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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n aging population has increased vastly and nuclear families have been a dominating family type in modern

Korean society, the numbers of the elderly who suffer Empty Nest Syndrome and LID (Loss Isolation Depression)

syndrome have been accelerated. These syndromes involve psychological instability, melancholy, and lethargy. To

make the elderly get out of this phenomenon and live actively, the scheme of converting their existing house into

shared housing was set as a hypothetical solution in this study. This study sets out to find out responses of the

elderly to alter their own house's function in housing improvement area. A Small Workshop Panel method was

used and the elderly aged 55 years upwards took part and they own a detached house in a housing improvement

area that is relatively large for the elderly or the elderly couple to live alone. Through the workshop, problems that

the elderly have been experiencing within their houses were looked into and responses of the elderly on altering

their house to shared housing by introducing developed schematic plans. Although, the first response was negative,

positive responses from the house owners were carried out when a visual support i.e. developed shared housing

plan was provided. The positive response was based on the fact that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on house

renovation and tenants matching programs are supported as shared housing could provide home owners economical

support with rents and help them to feel less lonely. This is a way of relieving the elderly from being neglected

and supporting them to live and age actively in their later lives. Furthermore, by providing a visual media to the

elder residents in housing improvement area, their greater understandings on the development and addressing their

opinions were possible. Therefore, more tools that promote elder residents' participation are needed for futur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nd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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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1)

2008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가 차지하는 비율이 10.3%이며,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은 10명 중 6명이다(통계청, 2008). 이는 고령화가 급

속히 진행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이 혼자 외롭게 생

활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로 인하여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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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제2핵심과제 ‘사회통합적 주거

공동체 재생기술개발’「과제번호: 2009-8-1054」에 의해 수행되었음.

LID(Loss Isolation Depression) 증후군을 겪는 노인이 많

은데, 이는 성장한 자식들이 떠나버린 노인계층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후군들로 정신적 불안정, 우울증, 허탈감을

수반한다(Wikipedia).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은 신체적 기능 감퇴로 인해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도움

이 필요한 세대이다. 노인이 이러한 심리적-신체적인 현

상을 극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과 함

께 교류하며 외롭지 않고, 생활하기에 안전한, 즉 고령층

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거환경이 필요하다. 이

와 같은 필요성과 함께, 시설보다는 기존주택 및 주거환

경에서 계속적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통계청, 2008)를 감안하여, Aging in Place를 도

모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이 계획 및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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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과거의 주거지개발 사업과는 다

른 주거지환경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개발지역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것의 한계점을 극복

하여, 커뮤니티의 총체적 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적 방안 모색과 주민참여 문화를 이끌어내어 주거환

경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시도의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지역주민 중 65세 이상의 주민이 차지하

는 비율이 16%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10.3%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

지역 거주 중인 고령층은 지역애착도가 높은 반면, 노후

된 주거 및 주택환경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

게 되는 딜레마에 놓여있다. 주거환경이 개선만 된다면

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하는 고령층의

욕구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복지대책 중의 하나인 노인

주거대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고령층의 반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공동사용주

택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고령층인 기존주

택 소유자의 일반적인 반응과 공동사용주택평면을 개발

하여 제시한 후 그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고령층

이 거주해온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과 커뮤니티 재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민참여를 도

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주거대안

및 주민주도 문화의 도래에 대비한 주민참여 도모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개념을 끌어

내기 위해, ‘공동사용주택(Shared Housing)’, ‘기존지역 및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노후의 삶(Aging in

Place)’ 그리고 ‘주민참여(Resident Participation)’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였다. 이 세 분야에 대한 문헌을 고찰한 이

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거지 재생지역의 노후주택들이 지역

을 쇠퇴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 보고, 이를 활용하여 주

택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주택의 기능을 전환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기능전환이

란, 단독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형 건물의 주택

을 여러 세대의 가구가 함께 나누어 쓰는 단독 건물 주

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이 공

동사용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였다.

둘째, 빈집에 노인세대만 남게 될 경우, 기존주택 유지

가 어렵고, 외로움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거주해오던 지

역사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경제

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증진시켜 해당

노인이 그 지역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적으

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존지역 및 주택

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노후의 삶’과 관련된 문헌고찰

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거지 재생 시 정부-지자체-

정비전문가-건축가 등이 임의로 상상하여 지역을 개선하

는 하향식 접근 방식(top down approach)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

즉 상향식 접근 방식(bottom up approach)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였다.

