 염가로 입주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른다.일상생활을 돌보아주는 집합 주거단지의 장점으로는 주택
제공뿐 아니라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노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노인 하숙집과는 달라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적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긴급사태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
하루에 한번 이상 공용식당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어 서로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설의 단점으로는 공용부분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점,입소자를 필요이상으로 보살펴줌으로써 그들의 의존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지원이 없는 집합주거단지의 경우 입주자의 부
담이 높아진다는 점 등이다(엠 발린스,1998).

(5)주택 공용제
2인 이상의 비가족원이 같은 집에서 사는 형태를 주택 공용제라고 한다.
비가족원이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흔히 볼 수 있
는 보편적 형태이며 이것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주택공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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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노부부 혹은 노인 혼자서
생활하는 주택인 경우 가옥의 평수가 넓어서 건물의 유지관리가 힘들다는
노인과 주택이 없는 사람을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이 서로 한곳으로
모아 도와가며 살도록 하는 제도를 주택 공용제라고 한다.장점으로 동거
로 인해 주택 관리비가 적게 들며 젊은이와 같이 사는 경우 세대 간의 이
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국가의 노인주택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택공용 알선센터는 흔하게 볼 수 있다.

(6)독립형 노인주거단지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지원서비스가 보장된 건강한 노인용 거주형식이며
주 1회 정도의 시트교환,청소 등 리조트 호텔과 거의 같은 형식이다.
자택에서의 거주에 불안을 느끼게 된 비교적 고령의 부부나 독신 고령자
로서 자택 등의 처분을 통해 자력으로 비용부담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인
자가 대부분이며 집합 규모는 100-200호 정도이며 집합주택이 대부분이다.
독신시설로는 임대형식이 많으며 월 15-30만 원 정도에 도시근교형이다.
풀,카드룸,도서실,공예실 등의 각종 공용시설이 마련되어있다.

(7)보조주택
신체적으로 조금 약화된 고령자 대상으로 운영되며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원룸유형의 주택이다.1일 3식,입욕에 관한 시중,24시간 간호서비스 등이
제공 된다.개인의 프라이버시 확보측면에서 요양소와는 구분되며 80-120
호 정도 규모로 건립된다.월 30만 원 정도의 월 단위 계약 임대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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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2002).

3)미국 실버타운 사례
가)선시티 웨스트
애리조나 주 피닉스 근교에 위치한 선 시티는 850만평에 건설된 저층 주
거단지로서 영리단체인 델 웹스사에 의해서 1978년에 개장하였으며 고급
골프주택단지인 선시티 웨스트는 고급취향의 단독주택 단지이다(박현호,
2003).
단독주택은 6356세대,빌라형 콘도미니엄은 6102세대,14층의 타워형 아파
트는 311세대가 있다.
입주비용은 다양한데 ,최소의 비용으로 이 도시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트레일러하우스는 1만7천불 정도이며 ,고소득층 노인을 위한 고
급주택은 20-30만 불이다.
입주는 분양방식이며 장기융자도 가능하다.주택 가격은 9만 달러-23만
달러의 분포이며 냉난방 시설을 포함한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함께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각종 운동시설,취미시설에
는 상하의 구분이 없다.
선 시티는 겨울에 춥지 않고 공기가 건조하여 해소병와 관절염이 발생하
지 않는다는 장점 외에도 대도시의 소음과 위험에서 격리되어 조용하며 안
전하다.
편의,오락시설로는 18홀 골프코스가 있으며 6개 홀은 입주자가,1개는 일
반인이 이용한다. 또한 실내외 수영장,테니스코트,헬스클럽,볼링장,전
자오락실,워킹트랙을 갖춘 종합편의시설이 6개소 설치되어 있으며,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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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영화관이 있다.
단지 내에는 슈퍼마켓,미용실,약국,식당,은행,여행사,의상실,꽃가게,
안경점,가구점 등 다양한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델 웹스 종합병원이
단지 내에서 운영되어 각종 의료서비스를 담당한다.이곳에는 노인 요양시
설과 치매센터가 10여개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종교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룸을 제공하며 기본 서비스로는 세탁,레
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참가가 있고,유료서비스인 장례식 ,건강센터,식사
비,취미교실 재료비부담,골프장,승마장,영화관,볼링장 시설이용은 실비
부담이다(박현호,2003).

나)그링어 코브
그링어 코브는 메릴랜드 중 아나포리스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30에이커
대지에 234세대를 갖춘 실버타운이다.이 시설은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위
한 시설로서 입주금과 월사용료를 징수하며 납입했던 보증금 중 90% 이상
을 반환한다.
비용은 작은 방의 경우 1인실은 입주금 16만1천 달러-17만5천 달러에 월
사용료 494달러,2인실은 입주금 17만2천 달러-18만6천 달러에 우러사용료
815달러이다.큰 방의 경우는 1인실 입주금 22만 1천 달러-23만8천 달러에
월사욜료 765달러이고 2인실은 입주금 23만2천 달러-24만9천 달러에 월사
용료 815달러이다.
서비스로는 1일 1식 제공,1주일 1회 세탁서비스,시간제/구간제 교통편의
제공,도서관,오락활동제공,은행,편의점,수영장/사우나,운동시설,24시
간 비상호출장치,낚시터,당구장,칵테일라운지,종교서비스가 있다(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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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2003).
다)레저월드
레저월드는 캘리포니아 중의 라구나 힐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 퇴
직주택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연평균 수입 10,000불미만의 저소득층을 위
한 1093세대의 노인 아파트로서 1980년에 개장하였으며 입주방식은 종신
이용권 방식이고 월사용료는 250-350불이다.
운동시설로 볼링장,당구장이 있으며 취미문화시설로 도서실,노인복지회
관,사진클럽,무료영화,정원 가꾸기 등이 있다.
기본서비스로는 어학교육,취미활동,건강진단,이벤트,식사제공,사회서비
스 안내,무료건강체크 등 이 있으며 유료서비스로는 월 4회 이상 공동식
당에서 의무적 식사,재가노인 대상 선착순 100명 식사제공이 있다(한조희,
2005).

나나나...영영영국국국

최초의 노인주택을 공급한 영국의 고령자 주거시설로는 노인 홈과 요양소,
보호주택이 있다(이주호,2004).
1)노인홈
노인 홈은 자력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고령자를 수용하여 돌보는 복지시
설로 1948년 법에 의해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1984년에 등록홈법이 제정되
어 노인홈 및 요양소에 관한 법령이 완비되었다.우리나라의 양로원에 해
당하는 것으로 영국에서 갈 곳 없는 고령자를 수용하여 보호하는 가장 일



- 45 -

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노인홈의 설립주체는 지자체가 가장 많고
그 외 민간 영리,비영리 단체에서 경영하기도 하며 50-100명의 대규모 시
설도 있으나 가능한 가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규모로 지어진다.입소
자의 조건은 노화,쇠약 등의 이유로 다른 수단으로 얻을 수 없는 시중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이며 입소자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형식이다(이주호,2004).

2)요양소
요양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모두 민간에서 경영하고 있다.운영주
체는 공공부문의 지원을 상당부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와 이용자부담 원
칙으로 운영되는 영리단체로 구분된다.주로 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요양소
가 대부분으로 이용료가 비싼 편이다.노인홈과 마찬가지로 소득보조제도
가 있다.일상간호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한 시설로서 돌보는 사람
은 반드시 간호사나 간병인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허미자,2004).

3)보호주택
보호주택은 자립의 유지 존중,탈시설을 목표로 고령자의 자립생활에 대하
여 지나친 보호를 하지 않고 적절한 케어와 쾌적한 거주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형태로 고안된 것이며 1960년대,1970년대 약 50만호가 건립되었다.고
령자만 거주하는 집합주택,상주관리인의 배치,고령자용 특별설계,긴급시
의 통보시스템 등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가 충족되면 보호주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광범위하다.표 17은 보호주택을 범주별로 분류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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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보호주택의 분류

구분 카테고리 1 카테고리2 카테고리21/2 노인홈

주택
-독립된 주택

-원룸형(32.6)

-1침실형(34.0)

-독립된 주택(방, 

부엌, 욕조, 화장실)

-원룸형(30.0)

-1침실형(34.0)

독립된 주택(방, 

부엌, 샤워, 화장실)

전용공간은 방 

1개

공용
공용룸, 세탁실, 

전화실

공용룸, 세탁실, 

주방, 간호실, 

보조실

방 이외에는 

모두 공용공간

서비스 특별 관리인
응급통보시스템, 

다수의 특별 관리인

풀 서비스(식사, 

시중, 간호)

규모 10-20호 25-35호 40호
15-100인 

정도까지 다양

비고

-고령자 

자립생활이 원칙

-고령자를 배려한 

설계(복도, 문의 

폭, 바닥재질)

카테고리1 

+관리인(거주자의 

긴급통보, 

지역의료체계와 

연결담당)

-관리인 1인당 

25-35호 정도가 

효율적

-카테고리2와 노인 

홈의 중간단계

-관리인 서비스 

이외에 식사서비스 

제공

-다소 약화된 

고령자를 위한 유형

프라이버시 

거의 보장되지 

않음. 

복지시설에 

해당

자료:대한주택공사,1999재인용

보호주택 입주자가 지역의 일반 고령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임대료 수당,연금,생활수당,간호수당,가정의의
진단,홈헬프서비스,간호서비스,급식서비스 등이며 특별 관리인이 이러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주호,2004).

4)일반주택 거주 고령자를 위한 주택 보조금 정책
고령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살던 일반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주택보조금 정책이 있다.현재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보조금은 금전급부 와 주택보조금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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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혜자의 소득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주택보조금은 노후한 주택의 개
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종
류는 중간보조금,특별보조금,개량보조금,개수보조금의 네 가지가 있다.
한편 주택보조금은 노인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공
사를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고령자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영국의 주택보조금은 표 18과 같다.

표 18.영국의 주택보조금

중간보조금
화장실, 욕조 등 최저시설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개수할 때 지급 해당

특별보조금
중간보조금과 동일 성격이나, 주택유형이 공동주택인 경우에 

해당

개량보조금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을 표준수준으로 개량하고자 할 경우 

가옥 하나를 두 가구 혹은 여러 가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개조할 때 해당

개수보조금

1919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거주자 중 일정액의 지방과세 

이하의 해당자가 가옥수리를 필요로 할 경우 지급하는 

주택보조금의 제도

자료:대한주택공사,1999재인용

다다다...일일일본본본
여러 선진외국 중에서 일본의 노인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은
우리나라의 노인주택 정책수립과 노인주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첫째,우리와 같은 문화권의 일본은 가족부양 등에 대한 유사한
전통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에 적합한 노인주택과 정부의 지원책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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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둘째,일본 역시 노인인구비율이 7%를 넘지 않은 1970년 이전에는
노인주택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거의 없었으나 이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노인주택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서 향
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많다(한국 노인문제연
구소,1998).
일본의 경우 유료노인주거 복지시설은 공적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
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설치주체,유형,운영기준 등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
유료시설의 운영주체는 개인,주식회사,생명보험회사,재단,사회복지법
인 등 다양하며 시설의 설비 면에서도 저소득 대상의 초라한 시설부터 고
소득 대상의 고급맨션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입주계약방식은 종신보장형,이용권형 등 입주자 희망에 따라 계약의 유형
을 달리 할 수 있으나 입주자들은 대부분이용권형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의 유료노인시설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자치형의 노인주거시설이 주류
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신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시설이 보편적
이다(김국현,2002).

1)공공부문의 유형
일본의 노인주택은 공영주택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대부분 일정호수
를 노인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이다.공공부문의 노인주택 유형은 중,저소
득층의 고령임대거주자 대상의 기획주택,중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임대
료 보조를 하는 복지형 공공임대주택,중산층 고령자 대상의 시니어 주택
등이 있다(김완래,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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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령자용 기획주택 (실버하우징 프로그램)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건강하여 자립할 수 있는 고령자만의 가구를 대
상으로 하여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
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이것은 1987년에 시작하였고 주택공급은 건설성에서 담당하고 복지서비스
는 후생성에서 관리하는 획기적인 주택공급제도이다.이 주택을 직접 공급
하는 것은 지방공공단체,주택도시정비공단,지방주택공급공사들이다.
입주대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로 일상생활들이 자립가능한 사람들
이다.
주택은 집합주택으로 고령자의 생활특성에 알맞게 지어진 건물로 단차해
소,손잡이 설치,긴급통보체제의 설치,바닥높이 욕조 등의 시설이 있다.
그밖에 고령자용 공용시설로 생활상담실,휴게실 등이 있다.
입주자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보조원은 10-39가구에 대하여 한사
람씩 배치되어 있다.
그 파견은 해당주택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실버하우징에 건설
되어 있는 데이케어 센터나 인근에 있는 데이케어센터의 직원들로 구성된
다.파견 시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일부 담당하고 나머지는 공적보조
가 있다.생활 보조원은 실버하우징 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입주자
의 생활지도,안주확인,일시적 가사보조,긴급시의 대응,관계기관과의 연
락 등을 맡는다.이처럼 실버하우징은 주택 분야의 복지 분야와의 연계,주
택공급주체와 주택이 있는 기초자치단테의 연계 하에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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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복지형 임대주택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
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주택공급제도이다.
공영주택제도는 지방공영단체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데 반하
여, 이 제도는 민간 토지 소유자가 건설한 주택을 지방공공단체나 지방주
택공급공사가 임대하여 다시 임대료를 경감하여 고령자에게 임대하는 제도
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 고령자가 생활하기
에 적합하도록 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
임대료에 관하여는 매년 결정되는 입주자 부담액과 주택소유주에게 지불
할 임대료의 차액을 국가 및 공공단체가 보조하도록 되어있다.
이 제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실버하우징과 같이 복지서비
스 차원이 보장되지는 않지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인을 파
견하는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
고령자만의 거주에 적합한 주택을 제공하고 집세를 보조하여 줌으로써 고
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고령자 주택이라 할
수 있다(김완래,2002).

