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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로 출산율 감소, 고령화 사회의 진

입, 전문직 여성의 증가, 다민족 유입 등의 사회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도 증

가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립하여 그가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 양성평

등에 따른 여성, 생애주기에 따른 노인, 세계화에 따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복지수혜대

상자를 그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지원해 줄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중심 지원서비스 및 장소의 제공

이 필수적이다[4].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생활기초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0여개의 법률에 근

거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서비스 수혜대상자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집중적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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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15 social welfare centers built in the 2000s.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were used as research 

methodology. Th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services provided at the surveyed facilities overlapped for seniors 

and the handicapped. Most social welfare centers provided welfare services for seniors, young children, and 

teenagers. Second, the proportion of common area, program rooms was high for spatial composition. Third, front 

access by car was most common (used at nine centers) for the design of the access area and used by. Fourth, 

shared entry and exit was most common (used at 10 centers) for the design of the entrance. Fifth, regarding 

space combining style, a mixed style was most frequently used (observed at seven centers) where different 

private areas for different service users were partly mixed on certain floors. Sixth, a corridor type was most 

common (used at seven centers) for the design of a corridor space where visitors could walk along the corridor 

to access individual rooms.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 spatial composition of social welfare centers to 

promote mingling and exchanges among users of different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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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적인 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는 대상을 구분하기보다 지역주민으로 통합하

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세대 간의 단절 보다는 세

대 간 교류의 장소로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써의 복지

시설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통합된 복합복지시설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복지계획

의 측면에서도 복지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사업수행의 경제적, 물

리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복지시설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성인 등 전세대를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어 국내 대표적인 복합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세대간 교류도 용이하다. 이에 이 연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

스 질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세대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간구성의 특징을 분석하여, 종합사회복지

관 공간구성의 개선방향 및 복합복지시설의 공간구성 계획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배경

1. 복합복지시설의 개념

복합복지시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의 복

합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을 시작으로 학교 등과 같은 지역 유관

기관과의 복합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복지시설의 복합화는 여러 

복지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 통합 설치 및 운영으로 

토지 및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합

리적이며, 물리적·재정적인 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복합복지시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복지 이외의 서비스 즉 

보건의료, 문화체육시설 또는 행정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

는 기능적 복합과 서로 다른 운영주체가 하나의 시설을 복합적으

로 운영하는 운영적 복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가진다. 복지시설

의 복합화를 통해 시설별 서비스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자 

간의 교류 및 시설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운영적

인 면에서 시설 간 중복기능의 배제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

한 초기투자비와 시설운영비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3].

일본의 경우, 복합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노인시설이 필수적으

로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는 지역복지의 향상과 

함께 노인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교류에도 긍정적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유아 및 아동과의 세대 간 

교류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

설, 초·중학교 등과의 복합화 사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4].

2. 복합복지시설의 세대간 교류

세대간 교류는 아동, 청년, 중·고년 세대가 자신이 가지고 있

는 능력과 기술을 발휘하여 자기 자신의 발전과 함께 주변인들을 

비롯한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지역사회형성을 실천하

는 활동으로 미국과 일본 등 이미 고령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선진

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실천이 진행되어 그 효

과를 인정받고 있다[1]. 국내에서도 세대간 교류의 개념을 노인복

지측면으로 도입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방안으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 교류공간 분석 등의 연

구가 보고되고 있다. Park과 Park [7]은 세대간 교류의 종류를 크

게 시각적·청각적 접촉 유무에 따라 ‘직접교류’와 ‘간접교류’로 

구분하고 직접교류는 다시 운영자의 의도에 의해 진행되는 ‘기획

교류’와 일상생활 중 자연스럽게 만나는 ‘우발교류,’ 대상자의 능

동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되는 ‘자발교류’로 세분화하고 있다. 

특히 복합복지시설은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어 교류활동을 위한 공간구성에 따라 커뮤니티 증

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대간 교류측면에서 종

합사회복지관을 분석하여 향후 계획되는 다양한 복합복지시설에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종합사회복지관의 개념 및 현황

우리나라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과 혼용되고 있다.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

관을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5조에서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세기 산업혁명 및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

회복지사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06년 원산에서 미국 선

교단체에 의한 여성계몽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실시되었다. 이후 사회복지관이 설립되면서 민간차원의 사회복

지사업이 발전되었으며, 1982년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채택되고 

1983년 사회복지관 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국내 복합복지시설을 대표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

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로 가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

복지 등 6개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해당 복지관의 실정에 적합

한 프로그램을 10개 이상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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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s 1, 2는 2015년 8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등록된 종합

사회복지관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개관년도와 권역별로 분류한 것

이다. 개관년도에 따르면 1990년대에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이 

280개소, 62.8%이다. 개관년도에서 199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

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사회복지관의 많은 건립이 

이루어졌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81개소, 40.6%로 가장 많고 

영남권이 134개소, 30.0%로 그 다음이다.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문헌을 통한 실증조사와 현장조사방법을 채택하여 

관련 선행연구,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구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국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446개소 중에서 도면수집이 가능하고, 

2000년 이후에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 15개소로 선정하였다.