2.1 공동사용주택 (Shared Housing)

노인주거계획 유형에는 독립형, 공동형, 집합형, 보호

형, 간호형, 노인촌형이 있는데, 공동사용주택은 공동형에

해당한다. 공동형은 기존의 한 가구가 사용하는 주거에

출입구를 공용하는 독립된 채를 증축하거나 층을 분할

증축하는 것으로, 공동사용주택 외에 액세서리 주택, 에

코(ECHO: Elderly Cottage Housing Opportunity)주택,

그리고 노인용 하숙집이 이에 해당한다(이연숙 외1,

2006).

여기에서 공동사용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써, 여러 가구

가 살 수 있도록 건축 되어진 주택이며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

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

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

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가구가 세대별로 구분 소

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즉 다세대주택은 지

은 후 분양을 할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분양을 할 수

가 없고 다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줄 수 있을 뿐이

다(네이버 용어사전).

공동사용주택은 비혈연 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사람

들이 인적-경제적 자원을 공동 부담하며 한 주택을 공용

하는 형태로, 보통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 침실을 소유하

고, 거실, 부엌, 등 공동영역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모든 자녀의 출가, 배우자 사망 등

으로 혼자 사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할 때 선택 가능한

주택 형태이다. 이 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면서 주택수의 부족문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 유지비와 가사일 공동부담으로 경제적이며, 동료애

와 안정성을 주어 노인에게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

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다(이연숙, 1993; 이연숙 외1, 2006;

이연숙, 2006; Abbott, 2008).

1983년에서 1992년까지 4차례에 걸쳐 미국 시카고 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사용

주택 관련 연구를 실시한 결과(Hemmens et al, 1996), 이

지역 주민들은 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

정적인 반응을 보였었고 실제로 주택을 공유하는 지역주

민들이 많았다.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주된 이유들로, 거

주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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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임시 기간 동안 한 주택 내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노화 또는 병약해진 상황일 때 남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내 생활 보조를 다른 사람

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삶의 환경 변화

에 따라 주택 공유를 하나의 전략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있었다.

반면, 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 동거자 선택이 용이

하지 않고, 공동거주이므로 프라이버시가 감소한다는 단

점이 있다. 이 단점 보완을 위해서는 주택소유주와 동거

자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이 경우 기

존 주거 지원을 해 주면서 기존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노인들과 살 수 있게끔 연계해 줄 수도 있다(이연숙,

1993; 이연숙 외1, 2006; 이연숙, 2006; Abbott, 2008).

현존하는 국내 공동사용주택의 한 유형인 노인용 그룹

홈은 저소득층의 반의존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로만 편중

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실제 공동사용주

택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보다 다양한 형태

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노인을 대

상으로 하는 유형이 가능하다(이연숙 외3, 2009).

2.2 기존지역 및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노후의 삶 (Aging in Place)

Aging in Place는 한 지역사회 내에서 친구 또는 이웃

사이에 경비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의존성을 장려하

고, 자급자족력을 증진 시키며, 사회적 고립을 면하게 해

준다. 노인을 시설에 재배치하는 것 보다 기존에 살아오

던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살게 함으로써 소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 개인 통제력, 존엄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Lawler,

2001).

Aging in Place의 개념은 노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친근한 주택 또는 주거환경

에서 지속적으로 생활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나이가

들면서 드러나는 심리적-신체적 변화에 필요한 주거환경

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Wikipedia; 조인숙

외2, 2007). 또한, Aging in Place를 도모하는 주거환경

및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계획-개발하기 위해서는 ‘선택

(choice), 융통성(flexibility), 혼합된 세대(mixed generations),

정확히 계산된 보조 서비스(calibrated support)’와 같은 4

가지 주요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Lawler, 2001).

Vardy(1984)에 의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 보다 훨씬

더 활기찬 생활을 한다고 하였고, Pringle(1978)은 지역사

회에 포함되지 못한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외

로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활기찬 노후1)를 보낼 수 있도록

Aging in Place를 도모하는 노인주거대안이 반드시 필요

1) Bowling (200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활기찬

노후 (Active Aging)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면서 사회적 교류

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

라고 하였다.

하다.

2.3 주민참여 (Resident Participation)

주민참여란,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

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

참여라고도 한다.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의 대두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주민참여는 조직 내부

의 의사결정에 대한 하위계층의 참여와 함께 참여행정의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네이버 용어사전). 주민참여의 목

적은 급진적인 사회 혁신 전략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의

사결정에 있어서 참여는 권력의 한 유형이다. 주민참여는

권력을 분배함으로써,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평등과 자유

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높은 지역사회

의식과 자부심을 갖도록 도모한다(Kweit et al, 1981).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실제적인 주민참여는 참여단계,

방법,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이정수, 2003),

참여 성격에 따라 직접적-간접적 참여, 개별적-집단적 참

여, 능동적-수동적 참여로 구분된다(배웅규, 2001).

