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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소위 ‘압축적 근대화’와 ‘압축적 고령화’가 이러한 변화를 요약하는 단어일 것

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1인가구의 증

가로, 이러한 변화는 인구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문화적 변화를 

대변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가구 증가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

로, 향후, 2020년에는 1인가구의 비중이 29.6%, 2035년에는 34.3%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현재 한국의 1인가구는 연령별(인구학적), 결혼여부(사회문화적), 자발성(형

성요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며, 각각은 나름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1

인가구는 소득수준 양극화 문제, 심리적 불안감, 일상권내의 사회적 연결망 

부족,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증가 등의 ‘사회적 고립’과, 불규칙한 생활로 인

한 건강악화, 우울증 및 정신적 장애 증가 등의 ‘건강문제’, 방범의 문제, 주

거환경 취약, 일상생활 문제처리의 어려움 등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 다양

한 범주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매우 부분적이다. 선행연구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정책대상 별로는 주로 ‘노인’과 주제별로는 ‘주택’또는 

‘주거’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다. 하지만, 1인가구 전반에 자리잡고 있

는 심리적 불안감 및 정서적 결핍감은 문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는 그 수가 부족하며, 구체적이지 않은 경



 

 

우가 많았다.  

지역 기반의 사회적 연계망은 지역 내의 구성원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공

존의 방법을 제안해야 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의 영역에 더 가까우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정책 제언, 제도적 지원을 주로 강조하는 선행연구들에

서는 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같은 공간적·정신적 

소속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리적·행정적 지역을 대상으로 하

여, 주변환경과 주민들의 참여·소통·협력 방식을 만드는 디자인 접근 방식이

다. 또한, 커뮤니티 디자인은 지역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

(frame work)을 만들어, 주민들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인가구의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커뮤니티 디자인 방법을 제안

하는 연구이다. 기존에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다른 대상(낙후지역, 비도시 지역, 재래시장)

에 대해 진행된 사례에 대한 연구·보고이거나, 과거에 논의되었던 커뮤니티 

디자인 방법에 대한 것으로 1인가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논의와 

현대 도시·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1인가구 증가현상에 주목하고, 커

뮤니티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1인가구의 정서적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1

인가구 집단을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 제안하였다. 

 

……………………………………………… 

주요어: 커뮤니티 디자인, 1인가구, 정서적 연결망, 지역 인지, 멘탈 이미지, 공존

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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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

다. 소위 ‘압축적 근대화’와 ‘압축적 고령화’가 이러한 변화를 요약하는 단

어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1인

가구의 증가로, 이러한 변화는 인구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문

화적 변화를 대변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가구 증가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

로, 2010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23.9%(414만2천 가구), 1980년 4.8%에 

비해 19.1%p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2012년, 국내 전체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까지 올라갔으며, 향후, 2020년에는 1인가구

의 비중이 29.6%, 2035년에는 34.3%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현재 한국의 1인가구는 연령별(인구학적), 결혼여부(사회문화적), 자발성

(형성요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며, 각각은 나름의 특성과 라이프스

타일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1인가구는 세련된 라

이프 스타일에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30 - 40대의 화이트칼라, 또는 도시

의 트렌드세터로 그려질 때가 많다. 그들은 현대 도시인 이미지의 표본이

자 성공한 개인의 대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1인가구 집단 내에서 

그러한 골드미스·미스터들의 비율은 상당히 부분적인 것으로, 1인가구 10명 

중 7~8명은 월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변미리, 

2008; 정경희, 2012). 화려한 소수에 가려진 어두운 다수라고 할 수 있겠다. 

소득수준 양극화 문제 이외에도, 심리적 불안감, 일상권내의 사회적 연결

망 부족,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증가 등의 ‘사회적 고립’과, 불규칙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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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건강악화, 우울증 및 정신적 장애 증가 등의 ‘건강문제’, 방범의 

문제, 주거환경 취약, 일상생활 문제처리의 어려움 등의 ‘주거 및 생활 문

제’ 등 1인가구는 다양한 삶의 방식만큼이나 다양한 범주의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매우 부분적이다. 선행연구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정책대상 별로는 ‘노인’과 주제별로는 ‘주택’또는 ‘주

거’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으며, 더불어 20~30대, 전문직 종사자들

인 자발적 1인가구의 소비패턴에 대한 연구와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영철 외, 2011; 반정호, 2012; 변미리 외,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정경희 외, 2012). 하지만, 1인가구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 및 정서적 결핍감은 문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

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는 그 수가 부족하며, 구체적

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선행 연구에서 제안하였던 1인가구의 심리적·정

서적 문제에 대한 대안은 주로 지역 기반의 사회적 연계망 형성이 그 주를 

이루는데(변미리, 2008; 정경희, 2012), 이 또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대

부분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기반의 사회적 연계망은 지역 내의 구성원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공존의 방법을 제안해야 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의 영역에 더 가까

우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정책 제언, 제도적 지원을 주로 강조하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같은 공간

적·정신적 소속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리적·행정적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변환경과 주민들의 참여·소통·협력 방식을 만드는 디자인 

접근 방식이다. 또한, 커뮤니티 디자인은 지역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

는 프레임워크(frame work)을 만들어, 주민들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인가구의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커뮤니티 디자인 방법을 제

안하는 연구이다. 기존에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없을뿐더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다른 대상(낙후지역, 비도시 지역,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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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장)에 대해 진행된 사례에 대한 연구·보고이거나, 과거에 논의되었던 

커뮤니티 디자인 방법에 대한 것으로 1인가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논의

와 현대 도시·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1인가구 증가현상에 주목하

고, 커뮤니티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1인가구의 정서적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지역사회(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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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대도시 지역이다. 선행 연구(변미리 외, 

2008; 정경희 외 2012)에 따르면 1인가구의 분포율은 도시지역이 아닌, 

교외지역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나, 커뮤니티 디자인의 소외계층에 대한 

옹호적 성격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조명되지 못한 도시

의 1인가구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교외의 1인가구가 이촌향도 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1인가구가 대부

분이고, 이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여러 지원책과 닿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국내 대도시 1

인가구의 사회적, 심리적 결핍에 대한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

째는 기존 커뮤니티 디자인을 1인가구의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제안하는 것

이다. 셋째는 세부적 계획제안을 통해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

는 것이다. 

 

1.2.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 검토 및 자료 수집ㆍ분석, 사례연구, 주요 이해

관계자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문헌 검토 및 자료 수집은 관련 선행 연구 검토, 통계ㆍ정책자료 분석, 

관련 신문기사 키워드 조사ㆍ분석을 통해 이루어 졌다. 사례연구는 선진사

례 현지 방문조사,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한 실험 및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당사자 및 관련 커뮤니티 활동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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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연구의 체계 

 

구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1. 서론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2. 기반연구 

문제 해결의 도구 분석 

- 커뮤니티 디자인의 개념 

- 역사와 현황 

- 대상·프로세스 변화의 필요성 

- 소결 

- 문헌조사 

- 인터뷰 

3. 심화연구 

문제 현황 분석 

- 1인가구 & 현대사회 

개념, 현황, 분류, 등장배경 

- 1인가구의 특성과 문제점 

- 기존의 정책적 support 

- 함의 

- 문헌조사 

4. 디자인 전략 

문제해결 전제조건 제시 

- 구성 

- 원칙 

- 대상ㆍ프로세스 변화의 필요성 

- 문헌조사 

- 아카이브 조사 

5. 디자인 방안 

문제해결 방안제시 

- 관계를 디자인: 인지ㆍ공존ㆍ안정 

- 플랫폼을 디자인: 환경ㆍ공공ㆍ참여 

- 시스템을 디자인: 지속ㆍ협력ㆍ순환 

- 사례분석 

-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안 

6. 결론 
연구결과 

- 문제 해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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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커뮤니티 디자인 

 

커뮤니티 디자인, 이 익숙하기도 하지만, 낯선 이 단어는 2010년 전후로 

하여, 이벤트로, 또는 서적으로 대중들에게 부각되었다. 시민연대, 일본의 

커뮤니티 디자이너·활동가들의 사례집이나, 이론서로 등장한 커뮤니티 디자

인은 한국 공공디자인의 붐을 주도하였던 ‘디자인 서울’의 후반기에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도, 시에 경관조성사업이나, 미화사업 등

을 통해 도시 전체의 B.I. (Brand Identity) 조성 붐을 만들었던 디자인 서울

은 도시규모의 ‘거시적 공공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 공공

디자인’이 도시 전체의 통일된 이미지를 유도한다면, 커뮤니티 디자인은 

‘미시적 공공디자인’으로써, 특정 지역 내의 커뮤니티를 위한, 주민의 피부

에 와 닿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거시적 공공디자인’ 이후에 ‘미시적 공

공디자인’, 큰 그림을 잡고 부분을 잡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림

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기존의 NPO나, NGO가 사용하고 주도하던 커뮤니티 디자인은 최근 들

어 정부주도의 사업에서 빈번히 사용되었는데, 2012년 성북구와 문화체육

관광부 주최로 진행하고 있는 ‘성북 커뮤니티디자인 프로젝트’나,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1문화 디자인 프로젝트: 간이역’ 공모사업과 

은평구청의 2012년 ‘산새마을 경관사업’ 공모사업에서는 사업 소개에서 

‘커뮤니티디자인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부터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동네숲 사업 또 한 커뮤니티디자인을 내세워 진행했었다. 

물론,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이 이때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된 것은 아니

다.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이나, 현재의 마을만들기 사업까지 커뮤니티 디자

인의 성격을 가진 정부주도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터이다. 커뮤니

티 디자인이 한국에 소개된 경위나 계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제품디자인이나, 시각디자인처럼 명확하게,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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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아닌, 유니버셜 디자인처럼 디자인하는 행위에 깔려있는 철학에 관

한 분야이기에 실현되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그 명칭이나 방법이 달라져

왔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그 역사와 

분절되어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커뮤니티 디자인을 현 사회에 구

현하기 위해선 그 역사와 현재의 발전 동향을 통해 그 원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사는 현 사회의 상황과 앞으로의 필요에 맞

게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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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1.1. 정의 

 

그렇다면, 커뮤니티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많은 석학들이 이 개념을 정

의하기 위해 연구하였다(Sanoff; Wates; Lozano; Frank; Mason). Sanoff1와 

Wates2같은 석학들은 커뮤니티 디자인을 ‘한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 주변의 

환경을 디자인 · 관리하기 위한 참여에 중점을 둔 다학제적 움직임’이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특정 석학들은 디자인에 더 중점을 두어 정의하였는데, 

Lozano3의 경우 마을(village), 소도시(town), 도시(city)에 대한 디자인이라

고 정의 하였고, Frank4의 경우 인간이 주거하며 향유하는 공간에 대한 디

자인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Mason 5 의 경우 디자인의 범주를 근린지구

(neighborhood)로 정하고, 디자인의 대상을 거리(streets), 보행로

(sidewalks), 그리고 거리내의 공공장소(public area within the streets)로 정

의하였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디자인의 대상과 구성의 규정은 ‘커뮤니티

(community)’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커뮤

                                           
1 SANOFF, H. 2000. 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s in design and planning, John 

Wiley & Sons. 

2 WATES, N. & KNEVITT, C. 2013. Community architecture: how people are creating 

their own environment, Routledge. 

3 LOZANO, E. E. 1990. Community design and the culture of cities: The crossroad 

and the wa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FRANK, L., 2003. Health and community design: The impact of the built 

environment on physical activity, Island Press. 

5 MASON, S. G. 2010. Can community design build trust? A comparative study of 

design factors in Boise, Idaho neighborhoods. Cities, 27, 45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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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의 정의는 1955년 George A. Hillery6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는 

커뮤니티가 ‘지역, 공통적 유대감,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territory, 

common ties, social interaction)으로 이루어 진다고 말했다. 또한, Gunfield

는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지리적·행정적 지역 (neighborhood community, 

urban / rural community)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며, 그리고 행정적 지역 안

의 커뮤니티 기반 인간관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인지된다고 말하였다. 그

리고 McMillan7은 두 가지의 접근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지역적·행정적

·직업적·정신적 개념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시

대가 변하여 커뮤니티의 개념이 웹기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장하기도 

하였지만, 커뮤니티 디자인의 커뮤니티는 아직 ‘공간기반의 유대감과 소속

감(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특정 지역에 주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수 

있다. 

한국 도시건축공학 연구자 이상문(1999)은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해 세가

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①과정으로서의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 as a process): 기존 환경디자인은 디자인이 지난 사회예술적 의미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디자인 과정의 개방과 대중의 적극적 참

여를 유도하는 디자인 방식을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②내

용으로서의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 as content): 커뮤니티에 충

전된 사회적 내용과 그 인간 활동이 표출시킨 정주환경의 존재양식에 대한 

대안 모색을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③생활양식으로서의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 as a style): 문화적 다원주의를 바탕으

로 신복고적 건축양식과 전통적 주거양식, 공동 외부공간의 이미지, 장소의 

                                           
6 HILLERY, G.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7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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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창출하는 디자인 수단을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8 

사토 마사루 교수는 저서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이란 

것은 불특정 다수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삶의 기반인 공유영역의 디자인, 

즉 공동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형성해 나가는 실천적 모델이라고 하였다. 

이는 모던 디자인의 성립과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분야별 폐쇄 상태를 거부

하고, 다양한 디자인 장르의 통합을 통해 인간, 사회, 자연의 유기적 관계

를 모색함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또한, 커뮤니티 디자인은 기호, 사물, 

장소 등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디자인은 그 실천 과정

에서 지리적 환경보다는 행위적 환경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

은 내적 디자인을 실천하는 것임과 통시에 공간의 상정 가치(Symbolic 

Value)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의 상정가치는 인간을 중심요로 

환경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인간을 중심으로 환경을 바라

본다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가치를 인간의 체험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9 

닉 웨이츠는 『커뮤니티 플래닝 핸드북』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은 최종 

사용자의 활발한 참여를 동반하는 디자인이라고 설명하였다.10 커뮤니티 디

자인 센터는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커뮤니티에 의한 디자인(Design by Community)을 의미 한다. 공

동체 가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생활 공간을 디자인 한다는 커뮤니티 디자

인은 주민 참여 디자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책 중에서 커뮤니티 디자

인을 3단계의 디자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1단계는 ‘주민들의 참여’, ‘주

민들의 관계’, ‘갈등 해소의 계기’를 디자인하는 참여의 단계. 2단계는 ‘주민

들 사이의 소통의 장치’, ‘주민들의 리더십’, ‘함께 사는 열린 마음’을 디자인

                                           
8 이상문 1999. 정주환경설계에 있어서 커뮤니티디자인 규범의 적용.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9 사토마사루 2005. 커뮤니티디자인, 서울, 디자인로커스. 

10 WATES, N., 오민근, 이석현 & CIS 2008. 커뮤니티 플래닝, 서울, 미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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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통의 단계. 3단계는 ‘협력 작업 시스템’, ‘작은 생활공간’, ‘지속적인 

변화 가능성’을 디자인하는 ‘협력의 단계’로 보고 있다.11 

정리하자면, 커뮤니티 디자인의 개념은 크게 정의, 이념, 목적 세가지 단

계에서 볼 수 있다. 

• 정의 

같은 공간적·정신적 소속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리적·행정

적 지역의 제반 환경 및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상태를 바람직하게 증진시

키고, 공존의 장을 만드는 일련의 행위이다. 

• 이념 

현실적(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정부 및 행정 시스템이 놓친 사회의 사각

지대 안의 소외계층을 위한 디자인이다. 

• 목적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생활 공간 자체를 디자인 하게 하고, 참여

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시민권리운동(Civil Right Movement, 1954 – 1968)의 

영향을 받아 발발한 만큼 매우 실천적인 분야이다. 물론, 방법론이나 툴킷 

등의 이론적 바탕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실재 커뮤니티 디자인은 이를 

적용하는 대상이나, 시대의 상황에 맞춰 다르게 적용되어 오던 터이다. 따

라서, 커뮤니티 디자인이 지역기반의 공존의 장을 형성하고, 사회적 안전망

에서 벗어난 소외계층을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지역의 공동체, 즉, 커뮤니티 디자인이 지향하는 건강한 커뮤니티의 

개념과 이를 형성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1 커뮤니티디자인센터 2009.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나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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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강한 커뮤니티의 조건 

 

건강한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디자인이 지역을 대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가치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의 프로그램들이 건강한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커뮤니티 디자인의 가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커뮤니티는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MVRDV는 『Vertical Village』에서 커뮤니티의 특성은 하나의 결정적 

기준이나 원칙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장점과 기회를 가진 다양

한 원칙들이 존재할 뿐이라고 하였다.12 이러한 원칙들은 밀도, 개성, 크리

티컬매스, 유연성, 집합성, 진화를 통한 성장, 다양성, 휴먼 스케일, 공공성, 

비정형성, 그리고 정체성의 11가지 요소로 이뤄진다. 건강한 커뮤니티의 

형성은 이러한 요소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그림 II-1] 

① 밀도: 커뮤니티들은 조밀하다. 조밀한 커뮤니티들은 작은 공간에 압

축된 엄청난 양의 프로그램들(기능)과 사람들에게서 오는 압력에 의해 도

시의 활력과 생동감 그리고 응집력을 만들어 낸다. 

② 개성: 커뮤니티들은 개성을 가진다. 커뮤니티 안에서 개개인은 그들

만의 개인적이고 고유한 공간을 가지게 되며, 이는 집합적 생활과의 끊임

없는 시선 교류로부터 분리된 매우 사적인 영역을 만들어 낸다.  

③ 크리티컬 매스: 커뮤니티는 크리티컬 매스를 가진다. 크리티컬 매스

는 커뮤니티가 그의 긍정적인 특성들을 스스로 유지하고 강화함으로써 지

속할 수 있도록하는 도시 구성 요소들의 임계질량, 즉 최소의 거주자의 수

를 의미한다. 개개인은 서로 모여 부분의 합보다 더 강력한 ‘도시성’을 일

궈낸다.  

                                           
12 MVRDV (FIRM), WHY FACTORY. & MUSEUM OF TOMORROW (TAIPEI TAIWAN) 2012. 

The Vertical village : individual, Informal, Intense, Rotterdam, NAI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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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연성: 커뮤니티는 유연하다. 커뮤니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필요

와 욕구의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한다. 유연한 커뮤니티란 미래의 다

양한 가능성을 위한 초기모델로서, 현재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필요에 대응하는 신장성과 적응력을 가진다. 

⑤ 집합성: 커뮤니티는 집합성을 가진다. 집합성이란 안전하고 상생 가

능한 집단으로의 소속감을 말하며, 커뮤니티 내의 사람들은 이 조밀한 사

회 조직체에 깃들어 있는 생활방식, 가치관을 모두 함께 공유한다. 

⑥ 진화를 통한 성장: 커뮤니티들은 진화한다. 커뮤니티의 전반적 성격

은 점진적 적응과정과 지역환경의 최적화에 의해 정의된다. 커뮤니티의 성

장은 유기적이며 상향식 프로세스로, 계속 변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바람,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주변환경까지 변화시키는 그들의 습관 등을 반영

한다.  

⑦ 다양성: 커뮤니티는 다양하다. 커뮤니티는 독창성과 다수성을 포용하

며 단조로움과 반복보다는 복합과 병치를 추구한다. 다양성이 있는 커뮤니

티에서는 거주자들이 서로의 다른 문화와 욕구를 포용하며 이들의 다양성

이 층층이 쌓여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전체’가 만들어 진다. 

⑧ 휴먼스케일: 커뮤니티는 휴먼 스케일을 지닌다. 휴먼 스케일이란 인

간적 척도를 의미하며 커뮤니티 내 일상성을 형성하는 데에 적절한 비례-

재료-공간적 친밀감을 말한다. 휴먼스케일의 공간은 건전한 시민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적 만남과 교류의 장이다.  

⑨ 공공성: 커뮤니티는 공공의 장소이다. 공공성을 지닌 커뮤니티는 자

유롭고, 열려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집단토론, 더 나아가 이의제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잘 만들어진 공공공간은 열린사회의 민주주의적 가

치를 강화시키며, 이는 포용력이 낮은 정치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

한다.  

⑩ 비정형성: 커뮤니티는 비정형적이다. 커뮤니티는 거주자들에 의해 만



14 

 

들어지는 자생적이고 즉흥적인 첨가와 수정을 수용한다. 이런 수정들은 반

드시 손쉽고 작은 규모의 것이어야 하며, 개개인의 각기 다른 욕구를 반영

하고 변화를 모색하되, 그 커뮤니티의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원칙들 내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⑪ 정체성: 모든 커뮤니티는 그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다. 정체성이

란 특정한 물리적 행태를 통해 거주자들과 문화, 라이프스타일의 특성들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형성된다. 이 집단적 정체성은 외부인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주빈들에게도 인지되며, 이를 통해 결속력에 바탕을 둔 공동체

적 자부심이 생겨난다. 

 

 

Sources: MVRDV (FIRM), WHY FACTORY. & MUSEUM OF TOMORROW (TAIPEI TAIWAN) 2012. The Vertical village : individual, Informal, Intense, 

Rotterdam, NAI Publishers. 

[그림 II-1] 건강한 커뮤니티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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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커뮤니티 디자인 방법론 

 

커뮤니티 디자인은 시각디자인이나 제품디자인처럼 특정분야나 대상에 

대한 전문가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그린디자인이나, 유니버셜디자인과 같

이 디자인 대상에 대한 접근 방법과 철학의 영역인 것이다. 13  디자이너의 

철학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디자인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Community Building이나 Participatory Design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

워졌고, 이에 관여되는 학제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였다.14 또한, 접

근 방법마저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조경작업소 울’의 

김연금(2009)의 말을 빌리자면, 정답은 없고, 각자만의 정답을 만들어야 하

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관여되는 영역의 특성과 별개로 커뮤니티 디자

인은 지역주민의 자생력 강화, 소통의 확장, 공존의 장 형성 등과 같은 고

유의 가치 형성을 골자로 나름의 접근방법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진원(1994)은 커뮤니티 디자인이 전통적 건축 설계와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정들을 제시하였다.15 첫째는 커뮤니티 디자인은 건물의 종류보다 

의뢰인의 유형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둘째는 커뮤니티 디자인은 그 결과들 

초기단계에 설정할 수 없다. 셋째는 커뮤니티 디자인 과제들은 ‘밑에서 위

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즉 시민의 행동과 주제로부터 발전된다. 넷째, 

커뮤니티 디자인은 대상 커뮤니티의 자생력 강화들 목표로 한다. 다섯째는 

커뮤니티 디자이너는 디자인의 효과를 예측할 줄 알아야 한다. 디자이너는 

비판적 평가를 통해서 과정의 경험을 미래의 결정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런 특정은 1994년에 한국의 커뮤니티 디자인에 있어서 커뮤니티 디

                                           
13 사토마사루 2005. 커뮤니티디자인, 서울, 디자인로커스. 

14 방성성. 2012. 문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창조적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

서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15 이진원 1994. 커뮤니티 설계에 대한 기초적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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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의 본질을 살펴보고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디자이너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였다. 

한국 커뮤니티 디자인센터는 2009년 출판한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중에서 커뮤니티의 과정은 마스터플랜이 아닌 틀(framework)로서의 과정

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디자이너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커뮤니티 디자인은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주민에게서 빼

앗아서는 안 된다. 둘째, 커뮤니티의 전문가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를 낮추

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디자인해야 한다. 셋째, 서로의 관점으로 바

라보고 보다 큰 관점으로 확장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커뮤니티 디자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디자인하

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계는 늘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하지

만 커뮤니티 디자인도 고정되지 않고 변화한다. 따라서 커뮤니티 디자인은 

고정된 매뉴얼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틀로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연

구에서는 커뮤니티 디자인과 기존의 디자인의 차별점을 [표 II-1]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16 

 

 

 

 

 

 

 

                                           
16 커뮤니티디자인센터 2009.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나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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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일반적인 디자인 커뮤니티 디자인 

대상 물리적 공간에 치중 사회적 공간에 관심 

주체 전문가 작업체계에 의해 운영 다양한 주체간 협력체계를 지향 

역할 
목적을 얻기 위한 도구적 언어로서의 

역할 

목적을 얻는 과정으로서의 소통적 언어 

역할 

성격 
디자인 전문성의 자기표현적 이데올로

기 

디자인을 통한 문제해결의 실마리 

사용자 

역할 

결과물의 수용자로서의 관객역할 단순 사용자를 넘어 참여적 주체로서의 

역할 

소통 

목적 

전문가 의도의 일방향적 전달 문제의식 드러내기와 지역주민과의 상

호 관계 

공공적 

성격 

개념적·보편적·과시적 공공성 중시 주민·지역과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공

공성을 중시 

중시 

가치 

결과물의 시각적 상징성과 과시성 중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구체적인 생활 속

에서의 사용자/ 장소 간의 관계 중시 

도시환경에 

대한 입장 

개별적인 가치를 중요시해 주변환경에 

독립적 태도를 취함 

주변도시환경과의 맥락을 바탕으로 한 

장소의 관계망 형성을 중시 

영역의 

경계 

개별영역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추구 디자인과 비디자인 영역을 포괄하는 다

양한 장르간의 창의성과 통합성을 추구 

자료: 커뮤니티디자인센터 2009.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나무도시. 

