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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호개수를 위한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에 관한 사례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Residents-Participatory Design for
Apartment Housing Remodeling
이 용 규*
Yi, Yong-Kyu

Abstract
Apartments amount to 58.3%, the highest proportion of domestic housing types. These apartments’ lifespan
(approximately 27 years) are one-third of the developed countries’ housing lifespan due to the property developers and
mass production. It is significantly short-cycle period considering the original physical lifespan of the apartment housing
are 60 years. It has caused economic los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recent years,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long life of the apartment housing has been actively performed, but it is limited on reconstruction and new
construction. Reconstruction of existing a number of high-rise apartments is difficult owing to restrictions on the floor
area ratio allowing for 40 years limit of decay resistance after the completion. Improving lifespan of the building has
recently begun to receive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remodeling. However, These sort of remodeling techniques tend to
be focused on technology developed for the physical life extension. That means developing the techniques about
dwelling-unit environment for residents satisfaction are required as well as improving physical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d verify the Participatory Design Technique which can help the residents as th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esign decision-making process.
Keywords : Apartment Housing, Remodeling, Residents-Participator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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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2년 기준 준공 된지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
30만 1000호 수준으로, 2020년에는 4배가 넘는 112만
5000호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리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도 1990년대 초반 지어진 1
기 신도시 아파트로 인해 오는 2022년에는 200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1) 그러나 이들 1990년대 이
후에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은 높은 밀도와 용적률로 인
해 사업성이 낮고 대규모의 재생이 동시기에 이뤄지기 어
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재생 물량 조절을 위해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다양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하
겠다. 즉, 노후가 심각한 공동주택의 경우 대규모 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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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위한 기술론적 전략이 요구되겠지만 노후도가 양호
할 경우에는 거주자 스스로 주택에 애착(愛着)을 지니고
양질의 거주환경을 구축해 수명을 연장토록 하는 주호단
위 레벨에서의 계획론적 방안 모색 역시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호 개수 시 거주자
의 능동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참여 디자인 수법을
모색하고 그 적용과 효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급증
하는 노후공동주택에 대응해 다양한 전략 수립에 기여 할
수 있으며, 능동적 거주자 양성을 가능토록 한다는 점에
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참여디자인 수법 적용을 통한 모의실험 사
례연구로서 연구의 방법은 수법의 모색과 적용, 효용성
검토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우선 다양한 분야에서 논
의되고 있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 이론들의 고찰을 실시
하고 주호개수를 위한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을 모색
하였다. 다음으로 거주자의 능동적인 참여여부를 파악하
기 위해 수법의 적용을 통해 개수 안을 도출하고, 주생활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1980~1994년 지어진 아파트는
269만가구, 1995~2004년 준공한 아파트는 365만2000가구다(KB금
융경영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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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인터뷰 조사 등 정성적 방법론을 통한 수법의 효
용성을 검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색된 수법의 적용을 위해 준공 후 14
년이 경과되어 리모델링 허용기를 맞이하는 노후 공동주
택을 선정하고 실제 개수를 계획하고 있는 거주자를 모
의실험을 위한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대상 공동주택 주호
는 85 m2 규모의 3LDK 계단실형으로 벽식 구조이다.2)
연구 참여 피험자는 40대 맞벌이 부부와 7세 남아, 5세
여아로 구성된 핵가족이다<Table 1>.
Table 1. Overview of the survey of the Apartment Housing
Plan

Overview
- Location: HwaBuk-Dong in Jeju City
- year completed: 1998
- Structure: Shear Wall-Type
- Core type: Stair
- length of residence: 5 year
- The expected length of stay:
about 10 years
- Family composition: Father 44,
Mother 40, Son 7, Daughter 5
- L: Livingroom, D: Diningroom,
K: Kitchen, R: Bedroom, B: Bathroom