DEMOS Project(2004)에 소개된 ‘참여사다리(participation

ladder)’는 참여활동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주거환경개선

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는 총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1단계는 주민들에게 앞

으로 일어날 활동과 계획에 대해 알려주는 단계이다. 2단

계에는 정부와 관련된 기구가 어느 특정한 주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2단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언을 참여한 모든 주민들로부터

얻는다. 4단계에는 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정도를 넘

어 구체적인 계획을 디자인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부분까

지 참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참여한 주민들이 의사결

정의 주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 이행 결정에 있어

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실제 주민참여 과정에서는 예

기치 못한 여러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 복잡하므로,

더욱 다양한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워크샵(small group workshop)

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소집단이 모여서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적 토의를 하는 것으로서, 주택 소유자

인 고령층의 기존주택기능 전환에 대한 반응을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 방법이 선택되었다.

3.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는 연구 배경에 언급된 바와

같이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광주

광역시 남구 양림동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로는, 혼자 살기엔 비교적 크고, 여러 개의

방이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로써 자식들이 출가하고 혼자

또는 부부끼리만 거주하고 있는 4명의 55세 이상 고령층

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 단계에서 면담한 결과,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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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워크샵: 일반적 사항 및 주거현황 파악

질문내용

l 연령, 성별, 현 주택 내 가족구성, 수입,

건강상태 등

l 주택규모, 거주기간, 주거유형 등

l 현 주택 내 생활 만족도

연구도구 구조적 및 비구조적 질문지

현장 방문: 실태 조사

조사 대상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방문하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내부 스케치를 하면서 주택 실태, 문제점 파악

제 2차 워크샵: 개발평면 제시 전

공동사용주택으로의 전환에 대한 반응 조사

질문내용

l 미래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유형

l 미래의 주거환경에 필요한 주택 내 공간

l 미래에 선호하는 동거유형

l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일반적 반응

l 기존 주택을 공동사용주택으로의 전환에

대한 반응

연구도구 구조적 및 비구조적 질문지

제 3차 워크샵: 개발평면 제시 후

공동사용주택으로의 전환에 대한 반응 조사

질문내용

l 공동사용주택 개발 평면에 대한 장단점

l 개발평면과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전환

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조사 대상

자 소유주택에 적용 가능한 간이도면2)을

사용: 공동사용주택으로의 전환에 대한

반응

연구도구

l 구조적 및 비구조적 질문지

l 공동사용주택 개발평면

l 공동사용주택 개발평면의 투시도 전경

이미지

l 조사 대상자 소유주택에 적용 가능한 간

이도면

모두 빈둥지 및 LID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었고, 현 주택

내 빈공간이 많아서 이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3.2 조사방법

3.2.1 예비조사 및 평면개발

공동사용주택과 Aging in Place, 주민참여 관련 문헌고

찰을 한 후, 소집단 워크샵에 앞서 예비조사를 2008년 8

월 5일과 6일, 2일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

의 일반적인 주거환경 파악을 위한 현장 답사를 하였는

데, 그 결과, 이 지역 내에는 노후 된 단독주택들이 많았

고, 거주자들 대부분이 저소득 고령층이었다. 거주자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들은 주택 노후로 인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개선 욕구가 있었고, 오랫동안 거주해

온 기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거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식들이 출가하여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서 빈둥지 또는 LID 증후군을 겪고 있었다. 이를 배경으

로, Aging in Place를 도모하는 평면을 2008년 8, 9월에

걸쳐서 개발하였고, 이를 워크샵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

용하였다.

3.2.2 워크샵 실시 및 진행내용

2008년 10월 3일과 4일, 2일 동안 현장 방문을 포함하

여 3회에 걸친 소집단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워크샵 각

단계는 평균 2시간이 소요되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

구자 1인이 워크샵을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연구자 2인이

보조하였다. 또한, 워크샵 내용은 정확도 및 신뢰도를 위

해 녹음을 하였고, 자료 분석 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의 적극적인 반응 유도를 위해 1차 및 2차 워크샵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3차 워크샵에서는 질문지 및 이미

지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개발평면의

투시도 전경 이미지이다.