연구내용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영역별, 수혜대상별 복지서비스와 공간구성현황을 파악하고 

선행연구[4, 5]를 바탕으로 진입공간 형태, 출입구 형태, 공간적

복합 형태, 통로공간의 형태를 유형별로 정의하고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Figure 1).

2. 연구대상 개요

조사대상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반적 개요는 Table 3과 같다. 

사회복지관의 법인유형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으

로 구분되고, 사회복지법인은 9개소(60.0%), 재단법인은 4개소

(26.7%), 학교법인은 2개소(13.3%)로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입면규모는 MS복지관을 제외한 모든 복

지관이 4층 이하의 저층이고, 연면적은 YT복지관과 MS복지관이 

10,000 m2이상이고 나머지는 6,000 m2미만이다. 입지지역은 도

시가 12개소(80.0%)이고 읍면지역이 3개소(20.0%)로 도시지역

에 편중되어 있다.

시설을 복합화하는 유형은 크게 공간적 복합화와 기능적 복합

으로 구분하며, 공간적 복합은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외에 현관홀, 회의실, 식당, 복도, 계단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능적 복합은 프로그램 등의 기능적 연계 및 운

영을 같이 하거나 설비의 유지관리, 보안, 경비 등을 공동으로 이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 조사대상 종합사회복지관의 복합화 방

Table 1. Overview of Social Welfare Centers by Year of Establishment

Year -1989 1990-1999 2000-2009 2010- Total

Quantity 39 280 99 28 446

Rate (%) 8.7 62.8 22.2 6.3 100

Table 2. Overview of Social Welfare Centers by Region

Region Capital Youngdong Chungcheong Honam Youngnam Jeju Total

Quantity 181 18 52 52 134 9 446

Rate (%) 40.6 4.0 11.7 11.7 30.0 2.0 100

Table 3. General Description of Surveyed Social Welfare Centers

Case Year Location
Foundation 

type
Elevation 
(floor)

Total area 
(m3)

YT 2000 Gyeonggi-do  SWC B2-4F 15,042

MS 2010 Gyeonggi-do  SWC 6F 17,823

GJC 2010 Gyeongsangnam-do  IF 4F  5,251

SJG 2010 Gyeongsangbuk-do  SWC 2F  2,714

GJ 2010 Busan metropolitan city  EF B1-4F  3,656

JP 2000 Busan metropolitan city  EF B1-4F  3,288

HM 2000 Busan metropolitan city  SWC 4F  2,908

DC 2000 Seoul  SWC 3F  3,066

NH 2010 Incheon metropolitan city  IF B1-4F  3,695

MW 2000 Incheon metropolitan city  IF B1-4F  1,314

ICC 2000 Incheon metropolitan city  SWC B1-3F  4,297

SR 2000 Jeollanam-do  IF B1-2F/2F  5,524

GCG 2000 Jeollabuk-do  SWC 2F/1F  3,186

BA 2000 Jeollabuk-do  SWC 3F/2F  3,217

DB 2000 Jeju-do  SWC B1-2F  1,739

SWC, Social Welfare Corporation; IF, Incorporated Foundation; EF, 
Educational Foundation.
Cases were indicated abbreviation.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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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Table 4와 같이 공간적 복합과 기능적 복합이 통합되어 있으

며 동일건물에 여러 복지시설이 위치한 경우, 동일대지 별동으로 

여러 복지시설이 위치한 경우, 인접대지에 여러 동으로 복지시설

이 분포한 경우로 구분된다. 조사대상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대

부분이 동일건물에서 여러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개의 

운영주체로 인한 복합복지시설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협소한 

대지조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으로 적합하다. 동일대지나 

인접대지에 여러 복지시설이 있는 경우는 노인공동작업장이나 보

건소, 노인센터 등 복지시설에서 요구되는 시설이 근접해있어 다

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결과

1. 종합사회복지관의 영역별·대상별 복지서비스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사회복지관 사업은 가족복지사업, 지