다)시니어 주택제도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
주할 수 있는 주택이며 실버하우징이나 복지형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
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대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가구이다. 이 주택의 건설,공급 주체는 주
택도시정비공단이나 지방주택공급공사이며 최대 특징은 입주자가 입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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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
지불을 보장받게 되는 데에 있다.
각 주거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양식이 되어있으며 생활을 지원하
기 위한 공용시설이나 서비스제공이 있다.
입주자는 입주 시에 종신연금보험을 활용하게 되는데, 입주 시에 임대료
상당금액의 정도의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입주 시에 한꺼
번에 보험회사에 지불한다.
보험회사는 그 보험금을 시니어 주택관리공단인 고령자주택재단에 지불
한다. 이렇게 해서 입주자는 종신의 집세지불 보장을 받게 되고 시니어
주택을 퇴거하는 경우에는 살아 있는 한 연금을 직접 보험회사에서 계속하
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금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이는 지방주택공급공사가 독
자적으로 자금 운용하여 종신거주를 보증하는 방식이다.입주 시 일정기간
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괄 지불하며 기간 경과우 추가 임대료는
없다.퇴거 시에는 거주기간에 따른 일정금액을 감액한 후 반환한다(대한
주택공사,1995).

2)민간부문의 유형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주거시설은 유료 노인 홈이다.유료 노인 홈은 경제
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
로 1963년 노동복지법이 바뀌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주거시설의 수요 증가
로 급속히 확대되었다.그리고 정부도 유료 노인 홈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을 두지 않고 사업시행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롤 하여 수월하게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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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했다.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 노인 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
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초기의 유료 노인 홈의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
인,종교단체,또는 이들을 모체로 하는 기업이 주축을 이루어왔으나 시간
이 지날수록 주식회사 등 대기업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왜
냐하면 노인들의 입장에서 일생동안 축적한 재산을 위탁하고 자신의 노후
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만약 운영자가 도산하거나 경영이 부실하게 될 경우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었
다.유료 노인 홈은 50-100호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되어 있으며
입주방식은 대부분 종신이용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단점으로는 민간경
영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불의의 사태가 생
길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하여 해당 관공부서의 감독권한과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법적으로 강화되었다.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에 의한
“유료 노인 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이 개정되어 부도에 의한 도산방지,간
병,보호서비스 등을 명시하고 ,입주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되어 있다
(김국현,2002).

3)노인주거의 특징
일본의 고령자 주택은 아직도 초창기에 있고 198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책이 제안되고 있어 아직은 시험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주택정책 중에는 공영주택 등의 공적 임대주택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버하우징 프로젝트가 있고,주택 및 도시 정비공단이나 지압주택공
급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이용권 방식의 시니어 주택제도가 있다.이것은
고령자용 집합주택으로 장애제거설계에 의해서 건설된 독립주거와 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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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하기 위하여 서비스가 통합된 것이다.
이밖에도 민간인이 건설한 고령자용 집합주택을 공적주체가 임대하여 임
대료 보조를 하고 고령자를 임대하는 복지형 공공임대주택제도가 있다.
한편 복지정책 체제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유
료 노인 홈이 있다.이 유료 노인 홈을 중심으로 하여 질병 예방센터,고령
자 종합복지센터,재택간호지원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시설을 정비하여 건
강장수마을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또 종래의 노인홈 체제 중에는 소
액부담 노인 홈의 연장으로 보호주택시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
상으로는 실버하우징과 유사하다(김국현,2002).

4)일본의 실버타운 사례
가)시니어주택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주택인 시니어주택 사
례로 빈데지 빌라 요코하마가 있다.가나가와 현 요꼬하마시 아사히구 와
까바다이 4-25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9년에 가나가와 현 주택공급회사가
설립하였다. 서비스 제공구조는 시니어.라이프 진흥재단이 설립되어,이
재단이 송단측의 위촉을 받고 입주자에게 각종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 사업은 공공주체가 시작한 최초의 본격적인 고령자 주거 사업으로서
맹 인기가 있고 사업 면에서도 매우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빈데지 빌라 요코하마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단지
지구 및 의료시설에 인접해있으며 총 가구 수는 326가구이고,대식당,대욕
실,이 미용실,응접실,집회실,다다미방,다목적홀 도서실,음악 감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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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풀장,휴게실,건강관리실 등을 갖춘 케어센터와 프론트,로비 등의 공
용시설이 완비되어있다.
입주 계약은 입주 시 종신 임대료와 종신 간병,보호 보증금을 일시에 납
부하는데,16년간 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하며 1인당 2,340만
엔-4,000만 엔이고 2인이면 3,140만 엔-4,800만 엔이다.그 밖에 종신 간
병,보호를 위해 1인당 350만 엔을 입주 시 납부해야 한다.이 자금은 장차
신체기능이 쇠약한 경우의 간병,보호를 위한 것으로 종신 거주가 보장된
다.
그 외 월관리비로 1인당 77,000엔,2인은 월 114,000엔을 내야하며 식사 혹
은 기타 서비스 이용 시 합산하여 청구된다.
퇴거조건은 종신거주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히 정해진 조건은 없으나 신
체가 매우 쇠약하여 재가간병,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간병,보호 전문시설
로 이전할 수도 있다.
매월 관리비에 포함된 서비스는 24시산 긴급대응서비스,프론트 서비스,
정기송영서비스,각종 공용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활동 서비스,정기건강진
단 서비스 이며, 식사는 유료제인데 아침식사는 300엔,점심은 400엔,저
녁은 800엔 정도이다(대한주택공사,1995).

나)실버하우징
중.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실버하우징의 사례로 에스테이트 지또세 기보가
오까가 있다.도교도 세다가야구 후나바시에 위치해 있으며 1990년 주택.도
시 정비공단 세따가야구가 설립하였다.
이 실버하우징은 월수입 25만 엔 정도의 65세 이상 중산층,저소득층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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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당초에 임대료 부감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료가
일정 기간 중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제도가 채택되어있고 5년의 기간 동안
약 4%씩 증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최초 임대료는 매월 63,700-113,200엔이며 보증금 명목으로 3개월 임대
료를 선납한다.
퇴거는 신체기능 저하로 독립생활이 어려울 때 중증 요양시설에의 이전을
권고하는 경우이다.
동일 거주동 내에 생활보호 상담자가 24시간 대기하는 긴급통보체제가 완
비되어 있으며,주거 내부의 거실,화장실,욕실의 세 군데에 긴급통보장치
가 부설되어 관리실에 있는 수신 장치에 통보된다.또 생활리듬 이상감지
장치가 화장실과 현관문에 설치되어있어 일정시간 이상 문의 개폐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긴급 통보가 된다.일상적 상담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
은 모두 생활보호 상담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대한주택공사,1995).

333...각각각 국국국가가가별별별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비비비교교교

각 국의 실버산업에 대한 동향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인구통계상의 변화,사
회경제적 변화,후기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보호 등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는 제도에 의한 노인복지 서비스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제
는 이용자 위주,자립지원,보편주의,종합적 서비스의 제공,지역주의에로
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9는 각 국가별로 실버타운
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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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999...각각각 국국국가가가별별별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비비비교교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개요
시설

구분

-유료양로시설

  (자립형)

-유료요양시설

  (개호형)

-유료노인복지주택

  (자립형)

-자립형과 

반자립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유료노인홈

  (자립+개호)

-유료너싱홈

  (개호형)

-실버맨션(자립형)

-독립형노인주거

 단지(자립형)

-보조주택

  (반자립형)

-너싱홈(개호형)

시설

및 

서비스

시설

구성

-주거시설+공용시설

-동일건물 내 배치

  (실내시설위주)

-주거시설+공용시설

-동일건물 내 배치

  (실내시설위주)

-주거시설+공용시

설

-다양한 실내외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중 소규모시설 -대중소규모시설

시설

연계

-양로원 요양원별도  

 운영

-건강 악화시 퇴소 

및 

 시설이전

-양로원/요양원연계체

계

-건강악화시 별도 

시설   이전필요없음

-시설마다 특성에 

따른 운영

-양로원과 요양원을  

  겸한 시설

서비스 -무료 및 유료서비스 -무료 및 유료서비스

-무료 및 

유료서비스

-다양한 활동서비스

운영

현황

사업

수지
-적자운영 -적자 및 흑자 운영

-흑자운영

 (이윤15-20%)

경영

현황

-시설간 경쟁 없음

-비전문적 경영

-시설간 경쟁

-전문적 운영

-시설간 경쟁

-전문적 경영

자료:한국토지개발공사,1995재인용

소득보장 부분에 있어서 연금제도의 경우 기초연금제도를 통하여 통합화
의 움직임이 있으며,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과거의 치료중심에서 비
용일부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주택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도
보호 장치 부착 집합주택에 관한 실버하우징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으며
시,정,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단독주택 사업에 대한 다양



- 57 -

한 서비스의 제공이 계획되고 있다.
또한 서구형 복지국가가 과다한 복지지출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영리적 복지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조금,
정책금융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실버산업 지원정책으로는 사회복지의료사업단에 의한 유료 노인 홈
의 설치,가정봉사원 제도,입욕서비스에 대한 융자 제도가 있으며 유료 노
인 홈의 설치 운영지침,거택입용서비스 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다(한국 보
건사회연구원,1994).
미국은 행정체계상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으로 이어지는
노인복지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의 성격을 띠고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본방향의 설정,행정
상 감독 및 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조
직과는 별도로 자율성을 지닌 자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니고 있어 지역
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형태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민간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 정부차원
에서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노인복지비에 대한 과중부담 및 세대 간 형평성 등과 같은 논
의와 더불어 기존의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책을 벗어나 탈 시설
화를 목표로 노인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
활하도록 돕는 재가복지 정책으로 전홛 되고 있다.특히 주거관련분야 및
재가복지 서비스 분야 등의 적절한 배합 제공에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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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재 미국 연방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주택 관련정책과 복지 프로
그램은 매우 다양하고 법적 제도장치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
속히 시행해야 할 사항이며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첫째,노인이 자가 소
유의 노인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자금을 최대한 100%까지 융자해준다.
둘째,비영리 단체가 노인전용임대주택 또는 집합주택을 설치 공급하고자
한때는 연방정부가 최장 40년간의 저리융자를 해준다.셋째,저소득층 노인
들이 임대용 노인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연방정부 또는 주정
부에서 보조해준다.넷째,영리비영리 등의 민간단체가 저소득층 입주용의
노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40년간 기한으로 건축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
준다.
초기단계인 우리나라 실버산업에 무분별하게 선진국 정책을 도입 모방하
기 보다는 여러 모형을 한국형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444...선선선진진진국국국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의의의 시시시사사사점점점

가가가...일일일본본본
1)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중앙정부 적극 개입
실버서비스 진흥지도실 설치,민간유료 노인 홈에 대한 공적융자제도와
같은 일본정부의 육성조치는 민간영역이 정부의 강한 간섭과 영향력에 놓
여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실버타운이 어느 정도 육성될 때까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
도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고 동시에 민간의 자율적인 조정과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경기개발연구원,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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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장형 복지도입과 행정 재정적 지원의 결합
1993년 경제기획청의 신경제사회 7개년 계획에서 제기된 일본형 복지사회
구상은 시장형 복지도입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인개호분야는 시장 기구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기업참
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리적 복지산업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정책금융을 적용하여 육성
한다는 함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지원조치는 자원 배
분상의 복지손실과 수요자의 욕구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실버산업의 형성기에는 일정 단계까지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개호보험과 부동산 담보 연금식 금융상품개발
현대와 같이 노후시기에 결혼한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피보험자가 완전의존형인 와상노인으로 노화한다든지 상시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개호 연금을 지급하여 적절한
간호와 수발을 받게 하는 것은 노령화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매우 중요한
정책분야이다.
따라서 일본의 노후수발형 금융상품의 개발은 좋은 모델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현금은 없으나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생활자
금 등을 연금식으로 대출해주고 사망한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여 정리해주
는 상품이 필요하다.일본이든 우리나라이든 노령계층은 현금보다는 부동
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동산을 담보로 개호나 생활비를 제
공하고 나중에 재산정리를 통하여 환급받는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서
개발이 필요하다(경기개발연구원,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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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미미미국국국

1)수요자 층에 따른 다양한 시설공급
미국의 실버산업은 규모나 수준 등에 있어서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
다는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소수민족에 맞는 전용노인시설도
개발되었다.일본인 및 중국인을 위한 전용시설,대규모의 도시화된 시설
등이 있고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 있으며,고소득 노인층
이 구입할 수 있는 수억 원대 빌라형 고급 실버타운도 있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고 있는 현실은 실버타운 활성화를 앞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전문직 노인주택 관리사회 육성
미국은 실버타운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실버타운 소유주와 경영
계약을 맺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이러한 운영 전
문회사가 1980년대 이후 실버타운을 직접 건립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재 실버타운 건설자가 운영도 함께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전문적이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운
영단체 및 회사를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3)지방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
정부의 지원책으로 연방 및 주정부는 민간업자가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경
우 지원을 해주는데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대지를 거의 무상으로 불하하거
나 실버산업 민간업자가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서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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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종합리조트 타운 형태의 대단위 실버타운
을 건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실버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
하다.
일본,미국의 선진국들이 자선단체 성격을 띠고 실버타운을 탄생시킨 이후
실버정책은 높은 국민소득과 튼튼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하여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과 산업화,도시
화의 진전에 의한 핵가족화 경향은 가족보호 중심에서 시설보호 중심으로
전화되게 되었다.따라서 이 같은 가족보호기능보다는 사회적 의존도의 증
가를 야기해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서구 각국에는 시설보호를 되도록 피하고 지금
까지 살아온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주안점을 두게
되었으나 결국 점차 늘어가는 노인인구 때문에 고령자 전용 노인 촌이라
는 실버타운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이며 시설의 고급화,대규모화로 시설개
방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모색하면서 리조트 타운 개발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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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한한한국국국형형형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모모모형형형 제제제시시시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실버타운 선호도 조사에 사용된 설문 문항으로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
성,실버타운 인식정도,노후준비관련 특성,실버타운 요구도 및 개인적 특
성 관련 문항이 있는데,선행논문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질문 구성이 거의
유사한 설문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도 대부분 일치하였다.
실버타운 선호도 조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표 20.실버타운 선호도 조사에 사용된 설문 문항
항목 내용
인구사회학  