소집단 워크샵 단계별 연구 내용과 진행 흐름은 표1과

같다. 10월 3일에 실시한 1차 워크샵에서는 조사 대상자

들의 연령, 성별 등 일반적 사항과 현 주택규모 및 주택

내 생활 만족도 등 주거 현황을 파악하였다. 같은 날에,

각 조사 대상자의 현 주택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

고, 2차 워크샵 또한 진행하였다. 2차 워크샵에서는 미래

에 거주를 희망하는 주거유형, 미래 주거환경에 필요한

주택 내 공간, 미래에 선호하는 동거유형을 살펴본 후 공

동사용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을 살펴보았고, 개발 평

면을 제시하기 전 기존주택을 공동사용주택으로 전환하

는 것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였다.

10월 4일에 실시한 3차 워크샵에서는 공동사용주택 개

발평면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단점

을 파악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전환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조사 대상자 소유주택에 적용 가능

한 간이도면을 개발평면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

용하여, 공동사용주택으로의 전환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

았다.

표 1. 단계별 연구내용 및 워크샵 진행 흐름도

▽

▽

▽

조사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도구

로 사용한 개발평면은 A3 크기, 투시도 전경 이미지는

A4 크기로 칼라출력하여 구두로 설명하였다. 10월 3일에

실시된 2차 워크샵 후, 각 조사 대상자들로 하여금 앞으

로 거주하고 싶은 주택 내 필요한 공간을 참고하여, 기존

주택을 공동사용주택으로 전환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도록 하였다. 그 다

음날 진행된 3차 워크샵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구상해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현장 방문 시 그렸던

A3 크기의 기존주택 간이도면과 개발평면을 참고하여 조

2) 간이도면은 개략적인 스케치(rough sketch)를 말하는 것으로, 공간의

크기 및 위치를 선으로만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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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문 2.창고 3.신발장 4.현관 5.관리인방 6.관리인 파우더룸

7.관리인 화장실 8.옥외공간 9.부엌 10.다용도실 11.공동욕실

12.캐노피 설치된 데크 13.파우더룸 14.공용화장실 15.개인방

16.옷장(안방, 윗방 개념) 17.개인방 내 개인 사워실 및 화장실

18.거실 19.개인 소지품 전시 공간 20.활동공간 21.데크(실내,

실외 겸용 개념) 22.옥외공간

거실 및 활동 공간 (18, 20) 개인방 (15)

사 대상자들의 기존주택에 적용 가능한 간이도면을 그렸

다.

4. 공동사용주택 평면개발

4.1 평면계획

주택 내 여유 공간을 가진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견고한 현 주택을 현지개량 시 완전히 허물고 개발

을 할 수 없으므로 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

되었듯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배우자를 여의거나

자식들이 떠나가서 빈 공간이 많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경으로 평면을 개발하였고, 여러 사람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념의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수용될 만한 범위를 설정해야 하므로 연면

적을 330.5m2(약100평)으로 설정하였다.

공동사용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생하면서 서로 관찰하

고 보살펴 줌으로써,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공간

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할 필

요가 있다. 노인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

인이 상주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발평면은 단독주택 유형인

공동사용주택으로서, 노인 4명과 관리인 1명이 상주 가능

하도록 디자인 하였다(그림13)). 관리인은 거주자인 노인

에게 전반적인 생활 지원을 하고, 외부 도움 필요시 연계

해주며, 위급 상황에 대처하여 노인을 항상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등 이와 같은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을 가지

고 있다. 관리인은 상주자로서 같은 주택 내 거주하는 생

활자로 강조하였다.

근본적으로 주택 소유자인 노인이 돈을 버는 메커니즘

을 기반으로 평면을 개발하였고, 4명의 노인이 관리인을

고용하여 공유하는 개념과 주택 소유자인 노인은 임대인

이며, 나머지 노인 3명은 임차인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관리인 고용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각 노인

이 25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개발평면은 크게 3가지 영역: 작업공간, 개인공간, 공용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평면 북측에는 관리인을 위한 생활

및 작업공간으로 관리인방, 부엌, 다용도실, 공동욕실, 파

우더룸, 세탁실 등을 배치하였고 거주자인 노인의 무단이

탈 방지를 위해 관찰이 용이하도록 현관을 관리인의 작

업공간에 인접하도록 디자인하였다. 평면 남측에는 개인

방과 개인 샤워실 및 화장실을 포함한 개인공간이 바깥

쪽으로 배치되었고, 개인공간 크기는 일정하도록 하였다.

평면 중앙에는 공용공간으로 거실과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배치하였다.

또한, 실내공간에서 거주자인 노인이 배회 시 안전하도

록 공간을 확보하였고, 실외에서도 안전하게 배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3) 이 개발평면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인 고령의 주택 소유자들 외

에 같은 지역 내 잠정적 임차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에도 사용

되었다(이연숙 외3, 2009).