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6]. Table 5는 이를 기준으로 조

사대상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것

이다. 첫째, 가족복지사업은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

되는 방과후 교육, 도서관운영, 진로탐색 등의 가족보완 사업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한 가정문제 해결·치료사

업, 부양가족 지원사업이 있으며, 조사대상 모든 종합사회복지관

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

회보호사업은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자립

적인 생활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일시보호 서

Table 4. Methods of Combining Multiple Services in the Social Welfare Centers

Type Single building Single site Adjoining site
Graphic

   

Feature Multiple welfare 
facilities are 
spatially mixed and 
laid out within a 
single building.

Multiple buildings 
for welfare 
facilities are 
located at a single 
site.

Multiple 
buildings for 
welfare facilities 
are located at 
adjoining sites.

Case YT, MS, GJC, GJ, JP, 
HM, DC, NH, MW, 
ICC, BA, DB

SR SJG, GCG

Cases were indicated abbreviation.

Table 5. Current State of Welfare Services by Business Area

Case 
Family 
welfare

Community 
protection

Community 
organization

Education 
& culture

Self-
support

YT ● ●

MS ● ● ● ●

GJC ● ●

SJG ● ● ● ● ●

GJ ● ● ● ● ●

JP ● ● ● ● ●

HM ● ● ● ●

DC ● ● ● ● ●

NH ● ● ● ●

MW ● ● ●

ICC ● ● ● ●

SR ● ● ●

GCG ● ● ●

BA ● ● ●

DB ● ● ● ● ●

Total 15 13 11 12 7

Rate (%) 100  86.7   73.3 80.0   46.7

Cases were indicated abbreviation.

Table 6. Current State of Welfare Services by Recipients

Case Senior Children Youth Handicapped Adult

YT ● ● ● ●

MS ● ● ● ● ●

GJC ● ● ●

SJG ● ● ● ● ●

GJ ● ● ● ● ●

JP ● ● ● ●

HM ● ● ● ● ●

DC ● ● ● ● ●

NH ● ● ● ●

MW ● ● ●

ICC ● ● ● ● ●

SR ● ● ● ● ●

GCG ● ● ● ●

BA ● ● ● ●

DB ● ● ●

Total  15 13 12 9 15

Rate (%) 100   86.7 80.0 60.0 100

Cases were indicated abbr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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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등이 있으며, 조사대상 종합사회복지관 중 13개소(86.7%)

에서 실시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조직사업은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의 일환으로 재활용 운동, 주민의식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각 시설들과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주민행사, 시설대여, 정보제공,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사 교

육 등이 이루어지며, 조사대상 종합사회복지관 중 11개소(73.3%)

에서 운영하고 있다. 넷째, 교육·문화사업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능교실,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사업, 문

화복지사업 등이 있으며, 조사대상 종합사회복지관 중 13개소

(86.7%)의 사례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자활사업은 자립능

력배양을 위한 직업기능훈련과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자활공

동체(공동작업)등과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종

합사회복지관 중 7개소(46.7%)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업영역별 복지서비스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조직시업, 자활사업의 순서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세대 간 교류 보다는 수혜대

상의 개별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대부분이며 지역사회조

직사업 중에서 주민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년1회 실시되는 공

동체사업으로 기획교류를 의도하는 서비스가 일부 편성되어 있었

다. 따라서 사업영역이나 하위단위사업으로 세대간 교류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6은 조사대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

지서비스를 지역주민,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의 수혜대상으

로 구분하여 현황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

지서비스로는 부양가족 지원사업, 급식서비스, 일시보호 서비스, 

경제적·정서적 지원, 자립생활지원, 여가·문화사업, 주민복지

사업(경로잔치), 직업기능훈련, 자활공동체 육성 등이 있는데, 사

업영역별로 보면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자활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방

과후 교육,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 급식서비스, 기능교실, 직업

기능훈련, 취업알선교육 등이 있으며 가족복지사업과 교육·문화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부양가족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직업기능훈련, 자활공동체 육성 등이 있

으며, 사업영역별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자활사업

에 집중되어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가족상담과 

부부상담, 주민의식강화교육, 주민복지증진사업(마을잔치, 벼룩

시장 등), 자원봉사자 모집, 성인기능교실, 문화복지사업(영화상

영, 음악회 등)으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

화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조사대상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모든 사례에서 실시하고 있다. 빈도가 가장 낮은 복

지서비스는 장애인으로 9개소(60.0%)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다

양한 이용자를 수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특히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4개소(26.7%), 성인, 노인, 장애인, 아

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3개소(20.0%), 지역주민, 노

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2개소(13.3%)이다. 