 적 특성

성, 연령, 배우자 유무, 가족동거유무, 건강상태, 소득수준, 

학력수준, 종교, 현재 주거환경 수준 및 만족도, 사회적 관계원만도

노후 준비  

 관련
노후준비정도, 노후준비이유, 노후 고독감 해결, 노후수입원

실버타운   

 요구도 

필요성, 인지도, 입주 의향, 입주 영향조건, 입주비용, 월비용, 입주 

시기, 입주이유, 주택규모, 세대수, 주택유형, 입주조건, 입주방식, 

위치, 운영주체 및  이미지, 시설, 분위기, 주변 환경, 주거지와의 

거리, 취미 공간,  서비스시설 등에 관한 개인 특성관련 요구도

자료:선행논문들의 실버타운 선호도조사 설문문항 재인용

우선 실버타운 선호도의 기초자료로서 실버타운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선행연구(토지개발공사,1994;오귀옥,1999;안승덕,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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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자,2001;김병희,2002;선국진,2003;오영미,2003;박성옥,2003;이
민경,2003;류영미,2004;안명숙,2004;김경애,2004;양태희,2005)에서 실
버타운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한편 실버타운 입주의사에 대한 연구들은 실버타운 필요성에 대한 높

은 인식과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토지개발공사(1994)의 연구에서 1/5만
이 입주의사를 밝혔고,다른 선행연구(석희옥,2001;안승덕,2000;송복희,
2002;박성옥,2003;이민경,2003;류영미,2004;안명숙,2004,김경애,2004;양
태희,2005)에서도 40% 이상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거나 입주에 모호한
의사를 밝혀 필요성과 입주의사가 차이가 있었다.이처럼 실버타운 인식정
도와 입주의향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사회와 가족의 변화로 노후의 자
기 부양에 관해서 인지는 하면서도 실제 자기부양에 있어서는 정통적 가
치가 남아있음이 반영되고 있다.이에 대한 노년기의 독립적 삶에 대한 적
응 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실버타운 필요성에 대해 인구사회학적으로 조사하였을 때 소득수준
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실버타운 선호도가 높았다.
실버타운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오귀옥,1999;

조희자,2001;김옥현,2001;박종천,1999;박성옥,2003)를 살펴보면 대체
로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 및 준비정도를 할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에 대한 준비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으며 노

후 건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성옥,2003;양태희,
2005).
노후 고독감 해결에 관한 설문에서는 대체로 자영업을 하거나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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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남는 시간에 취미와 여행을 즐기고자 하였다(김
병희,2002;박성옥,2003;이민경,2003;류영미,2004;양태희,2005)
노후 수입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금,저축/보험,주택/부동산이라고 대

답하였는데 그 순위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없었다(오귀옥,1999;김병희,
2002;오영미,2003;이민경,2003;양태희,2005).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도에 관한 연구결과(박태숙,2000;오귀자,1999;

박영옥,1998;석희옥,2001;김병희,2002;선국진,2003;오영미,2003;박성
옥,2003;이민경,2003;류영미,2004;안명숙,2004;김경애,2004;양태희,
2005)를 살펴보면, 실버타운 입주시기 및 입주동기에 대한 연구들에서 '
건강악화','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은 이유로 제시되어 건강관리와 정서
적 욕구 충족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또,박종천(1999),김옥현
(2001),안승덕(2000)의 연구에서는 '자녀모두 출가 후','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등으로 독립적으로 남은 여생을 보람 있게 살고자 하는 경향
이 두드러졌다.
실버타운 입주비용에 관해서는 대부분 5000만 원 이하를 선호하였는데

(김병희,2002;김옥현,2002;박성옥,2003;류영미,2004;안명숙,2004;양태
희,2005), 조희자(2001)와 이민경(2003)의 연구에서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
만이라고 대답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희망하는 입주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실버타운 월비용에 관해서는 요구도가 다양한데,김병희(2002)의 연구에

서는 50만원-100만원,류영미(2004)의 연구에서는 30만원 미만,양태희
(2005)의 연구에서는 30만원-40만원 정도를 월비용으로 선호하였다.
실버타운 주택 규모에 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부부 사용규모는
대체로 20-25평 내외를,독신 사용규모는 대체로 10-15평 내외를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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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귀옥,1999;조희자,2001;김옥현,2002;선국진,2003;오영미 ,2003;
박성옥,2003).
입주세대에 관해서는 대부분 50-100세대를 요구하였는데(박성옥,2003;

류영미,2004;양태희,2005), 조희자(2001)의 연구에서는 수입이 많을수록
적은세대를 원하여서 소득이 300만원이상은 100세대이하를 원하고,소득이
100만원이하는 300세대 초과를 원한다는 결과가 있었으며,김옥현(2002)의
연구에서는 도심형은 100-200세대,도시근교형은 200-300세대,전원형은
100-200세대로 위치에 따른 세대수차이가 있었다.
실버타운 주택 유형에 관해서는 아파트형 및 빌라형과 전원주택형을 선
호하였다(김옥현,2002;선국진,2003;박성옥,2003;류영미,2004;양태희,
2005).
실버타운 위치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시에서 1시간 이내인

도시근교형을 선호하였으며(오귀옥,1999;김병희,2002;선국진,2003;오영
미,2003;박성옥,2003;이민경,2003;류영미,2004;안명숙,2004) 이와 함
께 전원휴양지형도 다수가 선호하였다(김경애,2004;오귀옥,1999;김병희,
2002;안명숙,2004).위치에 관한 연구 중 박성옥(2003)의 연구에서는 연령
이 낮을수록,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근교를 선호하였고,김경애(2004)의
연구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도시근교를 선호하였다.
실버타운 입주 방식에 관해서 (선국진,2003;오영미,2003;류영미,2004;

안명숙,2004;양태희,2005) 대부분 임대형을 선호하였으나  조희자(2001)
의 연구에서는 분양형을,김경애(2004)의 연구에서는 종신이용권과 임대형
이 비슷한 비율로 선호되었다.
실버타운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부를 신뢰하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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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였다(오귀옥,1999;김병희,2002;선국진,2003;오영미,2003;박성옥,
2003;류영미,2004;안명숙,2004;김경애,2004;양태희;2005).
실버타운 입주 시 고려사항(결정적 영향조건)에 대한 연구들에서(송복희,

2002;김옥현,2002;박영옥,2001;석희옥,2001;박성옥,2003;류영미,
2004;안명숙,2004;김경애,2004) 대체로 입주비용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
으며 경제적 요인이 실버타운 입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김옥현(2001)
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입주비용을 고려하였다.
실버타운의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오귀

옥,1999;안승덕,2000;조희자,2001;석희옥,2001;이정희,2001;윤철현,
2001;김병희,2002;오영미,2003;류영미,2004;김경애,2004)의료시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이는 입주시기의 대한 연구들에서 건강악화
를 제시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이는 대부분의 중장년층이
현재에는 병이 없어도 고령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
람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주며,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예방적 건
강행동을 위한 강좌프로그램 실시 등 실버타운에서 그 분위기를 조성해나
가야 한다.
이밖에 주변환경,녹지시설,산책로,여가시설,문화 공간 활용,스포츠 시
설,오락시설,도서관,취미교실,영화감상실,텃밭,가축사육장,낚시터,안
락한 내부시설,쾌적한 환경,노인 종합상담 서비스,교통서비스,대형병원
근접 및 연계,물품구매 및 쇼핑의 편이성,경제적 가치,다양한 프로그램,
월사용료,독립된 부엌의 보유,방 크기,이용방법,외부와 시설 공동이용
여부,교통편이 및 교통시설제공,자녀와의 근접성,취업알선,교육,이성만
남 프로그램,운영주체의 신뢰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노후에 여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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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구도가 매우 다양하고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실버타운이 의료,문화,레저의 종합적 시설로서 가족 및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선호하였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외에도 여가와 레저,다양한 생활 프로그램,편리성에 대한 선호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쾌적한 시설확충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실버타운 선호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표표표 222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결결결과과과

구 분 내용

1. 1. 1. 1. 선호경향선호경향선호경향선호경향

인지도  대부분 인지

입주의향  애매모호함

필요성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

입주영향조건  경제적 비용이 입주에 결정적 영향

2. 2. 2. 2. 노후준비노후준비노후준비노후준비

                관련관련관련관련

   노후준비이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악화 대비

노후 수입원  연금,저축/보험, 부동산/주택, 

고독감 해결  자영업, 종교사회단체활동, 여행, 취미활동

3. 3. 3. 3. 요구도요구도요구도요구도

    

입주시기   건강악화, 고독할 때

입주비용   5천만원 이하

월비용   30-50만원

주택규모   부부 20-25평, 독신 10-15평

세대   50-100세대

주택유형   아파트형 및 빌라형

위치   도시근교, 전원

입주방식   임대형

운영주체   정부

서비스요구도   의료서비스, 주변자연환경, 종합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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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소소소득득득수수수준준준별별별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한국형 실버타운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실버타운에 관
한 일반적 선호도를 통해서는 실버타운 시설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노
인 소비자의 개개인의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이를 위해
중장년층의 소득 수준별로 실버타운 선호도를 제시하였다.
한편 여러 소득수준별 단계를 계층별로 저소득계층,중산층,고소득층으
로 분류하기 위해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를 참고하면 중간값(중위)소득의
50% 소득에서 150% 소득의 대상자가 중산층이며,일반적으로 저소득 계층
10%와 상위 소득계층 25%를 제외한 60-70% 계층이 중산층이다.
또한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통계자료를 참고하
면 우리 나라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2002년 어반 스터디
라는 학술 잡지에 발표된 해리 헤이젠의 연구에 근거하여 1~3분위는 저
소득계층,4~7분위는 중산층,8~10분위는 고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04년 국내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는 다음과 같다(표22).

표 22.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계층 소득 분위 소득(2004년) 소득(2005년 1분기)

저소득층

1분위 505,956 427,684

2분위 1,185,742 1,080,759

3분위 1,626,173 1,547,649

중산층

4분위 1,998,645 1,940,780

5분위 2,343,429 2,310,742

6분위 2,713,931 2,717,895

7분위 3,145,952 3,175,213

고소득층

8분위 3,705,230 3,768,374

9분위 4,501,614 4,640,149

10분위 7,105,233 7,763,731

자료:통계청,도시가계연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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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과 2005년 1분기의 10분위 소득 자료를 참고하면 저소득층은 190만
원이하,중산층은 191만원이상~310만원이하,고소득층은 311만원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국내 선행논문의 소득별 실버타운 선호도를 저소득층,
중산층,고소득층의 세 분류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표 23과 같이 전체 25건의 연구에서 소득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를 구

분지은 13건의  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규모에서 독신용 주거규모로는 저소득층은 16평이상-20평이

하, 중산층은 10평 이상-15평 이하, 고소득층은 11-15평이 선호되었고, 

부부용 규모는 저소득층 20평 이상-30평 이하, 중산층 15평 이상-30평 

이하, 고소득층 21평 이상-30평 이하가 가장 선호되었다. 주거규모 선호

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적정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세대수에서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세대이상-100세대이하를 요

구하였다. 

  셋째, 입주비용에서 저소득층은 3천만원이하를, 중산층은 5천만원이하

를, 고소득층은 5천만원미만과 5천만 원 이상-2억이 하를 선호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입주비용의 고급형 실버타운을 선호하였다. 

  넷째, 입주방식에서 저소득층은  임대형과 종신이용형을, 중산층은 임대

형을, 고소득층은 회원권형을 선호하였다.

  다섯째, 주택유형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아파트형을, 고소득층은 빌

라 형을 선호하였다.

  여섯째, 위치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대부분 도시근교를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원지도 대다수 선호하였다.

  일곱째, 서비스 요구도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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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입주비용을 요구하였으며 교통의 편리와 의료시설 및  적정규모의 

노인전용 주거시설을 선호하였다. 한편 고소득층은 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

인 수준과 의료서비스 혜택을 가장 요구하였으며, 노인주거+가족유인시설

+의료+문화시설+레저 휴양 시설의  복합 주거단지를 요구하였다. 

  여덟째, 운영주체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신뢰도 있는 정부를 선호하

였으며 고소득층은 정부 외에도 종교기관, 정부주도의 민영기관 등 다양하

게 선호하였다.