그림 1. 워크샵 커뮤니케이션 도구:

공동사용주택 개발평면도 및 투시도 전경 이미지

본 연구에서 워크샵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된 공동

사용주택 평면은 John Zeisel의 치매노인을 위한 환경-행

태 모델의 개념과 Uriel Cohen의 치매노인을 위한 환경

지침이 적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출구의 통제, 배회통

로, 개인 공간, 사회적 공간, 옥외 공간, 지역사회를 반영

하는 주거 특성, 자율성’을 제공하며, ‘감각의 이해력’을

배려하는 공간 디자인을 고려하여 평면을 개발하였다. 조

사 대상자가 일반 노인임에도 치매노인을 위한 평면이

개발된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노인은 신체

적, 정신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놓임으로 차후

경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치매노인을 위

해 디자인된 주거환경은 일반 노인들에게도 편리하고 안

전하기 때문이다(이연숙 외3, 2009).

4.2 개발평면의 주거공간별 주요특징

개발평면(그림1)의 주거공간별 주요특징들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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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공간 No.[그림1])
특징

대문, 현관(1,4)
l 노인이 육체적으로 이동이 힘들 경우 대비

- 접근 용이함

공용공간

(9, 14, 18, 20, 21)

l 개방성과 개인 프라이버시가 적절히

존중되는 공간

l 다양한 사회적 공간 선택 가능

[딱딱한(hard) → 부드러운(soft),

반사적(semi-private) → 공적(public)]

l 벽 일부에 자연환경 이미지를 그려 넣어

정서적 안정 도모

개인실(15, 16, 17)
l 개인 화장실, 세면대, 샤워시설, 수납공간

배치

반사적(Semi

-private) 공간(19)

l 각 노인방 앞에 개인화할 수 있는 공간제공

l 의자에 앉아 편히 쉬면서 사회적 관찰 및

다른 사람과의 교류 가능

욕실 및 파우더룸

(11, 13)

l 노인의 건강 악화 시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씻을 수 있는 공동욕실

l 부엌과 같은 연결 선상에 있어 관리 및

통제 용이

l 공동욕실과 파우더룸의 자연스러운 연결로

고급화 추구

활동공간(20)

l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

지원

휴식공간(21) l 쉬면서 옥외공간과 자연관찰 가능

옥외공간

(8, 12, 22)

l 자연채광이 가능

l 계절변화를 쉽게 인지–다양한 감각 자극

l 실외수납공간 배치

조사

대상자
나이 성별 배우자 직업 건강상태

월수입

(만원)

A 73 여 무 무 나쁨 50-100

B 60 여 무 무 보통 50-100

C 57 남 유 자영업 보통 100-150

D 67 남 유 기능직 보통 100-150

조사

대상자

현 주택

유형

지역 내

거주

기간

주택

규모

주택관리비

(비난방

계절/매월)

주택관리비

(난방계절

/매월)

A 단독주택 73년 69m2 15만원 40만원

B 단독주택 38년 106m2 20만원 80만원

C 단독주택 35년 112m
2

40만원 90만원

D 단독주택 67년 132m2 15만원 100만원

조사

대상자

전반적

생활
수면 가사일 손님맞이 여가시간

A 2 3 3 1 2

B 2 3 3 2 3

C 2 3 2 2 3

D 2 4 2 2 3

평균 2 3.3 2.5 1.8 2.8

표 2. 주거공간별 특징

그림 2. 관리자 동선 (좌) & 거주자 동선 (우)

이 공간들은 관리자 측면과 거주자 측면 모두를 배려

하여 디자인하였다. 그림2는 관리자의 동선과 거주자의

동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리자 동선을 살펴보면 관리자

방(그림1, 공간 No. 5-7)을 시작으로 부엌, 다용도실, 공

동욕실, 파우더룸, 세탁실 등을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지

도록 공간이 배치되어 관리자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실내공간이 개방적으로 계획되어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관리자가 쉽게 거주자들을 관찰하기 쉽도록 디자인 하였

다. 거주자 동선을 살펴보면,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광장

(plaza)이 형성되어 각 개인공간과 반사적(semi-private)

공간으로 연결되도록 개발되었다.

5. 분석 및 결과

5.1 1차 워크샵

1차 워크샵은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과 주거현

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55세 이상의 조사 대상

자들 중 반은 직업이 없었으며, 모두 월수입이 많지 않았

다. 남녀 성비율은 같았는데, 조사 대상자들 중 여성일

경우에는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남성일 경우에는 배우자

와 함께 살고 있었다(표3). 조사 대상자들 모두 현 거주

지역에서 3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왔고,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자들 중 일부는 월수입에

비해 높은 주택 관리비를 내고 있었다(표4). 조사 대상자

들의 현 거주 주택은 노후도가 심하여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 만족도가 낮았고, 그 중 가사일과 손님맞이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아주 낮았다(표5).