사업영역별로 공통되는 수혜대상은 노인과 장애인으로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와 일시보호 서비스, 직업기능과 자활공동체 육

성의 서비스에서 공통점이 보이고 있어 이들의 복합화에 대한 계

획도 가능하다. 또한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수혜대상으로는 노인, 

아동, 청소년이 많아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한 지역복지의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업영역

별 복지서비스는 개개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사업영역의 교류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편이 필요하다.

2.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구성 현황

선행연구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구성은 크게 이용자공

간과 관리공간으로 구분되며 이용자공간은 전용공간과 공용공간

으로 세분화된다. Table 7과 같이 이용자 전용공간은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등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

인 공간이고, 공용공간은 강당, 도서관, 특별활동실, 식당, 매점

(카페), 체력단련실, 수영장, 보건의료실로 구분된다. 관리공간은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기계실 등으로 구분된다. 세대간 교류

가 가능한 공간은 공용공간으로 특히 강당에서는 관리자의 기획

에 의한 교류가 가능하고, 도서관, 체력단련실, 수영장, 식당, 매

점(카페) 등에서는 우발교류와 간접교류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실

은 수혜대상별로 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지지만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시간차에 의한 공간운영으로 우발교류가 이루어질 가능

성도 있다. 공용공간 프로그램실은 모든 사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으며, 강당과 식당이 14개소(93.3%)로 그 다음 순서이다. 또한 

노인전용공간은 13개소(86.7%), 아동 및 청소년 전용공간은 10

개소(66.7%), 장애인 전용공간은 5개소(33.3%)로 공용공간을 중

심으로 공간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용공간의 구성이 많은 경우, 복지대상자별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용공간 이외에 불필요한 접촉을 줄

일 수 있는 전용공간의 구성과 시설관리, 복지서비스의 운영이 필

수적이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소요되는 공용공간이 부재시 서비스를 받는 방법과 동선 상에 문

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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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3.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구성 유형

1) 진입공간 형태

종합사회복지관의 진입공간의 형태는 도로와 진입로의 형태

에 따라 도로진입, 정면진입, 우회진입으로 구분되며 Table 8과 

같다. 도로근접은 도로와 건물사이의 인도를 통해 주출입구에 진

입하는 형태로 주차장은 건물주변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 보행

에 의한 주출입구와 주차장의 보조출입구가 따로 배치된다. 도로

근접형의 대부분은 주거 및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

으며 조사대상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개소(20.0%)로 나타났다. 

정면진입은 도로에서 건물의 정면을 향하는 주차장 진입로를 따

라 진입하는 형태로 건물 정면에 주차장이 있어 보행로와 주차장 

진입로가 혼합되어 있다. 대부분 대지가 넓거나 도심지 외곽에 위

치하여 여유대지가 있을 경우에 나타났다. 조사대상 종합사회복

지관에서는 9개소(60.0%)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우회

진입은 도로에서 건물의 측면을 따라 우회하여 주출입구로 진입

하는 형태로 보조출입구가 도로에 근접하여 위치하기도 하지만 

주출입구는 주차장과 맞닿아 있으며,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 

보이는 형태이나 주차장의 대지가 확보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조

사대상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개소(20.0%)에서 나타났다. 종합

사회복지관의 진입공간은 도로와 주차장의 관계에 따라 주출입구

Table 7. Spatial Composition by Functions of the Social Welfare Centers

Space 
composition

Case YT MS GJC SJG GJ JP HM DC NH MW ICC SR GCG BA DB Total Rate (%)