II. 거주자 참여 디자인 모델의 검토
1. 사용자 참여 디자인 이론의 고찰

본 절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 이론의 고찰을 실시하였다. 행동경제학자인
Ariely(2011)는 “이케아 효과(IKEA effect)”3)를 주장하였
다. 이는 사용자가 제품의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론이
다. 그는 또한 사용자의 참여 정도와 난이도에 따라 그
만족도가 달라 질 수 있다는 “달걀효과(egg effect)”을 주
장하였다. 이는 “70/30 Semi Homemade theory”4)로도 설
명되는데 소비자 자신이 직접 요리를 했다는 자부심과 요
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바람 사이의 미
묘한 균형점을 찾아 상품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전체 요리과정의 70%는 반 조리식품을 이용하고 나머지
30%를 신선하고 창의적인 재료를 이용한다면 요리의 즐
거움을 느끼면서도 사용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 또는 소비자의 참여가 만족
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일방적인 참여는 부담 증가로
만족도를 저해하며, 참여정도와 난이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찰 할 수 있었다.
2) 3LDK형은 국내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주거규모로, 서울의 경
우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로 계단실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Choi at al., 2004).
3) 이케아는 조립식 가구회사의 브랜드로 사람들은 비슷한 가격을
지불하고 완성된 가구를 사는 편리함 대신 직접 조립해야 하는 불편
함을 감수하고 이케아 가구를 사는 심리는 편리함을 넘어서는 가치
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4) http://www.foodnetwork.com/sandra-le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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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분야에서도 일찍이 건축가가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결정자적 입장을 지양하고 다수의 사용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개념의 거주자 참여 디자인에 대한 이론이 논
의되어 왔다.5) 특히 주민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고
하는 거주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애착을 고취시키고 주
거관리의식을 향상시켜 주거환경의 노후화를 막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6) 이처럼 본
연구는 거주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구축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주요 선행연구들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
히 사용자 다수의 의사결정 참여가 아닌 참여정도의 균
형점에 주목해 수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호 개수 프로세스의 참여 디자인 모델 도출

1) 거주자 참여 주거계획수법의 고찰
Yi, Park, and Kim(1994), Park and Yi(1995) 등은 거
주자 참여 주거계획의 수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우선 참여 시점에 따라 초기입주자와 입주 후 거주자의
참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초기입주의 경우 “메뉴선택방
식”, 공급자와의 면담에 의해 주호공간을 완성하는 “면담
방식”, 기획단계에서 사용자가 참여하는 “협동(Cooperative)”
방식, 입주 후 의 경우 가변형 주택에서의 “가변형 설계
방식”, 거주자 스스로 기성부품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DIY
(Do-It-Yourself)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요인을 관
련주체인 “참가자 유형”(전문가, 사용자), 규모적 범위인
“참가대상의 수준”(단지, 주동, 주호), 관여형태와 정도인
“참가방식”(직접적, 간접적), 사용도구인 “참가기술”(설문,
관찰, 모의실험 등)로 구분하고 사용자의 관여정도에 따
라 전문가에 의한 표준설계방식, 설계메뉴에 의한 설계
선택방식, 전문가의 상담에 의한 상담설계 방식, 사용자
주도에 의한 자유설계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2) 관련주체와 행위의 정의
앞선 수법의 고찰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주호 개수를
위한 관련주체와 행위를 정의하였다. 의사결정 프로세스
에 있어 관련 주체로는 사용주체 이면서 의사결정 주체
인 ‘거주자’와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더 좋은 디자인이 도
출되도록 거주자의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전문가’7)로 구
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련된 행
위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주거결함으로 인한 현 주거에
대한 불만 의사를 구체화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요구’로 정의 한다. 요구는 사용주체인
거주자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요구에 대한 주
거조정의 과정으로서 개수 방안을 제시하는 행위가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안’으로 정의 한다. 대안은 요
5) Habraken (1988). 公共化住宅硏究會 (1982),Wandersman (1979)
6) Kim and Lee (2009), Suh (2010)
7) 본 연구에서 전문가는 Facilitator를 의미하며, 디자이너와 사용자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조력하는 주체로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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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용한 주체에 의해 실시되며 요구가 존재하지
을 시에는 전문가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된 대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행위가 있을
있으며 이를 ‘결정’으로 정의 한다. 결정역시 의사결정
체인 거주자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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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idents’ Participation Design Models