  아홉째, 실버타운 입주를 위한 노후 수입원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연금을 선호하고  고소득층은 부동산 매각을 선호하였다.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의 실버타운 선호도는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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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23.  23.  23.  23.  저소득층저소득층저소득층저소득층, , , , 중산층중산층중산층중산층, , , , 고소득층의 고소득층의 고소득층의 고소득층의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선호도 선호도 선호도 선호도 

구분 저소득층저소득층저소득층저소득층 중산층중산층중산층중산층 고소득층고소득층고소득층고소득층

주거규모주거규모주거규모주거규모
독신용 16평-20평  

부부용 20평-30평

독신용 10평-15평  

부부용 15평-30평

독신용  11평-15평  

부부용  21평-30평

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50이상-100이하 50이상-100이하 50이상-100이하  

입주비용입주비용입주비용입주비용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5천만원미만 및  

5천만원이상-2억 

원이하

입주방식입주방식입주방식입주방식 임대형, 종신이용형 임대형 회원권형

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 아파트형 아파트형 빌라형

위치위치위치위치
도시근교형 

및 전원형

도시근교형

및 전원형

도시근교형 

및 전원형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요구도요구도요구도요구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저렴한   

입주비용

-의료서비스

-교통서비스

-저렴한 입주비용  

-의료서비스

-적정 규모의 

노인전용 주거시설

-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의료서비스

-주변경관       

-노인주거+가족유

인시설+문화시설+

레저 휴양 시설의  

복합 주거단지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주체주체주체주체 정부 정부

정부, 종교기관, 

정부주도의 

민영기관 

노후 노후 노후 노후 수입원수입원수입원수입원 연금 연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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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기기기타타타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요요요인인인별별별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결결결과과과

가가가...성성성별별별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실버타운 선호도는  25건의 선행연구 중 성

별 선호도의 특성을 구분지은 8건의 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실버타운 필요성에서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김영부(1994),
조희자(2001),오영미(2003),선국진(2003),한조희(2005)의 연구에서는 여자
가 남자보다 실버타운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식하였다. 반면,박명옥
(1998)은 남자가 여자보다 실버타운 선호도가 높았으며, 김병희(2002),박
성옥(2003),이민경(2003),류영미(2004),안명숙(200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에 있어 별 차이가 없었다.
둘째,실버타운 입주의향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었는데, 김영부(1994)

와 이민경(2003)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입주의향이 더 높았고 선
국진(2003)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입주의향이 더 높았다.
셋째,입주시기는 남녀에 상관없이 대부분 거동불편 시에 입주를 선호하

였다.
넷째,거주규모는 남녀 성별에 차이가 없었으며 11평에서 35평까지 다

양한 선호도가 있었는데,이 중 부부용 16-20평이 가장 선호되었다.
다섯째,세대수에 있어서는 조희자(2001)의 연구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

었는데,남자는 101-300세대,여자는 100세대미만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큰
세대규모를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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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주거유형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었는데, 선국진(2003)의 연구
에서 남자는 단독주택을,여자는 아파트형을 선호하였다.
일곱째,입주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선호도와 남녀의 차이가 있었는데,

임대형은 남녀 모두 선호하였으며,오영미와 선국진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종신이용권형을 더 선호하였다.
여덟째,위치는 남녀 모두 도시근교를 선호하였다.
아홉째,운영주체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보

다 정부를 선호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남자는 의료기관,종교기관,정부
등 다양하게 선호하였다.

나나나...연연연령령령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는  25건의 선행연구 

중 연령에 따른 선호도의 특성을 구분지은 9건의 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실버타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령대 중 50-60대가 가장
선호하였다.
둘째,입주의향에 있어서는 60대가 가장 선호하였다.
셋째, 거주규모에 있어서는 11평에서 35평에 이르기까지 연령대와 무

관하게 다양한 평수의 선호도가 있었으며, 오영미(2003)와 한조희(2005)의
연구에서 50대에 10평정도 넓은 규모를 선호하였다.
넷째,주거유형에 있어서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아파트형을 선호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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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선국진(2003)의 논문에서는 50대 후반 이후에 아파트와 함께 콘도형을
선호하였다.
다섯째,입주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을 선호하며 연령대와 상관관

계가 없었으나 오영미(2003),선국진(2003),한조희(2003)의 연구에서 50대
에 임대형을 선호하였다.
여섯째,위치에 있어서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도시근교와 전원지를 선호

하였으며,입주 시기에 있어서도 연령대와 상관없이 대부분 거동불편 시에
입주를 선호하였다.
일곱째,운영주체에 있어서는 정부,의료기관,종교기관 등 연령대와 무

관하게 다양한 운영주체가 선호되었다.

다다다...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건강상태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는 25건의 선행연

구 중 건강상태에 따른 선호도의 특성을 구분지은 4건의 연구를 비교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건강상태에 따른 실버타운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 이한영(1992),윤
철현(2001),선국진(2003)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 때 실버타운 선호
도가 높은데 비해,이민경(2003)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쁠 때 실버타
운이 선호되었다.
둘째,입주의향에 있어서 선국진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입
주의향이 있었으나,이민경(2003)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은 때 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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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높았다.
셋째,주거유형에 있어서 선국진(2003)의 연구에서는 건강이 좋은 경우
아파트를 선호하고 보통인 경우 콘도형을 선호하였으며 나쁜 경우 단독주
택을 선호하였다.이는 단독주택의 경우 개인의 조건에 맞게 주거지를 개
조할 수 있으며 계단,승강기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넷째,입주시기,거주규모,입주방식,위치,운영주체는 건강상태와 무관하였다.

라라라...배배배우우우자자자나나나 가가가족족족 동동동거거거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건강상태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는 25건의 선행

연구 중  배우자나 가족 동거 유무에 따른 선호도의 특성을 구분지은 4건

의 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실버타운의 필요성의 인식에 있어서 배우자나 가족의 동거유무와
대체로 무관하게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선국진(2003)의 연구에서는 배우
자와 가족이 없는 경우에 더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민경(2003)의 연구에
서는 동거 가족이 있을 경우에 더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둘째,입주의향에서는 선국진(2003)과 이민경(2003)의 연구에서 배우자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 실버타운 입주 의향이 높았다.
셋째,위치에 있어서는 가족과 배우자가 없을 경우 도시근교를 선호하였
으며 오귀옥(1999)의 연구에서는 가족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도시근교와
전원지를 동시에 선호하였다.
넷째,운영주체는 가족 및 배우자 유무에 무관하였으나,오귀옥(199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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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가족 및 배우자가 있을 경우 종교기관을 더 선호하였다.
다섯째,입주 시기,거주규모,주거유형에 있어서는 배우자나 가족 동거유
무에 무관하였다.

마마마...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는 25건의 선행

연구 중  교육수준에 따른 선호도의 특성을 구분지은 7건의 연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교육수준에 따른 실버타운 필요성과 입주의향에 대한 선호도에서
(박종천,1999;조희자,2001;오영미 ,2002;선국진,2003;이민경,2003)
에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버타운 필요서,입주의향이 높았다.
둘째,운영주체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앙정

부보다는 정부투자기관,종교기관,민간사회복지기관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선호하였다.
셋째,그 외 입주시기,거주규모,세대수,주거유형,입주방식,위치에 대

한 선호도에서는 교육수준과 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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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국국국내내내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실실실거거거주주주자자자의의의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요요요구구구도도도 및및및 만만만족족족도도도

국내 실버타운 거주자의 요구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조사대상 실
버타운에서 고가 비용의 고급형실버타운이 제외되어서 결과에 한계점이 있
다.국내 실버타운 실거주자의 실버타운 요구도 및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실버타운 거주자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특성에서 여자가 남

자보다 많으며,대부분 70세 이상이며 고졸이상의 학력이 많다.
둘째,조사대상 실버타운이 고가 입주비용의 고급시설이 아니므로 비용

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대부분의 입주비용인
3천-5천만원 정도의 입주비용에 대해 만족하였다.
셋째,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운동시설,및 의료시설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요구도에서는 의료시설의 보강,냉난방시설에 대한 개별조정,청
소,환풍시설,거동불편노인을 위한 거주공간 및 공용공간의 시설구조개선
등이 있다.
넷째,직원 만족도는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만족이지만 의

료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다.24시간 상주 의료진 시스템을 요구하였다.
다섯째,운영 만족도 수준은 보통이며 요구도에 있어서는 운영주체의

신뢰성,관리비내역 공개,건의사항 처리 등을 요구하였다.
여섯째,서비스프로그램 만족도에서는 유형별 만족도가 다양한데,식사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으로 만족하였으며,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낮았
다.또한 상담서비스 만족도도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다.
요구도로는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의 개발,주변 복지시설과의 서비스프로
그램 연계 서비스,식사배달서비스,유선 및 케이블의 설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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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일일일반반반형형형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과과과 고고고급급급형형형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모모모형형형 제제제시시시

실버타운에 대한 일반적 선호도 조사에서 실버타운 입주 시 결정적 영향
조건으로 대부분 적정한 비용과 시설 수준을 요구하였으며, 입주자의 소
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실버타운 비용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나므로 소득계층별 실버타운 모형을 제시하였다(표 24).
선호도 분석결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선호도가 거의 유사하였고 고소
득층의 경우 이와 차이가 있었으므로,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선호도를 반영
한 일반형 실버타운과 고소득층의 선호도를 반영한 고급형 실버타운으로
분류하였다.
표 24와 같이 일반형실버타운과 고급형 실버타운 모형은 소득별 실버타
운 선호도를 기초로 하되,Ⅳ장의 국내외 실버타운 운영사례에서 살펴본
제도 및 운영의 장단점 및 시사점을 모형에 반영하였으며,실버타운 실거
주자의 만족도 및 요구도 분석결과를 반영한 정부와 운영자의 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첫째,일반형실버타운 모형은 선호하는 시설 및 서비스 면에서 주거규모
는 독신용 10평 이상-20평 이하,부부용 15평 이상-30평 이하를,세대수는
50이상-100세대이하를,입주비용은 5,000만원 이하를,주택유형은 아파트형
을,위치는 도시근교형과 전원형을,운영주체는 정부를 선호하였고,서비스
요구도에 있어서는 저렴한 입주비용,의료서비스,소규모의 노인 전용 시설
을 요구하였다.
둘째, 고급형실버타운의 모형은 시설 및 서비스면에서 주거규모는 독신
용 11평 이상-15평 이하를,부부용 21평 이상-30평 이하를,세대수는 5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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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100세대 이하를,입주비용은 5천만원미만 및 5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를,입주방식은 회원권형을,위치는 도시근교형과 전원형을 동시에 선호하
였다.서비스 요구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서비스의 높은 질적 수준,체계적
상주 의료서비스와 노인주거+가족유인시설+문화시설+레저 휴양 시설의 복
합 주거단지를 선호하였으며,운영주체는 정부,종교기관,정부주도의 민영
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실버타운 선호도 모형과 함께 정부와 운영자의 지원체계가 필
수적인데, 첫째,일반형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같은 고령자주택
보조금 정책 및 소득계층별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활발한 정책
지원이 요구되며,실버타운 운영자의 신뢰성 확보와 운영 합리화를 위한
복지시설과의 적극적 연계활동의 노력이 요구된다.또한 실버타운은 상류
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무의탁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시설이
라는 사회일반의 견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전한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고급형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같은 정부의 시장형 노인복
지주거사업 활성화방안이 필수적이며,지방정부가 실버타운 민간 기업에
투자하여 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실버타운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것이
다.또한 운영자는 고가의 입주비용의 합리화,운영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일반인과 내부시설 공동 사용 시 입주자의 사생활보장을 우선으
로 해야 한다.
일반형 실버타운과 고급형 실버타운의 모형은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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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444...일일일반반반형형형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과과과 고고고급급급형형형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모모모형형형

 구분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모형모형모형모형                 고급형 고급형 고급형 고급형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모형모형모형모형

대상

   월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및 월평균 소득      

   191만원이상-310만원이하의   

   중산층 

   월평균 소득 310만원초과의     

   고소득층

주거규모
   독신용  10평-20평   

   부부용  15평-30평

   독신용  11평-15평   

   부부용  21평-30평

세대수    50-100세대    51-100세대

입주비용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미만 및 

   5천만원이상-2억원이하

입주방식    임대형, 종신이용형    회원권형

주택유형    아파트형    빌라형

위치    도시근교형 및 전원형    도시근교형 및 전원형

서비스 

요구도

  -저렴한 입주비용 최우선요구

  -의료,재활 서비스 및 시설강화

  -소규모 노인전용의 주거시설

  -교통편의 서비스

  -운영주체 신뢰성

  -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의료서비스                

  -노인주거+가족유인시설+문화   

   시설+레저 휴양 시설의  복합   

   주거단지

운영주체    정부
   정부, 종교기관, 정부주도의     

   민영기관 

노후

수입원
   연금    부동산

정부의

지원체계

  지방정부의 개입으로           

  미국, 일본과 같은             

  고령자주택보조금 정책시행

   선진국 같이 시장형 복지실현을  

   위해 고소득층을 위한 실버     

   타운 건설에 정부가 활발한 보  

   조금과 지원    

  소득계층별 실버타운

  활성화

   지방정부가 실버타운 민간기업  

   에 투자하거나 합작운영하여 정  

   부가 일정 수익성 창출

  

운영자의  

  

지원체계

 

  운영주체의 신뢰성 확보    적정선에서의 비용책정

  주변의 기존 복지시설과        

  프로그램 연계활용 

   종사자 및 프로그램운영자의    

   전문성확보로 인한 체계적인    

   운영과 노인복지실현이 중요 

  실버타운이 무의탁노인시설     

  혹은 상류층의 주거지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의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공동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입주  

   자의 이익과 사생활보장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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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고고고찰찰찰