Private area Nursing ● ● ● ● 4 26.7

Children-youth ● ● ● ● ● ● ● ● ● ● 10 66.7

Senior ● ● ● ● ● ● ● ● ● ● ● ● ● 13 86.7

The handicapped ● ● ● ● ● 5 33.3

Public area Hall ● ● ● ● ● ● ● ● ● ● ● ● ● ● 14 93.3

Library ● ● ● ● ● ● ● ● ● ● 10 66.7

Program room ● ● ● ● ● ● ● ● ● ● ● ● ● ● ● 15 100.0

Restaurant ● ● ● ● ● ● ● ● ● ● ● ● ● ● 14 93.3

Cafeteria ● ● ● ● ● ● ● ● 8 53.3

Fitness room ● ● ● ● ● ● ● ● ● ● ● ● ● 13 86.7

Swimming pool ● 1 6.7

Shower room ● ● ● ● ● ● ● 7 46.7

Medical room ● ● ● ● ● ● ● 7 46.7

Management 
area

Office room ● ● ● ● ● ● ● ● ● ● ● ● ● ● ● 15 100.0

Counseling room ● ● ● ● ● ● ● ● ● ● ● ● ● ● 14 93.3

Faculty room ● ● ● ● ● ● ● ● 8 53.3

Machine room ● ● ● ● ● ● ● ● ● ● ● ● ● ● ● 15 100.0

Cases were indicated abbreviation.

Table 8. Access Area Design of the Social Welfare Center

Type Proximity to road Front access Roundabout entry
Graphic

   

Feature The building is 
close to the road 
that people can 
easily access main 
entrance from 
pavement.

A car follows a 
vehicle access lane 
and enters the 
building from the 
front via a main 
entrance.

A car enters the 
building along the 
side of the building, 
and people enter a 
walkway through a 
sub-entrance from 
the pavement.

Case GJ, JP, DC YT, MS, GJC, SJG, 
HM, NH, SR, GJG, 
BA

MW, ICC, DB

Cases were indicated abbr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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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입하고 있어 보행로와 차량통행로의 충돌이 예상되며 보행

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세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2) 출입구 형태

출입구 형태는 출입구와 개별실의 진입에 따라 공동출입-공

유진입, 공동출입-개별진입, 개별출입으로 분류되며 Table 9와 

같다. 공동출입-공유진입은 각 공간의 이용자들이 출입구과 진

입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형태로 우발교류가 자주 일어날 수 있으

며 이용시간에 따라 동선의 혼잡이 일어날 수 있다. 공동출입-개

별진입은 각 공간의 이용자들은 출입구만 공유하고 전용공간의 

진입은 독립적으로 우발교류의 빈도가 공유진입에 비해 낮고 이

용자의 특성에 따른 독립적인 공간운영이 가능하다. 개별출입은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출입구가 다르고 시설별 독립성 유지에 용

이하며 공간의 진출입으로 인한 우발교류의 빈도가 가장 낮은 유

형이다. 사례조사에서는 공동출입의 형태가 10개소(66.7%)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공간적 복합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상에 따라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여 동선

의 효율성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배치상의 특성을 공간적 복합으

로 분석하였다. 공간적복합은 Table 10과 같이 이용자 전용공간

을 중심으로 단면상 배치된 위치에 따라 병렬형, 적층형, 혼합형, 

별동형으로 분류된다. 병렬형은 이용자 전용공간이 수직적으로 

배치되는 형태로 수평층의 각 실에서 이용자들 간의 수평적 접근

이 용이하다. 적층형은 각 수평층별로 이용자 전용시설이 분리 배

치된 형태로 노인 및 아동 전용공간은 저층, 청소년 및 성인 전용

공간은 2층 이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용공간을 이

용하는 경우 이용자들 간의 교류가 어렵다. 혼합적 형태는 이용자 

전용공간이 서로 복합적으로 배치되는 형태로 공용공간이 다양한 

층에 분포되거나 같은 층에 전용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이용자들

의 다양한 상호교류가 발생될 수 있다. 별동형은 이용자 전용공간

이 같은 대지 내 별도의 건물로 배치되어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대부분의 사례가 아동전용공간을 별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다. 사례조사에서는 혼합형이 7개소(46.7%)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4) 통로공간 형태

통로공간 형태는 개별실을 진입하는 공간의 형태에 따라 홀형, 

복도형, 혼합형으로 분류되며 Table 11과 같다. 홀형은 각 층에서 

홀을 중심으로 개별실로 진입하는 형태로 개별실로 진입하면서 

우발교류가 일어나거나 홀에 라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소파나 벤

치를 통해 간접교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홀 공간을 이용하여 프로

그램을 운영하면서 기획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복도형은 편

복도 및 중복도의 통로공간에서 각 개별실로 진입하는 형태로 개

별실의 독립성이 확보되면서 우발교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혼합형은 홀형과 복도형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형태로 홀형의 특

징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이다. 사례조사에서는 복도형이 7개소

(4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9. Entrance Design of the Social Welfare Center

Type
Common entry

Separate entry
Shared access Separate access

Graphic

   

Feature Entrance and access 
area are shared, 
which might cause 
congestion.