[표 II-1] 커뮤니티 디자인과 기존 디자인의 차이점 

 

닉 웨이츠(Nick Wates)는 그의 저서『커뮤니티 플래닝 핸드북』중에서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 단계는 크게 시작/계획/시행/운영 4단계로 나누

였다. 그리고 물리적 계획과 기획이 포함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17  즉 활동계획 이벤트, 활동하는 주, 건축 

센터, 예술 워크숍, 수상 제도, 워크숍 설명회, 선택목록,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 커뮤니티 계획 포럼, 커뮤니티 개요 정리, 디자인 조력팀, 디자인 축

제, 디자인 게임, 디자인 워크숍, 개발 트러스트, 다이어그램, 전자지도, 합

성 입면도, 친환경 상점, 실행 펀드, 현장 워크숍, 미래조사회의, 게임하기, 

아이디어 대회, 상호작용의 전시… 등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그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법론 중에서 오픈 행사나 오픈 워크숍에 

대해 특히 중시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의견을 투입할 수 있으

                                           
17 WATES, N., 오민근, 이석현 & CIS 2008. 커뮤니티 플래닝, 서울, 미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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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더 쉽게 주민참여를 실행할 수 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실천적인 학문이기에, 발현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커뮤니티 디자인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예측하고 계획하기 위해선 이전의 사례들을 보고 그 맥을 

짚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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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와 현황 

 

2.1. 역사 

 

커뮤니티 디자인의 등장과 논의를 살펴보면 커뮤니티 디자인의 근원은 

1960년대 참여주의 계획(advocacy planning) 이론이 등장할 시기에 계획가

의 사회 참여 또는 주민의 계획 참여의 형태로 출발했다. 초기의 (1960-

70년대) 커뮤니티 디자인은 사회적 정의에 충실하여 당시 계획조류인 

Verbal policy plan(Kaiser & Godschalk, 1995)의 계획을 잇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 없는 전문

적 기술적 지식바탕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생각18을 바탕으로 정부가 놓친 

사회의 사각지대를 옹호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어왔다.  

커뮤니티 디자인이 디자인 영역으로 구체화 된 것은 1982년 Appleyard 

등에 의해 “인간주의적인 디자인 선언(A humanistic design manifesto)”이 

이루어지면서이다. 이는 기존 도시설계가 엘리트주의적인 high-style design

에 경도되어 디자인이 지닌 ‘사회적 예술(social-art)’로서의 의미를 저버리

고 있다는 반성으로 연결되었고, 디자인 과정에 대중참여를 유도하는 기법 

들이 개발되게 된다.  

이로써 Community-assisted design 혹은 Participatory design의 방법론

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이것이 다른 환경디자인 분야에서도 일반화 되기에 

이른다.19  

                                           
18 COMERIO, M. C. 1984. COMMUNITY DESIGN-IDEALISM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 227-243. 

19 방성성. 2012. 문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창조적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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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디자인은 한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디자인 행위이다. 따

라서 커뮤니티 디자인의 대상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운동

(movement)으로 시작하여, 이론적 단계(ideological phase) 그리고 실질적 

단계(pragmatic phase)로 발전해 나갔다.  

 

• 태동 (Movement) 

커뮤니티 디자인은 ‘사람이 그 주변환경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꾸고 

관리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정의 할 수 있다.20 근대 이후 

도시 계획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종합적 계획 이론은 계획행위를 가치중립

적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 선택 과정으로 파악하는 도구적 행

위로 간주하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해 활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여러 학자들은 이와 

같은 계획관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계획 과정은 중립적이지 않고 다양한 

세력들이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가치를 투입하고 강제하는 과정이라

는 것이다.21 2차 세계 대전 이후 1960년대 미국에서는 신도시 건설 및 도

로 확장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커뮤니티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이는 당시 형성되기 시작한 시민 권리 운동(civil 

rights movement. 1954 - 1968)과 맞물려 커뮤니티를 해체하는 재개발과 고

속도로 건설 계획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22 미국의 공민권법(1957)과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Gray Areas Program(1960년에 발동)등의 움직임

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민권법이 통과된 이후 

                                           

서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20 SANOFF, H. 2000. 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s in design and planning, John 

Wiley & Sons. 

21 ELLIN, N. 1999. Postmodern urbanism,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2 HESTER, R. T., JR. 1999. A Refrain with a View [Participation with a View]. Place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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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단체들이 마련한 경제기회법령(1964)으로부터 나온 경험과 근린개

발국(office of neighborhood development)의 도움으로 인해 풀뿌리 조직들

의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한 역할이 증대된 것도 이에 한몫 하였다. 

(Shiffman, 1984; Curry, 2000b; Sanoff, 2000). 기존 커뮤니티를 붕괴하는 

재개발과 고속도로건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하나의 운동으로 커져가는 것

을 눈치챈 미국 정부는 지역개발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인권운동 이후 시대에 제정된 법안들

은 모두 지역 내의 광범위한 참여를 포함하게 되었다.23 

 

• 이론적 단계 (Ideological Phase) 

1960년대~70년대 사이의 커뮤니티 개발은 세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였으

며 지역 사회 발전의 전략과 모델이 되였다 이 시기의 커뮤니티 빌딩은 여

러 사회 갈등의 해결과 사회 문제를 대응하는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사회 

관리와 사회 문제를 실현하는 제일 유효적인 수단으로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사회 발전부를 설립하고 커뮤니티 조직 위원회를 구

축하여 강력하게 도시 커뮤니티 건설을 추진하였다 주요 프로젝트는 사회 

복지/ 의료 위행/ 치료 및 범죄 예방 등이었다 그 당시에 사회학자를 대표

로 ‘뉴 하모니가든 시티’ 등 이론을 선도하여 여러 학과 분야의 사람이 공

동적으로 ‘커뮤니티 건축’, ‘커뮤니티 발전’ 등의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로 

서유럽 국가들은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해서 전통적인 토지 이용 등 경제적 

구도 연구로 상업시장 공간 연구 구조에서 도시사회 공간의 연구로 진화하

는 것이 도시와 커뮤니티 공간 연구의 새로운 시작임을 내세웠으며 이것은 

새로운 세계추세가 되였다.24 

                                           
23 TOKER, Z. 2007. Recent trends in community design: the eminence of 

participation. Design Studies, 28, 309-323. 

24 방성성. 2012. 문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창조적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

서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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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1965년, 도시계획가이자 변호사인 Davidoff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는데, 이는 도시계획가는 필요하다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벗어나서 사회적 약자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누락된 이들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다.25 

 

• 실천적 단계 (Pragmatic Phase) 

커뮤니티디자인은 이렇게 계획모델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으나, 1980년

대에 커뮤니티 발전이 직면한 문제를 커뮤니티의 힘과 자원의 한계를 느끼

기 시작하였다.26 이후 커뮤니티 디자인은 시민단체의 형태나 기업의 형태

를 띠는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를 기반으로 발전했으며, 커뮤니티 역량 형

성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 미국 최초의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는 1964년에 설립된 할렘(Harlem)지역의 Architectural 

Renewal Committee로, 이 센터는 맨해튼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쳤다. 1973년에 세워진 Asian Neighborhood Design은 샌프

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문제를 긴 역사에 걸쳐 다루고 있다.27 조경분야의 

Francis는 협력적 디자인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CoDeisign을 설립해 다양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실행했다(Francis, 1999). 

Toker(2007)는 이러한 미국에서의 커뮤니티센터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 단계는 1970년대 후반까지의 ‘이상주의적 단계’, 

1980년대 후반까지는 ‘기업적 단계’가 된다. 이상주의적 단계에서는 옹호적 

그룹으로서 저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정보, 관리 노하우 그리고 디자인적 도

                                           
25 DAVIDOFF, P. 1965. Advocacy and pluralism in planning.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1, 331-338. 

26 방성성. 2012. 문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창조적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

서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27 SANOFF, H. 2000. 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s in design and planning, John 

Wiley &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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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등 전문가적, 기술적 지원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분위기가 보수화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감소되었고, 커뮤니티디자인센터

는 초기의 이상적 형태를 벗어나 실용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에 점차적

으로 기업적 형태의 커뮤니티디자인센터만 남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옹호

적 기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28 또 기업적 형태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다 보

니 보편적 문제보다 지역 차원의 문제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다.29 이와 함

께 커뮤니티디자인도 1990년대 들어 초기의 운동적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화되고 대중화되었는데, Toker and Toker(2006)에 따르면 1960년대의 

저항적 태도에서 비롯된 협력적 의사결정은 보다 부드러워져 많은 사람들

이 접근 가능하게 되었고, 의사결정의 과정만큼 물리적 결과물도 중요해졌

다.30 

 

 

 

 

 

 

 

 

                                           
28 TOKER, Z. 2007. Recent trends in community design: the eminence of 

participation. Design Studies, 28, 309-323. 

29 COMERIO, M. C. 1984. COMMUNITY DESIGN-IDEALISM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 227-243. 

30 김연금 외 2012. 커뮤니티디자인의 전개와 논의의 특징.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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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재 

 

커뮤니티디자인은 운동에서 시작된 만큼 실천적 용어이다. 즉, 실천이 먼

저 있었고 이후 추상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추상화의 결과 또한 확정적이

기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실천에 열려있고, 많은 학자들과 실천자들은 시대

적 요구에 맞추어 개념을 재 규정하고 있다.31 

사회 구조의 변화와 주민참여방식에 개입한 새로운 학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커뮤니티디자인은 그 시작에(1960년) 비하여 사회운동적 성격이 많

이 사라졌다. Hester(1996)는 현재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초기와 비교하여 

비판했는데, 그는 현재의 커뮤니티 디자인이 시스템에 대한 반발로 시작한 

초기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는 것에 집중하는 과정에

서 초기의 이념과의 괴리가 생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민권리운동 등의 

커뮤니티 디자인 운동의 시발점이 된 사건들에 비해, 현재의 커뮤니티 디

자인은 사회적, 정치적 소외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하였으

며, 현재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시스템상에서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이끄는 초창기의 

혁명적 성격을 잃어버렸다고 했다.32  

하지만, Harrison(1998)의 경우, 커뮤니티 디자인의 지속가능한 적용을 

위해 상호의존성은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하였다. 새롭게 나타난 행태들은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이전의 것들과는 다른 이념

에 기반한다. 이러한 변형은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에 적응성을 부여함으로

써, 다른 학제의 개입이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경 

조성 분야의 적용과정에 기반한 커뮤니티 디자인의 가능성은 주목할만한 

                                           
31 Ibid. 

32 HESTER, R. T. JR. 1999. A Refrain with a View. Place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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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3 

하지만,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의 ‘적응성’은 오용의 가능성이 있기에, 주

의 깊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초기에 가지고 있던 이념은 확실히 사라진 

것이 분명하므로, 커뮤니티 디자인은 기존 행태의 대상을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디자인 분야에 새롭게 등장

한 도시 계획과 건축도 불가피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뮤

니티 디자인 분야가 앞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형식주의(Tokenism)’일 것

이다.34  

이러한 맥락에서 Talen은 ‘디자인 샤렛(charettes)’에 대해 경고한다. ‘디

자인 샤렛’은 ‘주민 참여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보여주기 식 과정

으로, 기존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커뮤니티 디자이너(중재자)가 진행하는 

‘커뮤니티 워크숍’과는 다른 통지형 과정이다. ‘디자인 샤렛’은 해당 연구에

서 제안하는 ‘커뮤니티 소속감’을 증명하는 경험적/ 실증적 연구가 부족함

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35 

‘디자인 샤렛’, 또는 ‘공공 샤렛’의 인기는 유명 스타 건축가들 사이에서

도 만연한 듯하다. 이러한 행태는 ‘허위 참여(pseudo-participation)’의 좋

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36  

                                           
33 HARRISON, S. 1998. Between tower and street. Journal of Urban Design, 3, 5-38. 

34 TOKER, Z. 2007. Recent trends in community design: the eminence of 

participation. Design Studies, 28, 309-323. 

35 TALEN, E. 1999. Sense of community and neighbourhood form: An assessment of 

the social doctrine of new urbanism. Urban Studies, 36, 1361-1379. 

36 TOKER, Z. & TOKER, U. 2006. Community design in its pragmatist age: increasing 

popularity and changing outcomes. METU JFA,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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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커뮤니티 디자인의 발전과정 

Ideological Phase  

//1960-80 
1973 title transfer, not-for-profit 

tenant cooperative corporation 

(UP) 
1964, "members of the Cooper 

Square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DOWN) 

Pragmatic Phase  

// 1980-2000 
SANDHILLS COMMUNITY 

CENTER, Spring Lake, NC, USA 

(UP) 
LAGUNA CHILD AND FAMILY 

EDUCATION CENTER, NM, USA 

(DOWN) 

Expansion Phase  

// 2000- 
한평공원, 부평시장, 인천 (UP) 
Highline park, NY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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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함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대상을 위한 디자인이며, 

사회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은 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상황이 목격되고 있는 한국 사회

가 삶의 질적 저하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 과제 

Hester(1960)가 피력하였던 것과 같이 시스템 내에서 적응되어버린 커뮤

니티 디자인은 사회적 문제, 소외대상 발굴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점에서 

초창기의 운동적 성격의 커뮤니티 디자인과 괴리가 생겼다. 시스템에 적응

한 커뮤니티 디자인은 방법론, 툴킷 등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용이하

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옹

호 대상 발굴의 성격은 축소되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엔 마을만들기의 한 

분파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디자인이 

진정한 공존을 디자인하기 위해선 기존에 제한적으로 집중되던 소외대상에

서 눈을 돌려 사각지대 안의 소외대상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시

스템으로의 적응을 경계하며,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소외된 대상

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커뮤니티 디자인의 대상 

현재 커뮤니티 디자인의 주된 대상은 저소득 계층이나 도외 지역 등의 

열악한 환경 전환이나, 도시 커뮤니티 재건 등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정부의 복지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며 때로는 정책 그 자체로써 적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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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시스템 내에서 적응되어가고 있는 커뮤니티 디자인의 모습이라

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현대 사회에서 기존에 부각되지 못한 

소외대상 추출의 가능성과 참여와 공존의 장을 현실적 범위에서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기존의 디자인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적용이 아닌 새로운 대상의 모색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새로운 소외 대상을 모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존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 디자인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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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인 가구의 특징 

 

1. 1인가구의 개념 

 

1.1. 한국의 새로운 소외대상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소위 말하는 ‘압축적 근대화’, ‘압축적 고령화’

로 불리는 급격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1인 가구일 것이다. 1인 가구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집단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녹아있다. 이미 세계의 많은 선진국의 인구 대

다수가 1인 가구 중심 구조로 돌아서고 있다. 그만큼 1인 가구의 사회는 

고령화와 함께 현대화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보이지 않는 면이다. 골드 미스ㆍ미스터 등의 성공한 

도시 인간상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1인 가구의 대다수는 저소득층

의 사회적 보살핌의 대상들이다. 심지어 그 대상 군 마저 20대-60대이니, 

지원의 범주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겠다. 게다가 1인 가구의 문제는 형성

요인이나, 인구사회적 분류에 따른 개별 집단 떠나, 전체적으로 정서적, 심

리적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 어둡게 번지고 있

는 무연사회(無緣社會)의 일차적 원인이 된다.  

무연사회란 장기화된 경기침체, 저출산ㆍ고령화, 독신층의 증가, 평생 고

용보장의 감소, 비정규직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관계의 끈인 즉 고

향, 가족, 직장 등과의 인연이 끊어지면서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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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말한다.37 이와 같이 1인 가구는 전체사회에서 내포하고 있는 문

제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이지만 우리의 각종 세제혜택, 사회보장 혜택, 주거혜택, 

소비시장 등 사회의 제반 시스템이 일반 가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실은 1인가구가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심지

어, 1인가구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 안전 등 삶의 영역에서 일반가구에 비

해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8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부족한 편이며, 현존하는 정책적 지

원은 1인 가구의 전체적 문제를 파악하기엔 너무 파편화 되어있으며, 주택 

보급이나, 노인 복지 등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또한, 1

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 또한 사회ㆍ경제ㆍ심리적인 것으로 매우 

넓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해결과 함께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질

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소외대상에 대한 커뮤니티 디

자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1인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추세,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 1인가구의 구체적인 생활현황, 가치관, 욕구 

등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37 NHK無緣社會プロジェクト取材班, 김범수 & 엔에이치케이 무연사회 프로젝트, 팀. 2012. 무

연사회, 서울, 용오름. 

38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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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의 및 분류 

 

1.2.1 정의 

1인가구(Single Person Household)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정의에 

따르면 1인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반면 독신가구란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현재 비혼(非婚)의 상태, 즉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태

의 가구를 의미한다.39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독신가구와 1인가구는 동일

한 개념이라 볼 수 없다. 또한 1인가구라는 용어와 1인가구 거주자라는 용

어가 혼용되어 이용되고 있는데, 1인가구는 엄밀히 말하면 가구단위의 개념

으로 통상적으로 가구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1인가구에 접근하고 있는 통계

청의 각종 통계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라는 측면에서 즉 개인단

위로 접근한다면 정확한 표현은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으로 1인가

구 거주자라는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1인가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1인가구와 1인가구 거주자 즉 가구단위와 개인단위의 통계

와 함의 도출이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40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독신가구, 1인가구 거주자의 개념을 나누지 않

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공통점이 있는 대상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

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1인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

들을 말하며,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들

을 통칭한다. 

                                           
39 김혜영 외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40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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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분류 

주거 형태로서 구성된 1인 가구는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로 구성된다. 포

괄적인 만큼, 구성원들 또한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집단들은 같은 위계에서 나뉘어지는 

범주라기 보다는 서로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상보적인 개념이라고 보아

야 될 것이다.  

1인가구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형성요인,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이다. 1인가구는 형성 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가구와 비자

발적 1인가구로 구분되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년 1인가구, 장년 1인

가구, 노년 1인가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는 비혼

(非婚) 1인가구와 혼(婚)1인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자발적/ 비자발적 1인 가구 

자발적 1인가구란 주로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면서 형성된 1인가구를 말한다. 이들의 많은 부류가 

도시의 새로운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골드세대이다. 이들은 오

늘날 시장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반면 비자발적 1인가구란 본인의 의도보다는 여러 가지 강제적이고 사회

적인 요인들이 작동하여 1인가구가 된 집단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해체된 가족, 이혼, 별거, 기러기 아빠ㆍ엄마, 사별 등으로 인해 형성된 1

인가구들이 그러한 예들이다. 비자발적 1인가구들은 ‘사회정책의 대상’이

다.41 

 

                                           
41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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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학적 분류 

20대부터 50대까지의 1인가구를 청ㆍ장년 1인가구로 통칭하며, 60대 이

상의 1인가구를 고령자 1인가구로 부른다. 청장년 1인가구를 좀 더 세분하

면 20~30대의 청년 1인가구와 40대 이상의 장년 1인가구로 구분할 수 있

다. 

 

3) 사회문화적 분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혼(婚) 1인가구와 비혼(非婚) 1인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비혼(非婚) 1인가구는 혼인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현재 혼인상태가 

아닌 1인가구를 의미하며, 결혼을 늦춘 세대, 이혼자, 고령 독신자 등이 여

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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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2.1. 세계적 추세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96년 1인가구는 1.54억명에서 2006년 2.26억명으로 

10년만에 약 33%가 늘어났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0가구 가

운데 12가구(11.8%)는 1인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2008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싱글경제의 형성’을 핵심주제어로 언급한 것은 이러한 1인가구 

증가 추세를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42에 따르면, 2006년 유럽 일부 국가의 1인가구가 전체인구의 40%에 근

접하였다고 한다. 2006년 기준으로, 노르웨이는 전체 가구의 38.5%, 독일

은 37.5%, 프랑스와 벨기에는 33% 등 1인가구 형성이 세계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며, 영국의 경우, 1인가구의 비율이 2026년에 38%에 달할 것으

로 추정된다. (그림 III-1) 또한, 서구권의 1인가구 비율은 아시아 지역에 

비해 3~4배 높은 실정으로, 근대화된 지역의 공통 정서와 사회구조, 개인

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2)  

다음의 (표 III-1)은 미국, 스웨덴, 일본의 1인가구 비율변화를 시계열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95년부터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1인

가구의 비율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60년 13.1%로

부터 2010년 26.7%로 매우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일본 또한 1960

년과 2005년 사이에 1인가구 비율이 16.5%에서 29.5%로 두배 이상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료들은 주요 OECD 국가에서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미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42 변미리 외 2009.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제30호. SDI 정책리포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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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요 OECD국가에서의 1인가구 증가의 원인으로는 저출산, 이혼의 

증대, 고령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43 

서구권 (미주과 유럽)의 1인가구는 성숙기 단계에 이르렀으나, 아시아권

은 최근 형성되기 시작했거나(중국) 장기적 경기불황에 따른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증가(일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1인 가구 구조가 

비교적 일찍 자리 잡은 일본의 경우, 증가현상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05년 기준 일본 전체 1인가구(29.5%) 대비 동

경 1인가구 비율은 1.4배인 42.5%인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 

이미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1인가구의 성장 

추세와 형성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해 1

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여건

에 의해 원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4 

 

 

 

 

 

 

                                           
43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44 이희연 외 2011. 1인 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

학회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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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Sources: 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national statistics 

[그림 III-2] 지역별 1인가구 비율(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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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국가별 1인가구 비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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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가구. %)

연도 

 미국  스웨덴  일본 

 총가구수 
1인가구

비율 
 총가구수 

1인가구

비율 
 총가구수 

1인가구

비율 

1960  52,799,000 13.1  - -  22,538,645 16.5 

1965  57,436,000 15.0  - -  - - 

1970  63,401,000 17.1  - -  30,297,014 20.3 

1975  71,120,000 19.6  - -  33,595,728 19.5 

1980  80,776,000 22.7  - -  35,823,609 19.8 

1985  86,789,000 23.7  - -  37,979,984 20.8 

1990  93,347,000 24.6  - -  40,670,475 23.1 

1995  98,990,000 25.0  4,244,000 45.4  43,899,923 25.6 

2000  104,705,000 25.5  4,363,000 46.5  46,782,383 27.6 

2005  113,343,000 26.6  4,441,000 46.3  49,062,530 29.5 

2010  117,538,000 26.7  4,660,000 48.6  - - 
 

자료: 미국: US Census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Marchand Annual Socialand Economic Supplements, 2011andearlier. 

스웨덴: Statistics Sweden(www.scb.se) 

일본: Portal Site of Official Statistics of Japan(www.e-stat.go.jp). <2005 Population Census> 

[표 III-1] 미국, 스웨덴, 일본의 1인가구 변동추이 

 

[그림 III-3] 동경의 세대인구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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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현황 

 

1인가구가 사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구에 비해 한국의 1인가구는 사

회구조적으로 이제 발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서구권과 비교 해보았을 때, 

국내 1인가구 숫자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현대에 들어 압축적 경제 성장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한국의 1인가구는 그 증가세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

른 수준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1980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는 4.55명이었으나 1990년 3.71

명으로, 2000년에는 3.22명, 2010년에는 2.70명으로 급감하였고, 우리사회

의 주된 가구유형이었던 4인 가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1인가구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23.9%(414만2천 가구)

로, 1980년 4.8%에 비해 19.1%p 증가하였다. 2012년 현재 전체가구에서 1

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1인가

구의 비중이 29.6%, 2035년에는 34.3%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그림 

III-4). 전체인구의 1/3이상이 1인가구인 것이다.45  

 

(단위: %)

자료: 가구원수별 가구 비율 추이(1980-2010)/장래 가구원수별 가구 비율 추이(2010-203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III-4] 국내 가구원수별 가구 변화 추이 

                                           
45 최경은 외 201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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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의 1인가구는 단독가구, 독신가구 및 1인가

구와 1인가구 거주자를 포괄한 개념이다. 이러한 포괄적 개념 안에는 다양

한 1인가구들의 삶의 행태가 있는데, 단순한 국가단위의 인구수로는 내부

의 현황을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1인가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자 할 때엔, 인구내부특성 별 현황과 국내 지역별 분포 현

황, 그리고 주거형태별로 각각의 삶을 영위하는 1인가구의 형태를 보아야 

할 것이다. 

 

1) 인구사회적 

인구학적 특성은 1인가구를 연령대로 나눈다. 20대부터 50대까지의 1인

가구를 청ㆍ장년 1인가구로 통칭하며, 60대 이상의 1인가구를 고령자 1인

가구로 부른다. 청장년 1인가구를 좀 더 세분하면 20~30대의 청년 1인가

구와 40대 이상의 장년 1인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1인가구 거

주자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지난 40년을 통틀어 1인가구 

거주자비율은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1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21.5%에 이르고 있어, 노년층에

서 1인가구 거주자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III-5]는 

[표 III-2]에 제시된 10세별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림에 의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증가하였

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2000년 이전에는 70대에서 80

대로 넘어오면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8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오히려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평균수명

이 증가하고 노년에도 건강한 인구가 늘어났다는 점과 함께, 세대 간 동거

가 점차 약화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들어 30대 연

령층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는 

미혼자들이 혼자 사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46 

                                           
46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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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특성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인구수 
해당 

비율 
 인구수 

해당 

비율 
 인구수 

해당 

비율 
 인구수 

해당 

비율 
전체 484,985 1.7  616,224 3.5  690,111 6.5  713,652 11.1 

연령 3집단 

15~39세 305,464 1.4  381,159 2.9  342,377 5.3  298,872 9.6 

40~64세 149,011 1.9  191,266 3.3  271,023 5.2  310,441 9.0 

65세 이상 
30,510 4.8 

 
43,799 9.5 

 76,71

1 
16.2 

 
104,339 21.5 

연령 5세간격 

15~19 80,148 0.8  83,402 0.9  51,18

2 
0.6  55,607 1.6 

20~24 
67,636 2.2 

 
69,834 4.1 

 58,18

8 
5.2 

 
43,358 11.3 

25~29 61,063 1.8  81,753 5.2  71,90

7 
8.5  61,250 14.4 

30~34 
51,317 1.0 

 
82,467 2.5 

 80,82

5 
6.4 

 
65,380 11.6 

35~39 
45,300 0.8 

 
63,703 2.0 

 80,27

5 
4.5 

 
73,277 9.0 

40~44 44,160 0.9  50,940 1.8  82,74

5 
4.0  74,211 7.7 

45~49 
36,853 1.2 

 
43,809 2.0 

 64,69

9 
4.3 

 
73,958 8.1 

50~54 
27,508 2.1 

 
40,420 2.7 

 46,87

8 
4.9 

 
69,157 8.8 

55~59 
23,439 3.0 

 
32,703 4.5 

 38,76

4 
6.5 

 
51,535 10.1 

60~64 
17,051 4.4 

 
23,394 8.1 

 37,93

7 
8.5 

 
41,580 12.2 

65~69 12,984 5.0  18,195 9.8  30,51

5 
12.8  35,050 15.9 

70~74 
8,939 4.9 

 
12,050 10.4 

 20,61

0 
18.2 

 
30,558 20.6 

75~79 
4,898 5.0 

 
7,678 9.4 

 13,56

6 
20.3 

 
20,844 26.7 

80~ 
3,689 3.7 

 
5,876 7.2 

 12,02

0 
16.4 

 
17,887 27.9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표 III-2] 연령대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80～2010년)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그림 III-5] 연령대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80～2010년)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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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3]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1인가구를 성·결

혼·교육 수준별로 분석한 것이다.47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 1인가구보다 여성 1인가구가 전반적으로 더 많

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격차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커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결혼 상태별로는 비율로 보았을 때 미혼이나 유배우 상태의 1인가구보다 

사별 및 이혼으로 1인가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변화를 보았을 

땐, 미혼자 1인가구의 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며, 증가속도 또한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대에 들면서 두드러지는 청년층의 만혼화 현상을 대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혼 1인가구의 수도 주목할 수 있는데 

이혼 1인가구의 증가세는 현대에 들면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가족관과 90

년대의 IMF와 함께 나타난 가족붕괴 현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사별자에게 나타나는 1인가구 형태는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배우자를 잃

은 고령 1인가구의 증가를 대변한다. 이러한 고령 1인가구는 일반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을 나타내며, 여성편향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전체 남·녀 성별 1인가구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

다. 