Figure 1. Types of Agent and Act

3) 거주자 참여 디자인 모델의 검토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관련된 주체와 행위 유형을 바탕
으로 거주자 참여 디자인 모델을 검토하였다. 우선 ‘요구’
와 ‘결정’을 사용주체 이면서 의사결정 주체인 거주자에
의해 실행된다는 원칙하에 요구와 대안이 가능한 5개의
기본 모델을 검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5개의 기본 모
델에서 중복해 요구와 대안이 발생될 수 있는 11개의 파
생모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들 기본과 파생 16개 모
델 중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는 원칙으로 제시된 “대
안은 요구를 수용한 주체에 의해 실시되며 요구가 존재
하지 않을 시에는 전문가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를 근
거로 중복 모델을 제외한 개수 프로세스의 모델을 4가지
유형으로 검토 할 수 있었다<Table 2>.
4) 능동형 거주자 참여 디자인 모델의 도출
검토된 모델은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거주자가 스스로 요구를 구체화 하고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스스로 제시해 의사결정을 실시하
는 모델로 가장 높은 참여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가변형
주택에서의 가변형 설계방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두 번째 역시 거주자가 스스로 요구를 구체화하고 대안
을 제시하나 최소한의 조력을 얻어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모델이다. 설계 키트(Design Kit) 등 도구를 활용한 자유
설계 방식 등이 이에 해당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거주
가가 전문가의 도움으로 요구를 구체화하면 전문가가 대
안을 거주자에게 제시하고 다시 거주자가 결정하는 방법
이다. 상담설계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네 번째
는 거주자의 요구가 구체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
의 대안이 거주자에게 제시되고 거주자의 결정이 이뤄지
는 모델이다. 표준설계방식, 설계 선택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가장 낮은 참여도가 요구된다 하겠다<Table 3>.
사용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도

Table 3. Model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sident Involvement

와 난이도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
에서는 앞서 도출된 모델 중 거주자가 요구 구체화와 대
안제시 모두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난이도의 선택여지가 있
는 두 번째 모델을 선택하였고 참여 디자인 수법은 ‘요
구 구체화 수법’과 ‘대안 제시 수법’을 구분해 모색하였다.

III.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의 모색
1. 주호 개수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 검토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의 유형은 “적극적, 소극적 참
여수법”으로 구분되며, 적극적 참여수법은 모형전시, 모의
실험(Simulation) 등을 의미하며, 소극적 참여수법은 정보
제24권 제4호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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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설문 및 여론조사, 투표, 인터뷰, SD법, 관찰)과 정
보전달(출판, 라디오, 광고, 교재, 지침서)로 분류된다(Park
& Yi, 1995).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능동적인 참여 유
도를 목표로 하기에 “적극적 참여수법”의 일환인 설계 키
트(Design Kit)를 활용한 모의실험(Simulation) 수법을 제
안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조력 여부가 상이한 ‘요
구 구체화’와 ‘대안 제시’는 난이도가 차이를 가지도록 수
법을 계획하였다. 각각의 수법은 사전 인터뷰 및 주생활
조사(2012년 9월)를 통해 피험자의 속성과 대상 공동주택
의 물리적 정보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법을 모색하였다<Figure 2>.