표 3.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사항

표 4. 조사 대상자들의 주거현황

표 5. 조사 대상자들의 현 주택 내 생활 만족도

* 아주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아주 만족 5

이들은 높은 지역애착도 때문에 현 지역에 계속 머무

르면서 살고 싶은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주거

환경의 노후, 건강악화에 대한 두려움, 빈둥지 증후군 또

는 LID 증후군을 겪어 느끼게 되는 우울함, 외로움 등으

로 인해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면 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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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주택 간이도면 현장사진

A
방1

욕실/화장실

B
방5

부엌

C
부엌

욕실/화장실

D
거실

욕실/화장실

표 6.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현장 실태 조사

조

사

대

상

자

주

택

규

모

부

엌

화

장

실

/

욕

실

수

납

공

간

난

방

시

설

채

광

소

음

환

기

냄

새

내

부

마

감

재

안

전

상

태

주

거

비

부

담

A 3 2 1 2 1 2 4 3 3 3 2 2

B 2 2 1 2 2 4 4 3 3 3 4 2

C 3 2 1 1 1 2 3 2 3 2 2 2

D 4 4 2 1 1 4 4 3 2 3 3 1

평
균 3 2.5 1.3 1.5 1.3 3 3.8 2.8 2.8 2.8 2.8 1.8

5.2 현장 실태 조사

조사 대상자 A의 주택에는 총 방 3개가 있었는데, 방1,

2는 조사 대상자 A가 사용을 하고 방3을 세를 놓고 있었

으나 장기간 동안 세는 나가지 않고 있었다. 정원이 있다

는 장점이 있었지만 욕실 및 화장실은 협소하여 고령자

인 조사 대상자 A가 욕실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

다. 조사 대상자 B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였는데, 방1에서

4까지 모두 세를 주는 방이나 장기간 비어있었고, 욕실

및 화장실은 화장실로만 쓰기에도 좁았다. 조사 대상자 C

의 주택은 가게와 연결되어 있는 형태였고, 욕실 및 화장

실이 실외에 위치하여 난방계절 시 조사 대상자 C 및 배

우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 D 주택의 가

장 큰 장점은 정원이 있다는 것과 창고가 많다는 것이었

고, 다른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와 같이 주택 내 욕실 및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욕실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

었다(표6).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보통 이하이다. 화장실 및 욕실, 수납공간, 난방시설 및

주거비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낮았고, 주택규모, 부

엌, 채광, 환기, 냄새, 내부마감재 및 안전 상태에 대한 만

족도는 보통이었다. 이 중 소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

이었다(표7).

5.3 2차 워크샵

2차 워크샵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미래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유형, 미래의 주거환경에 필요한 주택 내 공간,

미래에 선호하는 동거유형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과

기존주택을 공동사용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응

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들 중 여성인 경우에는 아파트를,

남성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미래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

유형으로 선택하였다. 생활의 편리성이 아파트를 선택한

주된 이유였고, 정원-자연-한적함을 즐길 수 있다는 이유

가 단독주택을 선택한 주된 이유였다. 조사 대상자들 모

두 미래에 선호하는 동거유형으로 단독거주를 택하였는

데, 사생활 보장과 함께 조용히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었

고,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성격

차이로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서로 피해를 주는 것

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미래의 주택 규모

로 조사 대상자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크기는 평균

90m2(약28평)였고, 적어도 평균 69m2(약20평)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파악되었다(표8).

조사 대상자들 모두 미래 주거환경에 개인 방 및 개인

욕실, 옥외 공간, 그리고 개인 창고 및 수납공간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표9). 이는 조사 대상자들 모두 주택 내 개

인 공간을 아주 중요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조사 대상자들 모두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고, 사생활 침해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의견과 남과

의 공동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과 같은 이유로 공동사용

주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표 7.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만족도

* 아주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아주 만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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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

적합한

주택규모

최소

주택규모

선호

주거유형

선호

동거유형

A 66.1m2 49.6m2 아파트 단독거주

B 99.2m2 66.1m2 아파트 단독거주

C 99.2m
2

79.3m
2

단독주택 단독거주

D 99.2m2 82.6m2 단독주택 단독거주

조사

대상자

개인

방

개인

욕실

파우더

룸

취미

공간

옥외

공간

개인창고

/수납

공간

A 4 4 3 3 5 5

B 4 4 3 3 4 4

C 4 4 2 2 4 4

D 4 4 4 4 4 4

평균 4 4 3 3 4.3 4,3

거주자

측면

l 친환경 옥외 공간: 조경과 담으로 주택을 둘러쌓아

시각적으로 조망환경을 내부에서 경험하도록 개선함.