교육수준별 차이도 어느 정도 뚜렷하다. 초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 중에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차이

가 두드러진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년층에서 사별한 사람들이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높은 현상과 연결된다. 

한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혼자 사는 비율 

또한 2010년 현재 10.0%에 이른다. 최근 고학력의 미혼자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48 

                                           
47 Ibid. 

4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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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특성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인구수 
해당 

비율 
 인구수 

해당 

비율 
 인구수 

해당 

비율 
 인구수 

해당 

비율 

전체 484,985 1.7  616,224 3.5  
690,11

1 
6.5  713,652 11.1 

성별            

남성 232,239 1.2  296,782 3.0  
330,84

7 
5.5  342,306 10.4 

여성 252,745 2.2  319,442 4.0  
359,26

4 
7.4  371,346 11.7 

결혼상태            

미혼 151,329 2.3  185,465 5.5  
187,37

7 
10.1  200,060 17.0 

유배우 292,071 0.4  379,918 0.7  
435,64

9 
1.2  427,345 2.4 

사별 38,896 8.3  45,862 16.4  52,993 30.6  56,661 43.2 

이혼 2,660 16.8  4,979 26.1  14,092 32.2  29,586 36.0 

교육수준            

초등이하 213,767 2.1  155,655 5.5  
130,34

3 
13.0  109,185 21.6 

중학교 101,269 1.3  107,688 2.4  84,134 5.1  72,666 10.3 

고등학교 128,416 1.5  249,587 2.8  
278,94

7 
4.5  249,798 8.0 

(전문)대학 

이상 
41,533 1.8  103,292 3.5  

196,67

2 
5.6  282,003 10.0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그림 III-3] 성별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거주자 비율 (1960년~2010년) 

 

국내 결혼상태별 1인가구의 비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미혼(44.5%) > 사별(29.2%) > 이혼(13.4%) > 배우자 있음(12.9%) 

순으로 나타나는데49, 1인 가구의 주된 결혼상태가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

유배우–사별(1995년)에서, 미혼–이혼–사별(2010년)로 이행패턴이 변화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III-4]. 이러한 이행패턴 변화는 2005년에 최초

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 2010년 40∼44세 1인가구 가구주의 미혼비율은 

54.0%이며, 2010년 50∼54세 1인가구 가구주의 이혼비율은 37.6%이다. 

연령대별 주결혼상태는 1995년에 40세 미만군은 미혼, 40∼49세군 유배우, 

50세 이상은 사별에서 2010년에는 45세 미만군은 미혼, 45∼59세군은 이

혼, 60세 이상군은 사별로 변화하였다.50  이렇게 결혼평균연령이 올라가는 

                                           
49 최경은 외 201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50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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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화 현상과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사별이 1인가구 증가의 주된 원인

으로 보인다. 해당 통계 자료는 전체인구에 대비한 1인가구의 비율이다. 자

료 내에 부분적으로 증가,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전체가구 내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계자료 내의 전체 인구는 현재 2.5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떨어진 항목도 결국 절대적으로는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추후에 현황분석이나 대안제시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단위: 명. %) 

연령대(세) 
1995년  2010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전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전체 

15-19 
41,190 

(99.7) 

110 

(0.3) 
- - 

41,300 

(100.0) 
 

48.447 

(99.8) 

78 

(0.2) 
- 

15 

(0.0) 

48,540 

(100.0) 

20-24 
192,382 

(98.2) 

1,946 

(1.0) 

61 

(0.0) 

177 

(0.1) 

194,566 

(100.0) 
 

270,911 

(99.5) 

1,003 

(0.4) 

66 

(0.0) 

246 

(0.5) 

272,226 

(100.0) 

25-29 
268,057 

(95.6) 

10,131 

(3.6) 

345 

(0.1) 

1,855 

(0.7) 

280,388 

(100.0) 
 

476.286 

(97.0) 

11.848 

(2.4) 

218 

(0.0) 

2,495 

(0.5) 

490,847 

(100.0) 

30-34 
141,928 

(81.9) 

20,705 

(11.9) 

1,580 

(0.9) 

9,103 

(5.3) 

173,316 

(100.0) 
 

381,295 

(89.3) 

32,447 

(7.6) 

658 

(0.2) 

12,347 

(2.9) 

426,747 

(100.0) 

35-39 
66,621 

(53.7) 

31,574 

(25.5) 

4,958 

(4.0) 

20,881 

(16.8) 

124,034 

(100.0) 
 

276,716 

(76.0) 

46,194 

(12.7) 

1,849 

(0.5) 

39,336 

(10.8) 

364,095 

(100.0) 

40-44 
25,592 

(29.1) 

31,603 

(35.9) 

9,673 

(11.0) 

21,207 

(24.1) 

88,075 

(100.0) 
 

169,197 

(54.0) 

63,899 

(20.4) 

5,617 

(1.8) 

74,708 

(23.8) 

313,421 

(100.0) 

45-49 
11,146 

(14.7) 

29,486 

(38.8) 

17,922 

(23.6) 

17,396 

(22.9) 

75,950 

(100.0) 
 

100,137 

(31.8) 

86,713 

(27.5) 

18,947 

(6.0) 

109,097 

(23.8) 

314,894 

(100.0) 

50-54 
5,248 

(6.6) 

25,003 

(31.7) 

36,224 

(45.9) 

12,506 

(15.8) 

78,981 

(100.0) 
 

59,663 

(18.5) 

93,119 

(28.8) 

48,859 

(15.1) 

121,568 

(37.6) 

323,209 

(100.0) 

55-59 
2,986 

(2.9) 

20,298 

(19.7) 

72,002 

(69.0) 

8,833 

(8.5) 

104,419 

(100.0) 
 

29,126 

(10.9) 

68,570 

(25.6) 

83,884 

(31.4) 

85,932 

(32.1) 

267,512 

(100.0) 

60-64 
1,482 

(1.1) 

13,301 

(10.1) 

111,573 

(85.0) 

4,946 

(3.8) 

131,302 

(100.0) 
 

14,608 

(5.7) 

48,831 

(19.2) 

136,641 

(53.7) 

54,185 

(21.3) 

254,265 

(100.0) 

65-69 
817 

(0.6) 

7,676 

(5.7) 

124,254 

(91.8) 

2,533 

(1.9) 

135,280 

(100.0) 
 

8,142 

(3.0) 

34,878 

(12.8) 

197,679 

(72.4) 

32,285 

(11.8) 

272,984 

(100.0) 

70-74 
429 

(0.4) 

4,266 

(3.8) 

105,517 

(94.7) 

1,210 

(1.1) 

111,422 

(100.0) 
 

4,748 

(1.6) 

24,618 

(8.2) 

254,888 

(84.9) 

15,845 

(5.3) 

300,099 

(100.0) 

75-79 
154 

(0.2) 

1,874 

(3.0) 

60,923 

(96.1) 

422 

(0.7) 

63,373 

(100.0) 
 

2,491 

(0.9) 

13,416 

(5.1) 

240,708 

(91.6) 

6,150 

(2.3) 

262,765 

(100.0) 

80-84 
78 

(0.3) 

525 

(1.8) 

27,712 

(97.5) 

95 

(0.3) 

28,410 

(100.0) 
 

1,024 

(0.7) 

5,761 

(3.7) 

147,835 

(94.5) 

1,751 

(1.1) 

156,371 

(100.0) 

85 이상 
30 

(0.3) 

142 

(1.3) 

10,329 

(98.0) 

35 

(0.3) 

10,536 

(100.0) 
 

431 

(0.6) 

2,653 

(3.6) 

70,601 

(95.2) 

461 

(0.6) 

74,146 

(100.0) 

전체 
758,140 

(46.2) 

198,940 

(12.1) 

583,073 

(35.5) 

101,199 

(6.2) 
1,641,352 

(100.0) 
 

1,843,222 

(44.5) 
534,028 

(12.9) 
1,208,450 

(29.2) 
556,421 

(13.4) 

4,142,121 

(100.0) 

 

주: 1) 결혼상태 미상 제외, 인구-가구 테이블 미연계 및 미상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음영은 해당 연령대의 주된 결혼상태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원자료, 해당년도., 2012. 3. 21. 보도자료 인용  

[표 III-4] 연령대별 1인가구 가구주의 결혼상태 변화 (1995년과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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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적 

시도별 1인가구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16개 시도 전 지역

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20%를 넘었다. 16개 시도 중 2010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지역(28.9%)으로, 1995년 이후 줄곧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1인가구 비율은 1995년(16.3%)에서 

2000년 (19.7%), 2005년(24.6%) 그리고 2010년에 28.9%에 달하였다. 

1인가구 분포 비율을 광역시(서울 포함) 단위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 

대전(25.3%) > 서울(24.4%) > 광주(23.7%)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 분

포 비율을 도 단위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전남(28.9%) > 경북(28.8%) > 

강원(27.9%)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읍면지역의 1인가구 비율은 27.1%, 동지역의 1인가구 비율

은 23.1%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읍면/동별 1인가구 규모를 비교해 보

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21.7%, 동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78.3%를 차지하였다. 51 

행정시도별로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에서 1인가구에 거

주하는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지역에 남은 고령자들이 

혼자 사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에서도 1인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급격히 증가

하였는데, 이는 세대 간 분가가 늘어나고 혼자 사는 미혼남녀와 이혼자들

이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이상의 16개 시‧도별 추이와 현황은 동부와 읍

면부 구분에서 다시 확인된다. 동부와 읍면부 모두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

율이 증가하지만, 이 현상은 읍면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농촌에 남

은 노부모 세대가 1인가구를 형성하는 현상을, 도시지역에서는 미혼 남녀 

                                           
51 최경은, 윤. 201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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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혼자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현상을 반영한다.52  

이희연 등(2011)은 연구에서 가장 대비를 보이는 20-39세 젊은 연령층 

1인가구 비율과 65세 이상의 노년층 1인가구 비율의 공간분포 패턴을 비

교하였다. 그 결과 구·시·군별 20-39세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농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53 

2010년 전국의 1인가구 비율은 강원(13.8%), 충남(13.2%), 전남(15.4%) 

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도외지역을 중심

으로 나타나는데, 일례로 2005년 국내 1인가구 평균 비율은 전국 20%였

지만 경남 의령(35.6%), 합천(32.4%)을 포함한 신안군, 진도군, 보상군 등

은 평균 30%대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도시지역 내에서도 서울 관악

구(32.6%), 부산 중구(32.6%), 대구 중구(30.9%) 등 지역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곳이 있는데54 이러한 현상은 도외지역의 이촌향도ᆞ고령화 현상

과 도시 일부 지역의 대학가 및 업무지구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직주

근접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52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53 이희연 외 2011. 1인 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

학회지, 46. 

5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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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특성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인구수 
해당 

비율 
 인구수 

해당 

비율 
 인구수 

해당 

비율 
 인구수 

해당 

비율 

전체 484,985 1.4  616,224 3.5  690,111 6.5  713,652 11.1 

16개 시도            

서울 112.947 1.6  152,549 3.5  152,481 6.4  148,103 10.6 

부산 41,594 1.4  54,814 2.8  56,822 5.5  55,715 10.3 

대구 - -  32,838 4.0  37,104 5.8  35,270 10.0 

인천 - -  25,568 2.7  36,536 5.3  40,826 9.5 

광주 - -  15,971 3.2  20,196 5.6  21,513 11.0 

대전 - -  14,838 2.9  19,635 6.6  23,016 11.3 

울산 - -  - -  14,231 6.0  15,108 9.2 

경기 64,900 1.9  85,164 3.2  128,270 5.1  148,813 8.9 

강원 22,129 1.8  22,597 3.9  23,164 8.0  24,890 13.8 

충북 18,541 1.4  19,318 3.3  21,943 7.3  23,735 12.6 

충남 37,802 1.2  28,221 2.5  27,226 7.7  27,980 13.2 

전북 28,429 1.6  29,217 3.3  29,253 7.7  29,204 13.5 

전남 46,071 1.6  34,820 3.6  29,921 9.6  28,698 15.4 

경북 64,384 2.2  41,659 4.9  41,422 8.1  39,536 14.9 

경남 42,829 2.0  50,909 4.4  44,129 7.5  42,795 12.8 

제주 5,359 4.9  7,741 5.3  7,778 7.8  8,450 11.7 

지역            

동부 281,537 1.7  456,197 3.4  543,729 6.0  581,498 10.4 

읍면

부 
203,448 1.7  160,027 3.9  146,382 8.5  132,154 14.3 

 

주: 15세 이상 인구 특성에 따라 비율을 추출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표 III-5]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8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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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형태 

2005년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거처종류별로 살펴보면, 61.8%

가 단독주택에 거주하여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원룸이 대표적인 주거형태임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파트 16.7%, 다세대 9%, 오피스텔을 비롯한 

주택 이외의 거처 7.5% 등의 순이다. 서울의 거처수는 약 2백3십만호로서 

이 중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9.2%, 아파트 52.7%, 주택 이외의 거처 2.9%

임을 감안하면, 1인가구는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 현재의 높은 주택가격과 중대형 아파

트 위주의 주택공급체제에서는 1인가구는 원룸과 대체주택으로서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거주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55 

 

                                           
55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단위: 명. %) 

특성 
1인가구 거주자  2인이상 가구 거주자 

1980 1990 2000 2010  1980 1990 2000 2010 

점유형태          

자가 37.9 31.7 33.8 35.1  65.3 58.6 62.2 64.4 

전세 21.8 22.5 28.1 19.1  20.6 22.3 24.1 18.5 

보증금있는 월

세 
35.0 15.2 20.2 30.6  12.2 9.7 8.5 11.6 

보증금없는 월

세 
  7.0 6.4    1.5 1.5 

사글세  22.7 5.1 2.5   6.5 1.3 0.8 

기타 5.3 7.9 5.9 6.3  1.9 2.9 2.5 3.2 

주택유형          

단독주택 86.0 80.4 69.8 60.5  89.1 73.9 47.0 34.8 

아파트 4.4 8.0 18.7 24.6  4.4 14.5 38.3 52.3 

연립주택 1.9 3.7 3.3 1.9  2.7 5.4 6.5 3.3 

다세대  1.5 1.9 5.4   1.8 3.5 7.4 

기타 7.7 6.3 6.3 7.7  3.8 4.4 4.6 2.1 

계 

(명) 

100.0 
(8,447) 

100.0 
(21,676

) 

100.0 
 (44,804) 

100.0 
 (79,338) 

 
100.0 

 (476,538) 
100.0 

 (594,548) 
100.0 

 (645,307) 
100.0 

 (634,314)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표 III-6]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분포

(198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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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가배경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 방식에서도 급속

한 변화가 진행되었는데, 경제발전은 국민소득을 증가시켰고 이는 식생활 

개선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져 한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지

속적으로 늘어났다. 또한 교육서비스 분야의 양적ㆍ질적 향상은 학력수준

의 상승. 여성 취업자의 증가, 고학력 계층의 취업난 등 사회 전반에서 많

은 변화를 촉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초혼 연령은 1960년 남성 25.4세, 

여성 21.6세에서 2009년 남성 31.6세, 여성 28.7세로 꾸준히 높아졌으며, 

첫아이 출산 시기 역시 늦어져 결국 출산율 감소 요인이 되었다. 이와 더

불어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개인주의 등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은 홀로 독

립적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는 1인가구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56 

이처럼 1인가구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정보사회의 진전과 개인주의적 가

치관의 심화, 청년세대의 결혼관 변화 및 초혼 연령 상승, 노동시장의 경쟁

구조로 인한 대도시 중심의 취업기회, 가족재생산비용의 증가, 인구의 고령

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독거가구 및 혼자 생활하는 기간의 증가, 부

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57 

이러한 1인가구 증가원인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안신현(2012)은 우리나라 1인가구의 증가현상에 대해 경제ㆍ문화ㆍ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그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58 

                                           
56 이창효 외 2010. 서울시 1인 가구의 밀집지역 분석과 주거환경 평가. 서울도시연구, 11. 

57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58 안신현 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SERI 경제 포커스,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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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적 요인: 소득 증가, 교육수준 향상, 여성 고용 확대 

② 문화적 요인: 개인주의 확대, 초혼 연령 상승 

③ 사회적 요인: 고령화 심화,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 

 

강민규(2011)는 1인가구의 증가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반영

된 결과로 보면서 1인가구의 증가원인을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으로 나누

어 제시하였다.59 

① 청년층의 만혼(晩婚):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실업,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소득 부족, 주택가격 상승 등은 청년층의 초혼 연령을 늦추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② 장년층의 이혼(離婚):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력 증가, 자녀 유학에 따른 기러기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장년층의 이혼이 급증하였다. ③ 노년층의 독거(獨居): 급속한 고령화

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 가치관 및 경로사상이 약화되면서 독거노인이 

크게 증가하였다. 

 

조호정 등(2010)은 국내 1인가구의 증가 구조를 7가지로 분석하였다.60 

① 소득이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 매우 낮고 그 격차도 확대되며 빈곤화

가 심화되고 있다. ② 1인 가구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고령화되고 있다. 

③ 단순노무 및 무직군의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④ 여자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⑤ 1인 고소득자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1인가구

내 소득 양극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⑥ 1인가구의 주거비 지출비중이 

매우 높다. ⑦ 비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후생수준 하락 요인으

                                           
59 강민규 2011. 국내 1인 가구 증가의 공간분포 특성에 따른 지역 정책적 함의. 국토연구원. 

60 조호정 외 2010.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국내 1 인 가구의 7 대 구조적 특징, 

한국경제주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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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다. 

1인가구가 정착된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1인가구의 성장추세와 형성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개개인의 라이프스

타일 변화로 인해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고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보고 있다.61 

국내 1인가구 역시 발생배경은 서구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라

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한 요인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서구의 사

례들처럼 사회 내에서 자연스레 녹아내려 융화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

다. 이는 한국의 압축적 성장으로 인한 1인가구 증가속도를 사회제반 시스

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에 들어서면서 1인가구 급증의 원인이 되는 청년실업, 소득 부족으로 인한 

결혼 지연, 이혼율 증가, 고령화 등은 1인가구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접근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인가구는 주거환경 및 라이프스타일을 일부 공유하는 동시에 그 내부에

다양한 집단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 1인가구의 구체적 현황을 

알기 위해선 1인가구 내부집단 별로 그 특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1인

가구는 생애주기상의 단계에 따라 1인가구를 형성할 가능성과 이유가 서로 

차이가 나며, 생애주기상의 단계는 연령으로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1인가구를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으로 나누어 1인가구의 증가 배경을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인가구는 개인이 사는 방식에 따라 그 삶의 

행태나 특성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는 직업, 주거환경, 나이 등 사회적 요인이 대부분이다.  

                                           
61 이희연 외 2011. 1인 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

회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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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 

 

3.1. 인구학적 특성 

 

3.1.1. 청년층 

인구학적 특성은 1인가구를 연령대로 나눈다. 20대부터 50대까지의 1인

가구를 청ㆍ장년 1인가구로 통칭하며, 60대 이상의 1인가구를 고령자 1인

가구로 부른다. 청장년 1인가구를 좀 더 세분하면 20~30대의 청년 1인가

구와 40대 이상의 장년 1인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20~30대의 청년층 1인가구는 대체적으로 학업 및 취업 등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생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30대 미혼의 경우, 부모님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나 일상에 대한 간섭을 피하고자 독립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 연령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나 주거상으로 독립해야 할 욕구를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62  

위와 같이, 기능적 및 정서적인 차원에서 독립이 가능한 여건, 결혼을 둘

러싼 부모와의 갈등 상황 등63이 청년 1인가구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용주의적 가족가치관의 등장, 개인주의 심화, 온라인 매

체 증가에 따른 나홀로 생활편의성 증가 등으로 인해 독신 생활을 즐기는 

                                           
62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63 이진하 외 2007.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가족체계의 영향.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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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이 늘어나면서64 이에 대한 공급 및 수요가 확대되고, 청년 1인가구

로써의 삶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비해 사람들

의 행위양식이 사회적 규범에 따른 보편적 행위유형에 동조하기보다 개인

의 내적 욕구와 취향에 따른 선택적 행위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65  또한, 비교적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교류를 빈번하게 

하고 있고, 독거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대다수가 고착화된 독거생활을 예

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6 

하지만, 최근에 들어 청년층 1인가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기회가 대도시 중심으로 제공되고, 청년층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과 비정규직의 확대, 취업률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 

확대 등에 따른 만혼·비혼이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67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청년층 1인가구는 교육수준이 높고 

자가비중이 낮으며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성을 중요시하는 

층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하여 사회적 부유(浮遊)층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은 층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68 또한, 39세 이하 청년층 1

인가구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로 근로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2인 

이상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종합하자면, 청년 1인가구는 형성요인이나 연령적 특성상 여타 1인가구

                                           
64 조호정 외 2010.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국내 1 인 가구의 7 대 구조적 특징. 

한국경제주평, 15. 

65 김도희 2012. 청년 1 인가구 증가 요인에 따른 생활실태분석과 정부의 정책과제. 한국지방정

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 

66 김혜영 외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67 김도희 2012. 청년 1 인가구 증가 요인에 따른 생활실태분석과 정부의 정책과제. 한국지방정

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 

68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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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가족의 연이나, 그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망이 안정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문화의 향유자며, 주도자로써 여러 분야의 주

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산업예

비군의 모습을 가진 청년 1인가구가 있다.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높

아진 취업장벽으로 인해 이에 따른 준비에 청년기를 할애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년 1인가구의 주된 형성요인인 만혼화의 이유가 된다. 청년 1인

가구의 만혼화 현상은 국내 초혼 연령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1990년 남성 27.8세, 여성 24.8세에서 2012년에는 남성 32.1세와 여성 

29.4세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표 III-7]. 또한, 한 사람의 가장이 가족

을 부양하는 1인부양체계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지속되기 힘든 상황

에서 여성 경제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1970년 39.3%에서 1990년에는 47.0%, 2010년

에는 4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기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은 49.7%이다[그림 III-6].  

자료: 통계청,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그림 III-6]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남성 27.8 28.4 29.3 30.9 31.8 32.1 

여성 24.8 25.3 26.5 27.7 28.9 29.4 

혼인건수 399,312 398,484 332,090 314,304 326,104 327,07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표 III-7] 초혼 연령 및 혼인건수 추이(199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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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장년층 

장년층의 경우 청년 1인가구와 같은, 원가족을 유지한 채로 분가한 형태

의 1인가구가 아닌,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 교육을 이유로 아내·자녀와 떨어

져 혼자 사는 1인가구와 이혼에 의한 1인가구가 대표적인 형태이다.69 장년

층 1인가구의 경우에는 이혼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이 유배우 상태에

서 있는 1인가구의 순으로 나타난다.70 이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삶의 

기반을 잡은 이후, 1인가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청년 1인가구와 차별점이 있

다고 보아야 한다. 

장년 1인가구는 그 내부집단에 있어서도 서로간의 이질감을 보인다. 

40~50대는 인생주기에 있어 중장년기로 분류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본다

면 40대 초반은 청년기에 88올림픽 이후 빠르게 보급된 정보통신기술을 

체득한 정보화 세대이거나 이들과 가장 가까이 마주한 연령층인 반면,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의 경우에는 정치영역에서의 민주화가 가장 뜨거웠던 

세대, 50대 초반 이후는 전형적인 베이비부머로 산업화의 고도성장을 목도

하거나 직접 참여한 세대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행위규범이나 가치지향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71  

세대적 차이점 외에도, 장년 1인가구는 다양한 요인별 특성을 볼 수 있

다. 상대적으로 여성은 자가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월세의 비중이 높은 

등 주거실태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성 별로 노동시장에

서의 위상, 결혼상태 등의 차이가 있어 이들의 다양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 1인가구에 비하여 이들

은 독거생활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부모형제와의 교류

                                           
69 한정민 외 2013. 1인가구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KIET산업경제. 

70 김은지 2012. 한국의 1인가구, 증가추이와 구성. 2012 가족정책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자

료집. 