Figure 2. Residents’ Pre-Interviews and Surveys

2. 요구 구체화 수법

‘요구 구체화 수법’은 가족 구성원들이 현재 주거 수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논의하고 개수를 위한 요구를 스스로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정의 난이
도가 있어도 피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설계되
었다. 이러한 목표로 ‘모형 제작 키트’가 제안되었으며. 구
체적인 키트의 제작은 필자를 포함한 연구원들(건축학부 대
학원생 2인, 대학생 4인)에 의해 실시되었다<Table 4>.
‘모형 제작 키트’는 해당주호와 현재의 사용가구를 모
형(1/25 scale)으로 만든 ‘주호/가구 모형 키트’와 피험자
가 추가로 주호의 벽체와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모듈
화 블록 키트’로 구성된다. ‘주호/가구 모형 키트’는 현재
의 용도와 가구배치 상황을 재현하고 있으며, 비내력 벽
체는 필요시 철거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백색의 내력
벽체와 구분되게 갈색으로 표현하였다. 모듈화 블록 키트
는 연구원들의 검증을 통해 다루기 쉬운 아이소핑크(15
mm두께)를 소재로 선택하였으며 30, 15 cm 모듈선을 표
시하고 절단이 용이하도록 단면의 1/3 정도를 가절단하였
다. 제작을 위한 공구세트(모형 칼, 접착제, 모형 자)와 가
족 구성원의 얼굴이 프린트 된 가족인체 모형도 함께 제
공되었다. 동시에 모형 키트의 활용 프로세스와 주의사항,
실험 예시가 적시된 사용 설명서를 제공 하였다.
3. 대안 제시 수법

개수를 위한 요구에 대응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거
주자 의사결정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안 제시 수
법’은 조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피험자 참여와 선택이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용이하도록 난이도가 설계되었다. 이러한 목표로 ‘이미지
선택 키트’가 제안되었으며. 본 키트의 제작 역시 필자를
포함한 연구원들에 의해 실시되었다<Table 4>.
Table 4. Suggest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ory Design Method

공동주택 주호개수를 위한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에 관한 사례연구

‘이미지 선택 키트’는 앞선 ‘요구 구체화 수법’의 결과
를 바탕으로 각 실(거실과 현관, 부엌과 세탁실, 방1,2,3,
화장실1,2)의 인테리어 이미지 (실별 각 3개의 대안)를 키
트로 만든 ‘이미지 카드’와 피험자의 이해를 돕고 개수
후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1/25 scale의 ‘대안 모형’으로
구성된다. 인테리어 이미지는 동일한 위치에서 보이는 각
실의 내부 투시도를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제작하
였다. 또한 피험자가 조합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 프로세스와 예시가 적시된 사용 설명서
가 함께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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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입식 보다는 낮은 침대와 가구들로 좌식생활을 하
고, 화이트보드 시트를 설치해 딸의 그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 화장실2에 세탁기와 화장대를 배치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방안, 거실을 서재로 변경하고 현관부
분에 책장을 배치해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방안,
부엌에 이동형 식탁과 상부 장을 추가하여 공간 활용 및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선택 되었다.

IV.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의 적용
1. 요구 구체화 수법의 적용

모색된 ‘요구 구체화 수법’의 적용이 2012년 11월에 실
시되었다. 연구의 취지 및 공구세트 활용의 주의사항을
포함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모형 제작 키트와 설
명서가 피험자 가족에게 전달되었다. 모형제작 실험과정
및 소요시간은 피험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모형
제작 실험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 하였으며, 약 2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현 공간의 변화 요구, 기존 가구의 배
치 변화 요구, 추가로 요구되는 공간과 가구 등을 파악
할 수 있었다<Figure 3>.
구체적으로 현재 안방으로 사용되는 방1은 큰 변화 없
이 낮은 수납장의 위치만이 변경되었다. 아들 방으로 사
용되는 방2는 용도변환 없이 미닫이문을 철거해 베란다
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이 수납가구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침대와 책상, 수납가구의 위치를 변경 하였다. 서재와 수
납공간의 역할로 사용되는 방3은 딸을 위한 공간으로 용
도를 변경하였으며, 신규로 침대와 책상이 추가 되었다.
안락의자가 놓여 있는 거실 측 베란다는 서재(방3)의 책
상이 옮겨졌다. 거실의 확장은 없었으며 수납가구가 추가
되었다. 식당에서는 식탁 의자가 옮겨졌다. 화장실1은 기
존 욕조가 철거되고 샤워부스가 설치되었다.
한편, 제공된 키트를 사용한 결과물 이외에도 자녀들 스
스로 색종이와 색연필 등을 이용해 카펫과 액자, 시계, 장
난감, 놀이기구 등을 추가 하였으며, 가족 인체 모델을 활
용해 각 실마다의 용도를 정의 하는 등 기대이상의 변화
와 피험자 참여가 발생 하고 있었다.
2. 대안 제시 수법의 적용