시간과 계절 변화에 거주자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함.

l 개인공간 옆: 거주자의 개인적 기억의 매개체를 배

치하여 치유 보조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함.

l 활동공간 및 갤러리 공간: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 도모 및 성취감을 느낄 수 있

도록 기능적 능력을 지원함.

l 반사적(semi-private) 공간: 각 개인공간 앞에 위치

하여 사회적 관찰이 가능하도록 함.

l 자연환경 이미지(벽): 정서적 안정을 유도함.

관리자

측면

l 작업동선의 효율성 극대화: 관리인방, 부엌, 다용도

실, 공동욕실, 파우더룸, 세탁실 등을 하나의 동선으

로 이어지도록 공간 배치함.

l 거주자 관찰 용이: 실내공간을 개방적으로 계획하여,

실외정원까지 직접적인 시야를 확보함.

l 무단외출 통제: 현관문을 거주자가 인지하기 어렵도

록 숨김.

또한, 기존 주택을 공동사용주택으로 전환 비용 측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표 8. 미래 선호 주거환경

  

표 9. 미래 주거환경에 필요한 주택 내 공간

* 아주 불필요 1, 불필요 2, 보통 3, 필요 4, 아주 필요 5

5.4 3차 워크샵

2차 워크샵까지는 개발 평면을 제시하지 않고 진행되

었는데, 3차 워크샵에서는 개발된 공동사용주택 평면에

대한 자세한 공간별 주요 특징을 투시도 전경 이미지와

함께 설명하였고, 공간별 주요 개념을 거주자 측면과 관

리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표10). 추가적으로, 조

사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평면 공간에 대한

스케치를 병행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평면에 대

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장단점을 파악하였고, 연

구자들은 조사 대상자들이 개발평면을 보면서 공동사용

주택에서의 공동 및 개인생활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동의한 시점까지 개발평면 내 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기존주택을

공동사용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조사 대상자들의 기존주택에 적용

가능한 간이도면(그림3)과 개발평면을 통해 공동사용주택

으로의 전환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조사 대상자 기존주택에 적용 가능한 간이도

면은 연구방법에서 언급되었듯이, 2차 워크샵 후, 조사

대상자들이 앞으로 살고 싶은 주택 내 필요한 공간에 대

한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주택을 공동사용주택으로 전환

한다면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 조

사 대상자들로 하여금 간이도면 형식으로 구상하도록 하

였다. 그 다음날 진행된 3차 워크샵에서는 조사 대상자들

이 구상해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공간의 필요성 및 크

기 등을 의논하여 연구자가 현장 방문 시 그렸던 A3 크

기의 기존주택 간이도면 위에 기존주택에 적용 가능한

간이도면 스케치를 하였다. 그 다음, 개발평면의 공간 구

성 및 위치 등을 참고하여 최종 간이도면을 그렸다.

표 10. 개발평면의 공간별 주요 개념

기존주택 간이도면 제안된 간이도면

그림 3. 제안된 조사 대상자 A, B, C, D 주택의 간이도면

조사 대상자들의 개발평면에 대한 공간별 반응은 다음

과 같았다. 신체적인 거동이 힘들어지더라도 접근이 용이

하게 디자인된 현관, 사람들과 어울리며 교류할 수 있는

공용 공간, 욕실 및 화장실이 있는 개인 방, 인접한 자연

공간 그리고 적절한 수납공간이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인 방이 하나인 것보다 둘인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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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현관

신체적으로 이동이 불편할

때라 해도 접근이 용이하

게 되어 있어 좋음.

-

공용 공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음.
-

개인방

개인화장실, 세면대, 샤워

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좋

음. 수납공간 충분함. 사적

공간이 보장되어 좋음.

개인 방이 하나보다 둘

인 것이 더 나음. 방은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함.

반사적

(Semi-

private)

공간

개인공간이면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라

서 좋음.

-

욕실 및

파우더룸
건강악화 시 유용할 듯함.

건강할 동안은 공동욕실

이나 관리인 공간 대신

가족들 방문 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

면 좋겠음.

활동 공간
서로 함께 활동할

공간이 있다는 것이 좋음.

능동적인 운동

(노인놀이문화-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을 할

공간 부재 아쉬움.

휴식 공간

실내에서도 넓은 창을 통

해 자연을 보면서 쉴 수

있어 좋음.