국내 실버타운 선호도에 기초한 한국형 실버타운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
해 국내 실버타운 선호도에 관한 석 박사 학위논문,단행본,학술잡지,정
부간행물 등의 문헌을 수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실버타운 선호도에 관한 연구들은 단순히 조사에서 그치는 경우
가 대부분이어서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수에 의해 결과가 다르게 조사되었
는데,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객관성 있는 선호도를 제시하기 위해 기
존의 실버타운 선호도 조사에 관한 모든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국내 자료 중 실버타운 선호도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
스로 석 박사학위논문,단행본,국내학술잡지,신문,세미나자료,정부간행
물을 이용하였다.분석질의어인 실버타운에 대한 석 박사학위 논문은 총
203건,단행본은 25건,국내학술잡지(기사)는 64건,국내학술잡지(권 호)는
13건,정부간행물은 12건 검색되었으며,이 자료들을 모두 확인하여 실버타
운 선호도 조사에 관한 문헌을 선정하고,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선정된
논문의 선호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실버타운 선호도 관련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인구사회학적특성,노후 준비 관련,실버타운 요구도 및 개인적 특성
에 관한 일반적인 실버타운 선호도 분석, 둘째,소득계층(저소득층,중산
층,고소득층)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 분석,셋째,기타 인구사회학적 특
성(성,연령,건강상태,배우나자 가족 동거유무,교육수준)에 따른 실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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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선호도 분석,넷째,실버타운 실거주자의 실버타운 만족도 및 요구도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한편 다양한 유형별 분류에 의한 실버타운 선호도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한국형 실버타운 모형을 소득수준에 의해 일반형실버타운과 고급형실버타
운으로 나눈 이유는 실제 예비 노인 소비자의 실버타운의 입주 결정 및 이
용 시 입주비용과 시설 수준에 의한 결정을 하기 때문이며,선호하는 입주
비용과 시설수준은 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호도 분석결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은 실버타운 입주 시 저렴한 비용을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였고,고소득층은 질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가장 요
구하였다.또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실버타운
선호도 중 소득수준에 의한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소득수준이
나 재산수준이 높을수록 고비용의 질 좋은 실버타운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성,연령,교육수준,동거가족 유무 등의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 결과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비교분석 결과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가 있어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국내 실버타운은 지난 1988년 유당마을을 시작으로 개발이 본격화되었으
나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며,그 원인은 짧은
도입시기와 법적 제도의 뒷받침 부족으로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설립과 운
영이 미약한 관계에 있다.이들 실버타운은 대부분 그 규모가 소규모이며
공간적 구비시설 및 제공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 실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
노인 소비자들의 실버타운 선호도 조사와 국내외 실버타운의 운영현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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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버타운 실거주자의 만족도 및 요구도 분석 등을 통해 한국형 실버타
운의 모형의 필수 요소인 국내 예비 소비자의 실버타운 선호도를 제시하였
으며,현재의 요양 위주의 실버타운 형식을 지양하고 노인 소비자의 선호
도에 부합하는 시설과 서비스,정부 및 운영자의 필수 지원 체계 등을 포
함하는 소득 수준별 한국형 실버타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에 포함시킨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운영주체의 지원체계는
선호도 조사와 실버타운 실거주자의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 시에 요구되었
던 사항이며,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은 1990년대
초반의 연구에서부터 2005년도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요구되었으
나,실버타운 실거주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그 부분이 여전히 불만으
로 제기되었다.이와 같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관한 단순 조사의 차원에서
만 그칠 것이 아니라,실버타운의 시설 및 서비스,정부 및 운영자의 지원
체계에 대한 국내 선호도 연구들을 소득수준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한국형
실버타운 선호도 모형을 통해 노인 주거 복지에 대한 한층 현실성 있는 방
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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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한국형 실버타운 모형제시를 위해 실버타운에 관한 국내외 현황 분석,각
국의 실버타운 비교,국내외 실버타운의 문제점 및 선진국 실버타운 운영
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실버타운 선호도와 함께 모형에 반영하여 고
급형 실버타운 및 일반형 실버타운에 대한 한국형 실버타운의 모형을 종
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실버타운 선호도에 기초한 실버타운의 모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

반형과 고급형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월평균소득 19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및 월평균 소득 191만 원 이
상-310만 원 이하의 중산층대상 일반형실버타운은 선호하는 시설 및 서비
스 면에서 주거규모는 독신용 10평 이상-20평 이하,부부용 15평 이상-30평
이하를,세대수는 50이상-100세대이하를,입주비용은 5,000만원 이하를,주
택유형은 아파트형을,위치는 도시근교형과 전원형을,운영주체는 정부를
선호하였고,서비스 요구도에 있어서는 저렴한 입주비용,의료서비스,소규
모의 노인 전용 시설을 요구하였다.
둘째,월평균 소득 310만원초과의 고소득층 대상 고급형실버타운의 모형
은 시설 및 서비스면에서 주거규모는 독신용 11평 이상-15평 이하를,부부
용 21평 이상-30평 이하를,세대수는 51이상-100세대 이하를,입주비용은 5
천만원미만 및 5천만원이상-2억원이하를,입주방식은 회원권형을,위치는
도시근교형과 전원형을 동시에 선호하였다.서비스 요구도에 있어서는 시
설 및 서비스의 높은 질적 수준,체계적 상주 의료서비스와 노인주거+가족
유인시설+문화시설+레저 휴양 시설의 복합 주거단지를 선호하였으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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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정부,종교기관,정부주도의 민영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선호하였
다.
이와 같은 실버타운 선호도 모형과 함께 정부와 운영자의 지원체계가 필
수적인데, 첫째,일반형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같은 고령자주택
보조금 정책 및 소득계층별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활발한 정책
지원이 요구되며,실버타운 운영자의 신뢰성 확보와 운영 합리화를 위한
복지시설과의 적극적 연계활동의 노력이 요구된다.또한 실버타운은 상류
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무의탁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시설이
라는 사회일반의 견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전한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고급형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같은 정부의 시장형 노인복
지주거사업 활성화방안이 필수적이며,지방정부가 실버타운 민간 기업에
투자하여 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실버타운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것이
다.또한 운영자는 고가의 입주비용의 합리화,운영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일반인과 내부시설 공동 사용 시 입주자의 사생활보장을 우선으
로 해야 한다.
일반형 실버타운과 고급형 실버타운의 선호모형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선호 규모,위치,세대수는 유사하였으나,입주비용 선호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고급형 실버타운이 일반형보다 네 배나 많은 비용차이가
있었고 서비스 요구도에서 저,중소득층은 주거시설과 필수의료시설만을
요구하는데 비해 고소득층은 수준 높은 주거 및 여가 복합 시설,체계적
의료서비스를 요구하였다.
실버타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일반형 실버타운은 물론 고급형 실버타
운에도 충분히 수행되어야 한다.선진국과 같이 서민을 위한 일반형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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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의 충분한 보급과 함께 고소득층을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 합작투자형
식의 시장형 복지사업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실버타운은 요양 기능만 강조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입주자
건강 악화시 타 시설로 옮겨야 하는 등 시설간 연계가 부족하며 대부분 비
전문적인 경영과 시설의 영세성으로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어 실버타운에
대한 정부의 활발한 지원과 운영자의 노력,소비자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객관적인 모형제시를 위해 실버타운 선호도 조사에 관한 국내 모든 문

헌을 조사하였으나,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분류를 한 논문의 수가 많지
않아 한국형 실버타운의 모형으로 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
한편 저,중,고소득층의 세 가지 계층을 두 가지로 묶어 중,저소득층의
일반형과 고소득층의 고급형 실버타운 모형으로 제시한 이유는 중,저소득
층의 선호도 분석결과가 유사했기 때문인데, 더 충분한 수의 연구 자료가
있다면 이를 세분화하여 세 계층의 선호도에 의한 더욱 현실적인 실버타운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버타운 실거주자 대상의 실버타운 만족도 및 요구도 분석에서 고
급형 실버타운 거주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도 여러 유형별 분류에 의한 실버타운의 모형
을 제시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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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정보국제산업정보국제산업정보국제산업정보

연구소연구소연구소연구소(1993)(1993)(1993)(1993)

한국토지개발한국토지개발한국토지개발한국토지개발

공사공사공사공사(1994)(1994)(1994)(1994)
최용수최용수최용수최용수(1996)(1996)(1996)(1996) 신하연 신하연 신하연 신하연 외외외외(1996)(1996)(1996)(1996)

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

서울, 수도권 

일부지역 50세 

이상

남녀 800명 

서울,부산,광주,대전

거주자 남녀 972명

부산광역시 거주자 

중 40-70대 남녀 

802명

수도권 지역 40-59세 

남녀 

468명

입주비용입주비용입주비용입주비용

(%)(%)(%)(%)

4천만    15.8

6천만    41.2

8천만    22.8

1억     13.8

1억2천   3.9

1억4천   2.5

5천만미만    4.3

5천만-1억   22.5

1억-1억5천만      

            26.6

2억원이상   25.2

5천만미만   66.1

5천만-1억   22.8

1억-1억5천만 5.0

2억원이상    0.9

1천만원미만  15.1

1-3천만      29.9

3-5천만      18.3

5천만-1억    29.1

1억이상      7.6

입주시기입주시기입주시기입주시기

(%)(%)(%)(%)
- -

퇴직후        7.4

건강악화시   29.1

배우자사망시 15.1

자식출가후   36.8

기타          8.4

거동불편시   38.6

자녀분가후   17.0  

배우자사망시 16.6

입주안함     25.4

주택규모주택규모주택규모주택규모

(%)(%)(%)(%)

10평내외  8.7

20평내외 66.9

30평내외 21.3

40평내외 3.0

12평미만   1.9

13-15평    15.4

16-20평    26.3

21-25평    28.2

26-30평    19.5

31평이상    8.6

10평이하   5.2

11-15평   27.3

16-20평   33.5

21-25평   23.2

26평이상  9.9

부부 10평이하 3.4

     11-15평 26.8

     16-20평 39.5

     21-25평 23.6

     26평이상6.6

독신 10평이하 40.1

     11-15평  40.1

     16-20평  16.0

     21-25평   3.2

     26평이상  0.5

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

20여 세대  33.7

50여 세대  43.3

100여 세대 18.7

200여 세대 4.4

30세대미만  22.9

30-50세대   27.7

50-100세대  25.2 

100-200세대 11.6

200-300세대 4.8

300-500세대 7.8

50세대이하  33.8

50-100세대  32.8

100-200세대 18.8

200-500세대  8.1

500이상     4.9

20세대이하  28.4

21-50세대    44.3

51-100세대   19.7

100세대이상   7.6



- 92 -

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

(%)(%)(%)(%)

아파트    51.1

단독주택  21.3

연립주택  20.0

호텔형태   7.6

단독주택   32.4

빌라형    20.8

콘도형    20.6

아파트    13.4 

연립주택  12.4

기타      0.4

아파트형연립 46.5

단독주택     20.6

빌라         14.5

콘도형       11.8

6층이상아파트 3.4

다가구        2.2

-

입주입주입주입주

방식방식방식방식

(%)(%)(%)(%)

종신이용형 75.2

분양형     24.8

회원권형   24.9

임대형     23.9

예탁금형   22.9

분양형    19.9

종신이용형 9.3

예탁금형    30.7

종신이용형  19.8

회원권형    19.6

임대형      13.1

분양형      11.5

-

위치위치위치위치

(%)(%)(%)(%)

도시근교  68.3

휴양지형  25.3

도시형     7.1

도시근교  33.8

전원형    32.7

휴양지형  25.7

도시형     7.8

도시근교    56.4

전원형      20.1

휴양지형    16.5

도시형      5.7

도시근교    45.0

전원형      43.9

휴양지형    8.0

도시형      2.6

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

(%)(%)(%)(%)
질문 없음

정부와 민간 58.8

정부       24.1

민간 단독  6.9

사회단체   9.4

중앙정부    28.7

정부투자기관25.3

지자체     22.9

사회단체    9.9

민간기업    7.4 

종교단체   3.6

정부         32.2

연금관리공단 13.7 

의료기관     13.9

대기업       8.6

종교기관    31.7

요구도요구도요구도요구도

(%, (%, (%, (%, 

평균평균평균평균))))

 의료서비스 수준

       55.8

거주공간 뫠적성

       43.3

레저프로그램수준

    37.6

<복수응답>

보건의료

교육문화

레저스포츠

생산활동의

기능희망

             52.8

보건의료

교육문화

레저스포츠희망

             37.8

보건의료

교육문화희망

            6.1

보건의료희망      

   

건강관리센터 46.5

병원         41.5

실내스포츠관 38.2

쇼핑센터     37.7

종교시설     34.7

<복수응답>

경제적 비용  

시설서비스

주변환경

운영주체신뢰감

자녀와의 거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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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2.  2.  2.  2.  선행논문의 선행논문의 선행논문의 선행논문의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선호도 선호도 선호도 선호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종합 종합 종합 종합 분석표 분석표 분석표 분석표 2222

오귀옥오귀옥오귀옥오귀옥(1999)(1999)(1999)(1999) 박종천박종천박종천박종천(1999)(1999)(1999)(1999) 조희자조희자조희자조희자(2001)(2001)(2001)(2001) 김완래김완래김완래김완래(2002)(2002)(2002)(2002)

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
서울시 거주자 중 

40-60세 남녀 377명

광주광역시 거주 

남녀

244명 

서울시 거주자 중 

40세 이상 남녀 

200명

용인시 거주 

30-50대

 남녀 211명

입주비용입주비용입주비용입주비용

(%)(%)(%)(%)
-

1천만원미만 32.4

1-3천만     38.1

3-5천만     23.0

5천만이상   6.6

 2억미만    52.0

2억-3억     36.0

3억이상    12.0

-

입주시기입주시기입주시기입주시기

(%)(%)(%)(%)
-

퇴직후      7.0

건강악화시 34.8

배우자사망 13.5

자녀출가후 47.6

- -

주택규모주택규모주택규모주택규모

(%)(%)(%)(%)