71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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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낮고 이성 파트너가 없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72 

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특성을 볼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만혼에 의한 

청년 1인가구나, 사별로 형성된 고령 1인가구와 달리 장년 1인가구는 이혼

으로 발생 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 결혼과 이혼은 규범적인 것이기 보다

는 개인의 판단에 의한 선택적 행위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한국사회 역시 

이혼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건수가 1990년 

45,694건에서 2012년에는 114,316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표 III-8, 그

림 III-7]. 이혼율이 최고에 달한 2003년 이후 한국의 이혼율은 하향안정

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남녀 모두 50대 이상의 이혼은 2004년 이후에 계

속 증가하고 있음 전체 이혼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의 연령층은 남녀 모

두 40대 초반이지만,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는 연령은 성별 구별 없

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건)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이혼건수 45,694 68,279 119,455 128,035 116,858 114,31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표 III-8] 이혼건수 추이(1990-2012) 
 

[그림 III-7] 이혼건수 변화 추이(1990-2012) 

 

                                           
72 김혜영외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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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노년층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1인가구 내에서도 고령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총인구 중 65세 이

상의 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1990년 71.3세에서 2000년에는 76.0세, 2012년에는 81.4세로73 길어지면서, 

고령 인구 비율은 2007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11.0%로 증가하였다. 이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

년 16.2%, 2010년 21.5%로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에

는 15.7%, 2030년에는 2030년에는 2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74 

노년기를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독거로 이행하는 대표적

인 과정은 단순하다. 자녀를 독립시킨 후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게 되는 경우와 무배우 상태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자녀의 독립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게 되는 경우로 배우자의 

사망과 자녀의 독립의 선후 관계가 다를 뿐이다. 전자는 혼자 생활하기 시

작할 때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스트레스를 함께 해결하고 적응해야 했던 반

면 후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데도 독자적 가구를 형성하고자 하는 자녀

세대의 결정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함께 갖는

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현 고령자는 대부분이 결혼 후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함께 부부관계를 

유지한 세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별로 인하여 무배우 상태가 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차이와 남편과의 나이차이로 인하여 많은 여성고령자의 

                                           
73 정경희외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4 최경은 외 201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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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기간이 길다.75  이와 같이, 고령 1인가구의 증가에는 고령화와 평균수

명에 있어 남녀 차이, 황혼이혼 증가,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76 

지역적으로 보면, 젊은 층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 노인 중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성별로 보면, 남성에 비

하여 여성노인에게서, 70대 후반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다.77 남성 고령 

1인가구보다 여성 고령 1인가구가 많은 이유는 남, 녀의 평균수명 차이에 

그 이유가 있는데, 남녀 평균수명 차이의 경우 2012년 기준 여성의 평균수

명이 남성보다 6.7세 높아 남편 사후에 혼자 사는 노인 여성 1인가구가 증

가했다고 볼 수 있다.78 사별 이외에도,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경우의 이

혼, 즉 황혼이혼율이 1990년 5.2%에서 2000년 14.2%, 2012년에는 26.4%

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 1인가구의 증가에 일조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령 1인가구들은 비1인가구 노인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나 경제상태가 낮은 편이며, 자존감이나 가족응

집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반정호, 2012; 변미리 외 2008; 정경

희 2011). 또한 청장년층 1인가구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월등히 낮으나 자

가비율은 높고 경제활동률은 매우 낮다.79 

이렇게 다른 연령층의 1인가구나 비1인가구 고령자에 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 1인가구 거주자 내에서 도 다

                                           
75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76 조호정 외 2010.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국내 1 인 가구의 7 대 구조적 특징-1 

인 가구의 저소득, 고령화 심화. 한국경제주평, 15. 

77 정경희 외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8 최경은 외 201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79 김은지 2012. 한국의 1인가구, 증가추이와 구성. 2012 가족정책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자

료집. 



58 

 

양성이 존재한다.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의 일상생활은 두 가지 대조

되는 유형을 갖고 있다. 첫째는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노인복지관 등의 프

로그램 참여등과 같은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노력

하는 고령자이다. 이러한 활기찬 생활은 고령자 본인의 삶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안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반

면 다른 사람들과 고립하여 생활하는 고령자들도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이 없고 특별한 취미생활이나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지 않

아서 매일 매일의 생활패턴이 반복되어 삶이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무료해지는 것이다.80 

 

 

 

 

 

 

 

 

 

 

 

 

                                           
80 정경희외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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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제적 특성 

 

3.2.1. 경제활동 실태 

경제적 구조 변화로 초래된 미래불안정성 증가 등 소득 요인은 노동시장

을 포함한 경제 전체에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곧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실용주의 가치관의 둥장으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약화， 자

기경쟁력 강화， ‘혼자’가 강조되는 개인주의의 심화， 온라인 매체 증가

(정보화) 등으로 독신 생활의 편의성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독신 생활을 중

시하는 가치관을 만들어 내어 1 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81 

[표 III-9]는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경제활동참가

율 및 종사상의 지위를 나타낸 표이다. 전체적으로 1인가구가 57.9%의 경

제활동참여율을 보여 2인 이상 가구(6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속한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1인가

구가 95.2%로 2인 이상 가구(43.4%)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40세 미만이 속한 가구에서도 1인가구가 94.3%로 2인 이

상 가구(72.7%)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40세 이상이 속

한 가구부터는 1인가구가 76.6%로 2인 이상 가구(81.1%)보다 작아지면서 

이후에는 2인 이상 가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세 미만이 속

한 가구까지는 1인가구의 상용직 비율이 60.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40세 이상이 속한 가구부터는 1인가구의 상용직 비율이 29.2%로 크게 떨

어졌으며, 반대로 임시직, 일용직비율은 40세 이상이 속한 가구에서 56.0%

로 나타나 40세 미만이 속한 가구(30.3%)보다 크게 높았다.82 

                                           
81 정희순 2011. 한일 양국 1인가구의 사회구조적 특징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

집, 2011. 

82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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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특성 

경제

활동

참가

율 

종사상의 지위 

계 명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근

로 및 

공공근

로 

고용

주 
자영업 

무급가

족종사

자 

전체 60.8 42.8 20.0 11.0 0.9 3.6 16.4 5.3 100.0 (7,065) 
1인 57.9 42.6 22.1 15.5 2.0 0.7 17.2 0.0 100.0 (457) 

2인 이상 61.0 42.8 19.8 10.8 0.8 3.8 16.3 5.7 100.0 (6,608) 

30세 미만 46.0 51.1 32.9 11.3 0.4 0.2 2.3 1.8 100.0 (901) 

1인 95.2 69.6 28.2 0.5 0.0 0.0 1.7 0.0 100.0 (98) 
2인 이상 43.4 48.9 33.5 12.6 0.4 0.2 2.4 2.0 100.0 (803) 

30~40세 미만 73.7 61.3 16.7 6.3 0.3 3.9 9.5 2.2 100.0 (1,570) 

1인 94.3 60.7 21.2 9.1 0.0 1.0 8.0 0.0 100.0 (99) 

2인 이상 72.7 61.3 16.4 6.1 0.4 4.1 9.6 2.3 100.0 (1,471) 

40~50세 미만 81.0 42.8 17.9 12.1 1.0 5.7 15.6 5.0 100.0 (1,679) 

1인 76.6 29.2 24.4 31.6 2.0 1.0 11.8 0.0 100.0 (47) 
2인 이상 81.1 43.2 17.7 11.5 0.9 5.8 15.7 5.2 100.0 (1,632) 

50~60세 미만 71.3 30.7 15.8 14.1 0.9 4.4 26.2 7.9 100.0 (1,201) 

1인 56.6 19.9 23.3 34.8 6.7 1.4 13.9 0.0 100.0 (50) 
2인 이상 72.2 31.1 15.5 13.2 0.7 4.5 26.7 8.3 100.0 (1,201) 

60~70세 미만 45.2 8.4 21.1 15.0 2.1 2.9 36.1 14.4 100.0 (987) 

1인 38.3 0.7 16.3 34.2 2.7 0.0 46.1 0.0 100.0 (91) 
2인 이상 46.0 9.1 21.6 13.1 2.1 3.2 35.0 15.9 100.0 (896) 

70~80세 미만 27.4 1.8 10.2 9.1 4.0 1.0 56.3 17.6 100.0 (657) 

1인 23.7 3.4 8.2 12.8 6.1 1.5 68.0 0.0 100.0 (127) 
2인 이상 28.4 1.4 10.7 8.2 3.5 0.9 53.4 21.9 100.0 (530) 

80세 이상 8.2 0.0 2.2 13.0 4.9 4.0 64.0 11.9 100.0 (70) 

1인 11.8 0.0 5.3 29.0 9.3 0.0 56.3 0.0 100.0 (28) 
2인 이상 6.7 0.0 0.0 2.1 1.8 6.8 69.3 20.1 100.0 (42) 

 

주: 1)전체 응답자 15,625명 중 15세 미만 2,609명을 제외한 13,016명을 분석한 결과임. 

2)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7,065명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  자료. 

[표 III-9]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종사상의 지위 

 

 

 

3.2.2. 소비패턴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1인가구는 소비시장에서도 그 영향이 가시

적으로 드러나는데, 2008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싱글경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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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 Economy83)’를 핵심 주제어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소비시장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소비주체로써의 1인가구를 

함의한다.84 

1인가구가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인가구 내에 이질적 집단이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자신의 개성 및 문화향유를 위해 고가품 

지출도 자유롭게 하는 자기투자형 지출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필수지출비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1

인소비양극화 현상’으로 한 개인이 품목과 기호에 따라 자신의 소득 수준

보다 높거나 낮은 소비를 동시 에 하는 '야누스'적 소비 패턴을 말한다. 현

실주의적 성향으로 합리적 알뜰소비 행태를 유지하지만 유행에 민감해 가

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85 

사실, 1인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2인이상 가구의 평

균소비성향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인

가구의 평균소비 성향이 주거비등의 필수적 소비지출에 치중되어있어 경기

둔화에도 상대적으로 지출비용이 내려가지 않는것에 그 이유가 있다.86 1인

가구의 주요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주거·수도·광

열(19.5%) > 식료품·비주류음료(15.9%) > 음식·숙박(12.5%) 순으로 나타난

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체가구의 경우 식료품·비주류음료(14.4%) > 음식·숙

박(12.7%) > 교통(12.1%) 순으로 나타나87, 1인가구의 필수소비지출의 성향

                                           
83 2012년 2월 Eric Klinenberg의 “Going Solo”가 출판되면서 솔로 이코노미라는 용어가 등장

하기 시작함.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이들을 겨냥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현상

을 의미함 

84 한정민 외 2013. 1인가구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KIET산업경제. 

85 [네이버 지식백과] 1인 소비 양극화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86 이은미 2013. 인구와 가계 통계로 본 1인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

연구소. 

87 최경은, 윤. 201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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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또한, 1인가구는 소비에 있어 다인가구에 비해 1인당 생활필수요소가 많

은 특성이 있다. 이를테면, 4인으로 구성된 다인가구에 필요한 세탁기가 1

대라면, 4인의 1인가구들은 세탁기가 4대 필요한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2006년 대비 2012년 1인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항목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40.3%)을 보이고 있음 88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소비 및 지출 성향은 내부집단별로 그 차이를 보이는

데, 인구학적 특성별 소비 및 지출 성향은 아래와 같다.89 

① 청년: 39세 이하 청년층의 평균소비성향은 빠르게 상승 중이다. 청년

층은 근로소득 개선 지연으로 소득 개선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 오락·문화 등 선택적 소비가 늘면서 소비성향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② 장년: 40~50대 장년층의 경우 평균소비성향도 낮고 변동성도 작게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40대의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70%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③ 노년: 60세 이상 노년층 1인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수준이

며 상승속도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년층 1인가구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 필수소비지출이 가장 높아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로 지출

한다. 

1인가구 증가에 기인한 소비패턴의 특성은 소비시장에서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시장에서의 인식의 

전환을 불러왔다. 1인가구가 소비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점점 가시화 

                                           
88 Ibid. 

89 이은미 2013. 인구와 가계 통계로 본 1인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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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1인가구의 소비행태와 트렌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정민 등(2013)은 1인가구 소비행태는 의식주 측면에서 개인화·간편화·

다양화의 성격이 강한점에 주목하며, 1인가구의 의식주와 관련된 산업들은 

이미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90 

조호정·전선형(2010)은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비시장의 변화를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91 

① ‘싱글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소형가전 상품과 다양한 기능성 가구, 1인용 소형포장 상품 출시가 늘

어나고 있다. 

③ 젊은 나홀로족을 위한 온라인 판매 상품이 더욱 다양화되고, 시니어 

및 실버세대에 대한 온라인 시장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④ 1인 생활을 위한 요리 및 취미 강좌, 나홀로족을 위한 레스토랑, 싱

글족 가사지원 사업, 싱글 맞춤형 상품들이 보다 다양화될 것이다. 

안신현(2012)은 공간·시간 제한, 독립, 개인주의를 1인가구의 특성으로 

보고 이에 따른 4대 소비 트렌드와 니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92 

① 소형(크기는 줄이되 성능은 유지): 1인가구에 적합한 소형 주택, 소형 

가전, 소형 생활용품 등이 확산되고 있다. 

② 효율(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사용): 1인가구에게는 제한된 주거 공간을 

                                           
90 한정민·이용호. 2013. 1인가구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KIET산업경제. 

91 조호정, 전. 2010.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국내 1 인 가구의 7 대 구조적 특징

-1 인 가구의 저소득, 고령화 심화. 한국경제주평, 15, 1-19. 

92 안신현 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SERI 경제 포커스,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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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심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기능 상품과 디자인 상품이 유

용하게 쓰인다. 또한, 1인가구를 위한 가공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시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심 속 소매점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③ 안전(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 고립된 생활을 하기 쉬운 여성과 

고령 1인가구를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1인가구가 경

제적·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 상품 또한, 활발하게 출시되

고 있다. 

④ 나(자기 가치 제고와 여가 향유): 1인가구 스스로의 개성 추구 및 자

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1인가구의 투자 증대되고 있다. 1인가구는 가

족 부양 의무가 있는 다인가구보다 패션, 미용, 취미를 위한 상품 및 서비

스 지출에 관대하며, 카메라, 자전거, 악기 등과 같은 고가 기호품 지출도 

자유로운 편이다. 

최경은 등(2013)은 1인가구를 타깃으로 하는 여가 상품 및 학습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혼자서도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1인가구 특화 

문화상품 및 여성 1인가구의 수요에 힘입어 외국어, 운동, 교양 등의 성인 

학습시장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93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의 20대 후반부터 40대 전반의 전국 500가구(1인

가구와 3~4인가구 각 250명)를 대상으로 1인가구 증가가 소비시장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여, 최근 1인가구들의 소비키워드를 ‘S.O.L.O’ 즉, 자기지

향(Self), 온라인지향(Online), 저가지향(Low Price), 편리성지향(One-stop)

으로 정의하였다.94 

① Self-orientation: 1인가구 증가는 나를 위한 자기지향성(Self-

orientation)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93 최경은, 윤. 201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 

94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13. 10. 17), ‘1인가구 증가가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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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리고자 하는 항목으로 여행(41.6%)을 가장 많이 꼽

았으며 이어 자기계발(36.0%), 레저·여가(32.8%), 건강(32.0%), 취미

(26.0%) 순으로 나타났다. 

② Online: 1인가구 증가는 온라인(Online)의 영향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③ Low price: 1인가구 증가는 저가지향(Low price) 소비트렌드를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④ One-stop: 1인가구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한 번에 해결하려는 원스톱

(One-stop) 소비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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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1인가구는 가구원수가 1인으로서 혼자 생활한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

는 반면, 형성요인이나 사회인구적 특성 등에 따라 내부적 구성이 다양한 

이질적 집단이다. 이러한 1인가구의 다양성은 성‧연령‧소득 계층적 특성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5 이러한 1인가구의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연령대별로 1인가구 거주자의 성별 구성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위상과 경제

상황이 상이하며,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현상아래 내제된 심리적 

결핍감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인다. 

1인가구 또는 1인가구 거주자에 관한 선행연구는 1인가구의 다양성과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연구 대상과 관심 주제에 있어 편중현상이 심하다. 

다양한 연령대의 1인가구중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제로는 주택 및 주거분야이다.96  이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독

거노인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정책적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의 편중현상은 정부가 1인가구

를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정부 

및 행정 시스템의 대안 범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의 1인가구를 선행연구들

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커뮤니티 디자인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5 김은지 2012. 한국의 1인가구, 증가추이와 구성. 2012 가족정책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자

료집. 

96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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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인가구의 문제점과 현 대안 

 

1. 1인가구의 문제점 

 

1.1. 사회 문제 

 

1.1.1. 사회적 연계망 붕괴 

교제 및 정보의 교환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후원자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원인 

사회적 연계망(Campbell, Marsden and Hurbert, 1986; Lin, 1982)은 크게 

배우자와 자녀와 같은 1차 비공식 관계, 친척, 친구, 이웃과 같은 2차 비공

식적 관계와 공식적 관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97 

 

1) 가정의 붕괴, 유대감의 약화 

한국의 가족구조는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점차 핵가족의 형태로 변모하여 왔다(공세권 외, 1987; 권태환 외, 

1995; 장현섭, 1993). 그러나 최근 핵가족화를 넘어 홀로 가구를 구성하거

나 거주하는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1인가구 증가에 대한 학술

적‧정책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김영철 외, 2011; 반정호, 2012; 변미리 

외,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전통적인 가

                                           
97 CANTOR, M. H. 1979.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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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기존

의 ‘표준가정’을 영위하기에 벅찬 사회적 환경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

인다.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은 연령별로 다른 층위에서 나타나는데, 청년층

의 경우, ‘결혼은 꼭 해야 된다’는 전통성이 약화됨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나타나는 여성 1인가구의 증가와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 등에서 기존 결혼관의 약화를 알 수 있다. 자녀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사회 전반의 고용불안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운데, 가정을 꾸리거나 육아를 해 야한다면,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의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정 나이 이후, 분가하

는 형태가 일반화 되면서 노부모 부양의식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자들 

중에서도 부부 혹은, 단신으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98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만혼화 현상이 진행되는 경

우도 있지만, 20~30대 미혼 1인가구들 중 다수는 비자발적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혼 진입 장벽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를 놓쳤거나 결혼

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혜영 등(2007)은 현재 비혼 1인 

가구의 형성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새로운 삶의 형태라기보다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있으나 경

제적 기반과 같은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형성, 유지되는 경

향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1인가구는 성별 및 기타 인구학적 변수

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비혼 

1인 가구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가족 부

양 및 책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결국, 최근 비혼 1인 

가구의 증가는 이혼의 증가나 결혼의 물질적 조건 등의 변화에 따른 결혼

                                           
98 정희순 2011. 한일 양국 1인가구의 사회구조적 특징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

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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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99 

이러한 비자발적 만혼화는 결혼의 사회구조적 부담감에 따른 부득이한 

선택이거나, 이혼의 증가, 결혼의 물질적 조건변화 등의 결혼기회의 제약으

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1인가구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감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또한, 만혼화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사회인구감소, 그로 인

한 노동력 상실을 야기하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의 저하는 물론 노부모 

부양에 까지 위협을 가하게 된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형태가 노인들의 신

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면, 독신 노인 가

구는 생활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사회문제화 될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100 

실제로 1인가구들은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연계망으로써 부모, 자식 

등의 직계가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기존 가족관의 붕괴

는 1인가구가 크게 의지하고 있는 사회적 연계망의 대부분이 붕괴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경희 등(2012)은 20대 이상 성인 한국

인을 대상으로 실행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 조사』에서 1인가구 거주자

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를 추출

해 냈는데, 결과는 [그림 IV-1]와 같았다.101  

 

 

 
 

 

                                           
99 김혜영외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00 정희순 2011. 한일 양국 1인가구의 사회구조적 특징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

문집, 2011, 496-501. 

101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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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1인가구 

  

2) 1인가구 

  

 

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를 해당연구를 위해 도

표로 전환 

[그림 IV-1]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 

 

연령별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인가구와 다인

가구의 차이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60세를 기점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

람이 급격히 없어지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6명 이상인 응답자 비율이 

보다 높을 뿐이다. 

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닌 종류로 분류하면, 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그림 IV-2]. 청년기 부모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지속적

으로 낮아지다가, 50대를 기점으로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전이되어가는 

과정은 1인가구나 다인가구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30대를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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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가구는 배우자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이후 배우자는 다인가구가 

큰 비율로 의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에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

거나, 별거, 기러기 등 거리가 있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 대신 부모, 

자녀 등 수직적 관계의 가족에게 주로 의지하는 편이고, 형제, 자매에게도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심화되

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70대 이후의 고령자의 경우 자녀 의지율은 1인, 

다인가구 관계없이 60%를 상회하며, 1인가구의 경우는 85%대에 육박한다. 
 

1) 비 1인가구 
 

2) 1인가구 

  

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를 해당연구를 위해 도

표로 전환 

[그림 IV-2]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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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친밀도 약화 

1인가구의 사회적 연계망은 다인가구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다. 1인가구

의 사회적 연계망은 부모, 자녀 등 수직적 혈연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앞서 밝혔던 것과 같이 기존의 가족관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구조적

으로 기존가족형성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장차 1인가구의 사회

적 연계망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관의 변화에 

의한 연계망의 상실은 학연, 사연 등 공식적 연계망이 효용성을 잃어가는 

장년, 노년층에서 주로 목격된다.102 물론, 1인가구 전체가 가족간의 관계에 

전체 사회 연계망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 친구 네트워크가 견

고한, 주로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청년층과 일부 장년층의 

경우, 상당부분 이러한 관계망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1인가구로써의 삶

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인구학적 특성

에 따라 그 만족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

록,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1인가구 지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이 같은 네트워크 자체가 축소되거나 그 강도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

이며 물리적 분리뿐 아니라 정서적 분리도 동시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었다.103 1인가구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연계망이 축소된다는 것

은 현재의 견고한 연계망을 바탕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1인가구도 연계

망의 축소와 함께 사회적 보호대상자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민들은 가족의 범위를 2

촌(부모, 형제, 조부모)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마음 속에 품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1~2명의 가족 및 친척을 뽑았다.104 또한, 연령이 높

아질수록 가족간의 만나는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생활

                                           
102 이병호 2014.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보건사회연구, 34. 

103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104 김희연 외 2013. 무연사회(無緣社會), 우리의 미래인가? :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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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105에서도 노인들이 같이 살지 않는 자녀와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

는 비율은 2008년 0.58%에서 2011년 22.3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는 50대를 기점으로 이전에 부모에게 의지하는 연계망에서 

자녀에게 의지하는 이전이 일어나는데, 현재 붕괴되고 있는 노인부양의식

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고령 1인가구의 미래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기 진입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형제자매나 친구의 축소

를 보완해줄 수 있는 비공식적 연계망의 개발과 강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문제는 노화에 따라서 형제자매의 다수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 또한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노령이 관계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

의 활력과 지지세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고령자의 경우 지

역사회에서 형제자매가 가까운 유대를 갖고 있는 경우 자신의 삶을 영위하

기에 바쁜 자녀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도구적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106 가족관의 붕괴에 따른 1인가구 연계망의 약화가 현재의 사

회구조적 체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면, 가족간의 친밀도 약화는 미래의 연

계망 축소를 시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인가구의 연계망 약화는 현재 

멈춰있는 것이 아닌,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현재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

다고 판단되는 1인가구 인구의 향후 위협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하다. 

 

3) 주거지역내의 괴리감 

1인가구의 주거 형태는 원룸 등의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비주거 

거주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현재의 높은 주택가격과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공급체계에서 1인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등

                                           
105 김경아 2013. 노인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노후생활 현황을 중심으로. 연금포럼. 

106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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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체주택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체 주택들은 2009년 주

택법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써, 이후엔 ‘준주택’ 개념으로써 도입되었

다,107 이러한 주거형태는 1인가구의 직주근접성향의 영향을 받아 도심, 역

세권 및 대학가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도심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

거지역은 슬럼화등의 사회문제들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계획된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시

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의 조사 결과 혼자 사는 20~34세 청년 중 23.6%

가 주거 빈곤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빈곤은 옥탑방이나 비닐

하우스, 고시원 등에 살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108 손

세관(2002)은 인간이 연계망을 형성하는 지역은 오로지 ‘진솔한 

(authentic)’ 지역이라고 한다. 진솔하지 못한 지역은 환경이 급조되어있거

나, 가식적이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적, 공적) 역사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

는 등 지역에 대한 애착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간

은 진솔하지 못한 지역에 안착하지 못하며, 결국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소속되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109 

1인가구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더 큰 함의를 갖는데, 성장해온 지역을 

떠나 잘 알고 생활하는 지역주민이 없는 경우 사회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

각해진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기회를 갖지 못했던 고령자는 혼자 생활하

게 되었을 때, 적응감 약화로 인한 ‘부유하는 방랑인’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지역주민과 끈끈한 유대를 갖고 있는 경우 혼자생활을 

하여도 사회적 통합, 유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립감을 완화시켜주고 있

다. 이러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는 여성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

                                           
107 신상영 2010. 1인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國土計劃, 45, 81-95. 

108 “중앙일보, 2014 가족 빅뱅” 자료검색일 2014. 10. 20,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875618 

109 손세관 2002. 역사 속의 커뮤니티, 미래의 커뮤니티. 한국주거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

대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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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110 

 

4) 사회활동 참여 부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에 기반하여, 사

회참여빈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11 이에 따르면, 1인가구라는 생태환

경자체가 각종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회참여 빈도를 약 8%정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다음의 [표 IV-1]를 보면, 1인가구 거주자들의 사

회활동참여율을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2인 이상 가구 거주자들에 비해 

1인가구 거주자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데, 특히 

1인가구 노년층에서는 그 비율이 79.2%에 달한다.112 가구규모와 상관없이 

사회활동의 내용은 대체로 종교분야 단체활동이거나 친목단체활동에 국한

되어 있다. 친목단체 활동의 경우, 1인가구 거주자들은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서울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동문회의 

참여 비율이 낮았고, 취미모임, 친목회, 지역모임 등의 참여 비율도 다인가

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 내의 이질성이 전체 평

균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표 IV-2].113  

 

 
 

 

                                           
110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11 이병호 2014.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보건사회연구, 34. 