-

옥외 공간

수납공간이 많아서 좋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

이 있어 좋음.

-

조사

대상자

2차 부정적 반응 강도

(개발평면 제시 전)

3차 부정적 반응 강도

(개발평면 제시 후)

A 5 1

B 5 2

C 4 1

D 4 1

나을 것이라는 반응과 건강할 동안은 공동욕실이나 관리

인실 보다는 가족들이 방문 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다. 또한, 능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운 반응도

있었다(표11).

조사 대상자들 중 여성인 경우에는 공동사용주택 내

공동거주 시 동거인이 동성인 경우를 선호하였고, 남성인

경우, 동성 또는 혼성 모두 무방하다고 하였다. 동성 선

호의 경우, 이성과의 동거에 대한 불편함이 이유였다. 조

사 대상자들 중 여성인 경우는 모두 홀로 현 주택에 거

주 중이었는데 공동사용주택 내 동거인으로 가족, 친구

또는 이웃을 선호하였다. 남성인 경우 배우자와 함께 현

주택에 거주 중이었는데, 공동사용주택 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를 선호하였고, 배우자와 사별한 후라면 동거인

으로 친구를 선호하였다.

조사 대상자들 모두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희망하고 있었

고, 현 거주지에서 계속적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기

존 주택을 공동사용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인 가능성을 개발평면 및 다이어그램을 통해 제시함으로

써, 조사 대상자들이 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개발평면을 제시하기

전 그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반응은 사생활 침해와 남

과의 공동 생활함에 대한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모두 부정적이었으나, 개발평면을 제시한 후 그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사용주

택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선호

도가 낮았던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가능성을

파악하도록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설명을 제시하자 처음

반응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표12).

6.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전면 철거 후 개발하는 방식, 즉 기

존 거주자들의 삶의 방식을 간과하고 그들이 기존 거주

지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커뮤니티의 총체적 주거지재

생이라는 실천적 방안 모색과 주민참여 문화를 이끌어내

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이는 즉, 기존 거주자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해오던 지역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주거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하나의 주거대안으로써 다양한 주거유

형들 중 여러 사람이 개인공간과 함께 다른 공간들을 공

유하는 형태인 공동사용주택을 본 연구에서는 다루었다.

특히, 주거지재생 시 해당지역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

한 계층인 노인, 그들 중에서도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고

빈 공간이 많은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 혹은 독

거노부부들이 활기차게 Aging in Place 할 수 있도록 도

모하기 위한 주거대안으로써, 기존주택을 공동사용주택으

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고령층 기존주택 소유자들의

반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1. 개발평면의 공간별 반응

 

표 12. 조사대상자들의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개발평면 제시 전과 후의 부정적 반응 강도 변화

* 아주 약함 1, 약함 2, 보통 3, 강함 4, 아주 강함 5

본 연구에 참여한 주거지재생지역 내 기존주택 소유자

인 고령층 조사 대상자들은 가족이 아닌 남과 더불어서

산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공동

사용주택으로 전환, 즉 주택기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개발평면을 매개체로

제시하면서 설명을 부가하자, 건강악화 시 항상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 빈둥지 및 LID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서 외로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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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킬 수 있다는 점, 경제적 사회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

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등 현실

적 가능성을 조사 대상자들이 파악하게 됨으로써, 기존주

택기능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기

존주택을 공동사용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까지 거

주해온, 익숙하며 친숙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Aging

in Place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노인으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제시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고령-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기존주택기능 전환에 관련된 주거대안 모색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존주택의 기능 전환을

위해 정부의 지원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하고, 공동사용주

택 내 공동거주자들이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호의

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연계 프로그

램(matching program)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

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친근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프

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기존주택기능 전환과 관련된 주거대안 모색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평

면이 시각적 매개체로 사용되면서, 주민의 부정적인 태도

가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는, 즉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 냈

듯이, 주민참여를 도모하며 주거지환경개선을 하는데 있

어서, 개발하고자 하는 바를 시각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이는 주민들의 주거지 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그들의 욕구에 가까운 주거지로의 개

발을 도모하므로, 보다 다양한 주민참여 도구 컨텐츠 개

발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실제로 기존주택 내 임대가

가능한 빈 공간이 존재하며 빈둥지 및 LID 증후군을 겪

고 있는 주택 소유자 4명의 소집단을 예비조사 시 직접

면담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구성하였고, 심층적 워크

샵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통해 노인주거대안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워크샵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하는 연구가 아니며, 이 지역의 거주자 및 주택상

황에 대한 포괄적인 수량적 조사가 아니다. 이후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 및 양적 연구를 위한 예비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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