 부부 10평이하 4.1

     11-15평 17.0

     16-20평 37.8

     21-25평 27.6

   26평이상 13.5

독신 10평이하 17.3

     11-15평 58.6

     16-20평 13.8

     21-25평  6.8

     26평이상 3.5

15평이하  19.3

16-20평   32.0

21-25평   29.5

25평이상  19.3

15평 이하    2.0

16-25평      13.0 

26-35평      55.6

36-45평      18.5

45평 초과    16.0

12평이하    4.8

15평        23.0

18평        29.2

21평        15.3

25평        21.1

30평         6.7

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

20세대이하  18.9

21-50세대   38.6

51-100세대  30.0

100세대이상 12.4

50세대미만  34.0

50-100세대  

43.9

100세대이상 22.1

 100세대이하  37.5

101-300세대  31.5

300세대초과  29.5

100세대이하  35.1

101-500세대  46.2

500-1000세대 11.5

1000세대초과 7.2

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

(%)(%)(%)(%)
- - - -

입주입주입주입주

방식방식방식방식

(%)(%)(%)(%)
-

-

임대형     10.5

분양형     18.0

종신이용형 44.5

회원권형   27.0

임대형     52.9

분양형     30.9

회원권형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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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위치위치위치

(%)(%)(%)(%)

도시내       4.6

도시근교    46.8

전원지      41.1

휴양지       6.2

도시 내    5.7

도시근교   50.4

전원휴양지 43.9 

도시 내    17.5

도시근교   53.0

전원휴양지 29.5 

도시 내    0.5

도시근교   40.9

전원지     23.1

휴양지    35.6

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

(%)(%)(%)(%)

정부        30.3

연금공단    9.5

의료기관    19.2

대기업      8.9

종교기관    27.3

기타         4.9

중앙정부     

52.0

지방자치단체 

17.2

민간기업     9.8

사회복지단체20.9

-

중앙정부     15.9

경기도       21.3

경기지방공사  7.2

주택공사      9.7

사회단체     37.2

민간기업     8.7

요구도요구도요구도요구도

(%, (%, (%, (%, 

평균평균평균평균))))

병원시설과 간호시설  

 4.52    

내부환경 , 

주변분위기 4.35

입주보증금, 월사용료  

 4.29

각종 서비스시설

           4.29

취미활동공간

           4.12

실버타운 이미지

           3.77

교통거리  3.76

주거규모와세대수

          3.55

자녀주거지와 근접성  

  3.47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43.0

수영장      22.1

게이트볼장 18.9

헬스클럽    3.7

<휴양오락시설>

산책로    27.5

텃밭      20.5

극장      13.5

노래방    11.5

<문화시설>

취미시설   73.4

종교시설  16.0

교육시설   3.7

<부대시설>

노인종합병원 

29.1

건강관리센터 

27.9

사우나실    18.4

은행,우체국  10.2

의료시설       

42.0

문화공간활용성 

32.0

 물품구매용이성 

24.0

주변자연경관    

1.5

교통편의서비스  

0.5

 

보건의료   24.5

체육시설   19.0

휴양시설   16.8

취미오락   11.7

문화시설   11.5

종교시설   5.7

공용시설   5.6

세탁시설   5.2



- 95 -

                                                    부록 부록 부록 부록 3.  3.  3.  3.  선행논문의 선행논문의 선행논문의 선행논문의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선호도조사 선호도조사 선호도조사 선호도조사 종합 종합 종합 종합 분석표 분석표 분석표 분석표 3333

김옥현김옥현김옥현김옥현(2002)(2002)(2002)(2002) 김병희김병희김병희김병희(2002)(2002)(2002)(2002) 선국진선국진선국진선국진(2003)(2003)(2003)(2003) 오영미오영미오영미오영미(2003)(2003)(2003)(2003)

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

광주광역시 

 중장년층  남녀 

244명

경기도 공무원, 

교직원대상 118명

광주광역시 거주자 중

45-60세 남녀  658명

서울,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 

중 20-60세 

남녀 208명

입주비용입주비용입주비용입주비용

(%)(%)(%)(%)

3천만미만  22.5

3-5천만    36.9

5-7천만    23.4

7천만-1억  12.3

1억이상    4.9

3천만미만    46.4

3-5천만      38.1

5천만이상    15.5

- -

입주시기입주시기입주시기입주시기

(%)(%)(%)(%)

자녀출가후  44.7

건강악화시  34.8

배우자사망  13.5

퇴직후      7.0

퇴직후        2.6  

자녀 분가후  14.5  

배우자사망시 18.8

거동불편     41.0  

안함         22.0

퇴직후            4.7  

자녀 분가후      23.2

배우자 사망시    25.5

거동불편         37.7

안함              8.8

거동불편시 41.0

배우자사별20.0

자녀출가후11.2

퇴직후     4.4

안함      23.4

주택규모주택규모주택규모주택규모

(%)(%)(%)(%)

20평미만  16.4

20-25평    32.0  

25-30평    29.5

30평이상   22.1

-

10평 이하        9.6

11-20평         60.5

20-30평         24.2

31평 이상        5.8

10평이하  1.5

11-20평 39.5  

21-30평 49.8

31평이상  9.3

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

50세대미만  34.0

50-100세대  43.9

100세대이상 22.1

-  - -

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

(%)(%)(%)(%)

아파트      31.1

단독주택    25.0

다가구주택  21.3

시설형주택  14.8

빌라형주택   7.8

전원주택    55.9

단독주택     4.2

공동주택    22.0

아파트         25.1

단독주택        18.8

연립주택        15.7

빌라            19.5

콘도            21.0

-

입주방식입주방식입주방식입주방식

(%)(%)(%)(%)
- -

임대형         31.5

분양형          5.2

종신이용형     28.9

회원권형       20.4

기부방식       14.1

임대형  36.1 

분양형  12.2

종신이용형30.2

회원권형 15.6

기부방식  5.4

위치위치위치위치

(%)(%)(%)(%)

도시 내    5.7

도시근교   57.4

도시내       0.8

도시근교    48.3

  도시 내        2.7

  도시근교      90.7

도심    11.6

도시근교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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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휴양지 36.9
전원지      40.7

휴양지       9.3
   전원휴양지    6.5

전원지   28.2

휴양지    7.3

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

(%)(%)(%)(%)

중앙정부     52.0

지방자치단체 20.9

민간기업     17.2

사회복지단체  9.8

정부        42.6

연금공단    10.4

의료기관    16.5

대기업      12.2

종교기관    18.3

  정부          37.8

  대기업         3.5

  종교단체       6.4

  연금공단      24.8 

정부주도민간기업 27.5

정부     41.9

의료기관 16.3

연금관리공단

       15.3

종교기관 14.3

요구도요구도요구도요구도

((((평균평균평균평균,%),%),%),%)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35.6

게이트볼코트  18.4

수영장     13.1

<오락시설>

산책로   28.3

텃밭     19.2

휴게실   14.3

가축사육장11.9

<교육문화시설>

취미교실  73.3

종교시설  16.0

도서관    7.0

<부대시설>

종합병원     33.2

건강관리센터 27.9

찜질방      18.4

의료시설     33.6

노인모임공간 19.8

 자연녹지시설12.9

스포츠시설   10.3

교육시설      6.0

문화시설      5.2

종교시설      5.2

일자리        4.3

구매시설      2.9

<외부서비스>

주변경관       4.53

교통편리       4.26

위치적정성     4.55  

산책로         4.12 

가족과의 근접성4.07

대형병원근접   4.24

쇼핑시설근접   3.66

경제적가치     3.10

실버타운이미지 3.92

<내부서비스>

입주비         4.15

월사용료       3.52

운영주체신뢰성 4.46

종합상담서비   4.33

건강치료여부   4.50

상주의료       4.45

건강설         4.28

좋경유지       4.38

규모           3.83 

방크기         3.66

독립된 부엌    3.77

레크레이션     7.77

교육활동      3.67

다양한활동    4.14

-



- 97 -

              부록 부록 부록 부록 4.  4.  4.  4.  선행논문의 선행논문의 선행논문의 선행논문의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선호도조사 선호도조사 선호도조사 선호도조사 종합 종합 종합 종합 분석표 분석표 분석표 분석표 4444

박성옥박성옥박성옥박성옥(2003)(2003)(2003)(2003) 이민경이민경이민경이민경(2003)(2003)(2003)(2003) 류영미류영미류영미류영미(2004)(2004)(2004)(2004)

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
  전라북도 거주자 중     

 30-60세 남녀 244명

서울.경기도 거주자 중 

40-60세 남녀 330명

부산광역시 거주자 중 

55세 이상 남녀 189명

입주비용입주비용입주비용입주비용

(%)(%)(%)(%)

3천만미만    39.3

3-5천만      32.1

5-7천만      17.9

7천만-1억     7.1

1억이상      3.6

1천만미만     11.2

1-3천만       14.3

3-5천만       21.4

5천만-1억     22.4

1억이상       30.7

5천만미만     55.6

5-8천만       23.8

8천만-1억2천  14.8

1억2천만-2억   5.8

입주시기입주시기입주시기입주시기

(%)(%)(%)(%)

자녀출가후   44.7

건강악화시   34.8

배우자와사별 13.5

퇴직후        7.0

자녀분가후    8.6

부양필요시    27.6

배우자사망시  8.6

고독하고외로울때 49.7

기타           5.5

자녀분가후     19.0

배우자사망후  19.6

퇴직후         2.1 

건강악화시    22.2

안함           4.2

모름          31.7

기타           1.1

주택규모주택규모주택규모주택규모

(%)(%)(%)(%)

20평미만    16.4

20-25평     32.0

25-30평     29.5

30평이상    22.1

-

부부 10평미만  2.6

     10-15평   27.0

     16-20평   30.2

     21-25평   26.5

     25평이상  13.8

독신 10평미만  32.3

     10-15평   43.9

     16-20평   15.9

     21-25평    5.8 

     25평이상   2.1

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

 50세대미만   34.0

50-100세대    43.9

101세대이상   22.1

-

20세대이하     9.5

21-50 이하     32.3

51-100 이하    33.9

101-200이하    12.7

201-500이하     7.4

501세대이상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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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방식입주방식입주방식입주방식

(%)(%)(%)(%)

아파트형     31.1

단독주택2     5.0

다가구주택   21.3

시설형주택   14.8

빌라형주택    7.8

-

전원주택      48.7

빌라형        30.7

다가구주택     9.5

고층아파트     3.2

콘도형         7.9

위치위치위치위치

(%)(%)(%)(%)
- -

임대형        41.8 

회원권형      21.7

분양형        16.9

종신이용형    15.9

기부방식       3.7

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

(%)(%)(%)(%)

도심          5.7

도시근교      57.4

전원지        36.9 

도심          11.2

도시근교      44.1

전원지        32.2

휴양지        11.9

도심          12.2

도시근교      67.7

전원휴양지    20.1

요구도요구도요구도요구도

(%,(%,(%,(%, 평균))))

정부         52.0

사회복지단체 20.9

지방자치단체 17.2

민간기업      9.8

-

기업          3.7

정부         33.9

개인          1.6

사회복지법인 19.0

비영리법인   10.1

종교법인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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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부록 부록 부록 5.  5.  5.  5.  선행논문의 선행논문의 선행논문의 선행논문의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선호도조사 선호도조사 선호도조사 선호도조사 종합 종합 종합 종합 분석표 분석표 분석표 분석표 5555

안명숙안명숙안명숙안명숙(2004)(2004)(2004)(2004) 김경애김경애김경애김경애(2004)(2004)(2004)(2004) 양태희양태희양태희양태희(2005)(2005)(2005)(2005)

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
서울, 수원, 천안 거주자 

중 30-50대 남녀 516명

서울시 거주자 중 

26-45세 남녀 173명

대구광역시 거주자 중 

35-59세 남녀 334명

입주비용입주비용입주비용입주비용

(%)(%)(%)(%)

5천만 미만    47.1

 5천-1억       31.6

1억-1억5천    15.1

1억5천-2억     2.9

2억-3억        1.7

결측           1.6

5천만이하      27.2

5천만-1억       46.2

1억-2억         26.2

1천만이하   37.4

1-3천만     29.3

3-5천만     31.4

5천만-1억   14.4

1억원이상    5.4

입주시기입주시기입주시기입주시기

(%)(%)(%)(%)

퇴직후         4.8

자녀분가후    22.5

배우자사망시  24.0

거동불편시    36.4 

안함          11.2

결측           1.0 

건강악화     43.4

퇴직후       19.7

배우자사망시 18.5

퇴직후         2.1    

자녀분가후    12.9

배우자사망시  10.8

거동불편시    32.3

안함          12.9

모름          29.0

주택규모주택규모주택규모주택규모

(%)(%)(%)(%)

부부 10평이하   1.9

      11-15평   19.0

      16-20평   38.0

      21-25평   29.1 

      26평이상  8.9

        결측    3.1

독신 10평이하  22.3

      11-15평   40.9

      16-20평   21.1

      21-25평    6.0 

     26평이상   2.1

       결측     3.1

부부 10평이하 10.0

       11-20평 30.0

       21-30평 51.4

       30평이상 7.0

독신 10평이하 20.0

       11-20평 67.1

        21-30평 5.0 

       30평이상 6.0

부부 10평이하   8.1

      11-15평   38.3

      16-20평   31.1

      21-25평   11.1 

      26평이상  5.7

        결측    5.7

독신 10평이하  45.5

     11-15평    20.1

     16-20평     8.1

     21-25평     1.2 

     26평이상   0.9

    결측     24.3 

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

25세대미만      9.1 

50세대미만     32.8

100세대미만    38.8

150세대미만    11.8

150세대이상     7.4

100세대이하    37.6

101-200세대    39.9

201-300세대    15.0 

301세대이상     8.0

25세대미만      5.7 

25-50세대       23.4

50-100세대      43.1

100-150세대     16.2

150세대이상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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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방식입주방식입주방식입주방식