112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13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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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가구 거주자 

(단위: %, 명) 

특성 인구수 

1인가구 거주자(15세이상 인구중) 
사회 

활동 없음 

환경 

봉사 

인권 단

체 등 

경제 

분야 

단체 

(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문화 

분야 

단체 

(취미, 스

포츠 등) 

정치 

분야 

단체 

(정당활동 

등) 

종교 

분야 

단체 

지역 

단체 

(아파트, 

주민 단

체 등) 

친목 

단체 

(동창회, 향

우회 등) 

교육 

단체 

(학부모, 

교사 단

체 등) 

기타활동 

전체 79,338 74.0 2.2 1.8 5.1 0.2 8.6 1.1 11.7 1.2 0.2 

연령 3집단(세) 

15~39 28,838 74.2 2.2 2.9 7.5 0.3 5.0 0.4 10.8 2.1 0.2 

40~64 28,094 69.5 3.0 2.2 5.2 0.3 9.8 1.5 16.1 1.2 0.2 

65 이상 22,406 79.2 1.0 0.1 1.9 0.1 11.9 1.4 7.2 0.2 0.3 

연령 10세 간격(세) 

15~29 14,640 76.8 2.2 2.6 7.0 0.2 4.6 0.2 8.6 2.3 0.3 

30~39 14,198 71.6 2.2 3.1 8.1 0.4 5.4 0.6 13.0 2.0 0.2 

40~49 11,697 69.9 3.2 3.3 6.5 0.5 7.3 1.2 15.9 1.6 0.2 

50~59 11,307 69.0 3.0 1.9 4.6 0.2 10.8 1.8 16.9 1.0 0.2 

60~69 10,660 71.8 2.2 0.3 3.2 0.1 13.1 1.8 13.0 0.5 0.3 

70~79 11,852 78.6 1.0 0.1 1.9 0.1 12.3 1.4 7.3 0.1 0.3 

80 이상 4,984 86.8 0.2 0.0 0.8 0.0 9.6 0.9 2.6 0.1 0.3 

2) 2인이상 가구 거주자 

특성 인구수 

2인이상 가구 거주자(15세이상 인구중) 
사회 

활동 없음 

환경 

봉사 

인권 단

체 등 

경제 

분야 

단체 

(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문화 

분야 

단체 

(취미, 스

포츠 등) 

정치 

분야 

단체 

(정당활동 

등) 

종교 

분야 

단체 

지역 

단체 

(아파트, 

주민 단

체 등) 

친목 

단체 

(동창회, 향

우회 등) 

교육 

단체 

(학부모, 

교사 단체 

등) 

기타활동 

전체 634,314 66.8 2.8 2.1 5.6 0.3 10.5 1.9 17.7 2.2 0.2 

연령 3집단(세) 

15~39 270,034 73.3 2.0 2.0 5.4 0.2 8.1 0.7 11.9 2.5 0.3 

40~64 282,347 58.9 4.0 2.8 6.6 0.5 12.5 3.1 24.3 2.5 0.2 

65 이상 81,933 72.9 1.6 0.4 2.6 0.2 11.6 2.1 14.3 0.4 0.2 

연령 10세 간격(세) 

15~29 145,575 79.1 1.8 1.2 4.3 0.1 7.3 0.2 8.1 1.3 0.4 

30~39 124,459 66.5 2.2 2.9 6.6 0.3 9.0 1.2 16.3 3.9 0.1 

40~49 136,472 58.8 4.1 3.5 7.5 0.5 11.4 2.8 22.9 3.7 0.2 

50~59 109,385 58.0 4.2 2.5 6.1 0.5 13.6 3.4 25.9 1.5 0.2 

60~69 65,970 63.7 2.7 0.7 4.1 0.3 13.4 2.7 22.3 0.6 0.2 

70~79 39,550 73.8 1.4 0.3 2.4 0.2 11.4 2.1 13.2 0.4 0.2 

80 이상 12,903 84.9 0.6 0.1 0.8 0.1 8.9 1.4 4.6 0.1 0.3 

 

자료: 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표 IV-1]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종사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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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1) 동문회 참여 

2) 취미모임 

3) 친목회 

 

자료: 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표 IV-2]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동문회, 취미모임, 친목회 참여도 비율 

 

 

1인가구는 그 개념만으로도 사회의 집단적 성격을 배격한다. 현대사회의 

동향이 개인간의 경계확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취약점에 

노출된 1인가구에게 사회적 연계망은 그 마지막 보루가 될 터다.  

사회활동은 가족 및 친구 등의 1, 2차 비공식 관계망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사회적 연계망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사회활동의 약화는 사회적 연계

망의 파편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1인가구의 사회활동은 향후 1인가

구의 정서적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증진될 필요가 있다. 이병호(2014)는 사

회학자 뒤르껭(E. Durkheim]의 개념을 빌려, 1인 가구로 묶인 사회집단은 

사회공동체 전체의 유기적 연대를 약화시키는 사회적 실재라고 하였다. 거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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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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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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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나홀로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은 타인과 덜 어울리는 상

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기반을 

두는 시민사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건환경에도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114 

 

5) 연결되어있지만, 외롭다 

앞서 밝힌 1인가구의 낮은 사회활동 참여도와는 대조적으로 온라인상의 

연결은 과잉의 상태인듯하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무연사회에 대

한 수도권 주민 인식 조사』에 의하면 사회모임에 대하여 동호회를 제외한 

모임은 과반수 이상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임을 갖지 않았다고 응답하였

다.115  

방송통신위원회에 빠르면,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0년 인구 

백명당 8.2명에서 2008년 31.8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만 3

세 이상 인구의 77.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전가상거래 규모도 2001년 2조 9,980억원에서 2009년 20조 550억원

으로 급증하고 있다. 즉, 온라인 매체 증가 등으로 독신 생활의 편의성 증

가는 1인가구를 증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16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1인가구, 특히 청년 1인가구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상의 SNS 등을 통해 구성되는 새로운 관계맺음의 

방식은 현실의 개인과 사회적 연계망에도 크디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학자이자 MIT의 교수, 쉐리 터클(Sherry Turkle)은 2012년 TED 강

                                           
114 이병호 2014.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보건사회연구, 34. 

115 김희연 외 2013. 무연사회(無緣社會), 우리의 미래인가? : 경기개발연구원. 

116 정희순 2011. 한일 양국 1인가구의 사회구조적 특징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

문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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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서 인간의 취약한 면을 파고든 기술의 과잉영향이 인간의 행태 및 자

아 자체를 변질시키며, 상대방으로부터 스스로를 숨기려고 하는 인간의 본

성을 돋구어 현실세계에서의 소통을 왜곡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이는 개인 

간의 진정한 인지와 스스로의 자기성찰의 기회를 앗아간다고 하였다.117 

 

   
“…아이들도 사람들간의 대화에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제 

딸과 친구들이 함께 있지만 각자 따로 놀고 있는 모습니다. 우리는 장

례식에서 조차도 문자를 합니다. 저는 이걸 연구했죠. 사람들은 애통

하거나 묵념하는 대신 전화기를 집어 듭니다. … 그럼 그런 행동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 곤경은 서로서로에 영향을 주

고, 우리 자신 스스로와 자기반성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함께 외로워지는 새로운 방법에 익숙

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함께 하기를 바라고 어디에서 함께 있기

를 바라죠. 서로 다른 장소에서도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은 각자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었던 모든 

장소에 들락날락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의에 참석하기를 원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흥미 있는 사안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만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항상 온라인으로 연결되었을지라

도 자신을 상대방으로부터 숨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죠…” 

 

 

김혜영 등(2007)은 정보사회의 전자의사소통 방식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요소는 결핍시키고, 기계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117 Turkle S.. (2012, Febuary). Sherry Turkle: Connected, but alone? [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www.ted.com/talks/sherry_turkle_alone_together 



80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타인과의 공감능력이 상실된 인간형

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118 특히 자본주의가 발전

하면 발전할수록 발전에 따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물상화된 인간관계로 

변화시키고 공동체적인 인간관계는 쉽게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됨으로써 개

별화, 개인주의화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은 

기존의 인간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재편하거나 파괴시키는데, 이러한 특

징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준비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이 공간과 시간의 

측면에서 상호 분리되고 개인화되는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119 

 

 

 

 

 

 

 

 

 

 

 

 

                                           
118 김혜영외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9 박승희 2006. 가족의 다양성론에 대한 성찰적 검토. 경제와사회, 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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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정서적 결핍감 

1인가구가 가지는 주거, 경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 중 가장 간과되고 있

는 것은 1인가구의 정서적 결핍감일 것이다. 경제적, 주거적 안정성 등은 

해당 문제의 원인과 그 대안제시가 비교적 명백하고 논리적인데 비하여 정

서적 문제는 그 본체가 불명확하며, 1인가구 스스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보았을 때, 1인가구

들은 경제적 안정성만큼이나 정서적 고립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심

리적 요소들로 크게 불편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혜영 외, 

2007; 변미리 외, 2008; 김은지, 2012; 신상영, 2010; 안신현, 2012; 이병호, 

2014; 이창효 외, 2010; 정경희 외, 2012; 최경은 외, 2013; 최인희, 2012; 

한혜진 외, 2013; 홍성조 외, 2011). 사회적 고립, 정서적 결핍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및 소외감은 1인가구의 삶의 건강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건강성까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변미리 등(2008)이 서울

시의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25~49세, 서울시 거주 1인가구 

500명 대상)에 따르면 1인가구들은 외로움/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감성적

인 측면에 대해서는 44.5%가 ‘힘들다’고 응답하여, ‘힘들지 않다’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35.0%로 조사되었다[그림 IV-

3].120 

 (단위: %)

 

자료: 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그림 IV-3]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동문회, 취미모임, 친목회 참여도 비율 
 

                                           
120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5.8 14.3 35 31.6 12.9

전혀

힘들지 않다

별로

힘들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힘든편이다

매우

힘들다

무응답/모름



82 

 

1인가구는 그 내부집단 내의 이질적 특성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의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정경희 등(2012)은 국내 연령별 1인가구를 대상으

로 집단면접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1인가구들의 정서적 고립을 분석하였

는데, 1인가구의 정서적 고립감은 항상 느끼는 감정이 아닌, 홀로 남겨졌을 

때나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쌓였을 때 등 취약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으로 

보였다. 121  해당 면접조사의 내용을 보면, 청년층의 1인가구는 학년, 사연 

등에서 나온 연계망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연계망

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사회

활동을 하지 않을 때이다. 혼자있을 때는 우울해지고, 세상에 혼자 밖에 없

는 기분에 더 적극적으로 고립의 상태를 외면하려 한다. 하지만, 주변 친구

들의 결혼, 직장생활 등으로 이들의 사회연계망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모

습을 보인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 1인가구의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

해지는데, 경제적 위축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빈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 1인가구의 경우는 두 가지 대조되는 유형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첫째는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노인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참

여등과 같은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고령

자이다. 이러한 활기찬 생활은 고령자 본인의 삶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안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반면 다른 

사람들과 고립하여 생활하는 고령자들도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접촉하

는 사람이 없고 특별한 취미생활이나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매

일 매일의 생활패턴이 반복되어 삶이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정서적 고립감 

및 무료함에 쉽게 노출된다. 

장년 1인가구의 경우, 심리적 불안감 등의 정서적 문제가 여타 1인가구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지 외(2012)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서 생활하는 장년층 1인가구는 미혼이나 사별 1인가구에 비해 이혼과정에

                                           
121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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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험한 다양한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혼란함으로 건강상의 문제와 무기

력감, 대인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자존감의 상실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특히 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활동이 주로 음주나 흡연과 같은 습관적 행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연계망 및 정서적 지지망의 부족이 더 큰 신체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122  이혼율이 최고에 달

한 2003년 이후 한국의 이혼율은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남녀 모

두 50대 이상의 이혼은 2004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이혼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의 연령층은 남녀 모두 40대 초반이지만, 지

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는 연령은 성별 구별 없이 50대 이상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혼율의 상승, 기러기 가족, 중년층 실업 문제가 중첩된 불안

한 독신자 집단은 사회적 부유(浮遊)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123 

 

1) 고독사, 무연사, 그리고 자살자 

고독사(孤獨死)란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야 발견되는 것이고 무연사는 고독사를 넘어서, 고독사 이후 사망자의 시

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을 뜻한다.124  고독사는 고령 1

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무연사는 가족관계 

등의 1,2차적 비공식 관계의 축소가 가속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 

예비 노인 인구는 9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 (고독사의 문제가 처음 제

기된 일본의 경우 2011년 기준 독거노인이 457만 명이고 이 중 고독사가 

2만 6천 명으로 0.57%에 달한다) 일본과 같은 추세로 증가하는 것을 전제

                                           
122 김은지 2012. 한국의 1인가구, 증가추이와 구성. 2012 가족정책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자

료집. 

123 변미리 외 2009.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제30호. SDI 정책리포트, 30. 

124 NHK無緣社會プロジェクト取材班, 김범수 & 엔에이치케이 무연사회 프로젝트, 팀. 2012. 무

연사회, 서울, 용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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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고독사 노인은 2015년 7,861명, 2025년 12,814명, 2035년 19,551명

에 달할 전망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2009년 587명에서, 2012년 81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IV-4]. 고독사나 무연사는 가족 등과의 관

계약화 및 연락단절, 주변의 관심부족, 사회복지 서비스 차단 등으로 초래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125 

 

  (단위: 명)

 

주: 보건복지부 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통계를 합한 값임.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는 사망했으나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신 화장을 해준 자의 현황을 전국 화장시설을 대상으

로 파악한 것으로 2010년은 30개, 2011년 32개, 2012년 34개의 화장시설 자료임. 

[그림 IV-4] 전국 무연고 사망자 현황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연결되

기도 한다. 2013년 매일 평균 39.5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통계126

나, OECD국가중 자살률 1위국가라는 보도자료127를 볼 때면, 자살 등의 극

단적인 선택의 방호막인 사회적 관계망이 사라진 무연사회의 도래를 실감

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2014년 SBS뉴스에서 방영된 연구내용128인 한국

                                           
125 김희연 외 2013. 무연사회(無緣社會), 우리의 미래인가? : 경기개발연구원. 

126 통계청 2014. 2013 사망원인통계연보(전국). 서울: 통계청. 

127 “한국인 자살률 OECD 최고 ···지난해 하루 평균 40명 자살” 자료검색일 2014. 11. 26, 

sports.donga.com/3/all/20140923/66653987/2 

128 “한국인 우울증 표현지수, 미국인보다 30% 낮아 "자살률은 2배"” 자료검색일 2014. 11. 27,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7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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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우울증 표현지수는 미국인보다 30%낮으며, 자살률은 2배이상 높다는 

결과는 한국의 감정억제 정서의 반영이자, 감정 표현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자살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령 1인가구이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

이 60세 이상 한국 노인의 자살은 3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

면 인구 10만 명당, 60~64세 자살률은 17.4명에서 48명, 65~69세는 19.2

명에서 62.6명, 70~74세는 24.8명에서 74.7명, 75~79세는 27.5명에서 89명, 

80~84세는 30.2명에서 127.1명, 85세 이상은 25.4명에서 127명으로 급증

했다. 특히 60대 자살이 10년 전 18.3%에서 55.3%로 3배 증가했지만 80

대는 27.8%에서 127%로 무려 4.5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노인자살의 원인

은 외로움이다.129 

 

2) 사회적 시선  

1인가구의 사회적 연계망을 축소 시키고 고립감을 강화시키는 것은 주변

인들과 사회적 시선일 것이다. 다양한 가족이나 삶의 방식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자들이나 비혼 1인가구

가 체감하는 차별감과 위축감은 여전하다. 이병호(2014)는 한국 인구주택

총조사(2010)를 기반으로 다인 가구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사회참여도가 

높은데 반해, 1인가구인 경우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홀로 사는 30~40대 

여성의 대다수가 비혼 인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주위의 시선을 더 예

민하게 느끼는 것은 아닌지 짐작해 볼 수 있다. 통상 여성이 우울증에 빠

질 확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하다는 결

과는 1인가구 비혼 여성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개연성이 충분

하다.130 특히, 가부장적 시선이 강한 조직문화나 남성문화가 지배적인 경우

에는 이혼 여성이나 이혼한 남성을 '실패한 자'로 혹은 '가족 밖'의 사람으

                                           
129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130 이병호 2014.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보건사회연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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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여 백안시하거나 '쉬운 여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의해 1인가구가 느끼는 자격지심은 대인관계

의 축소나 소극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혼자 생활한

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희롱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위축될 가능

성이 더욱 높다.131  

사회적 편견은 1인가구가 스스로를 단절시키게 하고, 소통의 의지를 상

실하게 한다.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가구를 ‘정상’으로 

보는 가족관으로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보호망 형성이 어려울 것

이며, 오히려 1인가구와 사회간의 괴리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3) 위급상황에 대한 우려 

1인가구들은 공통적으로 위급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독거의 

특성상 건강문제 등의 신체적 위급상황이나, 충동적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위급상황, 또는 강도 증의 방범적 위급상황에 적합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다. 1인가구들이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위급상

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근린네트워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1인가

구 특성상 가족 등의 1차적 비공식 관계망은 근린주거 지역 내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의 2차적 비공식 관계망과의 

고충에 대한 소통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동호회인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아, 위기 시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심리적, 

지리적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132  이러한 근린 자조망의 부재는 개인

의 삶에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돌봄서비스 

                                           
131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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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의 정책을 손보고 있다.133 하지만, 해당 정책들은, 

독거노인 등의 사회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으로, 일반 1인가구의 위급 상황

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다. 

 

 

 

 

 

 

 

 

 

 

 

 

 

 

 

 

 

                                           
133 연합뉴스 2014. 1인 가구가 몰려온다. 월간 마이더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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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 

 

1)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보호망에서 소외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상

가족’134중심의 정책 추진은 1인가구와 사회의 괴리감을 확대시킨다. 이러한 

정책은 부양⋅피부양 체계를 기초로 한 사회보장정책, 배우자나 자녀에 한

해서 이루어지는 소득공제, 가족 수가 많으면 유리한 청약가점제 등이 대

표적이다.135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연(緣)관련에 관련된 정책 사례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있다. 현재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혈연과 관련된 핵가족 중심

으로 되어 있다. 그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면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나, 부양의무자(혈연 1

촌 및 그 배우자)가 있거나 이들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상일 경

우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지만 부양 의

무가 있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소외된 노인 들의 자

살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

는 155만 명,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

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117만 명으로 추산한다.136 

이러한, 미혼이나 이혼, 사별 등의 사연으로 홀로 사는 이들을 보는 사회

적 편견은 개인단위의 관념에서 멈추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서도 나타나는 

듯하다. 남녀가 결혼해 부부가 되고 아이낳고 사는 것만 ‘정상’으로 보는 

                                           
134 결혼으로 묶인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형태를 의미함. 

135 김희연 외 2013. 무연사회(無緣社會), 우리의 미래인가? : 경기개발연구원. 

136 “<가족의 재편> ④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인식” 자료검색일 2014. 12. 10, http://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

00596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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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가족관으로는 늘어나는 1인 가구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으며 

이들을 아우르거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137 

 

2) 출산지원 열악 

앞에서 다룬바와 같이 가족관과 결혼에 대한 1인가구의 가치관은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의 보편화에

서도 볼 수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44세 여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91년 90.3%에서 2012

년 45.5%로 반 토막이 났다. 이러한 현상은 1인가구의 결혼관에도 영향을 

끼쳐 기존의 ‘정상가족’에 대한 개념을 부정하며, 결혼을 삶의 필수요소가 

아닌, 선택적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앙일보가 대학생 세대와 

부모 세대 100명(20대, 60대 이상 50명씩)을 면접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부+자녀 가족이 정상적이란 규범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60대 이상 중 

94%가 동의한 반면 20대는 52%만 동의했다. 또 ‘독신자를 하나의 가족으

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전체 세대의 2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02년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유계숙 선임 연구원(현 경희대교수)의 조

사 결과 5.1%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138 

젊은 1인가구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전통적인 결혼관

을 고수하는 1인가구도 상당수 있어 집단 내부의 이질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경희(2012)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 1인가구 남성들은 결혼

과 출산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 대를 이어야 한다 등), 경제력이 되

어야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력이 되면 혼자 살아

                                           
137 연합뉴스 2014. 1인 가구가 몰려온다. 월간 마이더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138  “중앙일보, 2014 가족 빅뱅” 자료검색일 2014. 10. 20,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8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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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에 대한 

양가적인 생각은 이들의 비혼이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 사이의 

경계에 있음을 뒷받침한다.139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을 원하는 1인가구를 가로막는 것은 결혼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다. 결혼식 및 그 준비만으로도 충분한 

경제적 부담이 됨과 동시에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주거비용도 크다. 물

론, 정부의 경제적 지원책이 존재하지만, 실 금액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139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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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강문제 

 

1.2.1. 신체적 건강문제 

김혜영 외(2007)는 경제적 불안감 및 노후 불안감과 더불어 비혼 1인 가

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프거나 위급시 대처의 어려움이라고 하

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주로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들이 더욱 크게 느끼고 있으나, 실상 모든 1인 가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40  

특히, 1인가구의 건강에 대한 복지정책이 고령 1인가구에게 집중되어 있

는현 상황에서, 비노인으로 와병중인 장년층 1인가구들의 경우, 몸이 아프

거나 위급시, 대처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통

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41 

 

1)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건강악화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1인가구는 신체적/정신

적 질병에 취약하므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42 

1인가구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 중 하나는 불규칙한 일상

생활에서의 피로도이다. 통상 1인 가구는 가정생활의 장에서 역할을 공유

하거나 상호작용을 나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느낄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외로움 등의 정서적 결핍감

                                           
140 김혜영 외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1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42 안신현 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SERI 경제 포커스,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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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내하기 위해 1인가구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특히 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활동이 주로 음주나 흡연과 같은 

습관적 행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143 

장년 1인가구들의 삶의 안정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

혼이나 별거, 사별 상태의 홀로 사는 40대 중년층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층보다 뇌졸중(腦卒中) 발생률이 3배 이상 높게 나온다. 특히 이 현상

은 이혼한 40대 남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오는데, 1996년 1월부터 2008

년 6월까지 아주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1천376명 중 40~59세 뇌졸중 남성 

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결혼 상태와 뇌졸중 위험인자 및 각 뇌졸중의 특

성을 분석한 결과 40대에서 이혼, 별거, 사별에 따른 불안정한 결혼상태가 

뇌경색의 촉발제가 될 수 있고, 뇌경색이 발생하면 그 강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취약한 1인가구의 삶의 단면은 결과적으

로 사회에 잠재적 위험을 높이면서 사회의 질(social quality)를 낮추는 결

과로 나타난다.144 

 

2) 만성 질환율 및 주관적 건강상태가 다인가구보다 2배 높은 실정 

김혜영 등(2012)이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

책 요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1인가구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서비스 지원

에 대한 정책적 욕구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

는 사회적 연계망과 심리적 고립감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1인

가구의 만성질환율 등 신체적 건강상태가 다인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IV-3]은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만성질환

                                           
143 최경은 외 201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144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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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표이다.145  전체적으로 1인가구가 만성

질환율이 2인 이상 가구보다 더 높았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 역시 건강하

지 않은 편과 아주 안 좋은 비율 역시, 더 높아 상대적으로 1인가구가 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특성 
만성 

질환율 

주관적 건강상태 

계 명 아주 

건강 

건강 

한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편 

건강 아주 

안좋음 

전체 29.3 20.9 54.7 13.0 9.9 1.5 100.0 15,577 

1인 52.0 15.6 34.4 19.1 27.2 3.7 100.0 878 

2인 이상 28.0 21.3 55.9 12.6 8.9 1.4 100.0 14,699 

30세 미만 10.3 30.9 61.1 5.5 2.0 0.6 100.0 2,366 

1인 11.8 38.1 51.7 6.7 3.6 0.0 100.0 120 

2인 이상 10.2 30.5 61.6 5.4 1.9 0.6 100.0 2246 

30~40세 미만 13.7 27.4 61.6 7.4 3.0 0.6 100.0 2,200 

1인 14.6 31.7 53.4 12.4 1.2 1.3 100.0 107 

2인 이상 13.7 27.1 62.0 7.1 3.1 0.6 100.0 2,093 

40~50세 미만 29.1 16.9 61.1 14.0 7.1 0.9 100.0 2,133 

1인 35.0 16.7 42.0 19.0 18.8 3.5 100.0 63 

2인 이상 28.9 16.9 61.7 13.9 6.7 0.8 100.0 2,070 

50~60세 미만 49.2 7.7 51.9 22.7 15.8 2.0 100.0 1,710 

1인 57.6 11.5 27.8 24.2 31.9 4.7 100.0 94 

2인 이상 48.8 7.4 53.3 22.6 14.8 1.9 100.0 1,616 

60~70세 미만 74.2 2.5 34.1 30.2 29.9 3.3 100.0 2,006 

1인 75.4 2.9 31.3 24.9 35.5 5.4 100.0 220 

2인 이상 74.1 2.5 34.4 30.9 29.2 3.0 100.0 1,786 

70~80세 미만 86.1 1.5 18.4 28.7 44.0 7.5 100.0 1,948 

1인 87.3 1.6 15.2 24.9 53.8 4.5 100.0 434 

2인 이상 85.7 1.4 19.3 29.8 41.1 8.3 100.0 1,514 

80세 이상 81.3 0.7 20.6 24.3 43.9 10.5 100.0 620 

1인 87.4 0.0 17.0 26.0 46.8 10.3 100.0 174 

2인 이상 79.0 1.0 22.0 23.6 42.8 10.6 100.0 446 

 

주: 1) 전체 응답자 15,625명 중 무응답 18명을 제외한 결과임. 