Entrance is shared, 
but private areas 
are accessed 
separately to ensure 
independence 
depending on 
spatial composition.

Users use different 
entrances to give 
independence to 
individual facilities.

Case MS, HM, NH, MW, 
DB

SJG, GJ, ICC, GCG, 
BA

YT, GJC, DC, SR

Cases were indicated abbreviation.

Table 10. Spatial Combination of the Social Welfare Center

Type Vertical Horizontal Mixed
Separate 
building

Graphic

    

Feature Users’ private 
areas are laid 
out vertically 
along several 
floors.

Users’ private 
areas are 
concentrated 
on a single 
floor.

Users’ private 
and common 
areas are 
vertically 
stacked in 
some parts, 
and in other 
parts, mixed 
on the same 
floor.

Users’ private 
areas are 
laid out on a 
single site or 
in separate 
buildings, and 
only part of 
the outdoor 
area is shared.

Case HM, MW GJ, JP, ICC, BA YT, MS, GJC, 
SJG, DC, NH, 
DB

SR, GCG

Cases were indicated abbr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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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애·김수희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국내 종합사회복지관을 대표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공간구성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혜대상별 복지서비스에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통된 서비스 운영이 많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부분 노

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공간구성은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대부분의 복

지서비스가 공용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진입공간 형태는 도로근접, 정면진입, 우회진입으로 구

분되며, 정면진입형이 9개소(60.0%)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넷째, 출입구 형태는 공동출입-공유진입, 공동출입-개별진

입, 개별출입으로 구분되며, 공동출입이 10개소(66.7%)로 가장 

높았다.

다섯째, 공간적 복합 형태는 병렬형, 적층형, 혼합형, 별동형

으로 구분되며, 혼합형이 7개소(4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었는데 이는 특별활동실을 위주로 한 복합화의 결과로 분석된다. 

여섯째, 통로공간 형태는 홀형, 복도형, 혼합형으로 구분되며, 

복도형이 7개소(4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 기능

에 따라 개별 실을 운영하여 동선의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대교류를 위한 공간구성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서비스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

료서비스와 일시보호서비스 같이 공통되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이

들을 위한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많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우발교류 및 

간접교류를 위해 노인공간의 주변에 아동 및 청소년의 프로그램

실을 배치하도록 한다.

둘째, 공용공간 프로그램실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프로그램실의 공간배치는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혼합적으로 배치

하여 기획교류를 의도하거나, 프로그램실로 이동하는 동선을 따

라 우발교류와 간접교류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셋째, 진입공간 형태가 차량에 의한 건물정면진입이 많은데 주

차장과 건물 정면 사이에 쉼터나 휴게공간 등의 공터를 계획하여 

우발교류와 간접교류를 의도한다.

넷째, 출입구 형태는 공동출입 형태가 많으나 복지서비스 이

용특성에 사생활보호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출

입-개별진입 형태로 우발교류를 의도하면서 개별적인 복지서비

스를 받도록 계획한다. 특히 공동출입의 근처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을 배치하여 간접교류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섯째, 세대간 교류를 위한 공간적 복합형태는 병렬형과 혼합

형으로 계획하고 수평층으로 교차되는 공용공간에서 우발교류와 

간접교류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여섯째, 세대간 교류를 위한 통로공간 형태는 홀형이나 혼합

형으로 계획하여 주변 공간으로는 노인공간을 배치하여 홀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 휴게공간을 통해 기획교류, 우발교류, 

간접교류를 의도한다.

이상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을 대상으

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전용공간을 포함하고 있었다. 노인은 신체

적·정신적 이유로 활동공간의 범위에 제약이 있는데 노인 전용

공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공용공간을 계획하여 기획교류, 우

발교류, 간접교류를 의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대간 교류를 위

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최종목표는 기획교류, 우발교류, 간접교류

를 통한 자주적 교류에 있다. 세대간 교류를 통해 이해과 관심이 

증가되면서 자발적인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복지의 활성화

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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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rridor Space Design of the Social Welfare Center

Type Hall Passage Mixed

Graphic

   

Feature People access 
individual rooms 
from a hall in the 
middle.

People access 
individual rooms 
that are laid along 
single or double 
passage.

There are both a 
hall and a corridor 
to access individual 
rooms.

Case MS, SR, GCG, DB GJC, SJG, GJ, DC, 
NH, MW, ICC

YT, JP, HM, BA

Cases were indicated abbr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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