다음으로 ‘대안 제시 수법’인 ‘이미지 선택 키트’의 적
용을 2013년 1월에 실시하였다. 실험은 제3의 공간에서
실시되었으며 부부가 참여 하였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을 포함해 약 50분가량 소요되었다.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인 내부 인테리어의 대안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Figure 3>.
구체적으로는 거실 측 베란다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
필요시 확장이 가능하도록 접이문을 설치하는 방안, 방3
(딸 방)은 딸이 향후 거주예정 5년 후에도 10살이 되기

Figure 3. Applying the Residents’ Participation Design Method

V.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의 효용성 검토
1. 주생활 조사

본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의 효용성 검토를 위해 주
생활 조사(2013년 3월)와 인터뷰조사(2013년 4월)를 실시
하였다.
피험자는 실험 실시 전 고려하던 개수를 실시하고 있
지는 않았으나 실험 실시 이전 주생활 조사(2012년 9월)
와 비교해 가구의 배치 및 공간 용도의 다양한 변화를 확
인할 수 있었다<Table 5>.
우선 서재로 쓰이고 있던 방3은 ‘모형 제작 키트’와 ‘이
미지 선택 키트’처럼 딸 방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침
대는 추가되지 않고 좌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거실은
피아노가 사라지고 ‘모형 제작 키트’처럼 소파가 옮겨졌
다. 거실 측 베란다 역시 방3의 책상을 옮겨 거실과 연
계된 서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이미지 선택
키트’처럼 확장되지는 않았다. 베란다 측면에는 기존 가
구를 활용해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아들 방으로
사용되는 방2의 베란다는 실험의 결과와는 달리 확장되지
는 않았으나 진열대를 신설해 수납공간을 확충하였으며
‘모형 제작 키트’ 실험과 같이 침대 및 책상 배치의 변화
제24권 제4호 (2013. 8)

58 이 용 규

가 발견되었다. 식당에 위치한 식탁 역시 ‘모형 제작 키
트’ 실험과 같이 의자를 치워 부족한 주방의 작업공간으
로 사용되고 있었다.
Table 5. Changes after applying the Residents’ Participation
Design

2. 인터뷰 조사

인터뷰 조사는 남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
으로는 피험자의 주생활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가
구배치의 변경이유”, “공간의 변경이유”를,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에 대한 평가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
험의 난이도 및 만족도”와 “향후 개수 계획 및 전망”을
채택하였다.
1) 가구배치의 변경
베란다 등에 수납공간을 확대한 이유로는 “원래 수납이
부족했다”, “베란다가 수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선반 등
을 추가했다” 등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수납의 부족에 대
해 베란다 활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식탁의자를 치운 이유로는 “식사를 거실에서 상을 피고해
서 이번에 식탁을 부엌 작업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싱
크대도 교체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하는 등 생활과 가구
의 모순을 인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방2(아들방)
의 가구변경 이유로는 “가구 모형을 통해 다른 배치가 가
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 모형실험을 통해 모순을
인식하고 대안까지 모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공간 기능의 변경
방3을 서재에서 딸 방으로 전환한 이유로는 “제주도는
형제들이 제사를 나눠서 지내는데 이번에 제사를 가져오
게 되어서 제사방8)이 필요했다”, “둘째가 안방에서 같이
자는데 이제는 딸 방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했다”, “이미
지처럼 베란다를 서재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였다.” 등 자녀의 성장과 제사 등 생활의 변경에 의한 조
절과정에서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실제로 변경은 없었으나 모형실험에서 베란다 확
장이나 화장실 샤워 부스 설치 등 변경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화장실에서는 샤워만 하지 욕조는 잘 안쓴다.”,
“안방 화장실도 거의 사용을 안 한다”등 생활과 가구와의
모순을 인식하고 요구가 구체화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실험의 난이도 및 만족도
실험참여가 어렵지 않았는지에 대해 “모형실험은 재미
있었다.”, “설명서가 있어 어렵지 않았다.”, “이미지 카드
는 솔직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난다.”, “다른 집 같았다”
라고 응답하는 등 참여도와 난이도가 높은 모형제작실험
에 더 큰 흥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
형실험을 통해 아들 방이나 거실의 가구배치를 해봐서 배
치 변경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도움이 되었다”,
“모형실험은 특히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다. 완료 후에 딸
아이가 액자나 장난감등을 제안하여 종이에 그려 추가로
넣어보도록 했다”라고 응답하는 등 모형실험이 요구의 구
체화와 함께 배치의 대안까지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실 발코니 수납장위에 기
존 선반을 가져다 올려놓아 보았더니 딱 맞아서 좋았다.
위에 애들 썰매도 올려놓을 수 있었다.” “사진도 찍어 두
었다.”라고 응답하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는 등 피
험자의 적극적인 성향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4) 향후 개수 계획 및 전망
개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리모델링과 이사를 고민하
고 있다”, “리모델링해도 벽지랑 싱크 정도만 바꾸게 될
것 같다”, “맞벌이고 이번에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
원 다니기가 불편하다”라고 응답하는 등 실험이전과 달리
대규모의 개수보다 소규모의 개수나 이사를 고민하게 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소결