2) 전체 응답자 15,625명 중 무응답 48명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  자료. 

 [표 IV-3]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만성질환율 및 주관적 건강상태 

3) 민간의료 보험가입자는 다인가구의 절반 정도이다. 

[표 IV-4]는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민간의료 보

                                           
145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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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가입률과 주이용 의료기관을 보여주는 표이다. 전체적으로 민간의료보

험 가입률이 1인가구의 경우 38.2%로 나타나 2인 이상 가구(67.0%)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확인해보면 30세 미만이 속한 가구

의 경우는 1인가구가 62.6%, 2인 이상 가구가 67.1%로 비슷한 모습을 보

였으나 연령이 올라 갈수록 4.5% 포인트였던 격차가 11.9% 포인트, 18.2% 

포인트로 커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60세 이상이 속한 가구부터는 다시 격차

가 줄어들었다.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를 주이용기관으로 언

급한 비율은 80대 1인가구에서 확연히 높다. 반면 50대에게서 지역내 병의

원 이용률이 높다.146 

 

 

 

 

 

 

 

 

 

 

 

 
 

 

                                           
14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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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특성 
민간의료 

보험가입률 

주이용 의료기관 

계 명 종합, 

대학병원 

지역 내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 기타 

전체 65.4 10.2 87.4 1.5 0.9 0.0 100.0 12,872 

1인 38.2 14.3 79.9 3.4 2.3 0.2 100.0 752 

2인 이상 67.0 9.9 87.9 1.4 0.8 0.0 100.0 12,120 

30세 미만 66.9 6.5 92.3 1.1 0.1 0.0 100.0 1,563 

1인 62.6 4.9 89.0 6.1 0.0 0.0 100.0 76 

2인 이상 67.1 6.6 92.4 0.9 0.1 0.0 100.0 1,487 

30~40세 미만 75.4 7.0 91.6 1.4 0.1 0.0 100.0 1,569 

1인 64.1 7.9 92.1 0.0 0.0 0.0 100.0 70 

2인 이상 76.0 6.9 91.5 1.5 0.1 0.0 100.0 1,499 

40~50세 미만 73.1 9.6 88.0 2.0 0.4 0.0 100.0 1,561 

1인 55.4 10.2 85.6 2.3 0.7 1.2 100.0 4 

2인 이상 73.6 9.6 88.0 2.0 0.4 0.0 100.0 1,517 

50~60세 미만 68.3 15.5 81.3 2.5 0.8 0.0 100.0 1,445 

1인 43.0 22.3 72.2 4.4 1.1 0.0 100.0 83 

2인 이상 69.8 15.1 81.8 2.3 0.7 0.0 100.0 1,362 

60~70세 미만 37.2 19.2 75.8 2.0 3.0 0.0 100.0 1,888 

1인 30.0 13.1 82.2 2.7 2.0 0.0 100.0 208 

2인 이상 38.1 19.9 75.0 1.9 3.2 0.0 100.0 1,680 

70~80세 미만 9.5 22.6 71.6 2.2 3.5 0.1 100.0 1,875 

1인 8.4 19.6 73.0 4.1 3.4 0.0 100.0 423 

2인 이상 9.8 23.5 71.2 1.6 3.6 0.1 100.0 1,452 

80세 이상 1.5 17.4 74.1 1.9 5.8 0.8 100.0 585 

1인 0.2 16.5 70.8 1.7 9.7 1.3 100.0 175 

2인 이상 2.0 17.7 75.5 2.0 4.2 0.6 100.0 410 

 

주: 1) 전체 응답자 15,625명 중 무응답 18명을 제외한 결과임. 

2) 전체 응답자 15,625명 중 무응답 48명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  자료. 

 [표 IV-4]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주이용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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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정신적 건강문제 

 

1) 우울증 및 정신적 장애가 증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10년 4~5월 도내 남녀 1인 가구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5%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고 이중 5.3%는 

자살 충동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147 또한, 혼자 사는 성인은 그렇

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 위험이 80% 높다는 결과가 있다.148 이러한 

정서적 문제들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나, 자존감 저하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은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연령군

별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보여주는 표이다.149 우울의 경우 1인가구가 11.2

점으로 2인이상 가구(5.9점)보다 우울지수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속한 가구에서는 우울지수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40세 이상이 속한 가구부터 1인가구의 우울지수

가 크게 높아져, 30세 미만에서 4.9점이었던 것이 10.5점으로 2배 이상 증

가하였다. 이후에도 10점 이상을 계속 보여 70~80세 미만이 속한 가구에

서는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점수인 16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인 이상 가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증가하지만 70세 이상

에서야 평균점수가 10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비교하여 

2인 이상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우울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다소 2인 이상 가구가 1인가구 보다 좀 더 높

기는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경

우 표준편차가 큰 편이다. 
 

                                           
147 연합뉴스 2014. 1인 가구가 몰려온다. 월간 마이더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148 안신현 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SERI 경제 포커스, 제159호. 

149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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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특성 
1인가구 거주자  2인이상 가구 거주자 

1980 1990 2000  1980 1990 2000 

전체 3.6 6.3 8.3  2.3 2.6 1.4 

1인 7.3 11.2 11.4  2.3 2.3 0.5 

2인 이상 3.6 5.9 7.8  2.3 2.6 1.4 

30세 미만 1.8 4.6 6.6  2.3 2.8 1.9 

1인 1.8 4.9 6.8  2.3 2.4 0.3 

2인 이상 1.8 4.5 6.6  2.3 2.9 1.9 

30~40세 미만 1.8 4.6 6.7  2.3 2.5 1.3 

1인 3.6 6.2 7.0  2.2 2.3 0.3 

2인 이상 1.8 4.5 6.6  2.3 2.6 1.3 

40~50세 미만 3.6 5.6 7.5  2.3 2.5 1.2 

1인 5.5 10.5 12.1  2.3 2.5 1.3 

2인 이상 3.6 5.5 7.3  2.3 2.5 1.1 

50~60세 미만 3.6 6.8 8.6  2.3 2.5 1.1 

1인 10.9 13.5 13.2  2.3 2.3 0.3 

2인 이상 3.6 6.4 8.1  2.3 2.5 1.2 

60~70세 미만 5.5 8.7 9.4  2.2 2.4 1.0 

1인 10.9 13.3 10.9  2.3 2.3 0.3 

2인 이상 5.5 8.1 9.0  2.2 2.4 1.0 

70~80세 미만 9.1 11.8 10.9  2.2 2.4 1.2 

1인 14.6 16.2 11.8  2.2 2.2 0.4 

2인 이상 7.3 10.5 10.2  2.2 2.4 1.3 

80세 이상 10.9 13.8 11.5  2.2 2.8 2.1 

1인 12.7 15.7 12.2  2.1 2.4 1.3 

2인 이상 10.9 12.9 11.0  2.2 3.0 2.3 
 

주 1) 우울점수는 60점이 최고점이며,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2) 자아존중감점수는 4점이 최고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 자료. 

[표 IV-5]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우울 및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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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거 및 생활 문제 

 

1.3.1. 낮은 소득 및 비소비 지출 

 

1) 소득이 전체 가구에 비해 낮고 격차 또한 확대중 

앞서 나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가 자발

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대한 이유로 경제적 어

려움을 첫손가락에 꼽는 이들이 많았다.15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

의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자료를 활용해 추산한 가구 규모별 가구주 취

업 상태를 보면 해당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의 미취업률은 

46.0%로 4인 가구주(12.1%)의 4배에 가까웠다. 1인가구 중에서도 50대 

42.7%, 60대 이상 73.7%로 고령에 접어들수록 미취업률이 높아진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와 40대도 각각 20.5%와 29.7%로 4인 가구주의 미취업

률을 훨씬 웃돌았다. 소득의 주된 원천이 근로소득임을 고려할 때 미취업

률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곧 빈곤층 전락을 의미하므로 사회·경제적 문제

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151 소득계층별로 취업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표 IV-6]에서는 1인 가구의 빈곤화 현상이 다인가구에 비해 뚜렷하고 동

시에 최근 들어 빈곤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기준 

단독가구의 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층은 31.6%로 이는 같은 기간 2인 

이상 다인가구의 9.7%에 비해 무려 21.9%p 높은 수치이다.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차상위계층 비중과 150% 미만의 차차상위계층의 비중도 각

각 5.6%, 8.4%로 다인가구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기

준으로 1인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41.4%로 2006년에 비해 약 10%p가량 

                                           
150 연합뉴스 2014. 1인 가구가 몰려온다. 월간 마이더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151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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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이 심화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다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0.1%로 2006년에 비해 0.4%p 증가한 것과도 

매우 대조를 이룬다. 최저생계비 150% 미만까지로 빈곤계층의 범위를 광

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5%가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52 

 

(단위: %) 

1인가구 

2006 2010 

취업 
비취업 전체 

취업 
비취업 전체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빈

곤

층 

절대빈곤층 
3.0 

(9.6) 

1.7 

(5.4) 

26.9 

(85.1) 
31.6 

6.6 

(16.1) 

1.5 

(3.6) 

33.2 

(80.4) 
41.4 

차상위층 
1.1 

(19.8) 

0.9 

(15.0) 

3.7 

(65.2) 
5.6 

1.4 

(25.0) 

1.1 

(19.4) 

3.0 

(56.6) 
5.4 

차차상위층 
2.3 

(27.5) 

0.7 

(7.7) 

5.5 

(64.9) 
8.4 

3.3 

(58.6) 

0.1 

(2.4) 

2.2 

(39.0) 
5.7 

비빈곤층 
34.7 

(64.6) 

8.4 

(15.5) 

11.2 

(20.7) 
54.4 

32.5 

(68.4) 

9.8 

(20.5) 

5.3 

(11.1) 
47.5 

 

다인가구 

2006 2010 

취업 
비취업 전체 

취업 
비취업 전체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빈

곤

층 

절대빈곤층 
2.7 

(28.0) 

1.7 

(17.8) 

5.2 

(54.2) 
9.7 

3.1 

(31.0) 

1.0 

(10.1) 

6.0 

(58.9) 
10.1 

차상위층 
1.9 

(50.7) 

1.1 

(29.2) 

0.8 

(20.1) 
3.7 

2.1 

(59.5) 

0.8 

(23.9) 

0.6 

(16.6) 
3.5 

차차상위층 
3.6 

(51.7) 

2.2 

(32.1) 

1.1 

(16.3) 
6.9 

3.2 

(53.3) 

1.7 

(28.1) 

1.1 

(18.7) 
6.1 

비빈곤층 
51.5 

(64.6) 

24.2 

(30.3) 

4.0 

(5.1) 
79.7 

54.0 

(67.2) 

22.2 

(27.7) 

4.1 

(5.1) 
80.3 

 

주: (  )는 소득계층별 구성비중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표 IV-6] 1인가구의 소득계층별X취업상태별 구성비 변화 

 

2) 비소비 지출비중이 높아 후생수준 하락으로 작용 

상대적으로 높은 1인가구 비소비지출도 후생 수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1인가구의 비소비지출 비중은 

2006년 23.2% 에서 2009년 24.6%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체가구에 비

해 1.2-2% 높은 수준이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152 반정호 2012.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노동리뷰, 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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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지출인 만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1인가구의 전체적인 후생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53  

 

 

 

 

 

 

 

 

 

 

 

 

 

 

 

 

                                           
153 정희순 2011. 한일 양국 1인가구의 사회구조적 특징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

문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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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주거환경이 취약 

1인가구의 주거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를 살펴보면, 주택상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하다는 응답이 64.9%로 가장 많았지만, 2인이상 가구에 비해서

는 불량하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여타 가

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주택의 부문별 평가를 보면, 

소음 및 진동에 대해서 불량하다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

인가구 주거에서는 다수가 거주하는 소형다중시설의 비중이 높고 방음처리

가 미흡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들 주거지역이 주로 상업기능이 

발달한 지역이나 주거와 비주거 혼재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보

인다. 그 외에 평가가 낮게 나타난 부문은 내부마감재, 환기 및 채광, 습기

로 인한 곰팡이, 냉난방, 배관상태 등이었다. 

 

1) 주거비 지출 비중이 매우 높음 

주거비 지출은 20% 대로 전체 가구의 10% 에 비해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등 의료비에 대한 지출도 1인가구의 경우 2006년 

14.7% 에서 이후 2년 연속 14.3%로 다소 낮아졌으나 2009년에는 15.1%

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154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거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

는지 물어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4%가 ‘힘들다’고 응답하여, ‘힘들지 않

다’ 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155 [그림 IV-5] 

 
 

 

 

                                           
154 조호정 외 2010.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 국내 1인 가구6의 7대 구조적 특징. 

한국경제주평, 15. 

155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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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그림 IV-5] 1인가구의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이러한 주거비 부담에 대한 정부 주택정책도 다인가구 중심으로 이루어

져,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주거형태가 주로 월세와 보증부월세로 주거비가 전체 소비지출의 20%대를 

차지하는 만큼 주거안정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1인가구는 청

약가점제로 인한 불이익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도 될 수 없는 실정이

다.156 

 

 

 

 

 

 

 

 

                                           
156 조호정 외 2010.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 국내 1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한국경제주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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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방범의 문제 

고립된 채 생활하는 1인 가구의 특성상 신변의 안전, 정서적 안정은 중

요한 문제다. 이는 여성과 고령자에 특화한 방범 서비스가 늘고 보안을 강

화한 여성 전용 도시형생활주택도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157 

우리는 1인가구에서 불안한 독신자 집단이나 20대 산업예비군 집단이 

가진 사회적 취약성을 확인하였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젊은 연령의 

1인가구들은 고시촌이나 대학가 주변에서 ‘주변인 ’ 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으며, 1인가구로 살아가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제적, 주거환경적, 심리

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불안한 독신자 집단의 경

우 연령이 높아지고 남성일수록 직업과 소득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고령 1인가구의 경우 빈곤의 심화와 함께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불안

과 위험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157 연합뉴스 2014. 1인 가구가 몰려온다. 월간 마이더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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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현황 및 제언 

앞서 분석한 1인가구의 문제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 1인가구가 가

지는 문제점은 사회전반에 걸쳐 넓은 범위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1인가

구 증가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1인가구 연

구를 정책 대상 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고령 1인가

구에 관한 연구이고, 주제별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활발히 진행된 연구는 

주택과 주거분야이다. 또한, 1인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이나 가족의식 및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와 비혼 1인가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1인가구에 대한 접근은 가구원수가 1인으로서 혼자 생활

한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로 인한 주거문제, 빈

곤해소, 건강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에도 주목하며, 사회안전망 확보에 의견

을 모으는 편이다. 동시에 형성요인이나, 사회인구적 특성 등에 따라 1인가

구 내에서도 집단 별로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인구계층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닌, 그 내부의 다양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한다. 이에 따라 내부적 구성의 다양성에 따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 장년층을 위한 가족 재구성화 지원 전략, 고령화 1인가구를 위한 경

제적 지원 중심의 안전망 확충 등의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안제시를 한다. 

동시에,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가구소득수준이 낮고, 결혼한 적

이 있는 집단의 1인 가구는 대체로 소극적인 사회관계망과 여가생활, 보수

적인 라이프스타일, 노후에 대한 미흡한 준비와 부정적인 전망 등을 공유

하는 부분도 있기에 1인 가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집

단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사회적인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1인가구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

향을 수립함으로써 사회비용 급증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은다. (최경은, 2013; 변미리 외, 2009; 김혜영 외, 2007; 안신현, 2012) 

이처럼 1인가구는 집단내의 부분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질적인 집단간의 

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한 구조적 문제에 노출된 집단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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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취약계층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공통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요소

들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각 분야의 주제별로 정책제언을 하였는데, 이

러한 제언 들은 주로 ‘주거 및 공간’, ‘건강’, ‘경제 및 노후 대비’ 등으로 정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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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거 및 공간 

 

2.1.1. 주거안정 및 편리성 지원 방안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1인가구들의 주거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및 주변 제반 시설 및 정책의 확충을 강조한다. (최경은, 2013; 변미리 

외, 2009; 김혜영 외, 2007; 안신현, 2012) 또한, 1인가구는 공통적으로 주

거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빈번한 거주지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

한 편의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이 많은 단독주택 거주

율이 높아, 이에 따른 주거의 안정과 편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

요하다고 했다.158 

홍성조 등(2011)은 향후 소형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정책을 위한 시

사점을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제시하였다.159 ① 세분화된 수요계층을 고려

한 소형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② 60대 이상 소형가구를 위한 저가의 소

형주택공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형주택의 공급 시, 각종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거나 주택의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변미리 등(2009)은 1인가구의 직주근접성향에 주목하여, 도심 거주와 대

중교통 지향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반영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160  

                                           
158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59 홍성조 외 2011. 서울시 소형가구의 주거이동 패턴과 유입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

회지, 12. 

160 변미리 외 2009.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제30호. SDI 정책리포트, 3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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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주거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현재 1인가구를 주거생활권을 위한 특별공급 정책은 없으며, 1인가구의 

주택수요를 고려한 소형주거공간에 대한 정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택

시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2005년에 비해 2010년 자가의 증가는 미

미하고 보증부월세의 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져 이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

요하다. 1인가구의 주거욕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소형주택 공급

을 확대해야 하며,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보급도 필요하다.161 또한,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저소득 1인가구에 주거 급여를 확대하고, 

주거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등의 주거 안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162 

 

2.1.3. 지역사회 안전 

20~30대 1인가구 미혼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요구도 높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 등이 이슈화되면서 안전문제에 민감하게 반응

하게 되었다. 거주 지역 내 기초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안전

정책이 필요하다.163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주택가,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일

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투시형 엘리베

이터, 사각지대 안전거울 설치 등 건축과 디자인에 범죄예방 목적을 반영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지역사회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노인, 학부모

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패트롤 활동들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

통제 수준과 집합적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61 김리영 외 2011. 1~2인 가구의 주거선호를 고려한 소형주택 공급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162 조호정 외 2010.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 국내 1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

1인 가구의 저소득, 고령화 심화. 한국경제주평, 15. 

163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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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들은 1인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여성 

안전에도 기여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164 

또한, 1인가구의 주된 주거형태인 다세대 주택의 공간적 특성에 기반하여, 

방화, 방범 등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제언도 있다. 다중이 거주하는 소형밀

집주거의 화재 가능성이 높고 인근 유흥시설과 위험한 골목길은 범죄에 취

약하다. 따라서 골목길의 조명과 CCTV 확충,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와 주차공간 확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165 

세간에서 자주 언급되는 다양한 폭력위험의 가능성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 여성들에게는 배가될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혼 후 다양한 일자

리를 전전하지만, 대체로 여성들의 소득수준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녀양육 및 자신의 노후를 위한 대비 등으로 이들이 거주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노후하고 취약한 지역의 불

량주택에서 여성이 홀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다양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안전망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166 

 

 

 

 

 

 

                                           
164 Ibid. 

165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166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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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강 

 

1인가구의 건강에 대한 제언은 다인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지원

에서 소외된 1인가구에 대한 논의와 불규칙한 생활, 사회활동과 일상생활

을 동시에 영위하기 힘든 1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 문제, 건강

상의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문제, 그리고 고립된 생활, 불충분한 사회

접촉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문제 등으로 나뉜다. 

 

2.2.1. 복지 및 기존 가족정책에 1인가구 포함 

선행연구들은 사회의 보건 안전망에서 1인가구가 소외되어 있으며, 1인

가구라는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가족정책 개입대상으로 포괄할 것인가에 대

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경희, 2012; 변미리, 2008; 

안신현, 2012; 이병호, 2014)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가족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제도설계에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1

인가구로 생활하게 되는 사회구성원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1인가구 거주자들 중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을 통해 혜택을 받는데 1인가구는 그런 면에

서 혜택이 전혀 없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

다.167 

 

 

                                           
16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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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위급상황에서의 대처 

1인가구는 식생활이 불규칙하여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취약하고, 사회적

으로 고립되기 쉽다. 168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한 1인가구는 신체적·정신적 

위급상황에서의 즉각적 대처가 힘들고, 방치될 가능성이 높기에, 예방중심

의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혜영 외(2007)는 경제적 불안

감 및 노후 불안감과 더불어 비혼 1인 가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프거나 위급시 대처의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주로 연령

이 높고,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들이 더욱 크게 느끼고 

있으나, 실상 모든 1인 가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비노인으로 와병중인 중장년층 독

신자들의 경우, 몸이 아프거나 위급시 대처의 어려움이 항존함에도 불구하

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169  따

라서 향후 이들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나 의료서비스와 같은 통합적인 생

활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70 

건강상의 위급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고령 1인가구이다. 보편적 

가구형태로 정립되어가고 있는 고령 1인가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역시 선

행연구들의 주요 제언이었다. (정경희 외, 2012; 최인희, 2012) 현재 고령 1

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독거노인 사랑잇기 정책이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독거노인

에 대한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2012년 5월 『독거노인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각종 중장기 계획에 독거노인 대응방안이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정책대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168 안신현 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SERI 경제 포커스, 제159호. 

169 김혜영 외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70 안신현 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SERI 경제 포커스,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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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171 

현재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의 확대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 수행중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해 가도록 한다. 

고독감 해소, 사고나 긴급상황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감 감소 등의 효

과가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즉 서

비스 대상을 현재의 취약 독거노인에서 전 독거노인으로 확대해가며, 안전

취약 노인가구 및 희망하는 독거노인(자녀)가구에 대해 화재•가스•활동 

감지기 부착,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확대(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의 기본서

비스) 등을 현재의 취약 노인가구에서 희망 독거노인(자녀) 가구까지로 확

대해가도록 한다. 더불어 서비스의 내용 확대도 필요하다. 독거노인 식품안

전 및 결식 방지를 위한 도시락 서비스 및 급식소를 확대(실비 또는 유료)

해가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고독사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171 최인희 2012. 노인 1인가구의 증가 및 정책적 대응방안. 가족정책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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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우울증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대안 

혼자 사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 위험이 80% 높다

는 결과가 있다.172 이러한 정서적 문제들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나, 자

존감 저하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가 사회

적 관계를 영위하기 쉬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를 평범한 삶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인가구가 사회적 연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제언들도 찾

을 수 있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을 높여가도록 하는 방

안’이나,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이러한 제언의 주를 이

룬다.173  

정경희(2012)는 1인가구가 사회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질병률 및 우

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며, 이는 1인가구 거주자가 사회에서 고립되

거나 소외되어 정신적인 건강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하였다. 이에 대해선, 함께 생활하지는 않아도 가족유대감이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과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감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켜가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안정된 직업이 없는 경우나 부모님의 지원이 없는 20~30대 

1인가구들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누리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경험을 하며, 이들은 스스로 성격이 내향적이라고 얘기하거나 점점 내향적

으로 변화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생활의 축소로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이나 약이 필요한 수

                                           
172 안신현 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SERI 경제 포커스, 제159호. 

173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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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174 

김혜영 외(2007)는 1인 가구들은 우울함과 외로움,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술을 마시거나 울거나 참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억누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특

히 1인 가구 내에서도 취약집단으로 여겨지는 여성이나 이혼자, 고령 독신

자 등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시적, 비

가시적 사회적 편견이 일종의 간접차별의 형태로 1인 가구를 더욱 주변화, 

고립화 시킬 수 있고, 1인 가구의 자존감 상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

서 1인가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

각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

스의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비록 이러한 서비스에 대

한 1인 가구들의 정책욕구는 크지 않았으나 이는 그러한 정책 자체의 중요

성이 전무하다기 보다는 경제적 지원이나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75 

변미리 등(2009)는 이혼과 실직 등으로 정서적 불안감을 보이는 장년 1

인가구들인 ‘불안한 독신자’그룹을 위한 가정 재구성화 지원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176 30대 후반, 40대 중심의 1인가구인, 불안한 독신자 그룹

은 이혼, 기러기 가족 등 가족해체로 인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안한 독신

자 그룹은 혼자 사는 기간이 길수록 직업과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될 뿐 아

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불안감이 가중되며, 이혼, 별거 상태의 40

대 중년층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174 Ibid. 

175 김혜영외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76 변미리 외 2009.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제30호. SDI 정책리포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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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 및 생활 문제 

 

1인가구의 경제·생활 문제 및 노후대비는 1인가구가 가진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선행연구의 정책제언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선행연구(김혜영 외, 2007; 반정호, 2012; 안

신현, 2012)에 의하면 1인가구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불안감과 노후불안감

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를 연령대별로 유형화하여 

특성을 분석하면, 청년 및 장년층에서는 주거불안이 심화되어 나타났고, 노

인층의 경우 고용사정 악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가구의 소

득수준과 취업상태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단독가구의 빈곤화 

현상이 뚜렷하고 최근으로 올수록 근로빈곤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독가구의 일자리 악화는 낮은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져 

단독가구 내 세대간 소득격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1인가구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미비와 

연결되면서 고령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주거불안

과 주거비용에 관련된 경제적 문제는 1인가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

임과 동시에 각각의 연령층 안에서도 여성과 저학력자, 저소득층, 이혼자 

집단 등 1인 가구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취약집

단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의 정

책적 제안들은 주로 1인가구의 주거불안과 고용사정악화, 그리고 사회보장

시스템 미비에 따른 경제적 결핍과 심리적 위축을 문제상황으로 규정하였

다. 이에 맞춰 1인가구의 복지 수요에 맞춘 정책이나, 노후계획 상담지원 

등의 정책제언이 그 대부분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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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고용창출 및 기초 생계 대책 

선행연구들은 주로 고용에 의한 충분한 소득원 확보가 어려운 1인 가구

를 위해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업 취약계층

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제언들은 1인가구의 세대별 특성에 

따라 구별되어 제안되는 모습을 보인다. 