(%)(%)(%)(%)

임대형        40.1

종신이용권형  24.2

분양형        13.8

회원권형      13.6

기부형         5.8

종신이용권     38.2

임대형         26.0

분양형         18.5

회원권         17.3

임대형         30.2

종신이용권형   29.6

분양형         20.1

회원권형       8.4

기부형         11.7

위치위치위치위치

(%)(%)(%)(%)

도시내         2.5

도시근교      46.7

전원지        40.1

휴양지        10.3

전원휴양지  56.6

도시근교    43.4

도시내          2.1

도시근교       33.2

전원지         53.9

휴양지         10.5

기타            0.3

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

(%)(%)(%)(%)

정부          53.3

연금관리공단  12.2

의료기관      14.3

대기업        11.2

종교기관       8.3

   정부     39.3

  의료기관  30.6

   기업     15.6

   종교기관  9.2

   개인      5.2

    정부      56.3

  연금관리공단 5.7

    의료기관  20.4

    대기업     5.7

    종교기관  12.0

요구도요구도요구도요구도

(%,(%,(%,(%, 평균))))

시설 및 서비스  23.3

자녀와의 거리    4.5

편리한 주거시설 15.7

비용            36.2

주변환경 쾌적   12.8

운영체제         7.2

결측     0.4

의료시설 및 서비스       

                 4.8

경제적측면               

                 4.7

내부시설,분위기          

                 4.6

실버타운이미지           

                 4.4

실버타운운영주체         

                 4.4

주변환경                 

                 4.4

취미활동공간             

                 4.3

교통편의성               

                 4.2

주거규모                 

                 3.7

자녀주거지와거리         

                 3.6

의료시설                 

                    48.2

노인정 등 모임공간       

                     

30.2 

백화점 등 구매시설       

                      

0.3

영화관 등 문화시설       

                     5.7

종교시설                 

                     2.1

노인대학 등 교육시설     

                     0.9

공원 등 자연녹지시설     

                    11.1

일자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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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부록 부록 부록 6.  6.  6.  6.  저소득층의 저소득층의 저소득층의 저소득층의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선호도 선호도 선호도 선호도 종합분석종합분석종합분석종합분석

                                        

구분 거주규모 세대 입주
비용

입주
방식

주택유형 위치 서비스
요구도

운영
주체

노후
수입
원

오귀옥

(1999)

독신

11-15평

부부

16-20평

21-50

세대
- - - 전원지 저렴한 비용 정부

저축, 

보험, 

취업

박종천

(1999)
- -

1천만

이하
- - -

노인전용

시설
- -

조희자

(2001)
26-35평

100세대이

하 및

300초과

2억미만 분양형 - -

저렴한

경제적 비용, 

교통서비스

- -

김옥현

(2002)
20-30평

50-100

세대

3천만

미만
- - -

비용염려,

노인전용

시설

- -

김병희

(2002)
- -

3천만

이하
- -

도시내, 

도시근교
경제적비용 정부 연금

오영미

(2003)

부부

21-30평
- - 임대형 - 도시근교 의료시설 정부 연금

김유정

(2003)
- - - -

아파트,

단독

주택

도심 

외곽
- -

선국진

(2003)
11-20평 - -

종신

이용형,

임대형 

아파트형 도시근교

의료시설,

저렴한 입주비, 

계획된활동, 

상주의료진,

운영자 신뢰성

정부 -

김경애

(2004)

독신

11-20평

부부

21-30평

200세대

이하
-

종신이용

형 
-

전원지,

도시근교
- 정부 연금

한조희

(2005)
10평이하 - - 회원권형 - 도시근교

낮은입주금

의료시설

교통편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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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부록 부록 부록 7.   7.   7.   7.   중산층의 중산층의 중산층의 중산층의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선호도 선호도 선호도 선호도 종합분석종합분석종합분석종합분석  

 

구분 거주규모 세대
입주

비용

입주

방식
주택유형 위치

서비스

요구도

운영

주체

노후

수입원

오귀옥

(1999)

독신

11-15평

부부

16-20평

21-100

세대
- - -

도시근교,

전원지

저렴한 

비용
정부 연금

박종천

(1999)
- -

1천만

이하
- - -

노인전용

시설
- -

조희자

(2001)
26-35평

100세대

이하 

2억

미만
임대형 - -

저렴한

경제적 

비용

-

저축, 

보험, 

취업

김옥현

(2002)
20-30평

50-100

세대

3천만

미만
- - -

비용염려,

노인전용

시설

- -

김병희

(2002)
- -

3천만

이하
- -

도시내, 

도시근교
경제적비용 정부 연금

오영미

(2003)

부부

21-30평
- - 임대형 - 도시근교 의료시설 정부 연금

김유정

(2003)
- - - -

아파트,

단독주택
도심 외곽 - - -

선국진

(2003)
11-20평 - -

임대형, 

종신이

용형

아파트형 도시근교

저렴한 

입주비, 

계획된활동, 

상주의료진,

독립된 

부엌보유

정부 -

김경애

(2004)

독신

11-20평

부부

21-30평

200세대

이하

5천만-

1억미만

종신이

용형 
-

전원지,

도시근교
-

의료

기관
연금

안명숙

(2004)

독신

11-15평

부부

16-25평

100세대

미만

5천만

미만
임대형 -

도시근교,

전원지

저렴한비용

시설,서비스
정부 연금

양태희

(2005)

독신

10평이하

부부

11-15평

50-100

세대
3-5천만 임대형 - 도시근교 - 정부

연금, 

보험

한조희

(2005)
16-20평 - -

회원권

형
- 도시근교

의료서비스

사우나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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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부록 부록 부록 8.  8.  8.  8.  고소득층의 고소득층의 고소득층의 고소득층의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실버타운 선호도 선호도 선호도 선호도 종합 종합 종합 종합 분석분석분석분석

구분 거주규모 세대 입주비용
입주
방식

주택
유형 위치

서비스
요구도

운영
주체

노후
수입
원

신하연
여정성
(1991)

독신
15평이

하
부부

16-20평

21-50
세대

1-3천만
, 

5천만-
1억

- -
도시근교

,
전원지

-
정부, 

종교기
관

-

오귀옥
(1999)

독신
11-15평

부부
16-25평

51-100
세대 - - -

도시근교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종교
기관

 
저축

,
부동
산

박종천
(1999) - - 1-3천만 - - -

노인+가족+여
가의 복합시설 - -

조희자
(2001)

부부
36-45평

100세
대이하

2억미만 회원
권형

- -

의료서비스, 
주변경관
서비스, 

문화공간
서비스

- -

김옥현
(2002) - - 3-5천만 - - -

서비스수준,
의료+문화 

+휴양 
복합시설

- -

김병희
(2002)

- - 3-5천만 - - 도시근교 
전원지

- 정부 -

오영미
(2003) - - - - - -

각종서비스, 
의료시설 - -

이민경
(2003)

- - 1억이상 - -
도시근교

,
전원지

시설의 수준,
프로그램

다양성,비용
의료혜택

-

주택
, 

부동
산

선국진
(2003)

부부
20-30평

- -

회원
권형,
임대
형

빌라형,
콘도형

도시근교

운영주체
신뢰성,종합상

담서비스, 
건강치료, 
주변경관

민간기
업(정부
주도), 
연금공

단

-

김유정
(2003)

- - - -
빌라형,
연립주

택
도시근교 - - -

김경애
(2004)

독신
11-20평

부부
21-30평

- - 종신
이용

- - - 의료기
관

-

양태희
(2005)

- - - - - 전원지 - - -

한조희
(2005) 21-30평 - -

회원
권형 - 도시근교

건강서비스,
가사서비스,
골프연습장,
시설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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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999...성성성별별별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종종종합합합 분분분석석석

구분
필요

성

입주

의향

 입주

시기

거주

규모
세대수

주거

유형

입주

방식
위치

운영

주체

김영부

(1994)

남 - - - - - - - - 의료기관

여
더욱

선호

더욱

선호
- - - - - -

민간

레저회사

박명옥

(1998)

남
더욱

선호
- - - - - - - -

여 - - - - - - - - -

오귀옥

(1999)

남 - - -

부부

16-20평

독신

11-15평

21-50

세대
- -

도시근교

및

전원지

종교기관

여 - - -

부부

16-20평

독신

11-15평

21-50

세대
- - 도시근교 정부

조희자

(2001)

남 - - 26-35평
101-30

0
- 분양형 - -

여
더욱

선호
- - 26-35평 100이하 - 분양형 - -

오영미

(2003)

남 - -
거동

불편
21-30평 - -

종신이용

형
도시근교 정부

여
더욱

선호
-

거동

불편
21-30평 - - 임대형 도시근교 정부

선국진

(2003)

남 -
더욱

선호

거동

불편시
11-20평 -

단독

주택

임대형,

종신이용

형

도시근교 정부

여
더욱

선호
-

거동

불편시
11-20평 -

아파

트
임대형 도시근교 정부

이민경

(2003)

남 필요 - - - - - - - -

여 필요
더욱

선호
- - - - - - -

한조희

(2005)

남 - -
거동

불편시
16-20평 - - 회원권형 도시근교 -

여
더욱

선호
-

거동

불편시
16-20평 - - 회원권형 도시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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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000...연연연령령령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종종종합합합 분분분석석석

 구분
필요

성

입주

의향

입주

시기

거주

규모
세대수

주거

유형

입주

방식
위치

운영

주체

김영부

(1994)

40-45세 -
가장

선호
- - - - - - 의료기관

46-50세 - - - - - - - - 의료기관

51-55세
가장

선호
- - - - - - - 의료기관

56-60세 - - - - - - - - 의료기관

오귀옥

(1999)

45세미

만
- - -

부부

16-20평

독신

11-15평

21-50

세대
- - 전원지 종교기관

45-50세 - - -

부부

16-20평

독신

11-15평

21-50

세대
- -

도시근

교
종교기관

51-55세 - - -

부부

16-20평

독신

11-15평

21-50

세대
- -

도시근

교
정부

56-60세 - - -

부부

16-20평

독신

11-15평

21-50

세대
- -

도시근

교
정부

조희자

(2001)

40대
더욱

선호
- - 26-35평

100세대

이하
- 분양형 - -

50대 - - - 26-35평
100세대

이하
- 분양형 - -

김옥현

(2002)

30대 - - - - - - -
도시근

교
-

40대 - - - - - - -
도시근

교
-

50대
가장

선호
- - - - - -

전원지,

도시근

교

-

박성옥

(2003)

30대 - - - - - - -
도시근

교
-

40대 - - - - - - -
도시근

교
-

50대
가장

선호
- - - - - -

전원지,

도시근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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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미

(2003)

20대 - -
거동

불편
21-30평 - -

종신

이용형
전원지 정부

30대
가장

선호
-

거동

불편

시

21-30평 - -
종신

이용형

도시근

교
정부

40대 - -

거동

불편

시

11-20평 - - 임대형
도시근

교
정부

50대 - -

배우

자

사망

시

21-30평 - -

임대형,

종신이

용

도시근

교

연금공단,

정부

선국진

(2003)

45-50세 - -

거동

불편

시

11-20평 - 아파트
종신

이용형

도시근

교
정부

50-55세 - -

거동

불편

시

11-20평 -

아파트

,

빌라형

임대형
도시근

교
정부

55-59세 - -

거동

불편

시

11-20평 - 콘도형 임대형
도시근

교

정부주도

하 

민간기업

60세이

상

가장

선호

가장

선호

거동

불편

시

11-20평 -

콘도형

,

아파트

임대형
도시근

교
정부

이민경

40-59세 - - - - - - - - -

60세이

상

더욱

선호

가장

선호
- - - - - - -

한조희

(2005)

35-40세 필요 - - 16-20평 - -
회원권

형

도시근

교
-

41-45세 필요 - - 16-20평 - -
회원권

형

도시근

교
-

46-50세 필요 - - 11-20평 - -
회원권

형

도시근

교
-

51-55세 필요 - - 16-20평 - - 임대형
도시근

교
-

56세이

상
필요 - - 16-30평 - -

회원권

형

도시근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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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111...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종종종합합합 분분분석석석

부부부록록록 111222...배배배우우우자자자나나나 가가가족족족 동동동거거거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종종종합합합 분분분석석석

구분 필요성 입주
의향

입주
시기

거주
규모

주거
유형

입주
방식

위치 운영
주체

이한영
(1992)

좋음
더욱선

호 - - - - - - -

나쁨 - - - - - - - -

윤철현
(2001)

좋음
더욱선

호 - - - - - - -

나쁨 - - - - - - - -

선국진
(2003)

건강
좋음

가장선
호

의향
있음

거동
불편시

11-2
0평 아파트 임대형 도시근교 정부

보통 - 의향
있음

거동
불편시

11-2
0평

콘도형 임대형 도시근교 정부

나쁨 -
의향
있음

거동
불편시

11-2
0평

단독
주택 임대형 도시근교 정부

이민경
(2003)

좋음 - 더욱선
호

- - - - - -

나쁨
더욱선

호 - - - - - - -

구분
필요
성

입주
의향

입주
시기

거주
규모 세대수

주거
유형

입주
방식 위치

운영
주체

오귀옥
(1999)

