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이며, 2025년에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추세를 보이고있다.
이러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시설과 기술 발전에
힘을 쏟고 있고, 특히 고령자에게 가장 취약한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천안시 봉명동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병원과 의생명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연구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건강도시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대지위치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지구 일대
약 184,000 ㎡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노인 공동주거시설, 연구시설, 체험시설 등
법정 70% 이하 (주거), 20% 이하 (녹지)
법정 500% 이하 (주거), 100% 이하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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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LAB FOR REVITALIZATION OF SENIOR HEALTY CITY



TARGET SITE ANALYSIS

의료 및 연구시설 밀집
순천향대병원과 더불어 의생명연구소,

의과대학이 위치한다

고령화 마을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고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다수의 건물 및 공실
주택 뿐 아니라 다수의 상업시설에도

공실이 많이 존재한다

낮은 하천 이용률
천안천의 산책로가 존재하긴 하지만

주민들의 사용률이 현저히 적다

철도하부공간
주차장 및 유휴지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하부공간 이용할 수 있다

학교 시설 이용
대지 내 위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시설이 있다

노후된 주거시설
대상지 내 노후화 건물의 비율은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
상권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천안서여자중학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및 의과대학

순천향 의생명 연구소

천안천 생태공원

전철 1호선 봉명역

ROAD BUILDING AGE RESIDENCE & COMMERCE

50년 이상 (31.7%)
40년 이상 (02.1%)

주거시설

상업시설

30년 이상 (28.2%)
20년 이상 (32.1%)LIVING-LAB

KEY FACILITY

SITE CONDITION

SWOT ANALYSIS

SOCIAL ISSUE & SOLUTION

R&D (RESEARCH & DEVELOPMENT)

LIVING-LAB
지역사회를 실험지로 정해서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

IT Technology

의료시스템 개선 건강 증진 욕구

Wearable
Big Data
Mobile

공급자 이용자

과거의 R&D

과학기술 산업경쟁력의 도구로써
수용자의 요구보다는 기술의
발전속도를 예측하면서 
대응하여 공급자중심
연구가 이루어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써
문제를 구체화한 후 그에 맞추어 연구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며

문제중심의 접근, 수요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등을 
생활영역에 접목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미래의 R&D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대

상권경쟁력 감소로
인한 지역 쇠퇴

빈 상가 점포와
노후주택 다수

지역기반 리빙랩 연구
활성화 필요

핵가족화와
독거노인 증가

건물 노후화와 노인문제, 상권경쟁력 약화로 인해 쇠퇴한 원도심을 
리빙랩을 적용한 ‘노인건강도시’라는 테마를 적용하여 활성화 방안 제시



CONCEPT

학계 :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을 제공하고 학술적인 연구성과를 획득

산업계 :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통해 기술이나 제품을 연구

지역사회 :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피드백을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

국내·외 네트워크 :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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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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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적

요

소

원활한 접근성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안전성 확보의 욕구

적절한 공간 규모

보행환경 조성

활동 및 취미공간

헬스케어공간

프라이버시 확보

안전한 환경

편안한 휴식공간

따뜻한 색채

가족 방문객 공간

TARGET ANALYSIS

DESIGN CONCEPT

‘마을’ 이라는 의미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생활을 건물내부로 끌어들일 것

획일화된 아파트형 주거가 아닌 주거공간과 맞붙어있는 만남의 공간을 계획

의도적으로 노인들이 걸을 수 있고, 걸어야하는 보행환경 조성

주거시설

커뮤니티시설

노인만남공간



천안천 하천길을 재정비한 생태공원 및 산책로

쓰이지 않던 철도 하부 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리빙랩 기반 연구 및 노인공동주거 시설

봉명역
지하철 1호선 봉명역으로 접근

순천향대 천안병원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메디컬리빙랩센터 
건강도시의 중심지 역할로서

리빙랩단지에 대한 전시 및 체험

리빙랩 대상지 B 
환자나 노인의 데이터 확보와

그를 이용한 연구의 적용이 목적

포켓헬스파크 
주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건강공원

리빙랩 대상지 C 
환자의 혈압이나 심박수, 생체리듬을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비상시 바로 연락

리빙랩 대상지 A
병원 의료진이 직접 관리하는 환자 

노인공동주거시설
주거프로토타입을 적용한 공동주거시설로
저층부엔 진료시설과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순천향 의생명연구소 등 연구시설과 연계

안내센터

방문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메디컬 리빙랩의 출발지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