이상의 조사를 통해 가구배치 및 공간기능의 변화가 발
생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피험자의
능동적 노력의 일환이며, 모색된 수법이 요구를 구체화하
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일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
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4>.
또한 참여도와 난이도가 높았던 모형제작 수법을 통해
피험자는 요구의 구체화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난이도가 쉬운 이미지선택 수법
은 다양한 대안 제시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의
수동적 참여 방식으로 인해 만족도 형성에 한계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8) 제주도는 직계자손들이 고루 나누어 제사는 지내는 분할제사와
자손들이 돌아가며 제사를 모시는 윤화봉사와 유사한 돌림제사가 존
재한다. 의례공간인 제사방을 두며 빈방이나 미혼자녀가 사용하는
방을 사용하고 거실이나 마루는 제사 이후 식사의 공간으로 사용된
다(Choi, 2002).

공동주택 주호개수를 위한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에 관한 사례연구

59

Figure 4. Verificat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Design

피험자는 오히려 검토했던 대규모의 개수를 재고하게
되었다. 이는 자녀의 취학 등으로 인해 이사를 염두에 두
게 된 원인도 생각할 수 있으나, 피험자가 가구배치를 변
경하는 등 주요구 일부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 현 상
황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게 된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 주호 개수 시 거주자가 능동적인
주체로 디자인 과정에 참여 수 있는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을 모색하고, 그 효용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한 수법모색과 모
의실험을 통한 적용을 실시하였고, 피험자의 주생활 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효용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에 있어 거주자 참여정
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찰하였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검토할 수 있었다. 또한 해
당 모델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으로
“모형 제작 키트”와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이미지
선택 키트”를 도출 할 수 있었다.
둘째, 이들 수법의 적용을 통해 기대이상의 피험자 참
여가 발생 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요구와 대안이 제시

되고 있었다. 한편, 수법개발에 있어 난이도가 높아도 적
극적 참여가 담보될 경우 피험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가
능하였으며 반대로 쉬운 난이도라도 높은 참여도로 이어
지지 못할 경우 피험자의 역할이 제한된다는 사실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모색된 수법적용 결과 기대와 달리 대규모 개수
는 재고되었고, 피험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
는 소규모 변화가 활발히 실현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가 현 주거에 대한 호의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효용성 역시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거주자 참여 디자인 수법을 적용하고 피험
자 스스로가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양호한 거주환경을 구
축 할 수 있다는 특성과 효용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 지닌다 하겠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의 재생을 위
한 다양한 전략으로서 그 가능성을 확대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일 대상의 모의실험을 통한 사례 연구로
정성적인 방법론을 통해 효용성을 밝히고 있으나 주생활
의 변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경과가
발생하지 못한 점 등은 심층적인 부분을 논하는데 있어
일정의 한계라 할 수 있겠다. 노후도 개선에 대한 정량적
근거와 수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향후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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