있음 - - -

부부
16-20평

독신
11-15평

21-50
세대

- -

도시근
교
및

 전원지

종교기
관

없음 - - -

부부
16-20평

독신
11-15평

20세
대

이하
- -

도시근
교 정부

선국진
(2003)

있음 - - 거동
불편시

11-20평 - 아파
트

임대형 도시근
교

정부

없음
더욱
선호

더욱
선호

거동
불편시 11-20평 -

아파
트 임대형

도시근
교 정부

이민경
(2003)

있음 더욱
선호

- - - - - - - -

없음 - 더욱선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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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333...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종종종합합합분분분석석석
 구분 필요

성
입주
의향

입주
시기

거주
규모

세대수 주거
유형

입주
방식

위치 운영
주체

박종천
(1999)

고졸이하 - - - - - - - - -

대졸 - - - - - - - - -

대졸이상 가장
선호

- - - - - - - -

조희자
(2001)

고졸이하 - -
거동

불편시
45평초

과 100이하 -
회원권

형 - -

대졸 - -
거동

불편시
26-35

평
101-30

0 - 분양형 - -

대졸이상
가장
선호 -

거동
불편시

26-35
평 100이하 - 분양형 - -

김옥현
(2002)

고졸이하 - - - - - - - - 정부

대졸이상 - - - - - - - -
정부투자

기관, 
종교기관

오영미
(2003)

고졸이하 - - 거동
불편시

21-30
평

- -
임대형,
종신이

용

도시근
교

정부

대졸 - -
거동

불편시
21-30

평 - -
임대형,
종신이

용

도시근
교 정부

대졸이상 가장
선호

- 거동
불편시

21-30
평

- - 임대형 도시근
교

정부

선국진
(2003)

고졸이하 - - 거동
불편시

11-20
평

- 아파
트

임대형 도시근
교

정부

전문대졸 가장
선호

가장
선호

거동
불편시

11-20
평

- 콘도
형

회원권
형

도시근
교

정부

대졸 - - 거동
불편시

11-20
평

- 콘도
형

종신이
용권형

도시근
교

정부, 
연금공단

대학원졸 - -
거동

불편시
11-20

평 -
아파
트 임대형

도시근
교

정부주도
하

민간기업

이민경
(2003)

고졸이하 - - - - - - - - -

대졸이상
가장
선호

가장
선호 - - - - - - -

박성옥
(2003)

고졸이하 - - - - - - - - 중앙정부

대졸이상
더욱
선호 - - - - - - -

정부투자
기관,사회

복지, 
종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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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444...국국국내내내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실실실거거거주주주자자자의의의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요요요구구구도도도 및및및 만만만족족족도도도

김영구

(1995)

신동준

(1997)

유혜주

(1998)

조현정

(1999)

강정순

(2002)

김도현

(2004)

조사

대상

시설

유당마을, 

혜성원, 

성광원, 

충효의 집

유당마을, 

혜성원, 

충효의 집

보리수마을,

유당마을, 

혜성원, 

성광원,충효

의 집

 라비돌, 

유당마을, 

충효의집, 

성광원, 

성라원

흰돌

실버타운

로뎀실버타운, 

성라실버타운, 

미리내실버타운

성별비 -
여자: 63%

남자: 37%

여자: 61%

남자: 39%

여자: 78%

남자: 22%

여자 65%

남자 35%

여자 39%

남자 61%

연령대 -
70대,80대:

78%

70대이상:

72%

70세이상:

86%

65세이상

90% 

71세이상

78%

학력

수준
-

고졸이상자 

60%

고졸 이상:

64%

고졸이상:

36%
고졸이상 63%

중졸이하

71%

비용비용비용비용

만족도

비용이 대체로 

3천만-5천만

원 수준이며 

비용에 대해  

50%가 만족

비용에 대한 

부담거의 

없는편:조사

자의 

10%정도 

부담느낌

비용마련:

-부동산매각  

  50%,

- 저축40%

비용에 대한 

부담

:조사자의 

13%정도 가 

비용

부담느낌

비용마련:

-부동산매각  

47%,

- 퇴직금, 

저축15%

-

대체로 만족/

입주비용과 

월비용적정

-

시설시설시설시설....

환경환경환경환경

만족도

및 

요구도

유형에 따라 

만족도 다름/

-침실만족도 

:79%

-냉난방시설만

족도 :69%

-운동시설:

  30% 만족

<요구도>

-냉난방시설 

개별조정가능

하도록.

-거동불편 

노인의 

-시설만족도:  

 37%

-부대시설만

족도:38%
-

대체로만족/

냉난방시설,

자연환경 좋음

<요구도>

-오르막길제거

-청소깨끗이,

-셔틀버스운행

-실내 운동

  시설확충

-휴식공간

-방음장치

-환풍시설

-청소상태만족도 

높음

-편의시설 

이용만족도 

가장낮음



- 110 -

신체특성 

고려한 

거주시설

-의무실, 

물리치료실의 

시설보강

직원직원직원직원

만족도

및 

요구도

의료진 만족도 

: 24%  

<요구도>

-24시간 상주 

의료진

-직원만족도:

41% 만족 -
-

대체로만족/

직원 친절

<요구도>

-의사,간호사

상주 요망 

-모든 노인을 

평등하게 대우

직원만족도:39%

가 보통/

직원이 친절함

<요구도>

-담당인력의 

충분성

운영운영운영운영

만족도

및 

요구도

  <요구도>

-운영주체의 

신뢰성 

-계약사항의 

준수

 - - -

-만족도:보통

<요구도>

-관리비공개

-건의사항처리

시간단축

-건강한사람과 

환자의

분리거주

-건의사항 

반영노력 요구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프로프로프로프로

그램그램그램그램

만족도

및 

요구도

-오락서비스

만족도 :38%

-상담서비스만

족도:49%

<요구도>

 -유선방송

설치

-오락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식사배달

서비스

-상담서비스

-식사서비스

만족도: 

60%가 

보통으로만족

-의료서비스

만족도: 20%

-상담서비스

만족도:32%

-여가프로그

램만족도: 

29%

-식사서비스

만족도:60%

-의료서비스

만족도: 

22%

-상담서비스

만족도:31%

-여가프로그

램만족도: 

30%

-남성,저연령

, 

고학력일수록 

레크레이션 

만족도높음

- 여성, 

저연령, 

고학력, 

무자녀자가 

교육욕구 

높음

-만족도:보통

<요구도>

-지역사회와의 

연계프로그램

제공

-케이블방송 

설치

-식사의 

질향상 및 

치료식 요구

-건강강좌

-노래교실

 활성화

-문화취미강좌

의 다양성

-식사서비스:71

%가 보통

<요구도>

-서비스프로그램 

연계서비스요구

-서비스프로그램

의 수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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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555...국국국내내내 일일일반반반형형형 실실실버버버타타타운운운 비비비교교교
구분 경주실버타운경주실버타운경주실버타운경주실버타운 유당마을유당마을유당마을유당마을 수동시니어타운수동시니어타운수동시니어타운수동시니어타운 실버텔 실버텔 실버텔 실버텔 장자동장자동장자동장자동

위치 도시형 도시근교 전원형 전원형

입주비용 2천-5천만
3천5백만

-1억4천

5천6백

-1억7천

6천만

-1억5천

세대수 33세대 106세대 123세대 188세대

주거

규모

1인용

8-10평

-독신용

16,21평

-부부용

32,41,49평

독신용 16평

부부용 32평

독신용 15평

부부용 32평

의료

서비스

-의료진 상주

- 물리치료사

   근무

-의료시설 및    

장비는 인근병   원과 

연계하여   사용

간호사만 상주,

요양병원이 없어서 

노환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경우 퇴소해야함

물리치료, 

간호사 상주,

간단한 정기 진찰

-의료시설이 없다

-간호사만 상주

다양한 

프로그램

-노래교실

-영화감상

-문화, 교양강좌

-레저, 스포츠활동

수영장, 헬스시설, 

영화감상실 제공 

외에 체계적 

프로그램이 없다.

골프연습장, 

베드민턴장 등의 

시설만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

단점

세대수, 주거규모가 

너무 작아서 부부가 

생활하기에 작은 

편이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고속도로와 너무 

인접하여 소음이 

심하다.

-도시와 너무 

떨어져 고립된 

느낌이 들고, 

전원형의 특징인 

텃밭, 가축사육 

부지도 없으며 

주변 자연 경관의 

확보가 안되어 

있다.

-의료시설약함 

-체계적 프로그램 

없음

-도시와 너무 멀고 

주변에  편의 

시설이 없어서 

단절된 느낌이 든다.

-입주자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장점 비용이 저렴하다

다양한 평수가 

있으며 

도시근교라서 교통, 

편의시설이 가깝다.

-시설이 끗하고 

시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정신요양병원이 

함께 있다.

자연경관과 공기가 

좋으며 산림욕 

등산코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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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시니어스타워시니어스타워시니어스타워시니어스타워 삼성 삼성 삼성 삼성 노블카운티노블카운티노블카운티노블카운티         라비돌라비돌라비돌라비돌

위치 도시형 도시근교형 도시근교형

입주비용 1억4천-2억8천 2억 9천- 10억 2억5천만

세대수 144세대 550세대 241세대

주거규모 15, 23, 30평형 36, 46, 50, 56, 72평 16.4평

의료

서비스

-24시간 의료진 상주

-송도병원을 통한 

 정기적 건강진단 

-수술, 입원시 부대

 병원에서 비용          

50%부담

-너싱홈운영

-24시간 의료진 상주

-각종 클리닉(내과,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너싱홈운영

-외부병원과 연계하여    

물리, 재활치료

-간호사만 상주

다양한 

프로그램

-각종 동호회 활동

-20여가지 월별 프로

 그램을 통한 체계적     

여가 교육활동 제공 

-종합상담서비스

-가사서비스 지원

-입주자 전용강좌 수강,   

이벤트, 원예, 음악, 오   

락프로그램

-침구류 

세탁서비스지원-종합상담

서비스

 취미, 오락, 문화,      

체육활동             

지원프로그램

단점

-비용이 비싸다.

-종신이용권형의         

입주자가 개인적        

이유나 사망으로        

퇴소시에 반환금의      

책정이 입주민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주민사용의 

공동시설없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의료시설이 미흡하다

-비용이 비싸다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종합상담서비스가     

없다.

-주거지의 기능보다는    

휴양지로의 인식이    

강해 안정적이지      

않다.

장점

다양한 여가 교육 

프로그램과 취미, 운동, 

의료

시설 수준이 좋으며 

도시내에 있으므로 생활이 

편리하다.

-실버타운 시설수준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다양

-실버타운 내에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생활문화   센터와      

스포츠센터를 주        

민에게 개방하여        

입주민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으므로         

고립감을 덜느낀다.

-자연경관이 매우좋다.

-10년후 보증금을      

전액 환불한다.

-전원형 실버타운으로   

서의 휴양,레저의 기   

능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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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presentedtheconclusiononpreferenceofdomesticsilver
town with comparative analysis ofpreceding studies thatmake a
survey ofpreliminary elderly peoplepreferring silvertown,and the
modelofKorean silvertown with reference to the examples and
suggestionsofsilvertownintheadvancedcountriesforthepurposeof
activatingsilvertown.
Itdividessilvertownmodelintothegeneralandhightypeaccording
toincomelevelbasedonthepreferenceofdomesticsilvertown,which
thelow-incomegroupisbelow 1.9millionwoninmonthlymeanand
themiddle-incomegroupisfrom 1.9millionwonto3.1millionwonin
monthlymean.
The following are general-silver town models targeting the
low-incomegroupandmiddle-incom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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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for facilities and service,itshowed thatthey prefer the
residentialsizefrom 10to20pyongforsingleandfrom 15to30pyong
forcouple,generationnumberfrom 50to100,moving-inexpensebelow
50million won,housing typelikeapartment,thesuburbsand rural
type,the operating body like confidentialgovernment,respectively.
Meanwhile,forservicedemand,theypreferthelow moving-inexpense
andsmallfacilitiesforelderlypeople.
Second,the support policy of government is necessary to the
activationofsilvertown.Accordingly,theeffortofgovernmentandtax
incentivesareessentialtothepoliticalenforcementofhousingsubsidy
forelderlypeopleandactivationofsilvertown.
Third,as itis importantthattheoperating body ofsilvertown
securetheconfidenceinsupportingsilvertown,itisimperativethat
operatoractively connectwith theexisting welfareinstitution in its
circumferenceandmakeaneffortthattrytoadvertisesilvertownof
themiddle-incomegroupfortherationalizationofoperation.
Subsequently,the following are high-silvertown models targeting
high-incomegroupover3.1millionwoninmonthlymean.
First,for facilities and service,itshowed thatthey prefer the
residentialsizefrom 11to15pyongforsingleandfrom 21to30pyong
forcouple,generationnumberfrom 51to100,moving-inexpensebelow
50million won and from 50million to200million won,moving-in
method for member,the suburbs and ruraltype,respectively.For
service demand,they prefer the service ofgood quality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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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spensablemedicalservice.In addition,they prefertheresidential
complexsuchaselderlyapartmentfacilities,family-attractingfacilities,
culturalfacilitiesand leisurerecreation facilities,and intervention of
government and private institution such as government,religious
institutionandprivateinstitutionledbygovernment.
Second,forsupportsystem ofgovernment,itisnecessaryforpushing
simultaneouslyaheadwiththeactiveplansofelderlywelfareresidential
projectandprofitability-generatedplansbyinvestmentprojectinsilver
townoflocalgovernment.
Third,for support system of operator,it must rationalize the
moving-in expense of high price,and materialize the systematic
operationandelderlywelfarebysecuringexpertiseofoperation.

Key Word : PreferenceofSilverTown,general-silvertownmodel,
high-silvertown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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