 

1)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제언 

변미리 등(2009)은 20대 청년실업자 중심의 산업예비군 집단은 노동시

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고 정의하며 경제적 약자인 ‘산

업예비군’ 집단을 위한 일자리 창출 강조하며 1인가구의 가장 중요한 관심

사는 재테크, 취업 등 경제적 문제임을 고려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도시형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였다.177  이희연 등(2011)에 의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인데 비

해 대학가 주변에서 월세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산업예비군에 속한 1

인가구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독거노인이 집중 분포

되어있는 지역에서 이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복지재원 마련과 복지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것만큼,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단독주택에 월세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 1인가구들에게는 일자리 기회와 기초적인 생계 

대책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도시의 대학가 주변에 밀집하여 거주

하고 있는 젊은 고학력 산업예비군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

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도시의 노동력 공급의 부족현상을 가져올 가능

성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

                                           
17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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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들을 위한 보다 적합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였다.178 

 

2) 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제언 

세대 특성에 비추어본다면, 중년세대의 결혼생활은 남성의 경우 생계 부

양자, 여성은 자녀돌봄자라고 하는 성질서가 유효하게 작동되어왔을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들은 소득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체로 

자녀성장과 함께 가족질서로 완전히 편입되었거나 노동시장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자기 부양보다는 가계부양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 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이 이혼을 통해 홀로 혹은 자녀들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의 확보와 그

러한 일자리의 유지전략이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이혼 여성들의 

일자리는 그 이동이 잦고, 불안정하며 소득 수준 또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가나 중고령자 층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훈련과 일자

리 연계서비스 등은 향후에도 더욱 정교하게 설계되고 이용자 눈높이 맞추

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179 

 

3)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고령자가 정규적인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은 물론 삶의 보탬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는 물론 국가 재정 부담도 축소시킬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 노무뿐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에 있

어서도 고령자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취업 의사가 있는 

고령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령자를 

                                           
178 이희연 외 2011. 1인 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

학회지, 46. 

179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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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령자 근로수당’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등 

고령자 고용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180 

또한, 고령자 커뮤니티 구축 및 확산을 통한 독거 고령자 자활 지원, 기

초노령연금의 현실화 추진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독거 고령자의 생

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

령연금은 월 최대 90,000원(노인단독가구, 2010년 4월부터 인상)이 지원되

고 있으나, 2010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 4천원 수준이므로, 기초노

령연금이 실질적인 생활 지원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긴 어렵다고 볼 수 있

다. 각 기초 지자체별로 고령자 생활 관련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활성화시

켜 독거 고령자들 스스로가 상호 협조 하에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또한, 지역 NGO, 학교, 사회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독거 고령

자의 기초 생활뿐 아니라 취업, 오락, 심리 상담이나 컨설팅 등 전반에 걸

쳐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 독거 고령자의 기초 생활 장애를 최

소화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금액의 점진적인 현실화도 고려해 봐

야 할 것이다.181 

 

 

 

 

 

 

                                           
180 정경희외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1 조호정 외 2010.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 국내 1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

1인 가구의 저소득, 고령화 심화. 한국경제주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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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1인가구의 질적 생활 향상 

 

1) 1인가구 증가에 대비한 사회서비스 개발 

고령 1인가구를 위한 사회서비스는 이미 다수 존재하지만, 노인이 아닌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1인가구들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

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들에게 일과 가족생활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20〜30대 1인가구들도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양립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1인가구들의 자기돌봄 역량강화, 건강관리, 정신건강, 재

정설계 및 관리, 생활도우미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

다.182 

 

2) 노후대비 

선행연구들에서는 1인 가구 내의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주택이나 연금 등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가능케 하는 기본자원의 배분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

하고, 그 대상 또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1인 

가구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1인 가구를 위한 재무 

설계 프로그램이나 노후의 여가 생활 계획 등 1인 가구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노후 생활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 할 것을 

강조 하였다. 

1인가구들은 노후와 관련해서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면서

                                           
182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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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제적으로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이나 경제적 자원

의 측면에서 노후 준비가 가장 필요한 응답자들, 즉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

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1인 가구의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183 

 

3) 지역사회 다양한 자녀돌봄 인프라의 구축 및 정보제공 

결혼경험이 없는 청년세대나 자녀분가로 독거생활을 하는 노인 1인가구

와 달리, 이혼한 중년기 1인가구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제적 부양과 자녀양

육이라는 이중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혼

자서 생계부양에 전념하는 동안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위임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는 남녀 1인가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생계가 막연한 상

황에서 여성이나 남성 모두 혼자의 몸으로 자녀를 충분히 양육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즉 자녀를 안심하고 저렴하게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은 곧 

이혼을 앞둔 남녀 모두에게 자녀양육의 자신감과 함께 이중부담의 짐을 가

볍게 해줄 수 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있어 부모가 갖는 다양한 정서적, 

인성적 함의를 고려해본다면 결혼관계의 해체가 부모자녀관계의 해소로 이

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 및 가

족생활은 더욱 유연해지고 개인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녀연령별 

돌봄 시스템이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돌봄 인

프라에 대한 접근성 제고방안은 향후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아닐 수 

없다.184 

 

 

                                           
183 정경희 외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4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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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의식전환 

 

1) 가부장적 성역할 및 가족문화의 전환 캠페인 확산 

우리사회에서 공고하게 유지되어온 성차별적 문화가 새로운 가족 및 사

회문화로 전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비단 1인가구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혼 후 남녀가 경험하는 삶의 질 하락이 판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곧 성별구조가 이원화된 한국사회의 경직성을 그대로 드

러내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이는 결혼생활이 갖는 불평등성이 남녀 간에 

다르게 인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향후 성분업이 보다 유

연해진다면 재혼을 둘러싼 현재와 같은 남녀의 기대 격차 역시 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성별을 떠나 모든 개인에게 있어 직업경력의 유지는 필

수가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결혼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는 상황에서 결혼해

체 후 시장경력이 부재하거나 경쟁력 없는 여성가구주들은 쉽게 빈곤의 덫

으로 빠지고 있으며, 나날이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곧 여성노인

의 빈곤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185 

 

2) 다양한 가족의 삶을 수용하는 성숙한 사회문화 조성 

다양한 가족이나 삶의 방식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자들이 체감하는 차별감과 위축감은 여전하다. 특히 

가부장적 시선이 강한 조직문화나 남성문화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이혼 여

성이나 이혼한 남성을 '실패한 자'로 혹은 '가족 밖'의 사람으로 분류하여 

백안시하거나 '쉬운 여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

한 사회분위기에 의해 1인가구가 느끼는 자격지심은 대인관계의 축소나 소

                                           
18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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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혼자 생활한다는 이유만

으로 쉽게 희롱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위축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따라서 남녀가 때가 되어 결혼하고, 자녀출산 및 양육이라는 인생의 

과업을 수행한다는 정형화된 가족인식에서 벗어나 각각의 욕구와 주기에 

맞춘 삶의 방식이 어우러질 수 있는 유연한 문화적 환경으로의 전환을 적

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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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의 한계점 및 개선의 가능성 

 

3.1. 한계점 분석 

 

1인가구의 증가가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되면서, 1인가구를 대

상으로 한 연구가 전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주택, 노인 분야를 중심

으로 한 수많은 제언들도 현재의 위기의식을 대변하는 듯하다. 하지만, 아

직 1인가구 증대라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었을 뿐, 1인가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분야 내에서 1인가구를 분석하고 제언하

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며, 1인가구가 사회에서 가지는 정서적, 심리적 결핍

감으로 인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되, 이에 대한 제언은 구체적이지 않

거나, 분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경희 등(2012)은 선행연구에 

대해 개별 연구로서 의미를 갖고는 있으나 1인가구 증대라는 큰 틀에서 이

해될 때, 개별 대상에 대한 연구의 위상과 의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는 점에서 1인가구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대시키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1인가구가 일반가구와 구분되는 특성과 1인

가구의 다양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만이 1인가구 증가

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적절한 사회시스템의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

문에, 관련한 경험적 토대를 두텁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였다.186 

실재로 해당연구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들(곽인숙 외, 2007; 김경아, 2013; 

김리영 외, 2011; 김은지, 2012; 김혜영 외, 2007; 김희연 외, 2013; 박승희, 

2006; 반정호, 2012; 변미리 외, 2008; 변미리 외, 2009; 손세관, 2002; 신

                                           
18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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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2010; 안신현, 2012; 이병호, 2014; 이희연 외, 2011; 정경희 외, 2011; 

정경희 외, 2012; 정희순, 2011; 조호정 외, 2010; 최경은 외, 2013; 최인희, 

2012; 한혜진 외, 2013)을 바탕으로, 1인가구들이 겪거나, 겪을 수 있는 문

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대안 및 정책적 제언을 비교해 보았을 때, 1·2차 비

공식 관계망의 약화, 주거지역 내의 괴리감, 사회적 참여부족, 과잉연결, 정

서적 결핍, 고독사·무연사·자살자, 고립감 감내 행위, 그리고 일상의 안전체

계에 대한 제언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 필요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었다

[그림 I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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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제안하지 않거나, 필요성에 대한 언급만 하였던 1인가구의 

문제점과 기존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및 공간제언의 한계 

선행연구들의 제언들은 1인가구의 주거욕구에 기반하여 도출해낸 정책적 

제언들이 대부분이었다. 선행연구들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

면, 1인가구는 경제적, 주거적 문제 등 현재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에 집중

하여 피력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에 비해 1인가구가 주거지역에 가지는 애

착감, 심리적 만족감 등의 정서적 요인에 대한 제언은 전무하다. 물론, 현

재 1인가구의 욕구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하지만, 1인가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부분인 정

서적, 감성적 문제를 고려한 지원도 필요하다.  

1인가구가 경제적으로, 공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거의 형태나, 

이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현재의 주거 문제

에 집중된 직접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적 대안에 대한 1인 가구들

의 욕구는 크지 않다는 것이, 그러한 대책 자체의 중요성이 전무하다기 보

다는 경제적 지원이나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

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187  즉, 현재 1인가구들의 

욕망을 통해 도출된 대책은 현재의 문제를 위한 해결책이며, 이후에 나타

날 미래의 문제는 포용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1인가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1인가구구조는 점차 고

착화될 것이며, 현재의 문제상황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1인가구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앞으로의 문제

에 대한 예방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1인가구의 주거문제를 대할 때는 주택제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187 김혜영 외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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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에서의 주민간에, 그리고 환경간에 정서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주거지역이 1인가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리적 영역에서 벗어나, 정

신적 의미까지 내포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존주의 건축이론가 노버그 슐츠

(C. Norberg-Schulz)는 사회의 공간적 유동성이 증대될수록 인간의 주거 

(home)에 대한 애착은 더욱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였다.188 즉 문

명이 진보를 향해 진전할수록 인간성은 메마르고 거칠어지는데, 이러한 상

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을 찾게 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진정한 장소를 

찾게 한다는 것이다. 하베이(D. W. Harvey) 또한 이것과 유사한 의견을 제

시하였다. 즉 세상이 바빠지고 이동성이 증대할수록 장소는 인간에게 ‘안식

처 (haven)’로 작용하며, 인간은 그곳을 정신적 ‘ 육체적 쉼터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189 

같은 맥락에서, 1인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도 주거환경을 주택에 국

한시킬 것이 아닌, 안식처로서 인식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즉, 1인가구

가 지역 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정신적 기반 마련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190 1인가구 증가는 개별화된 주거공간에서 고립되어 살아가

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정책제언대로 1인가구 특

화 소형주택공급이 가시화된다면 이러한 주거환경에서의 고립감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고, 1인가구가 지역에 애착감

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연결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연결점은 

장소다. 장소는 항상 ‘내 마음의 상정’으로 존재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함

으로써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장소는 항상 ‘교류’와 ‘교재’를 위

한 장(場)으로 인식된다. 장소는 오랜 기간의 나눔과 공유를 통해서 형성되

                                           
188 NORBERG-SCHULZ, C. 1984. The concept of dwelling: On the way to figurative 

architecture. MILAN, ITALY: ELECTA. 

189 손세관 2002. 역사 속의 커뮤니티, 미래의 커뮤니티. 한국주거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

대회, 2002. 

190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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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극히 사회적인 산물이다. 특정한 환경에서 인간의 교류와 교재가 발

생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장소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인간의 만남이 발생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그곳에 

심리적으로 속하고 그곳에 애착을 가질 때, 그 환경에는 장소성이 존재하

는 것이다.191 따라서, 1인가구의 주거 및 공간 문제는 이러한 장소성에 기

반하여, 정서적 문제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는 1인가구의 고립과 주거의 문제를 인식하고 일방적

인 소형주택의 보급이나, 청약 등의 대책이 아닌, 청년, 장년, 노년층 등 다

양한 연령층의 1인가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다세대 공동주거(쉐어하우

스, 공동주택 등)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IV-7] 

 

쉐어하우스 형태의 새로운 주거방식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복구하고 고립

감을 해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현재의 쉐어하우스는 고령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치

                                           
191 손세관 2002. 역사 속의 커뮤니티, 미래의 커뮤니티. 한국주거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대

회, 2002. 

  

서울 노원구는 2013년부터 구(區) 내 6개 

대학교 학생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독거노인

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운영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함께주택’-‘함께주택’ 1호

는 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배경의 1인 가

구 10명이 공동 거주하는 공간 

출처: http://www.nbs.go.kr/UploadFile/newspaper/nbs/20140318101822_4287.jpg 

http://www.mynewsletter.co.kr/webzine/admin/download/community/111(2).jpg 

[그림 IV-7] 국내 공동주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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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친 모습이어서, 이러한 모델을 전 1인가구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

어 보인다. 또한, 쉐어하우스 공급의 문제나, 한 지붕아래의 프라이버시 문

제를 포함하여,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의 변동하기 힘든 특성이나, 주거생

활권역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았을 때, 새로운 주거형태를 통해 현

재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을 복구하고 고립감을 해소한다는 것은 제한적

인 수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1인가구의 주거 및 공간문제를 위해선 현대 

한국 도시에 분포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연한 연결망을 형성해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2) 정서적 고립감·사회적 연계망 제언의 한계 

1인가구의 심리적 문제는 사회적 연결망 부족, 사회적 시선, 심리적 지

지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주로 상담

서비스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1인가구 거주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상의할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활용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이들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나가야 할 것

이다. 하지만, 상담서비스는 1인가구 스스로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직시

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일 때 효과가 있으며, 대부분의 1인

가구는 자신의 문제해결에 소극적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상

담 서비스와 병행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심리적·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켜주는 방안

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제안하였는데, 친족 중심의 네트워크를 강

화함과 함께,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제언의 

주를 이룬다. (정경희, 2012; 김혜영, 2007; 변미리, 2009) 

독거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관계망이 좁아지는 것 192 과 마찬가지로, 

혈연적·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1인가구가 문제상황에 당착하는 경우는 정서

                                           
192 김혜영 외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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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시기이거나, 신체적 문제상황에 부딪쳤을 때이다. 사

회적 관계망의 부재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2013년 매일 평균 39.5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통계 193 나, 

OECD국가중 자살률 1위국가라는 보도자료194를 볼 때면, 자살 등의 극단

적인 선택의 방호막인 사회적 관계망이 사라진 무연사회의 도래를 실감하

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2014년 SBS뉴스에서 방영된 연구내용195인 한국인의 우울증 

표현지수는 미국인보다 30%낮으며, 자살률은 2배이상 높다는 결과는 한국

의 감정억제 정서의 반영이자, 감정 표현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사회적 관

계망의 부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친구나 이웃 등과의 관계에서도 정서적⋅물질적 교류가 적고 접촉빈

도도 낮아 사회적 연대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인가구 

정서적 고립감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앞서 ‘주거 

및 공간제언의 한계’에서도 제시 하였듯이, 1인가구의 안식처 형성으로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1인가구는 가족과 동떨어져 살거나, 존재하지 않는 특

성 상, 사회적 관계망이 학연(學緣), 사연(社緣) 등 필요에 의해 모인 단체

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연은 시간이 지나거나, 해당 단

체의 결집의미가 없어졌을 때 사라져 버리거나, 삶의 전체를 포용할 수 없

는 소속감을 제공하기에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완전히 충족시켜주진 못

한다. 따라서,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고, 1인가구가 지역에 애착감과 소속감

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연결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에 정서적 연

결점을 확충한 이후에 이에 바탕 한 사람간의 연결망 형성으로 발전시켜 

                                           
193 통계청 2014. 2013 사망원인통계연보(전국). 서울: 통계청. 

194 “한국인 자살률 OECD 최고 ···지난해 하루 평균 40명 자살” 자료검색일 2014. 11. 26, 

sports.donga.com/3/all/20140923/66653987/2 

195 “한국인 우울증 표현지수, 미국인보다 30% 낮아 "자살률은 2배"” 자료검색일 2014. 11. 27,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7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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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한다.196 특정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인간의 만남이 발생하고, 그

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그곳에 심리적으로 속하고 그곳에 애착을 가지

는 장소성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신뢰와 

애착감으로 심리적 고립감을 상쇄시키고 사회적 관계망을 사연(社緣)나 학

연(學緣) 등의 제한된 연이 아닌 지역 기반의 연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적 제언으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들이 존재하는데, 현재 독거

노인 1인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는 물론이고 커뮤니티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필요197를 피력하거나, 

지역 NGO에 자금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198하는 등의 제언

이 그것들이다.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단체나 NGO 등과의 연계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역기반의 일상 플랫폼의 구축일 것이다. 

일상에서 1인가구가 자연스레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망, 심리적 지지를 보

완해줄 시스템을 구축해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이 더욱 견고해지며, 

지속성이 증가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제안된 대책들은 주로 정부의 개입

이나, 정부의 시스템 상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언하거나, 지역 NGO 등의 

개입 단계의 제언을 할 뿐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나, 내용을 말하진 않고 

있다.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존 단체의 활용이나, 전체적인 

시스템의 제안은 필수적이지만, 이와 함께 1인가구의 일상의 삶에서 피부

에 와 닿는 구체적 제언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1인가구라

는 집단 안에 세부적인 특성이 있는 1인가구들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사회

적 연결망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 제언 역시 필요할 것이다. 

                                           
196 이승한외 2013. 공간과 생활,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 조호정 외 2010.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 국내 1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한국경제주평, 15. 

198 안신현 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SERI 경제 포커스,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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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생활 제언의 한계 

1인가구의 경제적 문제의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나, 소규

모 가구에서 나타나는 필수지출비용 증대 등의 내부적 요인과 다인가구 중

심의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 등의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에 제도적 대책이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제적 문제라고 해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대책이나, 정서

적 고립감에 대한 제언등과 분절되어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유통구조나, 내수 시장 시스템, 그리고, 고령 1인가구의 여가문화와 

경제적 수익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경제적 필요를 포용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필요 및 보상은 1인가구를 이

러한 정책 및 지원체계의 일방적 수혜자로써만 인식하는 방안이 아닌, 사

회적 필요에 기여하는 1인가구에게 그 대가로써 보상될 수도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1인가구가 사회의 한 주체로써, 기여할 수 있는 ‘쌍방향적 지원체

계’를 제안하여, 지역사회와 1인가구의 효능감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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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의 필요성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1인가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은 주로 주택공급

의 다양성이나, 복지정책의 확장, 세제상의 개편 등 정부의 정책변화를 위

한 제언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1인가구의 문제점들은 1인가구 내부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현 사회의 변화를 대변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선

책의 기반에는 정부차원의 정책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1인가구 개개인

의 정서적 결핍감, 우울증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에서는 그 한계를 보이는 

듯하다. 1인가구의 심리·사회적 문제는 현재 1인가구 당사자들도 그 심각성

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장년·노년 1인가구의 사

회적 관계망 결핍으로 인한 문제상황과 독거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

적 관계망이 좁아지는 현상을 보았을 때, 1인가구의 심리·사회적 문제는 근 

미래에 그 심각성이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1인

가구 증가율은 세계 1위이다.199 국가 성장의 속도를 사회제반 시스템이 따

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성장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이미 1인가구

가 정착된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간의 연이 끊기는 무연사회

가 도래하기 전에 말이다. 

앞서 분석한 제언들의 한계를 살펴보면 1인가구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들

은 기본적으로 ‘연결망의 결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1인

가구가 받아드리는 문제상황들은 1인가구가 고립되었을 때 증폭되는 경향

을 보인다. 일상에서 인지하지 못하다가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 고립감과 

일상문제가 크게 다가온다는 설문결과나200, 1인가구 우울증 및 고령 1인가

                                           
199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200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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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살율 증가201 등은 1인가구의 사회적 연계망 결핍이 표면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인간 대 인간’의 연결, ‘인간 

대 지역’의 연결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러한 정서적 연결은 정책적 접근 만으로는 힘든, 지역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의 문제이다. 또한, 개인간의 관계, 소통 경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1

인가구, 지역의 기존 커뮤니티, 그리고 정부가 하나의 시스템 아래에서 통

합적으로 연계되어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커뮤니티 

디자인을 제안한다.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한 1인가구들의 정서적 연계망 

확충이 본 연구의 목표가 될 것이다. 노버트 슐츠(C. Norberg-Schultz)가 

말했던 바와 같이, 진일보를 거듭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들은 이웃을 찾기 

시작하고 뿌리를 내릴 ‘안식처’를 찾기 시작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1

인가구들의 밥터디202, 소셜 다이닝203, 공용주택204 등에서 이미 그러한 욕구

를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1인가구들을 위한 커뮤니티 개념과 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디자인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사례 및 자체 연구들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01 변미리 외 2009.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제30호. SDI 정책리포트, 30, 1-18. 

202 자취생·고시생 등이 식사시간마다 밥만 먹고 헤어지는 모임 

203 Social-dining: 1인 가구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는 모임을 주선하는 인터넷 서비스 

204 입주자들이 사생활을 누리면서 공용공간에서 가족처럼 생활하는 주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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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 

 

1. 전제조건 

 

1인가구와 커뮤니티는 상호대치되는 개념이다. 이병호(2014)가 뒤르껭(E. 

Durkheim)을 인용하여 말한 것처럼, 1인가구는 존재자체로 사회 공동체의 

유기적 연대를 약화시키는 사회적 실재이다. 이에 반해 커뮤니티는 지역·공

통적 유대감·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다. 1인가구는 직주근접의 성격으로 각자의 주거지역에 기반하여 삶을 영위

하고 있지만 의지할 사람이 없거나205 ,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여206 ,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하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성향이 강하여 지역내 공통의 유

대감 형성도 어렵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핍은 1인가구를 현재의 문제상황

으로 이끈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로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공통의 유대감을, 또한 이를 바탕으

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할 수 있다면, 1인가구가 속하는 지역기반의 커

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그림 V-1] 커뮤니티 디

자인 센터는 저서 『커뮤니티디자인을 하다』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은 주민

들의 공유와 공존의 가치를 디자인하는 것이며, 공유와 공존의 가치를 만

들기 위하여 ‘관심갖기’와 ‘관계만들기’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토 마사루 교수는 저서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은 지

역의 풍토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간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화적 조건을 

고려한 정보가치를 구현하며 이에 바탕하여, 지역 주민의 행동가치 유도에 

                                           
205 변미리 외 2009.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제30호. SDI 정책리포트, 30. 

206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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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 역시 크게 다르

지 않다. 결국,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 역사성을 이해하여, 주체자(1인

가구, 주민)의 관계형성을 위한 행위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1인가구 커뮤니티의 조건과 디자인 방법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림 V-1] 근린주구를 기반으로 소속감을 형성하는 

1인가구 커뮤니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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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성 

 

1인가구 커뮤니티의 구성은 커뮤니티의 주축이 되는 1인가구와 거주지

역, 그리고 오랜 기간 해당지역에서 살아온 네이티브(native)이다. 

1인가구는 생활과 관련된, 또는 경제적 이유로 특정지역으로 유입되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지역 내에서의 정서적 연계망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들

의 집단이다. 1인가구 커뮤니티는 이들이 기존 커뮤니티와의 융화나 자생적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은 1인가구가 거주하는 지리적 영역으로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

는 규모로 형성된다. 이는 지역의 행정적 구분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삶의 

영역으로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도시생활권의 

위계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 생활권(근린생활권), 

중 생활권, 대 생활권의 세 단계로 나뉜다. 한국의 경우, 소 생활권은 근린

주구(neighborhood unit)의 크기로서, 초등학교·중학교 보행에 의한 통학권

을 가지고 시장·동사무소·파출소 등이 배치되는 일상생활권이다. 인구는 

10,000~20,000명 규모이며, 생활권의 경계는 주로 지역간 간선도로로 구

분된다.207 (중 생활권은 3~5개의 소 생활권 규모이며, 대 생활권은 3~5개

의 중 -생활권 규모) 1인가구 커뮤니티의 지리적 범주는 자신이 속해있는 

‘동네’의 개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근린생활권의 규모가 적당하다. 

네이티브는 1인가구가 속해있는 근린생활권내에 존속해오던 개인 및 공

동체로 지역 토박이 주민, 지역상권의 상인, NGO 등 지역 내에서 사회·경

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대상을 뜻한다. 

 

                                           
207 이승한 외 2013. 공간과 생활, 계명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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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칙 

 

앞서, ‘II.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는 지리적 기

반(근린주구) 내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

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디자인은 이를 형성하기 위한 전

문가적 옹호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의 시발점이 된 1960년대 미국의 시민권

리 운동과 고속도로 반대 운동은 2차세계대전 이후의 대도시 중심의 대규

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기존커뮤니티의 와해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208  

이에 기반한 현재의 커뮤니티 디자인 역시, 커뮤니티가 없는 지역에 새

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개념이 아닌, 소실되어가는 커뮤니티를 되살리는 

커뮤니티 재생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실재로 국내 지역 기반의 

맞춤형 커뮤니티 계획이 가장 활발하게 시도되는 읍·면·동 단위의 사례들도 

대부분 기성시가지 재생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원이 기존의 커

뮤니티를 활성화 시키게끔 유도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다.209 

도시연대 커뮤니티 디자인센터의 저서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에서

는 커뮤니티 디자인을 지탱하는 큰 원칙을 ‘주민참여’, ‘공유와 공존의 삶’, 

‘소통과 협력’, 그리고 ‘공공의 가치’라고 하였다.210  이는 커뮤니티 디자인

의 진행단계에 따른 가치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프로세스를 통하여 해당지역 내에 적용될 커뮤니티 디자인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이에 바탕 하여, 주민간의 관계를 설정한다. 주민간의 

관계설정은 상호의견의 조율을 통하여, ‘공유와 공존’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208 김연금 & 이영범 2012. 커뮤니티디자인의 전개와 논의의 특징.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0, 22-31. 

209 이영은 2012. 맞춤형 커뮤니티 계획의 필요성과 실천과제. 국토연구, 374, 37-43. 

210 커뮤니티디자인센터 2009.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나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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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이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커뮤니티 디

자인을 통하여 지역내의 ‘공공의 가치’를 디자인 하는 것이다. 

1인가구의 커뮤니티는 그 성격에 있어서 기존의 커뮤니티 디자인의 커뮤

니티와 판이하게 다른데, 크게 두가지 면에서 기존 커뮤니티 디자인과 차

이가 난다. 

첫째는 지역과의 관계이다. 지역과 주민간의 관계는 오랜시간 머물러 고

향으로 여기는 토박이의 정서적 관계에서부터,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경제적 관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어떤 방식의 관계이

던 간에 이는 지역 사회 참여의 기반이 된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

다. 커뮤니티 디자인 사례의 대다수가 이러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관계형

성을 통해 진행된다. 일본의 커뮤니티 디자이너, 야마자키 료(山崎亮) 교수

가 커뮤니티 디자이너를 일을 조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로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211 하지만, 1인가구의 경우 지

역기반의 연계망·지인 네트워크가 상당히 좁으며,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정

서적 연결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라는 생태환경 자체가 기존

의 사회활동의 빈도수를 8%가량 떨어뜨리며, 이러한 경향성은 1인가구의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노년층의 경우 사

회활동이 없는 비율이 전체의 7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2 또한 영

위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의 경우 대다수가 지역기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

다. 주택의 형태 또한 전세 19%, 월세 46%로 월세가 압도적으로 높아, 해

당지역에 대한 자산개념의 경제적 이해관계마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1인가구의 잦은 이동이다. 근린주구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적 

관계가 형성되려면, 해당 지역에 기반한 안정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 1·2

차적 비공식 관계망이 존재하거나,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 또는 일터 등 개

                                           
211 山崎亮, 민. 2012. 커뮤니티 디자인, 파주, 안그라픽스. 

212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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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삶의 기반이 지역 내에 있어, 해당지역을 전제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거주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이 높게 나타나, 지역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커뮤니티는 주체적 참여프로세스의 과정 이전에 지역

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어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전입 시, 유연한 이전을 

위해 해당지역에서의 적응성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길어져 가는 1인가구의 독거기간에 대비하여 지역애착

과 적응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에 

바탕한 1인가구 커뮤니티 디자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그림 V-2] 

 

1) 관계·연결  

1인가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관계와 연결

이다. 이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지역의 관계를 포괄한다. 관계만들기는 1

인가구가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이전에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역에 대한 애착은 1인가구가 주거지역을 정

서적 안식처로써 먼저 받아드리고 자신의 삶이 중심에 있는 근린주구로서 

인식하게 만든다. 이후에, 지역애착은 같은 안식처를 공유라는 사람들 간에 

소속감을 형성하게 하는 공통분모로서 작용한다. 지역과 1인가구의 연결은 

커뮤니티 구성의 필수요소인 공통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2) 플랫폼  

1인가구와 지역의 관계, 그리고 사람간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선 이들

이 교류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거점은 1인가구가 지역에 애

착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일상에서 다른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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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적 지원기반을 만들어준다. 또한, 1인가구 커뮤니티 플랫폼은 1인가

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성을 향상시켜, 해

당지역에서의 괴리감을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1인가구 

커뮤니티 플랫폼은 지역내의 물리적 기반과, 웹상의 온라인 플랫폼 등 복

합적 양식으로, 유기적으로 운용된다. 

 

3) 시스템 

시스템은 1인가구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종속을 위한 체계관리이다. 1인

가구 커뮤니티의 시스템은 지역내의 커뮤니티 참여가 Arnstein(1969)의 참

여 단계213와 같이 비참여(non-participation) ▶ 형식적 참여(tokenism) ▶ 

주민주도(citizen power)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유지하는 체계이다. 또한 시

스템은 1인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에도 해당 커뮤니티에 자발적으

로 융화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림 V-2] 1인가구 커뮤니티 디자인의 구성과 원칙의 관계도 

                                           
213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 2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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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커뮤니티 디자인 대상•프로세스 변화의 필요성 

 

앞서 ‘II. 커뮤니티 디자인’에서는 커뮤니티 디자인의 디자인 원리를 다음

의 네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상향식 

디자인 프로세스로 진행한다. ② 디자인 자체의 완성도 이전에 지역주민의 

사용성의 완성도에 초점을 둔다. ③ 결과 및 과정을 초기에 설정하여 이에 

맞춰가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하는 틀(frame work) 기반의 진행을 한다. ④ 전문가에 대한 의존성을 낮

추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디자인을 한다. 

기존 커뮤니티 디자인의 전제는 커뮤니티의 재건이다. 기존의 커뮤니티

를 활발하게 만들어 지역기반의 연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1인가구 커

뮤니티는 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관계망을 만든

다는 점에서 기존 커뮤니티의 접근 이외에 디자이너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1인가구의 커뮤니티를 디자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개인과 

지역간의 관계형성을 위한 촉발제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듯

이, 1인가구와 지역은 정서적 연결은 물론, 이해관계마저 부재한 경우가 많

다.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는 공통의 유대감은 지역에 대한 애착을 공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1인가구와 지역간의 접점을 디자인 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개인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지역환경을 디자인하고, 지역 내에 교

류의 장을 만드는 개인의 행태를 디자인한다. 지역내의; 물리적 시설물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환경의 맥락과 그 안의 사람의 행태를 포용하는 디자인

은 기존 커뮤니티 디자인의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1인가구의 경우, 지

역 내에서 공통의 유대감 및 소속의식이 부족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필요는 있어도 당위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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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 및 연결망의 결핍이 1인가구의 정서적 문제점이 된다는 

것은 앞서 밝힌바 있다. 1인가구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사회적 상호작용·교

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제반 조건을 형성해줘야 하며, 1인

가구 자체도 지역 내 교류에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 교류를 주도할 수 있

는 행태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1인가구의 기존 지역사회 유입이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원리

를 디자인해야 한다. 앞서, 분석 하였듯이 1인가구의 주거지 이동률은 다인

가구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한 지역 내의 1인가구 커뮤니티를 형성하여도, 

해당 1인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때, 그 형성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동일한 언어의 작동원리를 

가진 환경적 기반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1인가구 자체의 적응성을 길러주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커뮤니티의 공통적 특징과 내부 집단별 특성을 동시

에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연계망의 부족이나 지역과의 관계결핍 및 정서

적 불안은 1인가구의 공통적 특성이나, 청년·장년·노년층 등 1인가구 내의 

집단은 이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디자인을 적용할 시에 지역·대상별 특

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은 기존의 커뮤니티 디자인의 

디자인원칙을 포용함과 동시에,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의 기반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림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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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3] 1인가구 커뮤니티 디자인의 원칙 

 

커뮤니티 디자인은 시각디자인이나 제품디자인처럼 특정분야에 국한된 

전문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그린디자인(green design)이나, 유니버셜디자인

(universal design)과 같이 디자인 대상에 대한 접근방법과 철학의 영역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 역시, 앞서 제시한 디자인원리를 

기반으로 시각·제품·공간 등의 물리적 영역(hardware)의 디자인과 프로세

스·프로그램 등 비물리적 영역(software)의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미명하에 아무도 가지 않는 주민센

터에 주민쉼터를 만들거나, 컨텐츠가 없는 특화거리를 만드는 등의 사업은 

단순한 재정낭비이자, 지역환경을 오히려 열악하게 만드는 경위가 된다. 반

대로, 기존의 재래시장의 커뮤니티와 식자재 컨텐츠를 활용하여 요식계열

의 마켓으로 재생시킨 스페인, 산미구엘 시장(Mercado de San Miguel)의 

사례나, 2006년 서울시 원서동을 시작으로 지역 내 일상 속 공간의 자투리 

땅을 찾아 주민 교류·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한평공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생활의 제반환경을 커뮤니티를 향하게 디자인한 사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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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시간 그 효용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림 V-4] 

종합하자면, 1인가구 커뮤니티 디자인은 1인가구의 일상적 행태가 지역

과의 교감·타인과의 교류를 향할 수 있게 제품·시각·공간 영역의 통합적 디

자인을 통하여, 제반 환경과 그 운용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 대상과 접근방법을 디자인하는 1인가구 커뮤니티의 구체

적인 영역은 관계·플랫폼·시스템의 영역으로 나뉜다. 1인가구 커뮤니티를 

디자인하는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출처: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d/Mercado_de_San_Miguel_(Madrid)_06.jpg 

     http://img.kbs.co.kr/cms/ICSFiles/artimage/2007/07/27/c_1tc_3days2/03.jpg 

[그림 V-4] Mercado de San Miguel (UP) 

한평공원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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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2.1. 관계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를 디자인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통의 유대감과 정서적 애착감을 형성하여 커뮤니티를 구

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은 ‘주거지역에 대한 인지’, ‘1인가구-개인간의 공존’, ‘지역 내에서의 안정

감 확보’ 그리고 ‘지역 내의 주체적 입지를 가지는 정주의식 함양’이다. 

 

2.1.1. 인지 

 

1) 지역의 정서와 이미지빌리티 

근린주구의 지리적 구조, 삶의 행태 등을 인지한다는 것은 1인가구와 지

역간의 관계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1인가구의 지역 내 연결망의 결핍은 근

린주구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집-상권-직장 등의 점 단위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점 단위의 인식으로는 지역 내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기

가 힘들다. 길을 잃는 것이다. ‘길을 잃다’라는 표현은 단지 물리적인 위치

의 불확실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난국’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인지 결핍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은 1인가구와 지역간의 괴리감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괴리감의 해결 방법은 강력한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역인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디즈니(Disney)사가 주도한 교외 타운 

건설의 일종인 ‘셀레브레이션(celebration)’ 계획자 중 한 사람인 로버트 스

턴(Robert Stern)은 셀레브레이션을 건설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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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서(local emotion)’을 제창 하였다. 그는 도시엔 역사적 모티브와 자

연자원을 존중하고 지역정서를 연출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214 

마을 곳곳에 사람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요소가 점으로 존재하고 그 점들은 

곧 선 또는 면이 된다. 이는 마을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작용되고 기억된다. [그림 V-5] 

 

 

로버트 스턴이 말한것과 같이 지역정서를 형성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은 지역의 ‘이미지빌리티(imageability)’로 제안된바 있다. 도시 계획가이자 

                                           
214 도쿄대학CSUR-SSD연구회 2012. 살고싶은 도시 100. 서울: 21세기 북스. 

  

 

출처: Robert A.M. Stern Architects 

     http://www.ramsa.com/en/projects-search/planning/celebration.html 

[그림 V-5] 디즈니의 셀레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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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의 교수, 케빈 린치(Kevin Lynch)는 그의 저서 『The Image of the City』

에서 이미지빌리티, 즉 지역의 가독성 형성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는데, 지역

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개인은 지역 내에서 효율적·모험적으

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미 정리된(이미지화된) 환경이 뒷받침 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215 또한,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다양하

면서도 통합된 물리환경은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여기서의 사회적 

역할이란 지역 내 다양한 집단간의 소통에 심볼이 되는 것과 그 소통의 주

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지역 환경 이미지는 향유자·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지역에 대한 통합적이고 안정된 인지를 가진 개인

은 스스로와 외부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케빈 린치는 고향(정서적 애착지)의 이미지는 익숙함을 넘어서 특징적

일 때 가장 강력해진다고 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인지적 특수성을 동시에 

부각하였다. 

물론, 케빈 린치의 이미지빌리티의 개념은 도시를 대상으로 거시적 이미

지 환경을 다루는 개념이다. 그는 도시의 인지요소를 길(path), 경계(edge), 

마디(node), 지구(district), 랜드마트(landmark)로 나눠 각각 요소를 기준

으로 이미지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였다. 1인가구 커뮤니티의 이미지빌리티

는 이러한 요소들을 해당지역 감내의 휴먼스케일로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는 도시단위의 구성계획이 아닌, 지역 내부의 주민행태 중심의 인

지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전달할 매체를 강구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1인가구 커뮤니티의 이미지빌리티는 지역의 가독성을 높이는 지역

경관을 보완함과 동시에 해당 가독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 

매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1인가구와 지역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 지역에 대한 인지의 중요성은 앞

서 분석 한바 있다. 지역의 인지 결핍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은 1인가구

와 지역간의 괴리감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괴리감의 해결 방법은 강력한 

                                           
215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Technolog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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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역인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즉 지역의 가

독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지역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개인은 

지역 내에서 효율적·모험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미 정리된(이미지화된) 

환경이 뒷받침 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216  

 

2) 범주의 설정, 동네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다양하면서도 통합된 물리환경은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서의 사회적 역할이란 지역 내 다양한 집단간의 소통에 심볼이 

되는 것과 그 소통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지역 환경 이

미지는 향유자·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지역에 대한 통합적이고 안

정된 인지를 가진 개인은 스스로와 외부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과 개인의 관계는 현대에 들어 더 큰 함의를 가진다. 2014년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았던 새동네연구소 소장 이재준은 

현대에 들어 상실되고 있는 ‘동네’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217  마을이 

땅의 물리적 경계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면, 동네는 공간의 심리적 경계를 

의미하고 공감대를 위한 기반이다. 이는 주거불안으로 막대한 심리적 스트

레스를 받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정서적 안식처로서의 주거환경을 되살리는 

것을 뜻한다. 1인가구의 경우 심리적 안식처로서의 관계망이 더 열악하다는 

점에서 근린주구를 기반으로 심리적 소속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

급하다. ‘동네’의 개념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출입한다는 점에서 앞서 나왔던 

디스트릭트의 개념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디스트릭트가 동네

로써 작용을 하려면 동일한 이미지빌리티(imageability)로서 공감대 형성을 

                                           
216 Ibid. 

217 이재준. 새로운 동네를 디자인하다.  2014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2014 서울. 2014 공공

디자인 국제심포지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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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이미지빌리티 향상은 지역 내의 ‘물리적 인지요소 구성’, 

‘비가시적 지역성의 부각’, ‘전달 수단 구축’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하

지만, 가장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인지할 지역의 범주 설정이다. 지역을 

인지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자신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근린주구를 모호

한 지리적 개념이 아닌, 하나의 통일된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개념은 경계 지역을 설정해주거나, 지역 내에 동일한 맥락을 형성

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하나의 통일된 대상으로 다가온다. 핀란드, 

헬싱키(Finland, Helsinki)의 ‘디자인 디스트릭트(Design District)’는 이러한 

지역의 구역 설정, 맥락의 설정이 사람들의 인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헬싱키 디자인 디스트릭트는 2005년 핀란드

의 ‘디자인 포럼(Design Forum)’에서 헬싱키의 시내의 디자인 샵을 중심으

로 구성한 일종의 지역상권 체계화 사업이다. 사업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헬싱키 시내에 위치한 디자인 샵 중, 디자인 디스트릭트에 지원하

는 가게에 디스트릭트 표식을 부착하는 것이었다. 이 표시가 부착된 곳은 

디자인 디스트릭트로 지정된 가게임을 알려, 시민들이 가게들을 하나의 카

테고리 안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디자인 디스트릭트는 디자인 샵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디자인 샵이 아니더라도 성공적

인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구현한 다른 종류의 소규모 상점들(미용실, 식당, 

음반 가게 등)에게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 내의 가게들의 

네트워크를 지도로 만들어, 디자인 포럼 및 핀란드 관광청에서 홍보하는 

것이다. 디스트릭트 형성 전과 비교했을 때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는 존재

하지 않는다. 단지 디자인 디스트릭트라고 인쇄된 동그란 스티커 한 장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내의 상권을 하나의 통일된 대상으로 

바라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둘러보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디스트릭트 

형성이라는 지구화 전략이 동일한 기반에서 더 큰 응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재로 디자인 디스트릭트가 형성되고 난 후, 지역을 방

문한 사람들은 이전에는 가지 않았던 구석자리의 작은 가게나, 도심 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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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가게까지 찾아 다닌다고 한다. 또한, 지역의 상인들도 스스로를 하

나의 응집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지역 내의 이벤트에 주체로써 참

여하기 시작했다. [그림 V-6] 

 

 

  

  

 

출처: Art Share District 

http://mondellolidonews.it/wp-content/uploads/2012/06/helsinki_design_district.jpg 

[그림 V-6] 헬싱키 디자인 디스트릭트의 가게들 

 

‘동네’의 구획은 심리적 경계의 설정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이게 안식

처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심리적 경계는 단지 주민이 정서적으

로 향유하는 공간의 범주를 벗어나, 정부의 정책 지원의 단위로도 그 효용

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캐나다, 토론토(Canada, Toronto)의 토론토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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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Toronto Official Plan)은 도시내의 적절한 부분에 주거지역을 촉진하

는 전략적 계획의 좋은 사례이다. 

토론토 도시권 내 최대의 자치제인 토론토시는 2002년 11월에 기성 시

가지의 질서있는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토론토 오피셜플랜을 책정했다. 이 

플랜은 건전한 장래의 청사진이자 향후 30년간 토론토시의 성장을 좌우하

는 도시계획의 전략적 방침이다. 토론토 시는 이미 도시화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의 목적 및 키워드는 ‘재구축(re-building)’과 ‘재도시화(re-

urbanizing)’이다. 플랜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218 

 

   
① 완결한 커뮤니티의 부분으로서 활력 있는 근린지구  

② 모든 사람들의 생애의 요구를 충족하는 저소득자주택의 선택지  

③ 보행자 중심의 대로는 상점과 주택이 늘어서 있는 매력적인 가로수 길  

④ 사람들이 시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양질의 저가 공

공 교통 시스템  

⑤ 토론토의 모든 시민에게 양호한 고용기회를 제공·유지하는 활력 있는 다운타

운에 의한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⑥ 깨끗한 공기, 토지, 물  

⑦ 사람들을 모으는 다양한 규모의 녹지와 공공 광장  

⑧ 건강을 증진하는 풍부한 레크리에이션 기회  

⑨ 건전하고 다양하고 공공적이고 아름다운 워터프런트  

⑩ 도시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  

⑪ 놀라움과 감격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건축과 최고의 도시 디자인.  

 

 

비전의 골자는 도시 어메니티를 강조한 환경조성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대상과 주체는 도시내의 근린주구 단위로 나눠진 지역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실제로 토론토 오피션플랜의 11개의 골자 아래 세부적 기준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반영시킨 조닝 규제와 개발허가에 위임되어있다. 이러한 기준

                                           
218 DILL, P. M. & BEDFORD, P. J. 2002. Toronto official plan, Urban Develop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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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된 토론토의 몇 백 개나 되는 작은 규모의 주택 근린 지구는 저

마다의 특징이 있어 주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219 

이렇듯 1인가구의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심리적 소속감을 고려하여 지역

의 구획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구획은 동·도로 단위의 행정적 지리

구분이 아닌, 지역내의 주민들의 행태의 동일성에 따른 구획을 설정하여야 

비로소 ‘동네’의 개념이 성립될 것이다. 또한, 설정된 ‘동네’의 범주를 효과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시각적 소통 방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

이다. 

 

3) 지역인지의 향상, 랜드마크 

지역 내의 랜드 마크는 지역 이미지빌리티의 점적 기준이 된다. 도시단

위의 랜드마크(landmark)는 원거리에서 다양한 각도로 조망 가능해야 하

고, 근거리에서도 하나의 방향성을 위한 실용적인 역할을 한다. 도시내의 

랜드마크는 시계탑, 건물, 광장 등이 있으며, 이는 지역의 아이덴티티 형성

에 일조하고, 통행자의 지역 내 방향성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 220  1인가구 

커뮤니티와 같은 미시적 단위의 근린주구에서도 랜드마크의 효용성은 유지

된다. 도시단위의 랜드마크와 같이 중·대형 규모의 지리적 범주 내에서의 

이동성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지역내의 구조적 이해를 돕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 이는 건물, 사인, 가게, 캐노피 등 지역을 이루는 물리적 요소 

중 하나로서, 주민들의 행태·사용성이 집중되고, 주변지역의 이미지를 대표

하는 심볼의 역할을 한다.  

1인가구 커뮤니티의 랜드마크는 지역의 이미지빌리티에 중심 거점으로서, 

기존 지역의 이미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기존 주민들의 

행태적 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성을 증진시키고, 지역 이미

                                           
219 도쿄대학CSUR-SSD연구회 2012. 살고싶은 도시 100. 서울: 21세기 북스. 

220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Technolog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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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근린주구의 랜드마크는 시계탑과 같은 거대한 구조

물일 필요가 없다. 조명·벽화·설치물과 같이 지역 제반 시설의 거점화를 통

해 인지요소를 랜드마크화하면 되는 것이다.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 지역 

요소의 사용성과 이미지빌리티가 어떤 방식으로 랜드마크적 거점의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지중해성 날씨의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 가로 위에 

차양막을 설치하곤 한다. 수도 마드리드(Madrid)의 중심인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의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은 마드리드의 쇼핑가

에도 이러한 차양막이 쳐져 있는데, 형형색색의 삼각형 천막이 테셀레이션

(tessellation)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은 기능적으로도 미관적으로도 매우 

인상 깊다. 재미있는 점은 햇살을 피하기 위한 기능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차양막이 푸에르타 델 솔 지역 내의 거점의 상징으로 통하는 것이다. 200-

300m 가량되는 가로에 각기 다른 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차양막은 지역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거나, 가게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매우 효과적

으로 쓰인다.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기능성을 동시에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양막은 지역의 아이덴티티에도 큰 기여를 한다. 마드리드의 

근교 도시 톨레도(Toledo)는 스페인의 옛 수도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

이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도시의 모습도 중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가로 위의 차양막을 볼 수 있다. 공통된 기능성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지만 톨레도의 차양막은 마드리드와는 매우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

다. 외양은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고도(古都)의 이미지에는 최적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차양막 아래, 거리마다 다른 문장이 새겨져 있

어,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는 마드리드의 차양막과 

같이 랜드마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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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상학 

[그림 V-7] 스페인, 마드리드와 톨레도의 차양막 

 

이처럼 랜드마크는 지역 내의 이미지 구성에 기점이 되고, 내부 주민들

의 행태를 보완해주며, 지역 아이덴티티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지

역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지역내의 보행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도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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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존 

이미지빌리티 형성으로 1인가구와 지역간의 정서적 연계망, 지역 애착감

을 구성함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1인가구와 지역내 개인간의 관계이

다. 지역의 인지요소를 향상시키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 내의 교류와 소통

을 촉발 시킬 수 있는 방아쇠 및 소통자체의 컨텐츠가 될 수는 있으나 개

인간의 교류의 지속성을 위한 바탕이 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1

인가구의 커뮤니티를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공존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공존의 가치는 지역내의 1인가구-개인

·기존 커뮤니티 간의 유기적 연계망을 디자인하는 한편, 지역 내 개인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우연적·의도적 만남 및 소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 221 함과 동시에 지역 내 상인 및 다인가구 

등이 사회적·정서적·경제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공

존의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관계의 다각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커뮤

니티 내 일원들의 공존을 위해선 각자의 필요에 의한 행위를 충족시켜 줄 

때 서로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선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래 골프장, 승마장 등이 있던 뚝섬 일대를 시민들의 위락과 휴식을 

위한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만든 서울숲의 경우, 이러한 공존가치의 필요성

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서울숲이 초기에 내세운 자연친화의 공간, 시민

과 함께하는 참여의 공간 등의 포부와는 달리 초기의 서울 숲은 노숙자 및 

야외술자리로 인한 고성방가로 골치를 썩였었다. 이는 시민들이 서울숲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공존의 가치가 상실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책수레 프

로젝트로 서울숲의 야외도서관화를 진행시켜 자연스럽게 방문자들이 서로 

자신의 필요욕구를 충족시키며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222 [그

림 V-8]  

                                           
221 기시가와, 준 외 2013. 공존의 방식, 서울, Spacetime :. 

222 천호균 외 2013. 도시기획자들, 서울,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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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1인가구의 커뮤니티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제안할 때, 표면적 소

통 및 교류를 장려하는 행태가 아닌, 사회·경제·정서적 내재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 

20130819020001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at_pg.aspx?CNTN_CD=A0000985667 

[그림 V-8] 서울숲의 책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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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안정 

1인가구를 중심으로한 지역 내의 관계를 형성하여 고양시켜야 하는 가치

는 안정(安靜)의 가치이다. 1인가구가 정서적 결핍·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내의 관계망 부족과 안전의 문제이다. 1인가구의 정서적 안정

감의 결핍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역 내의 소속

감 부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이고, 둘쨰는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가 느

끼는 불안정이다.  

 

1) 인지를 통한 소속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감 

지역내의 소속감은 앞서 제시한 지역·개인간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만들

어지는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공유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내의 

소속감은 곧 심리적 안정감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준거 지역이나, 고향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223 1인가구가 지역 내에서 안정감을 느끼

기 위해선 지역의 구조·환경 등을 통한 지역이미지를 인지시켜 주변환경에 

대한 익숙함을 배가시키고, 단지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닌 지역의 역사·이야

기·지역내의 행태 등도 인지하여, 지역의 맥락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케빈 

린치(Kevin Lynch)는 이러한 이미지가 명백한 도시의 요소를 디스트릭트

(district)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224 디스트릭트는 도시를 이루는 중·대형 

구획으로 내부, 외부에서 지역자체의 이미지인식이 가능한 도시 요소이다. 

이는 내부에서 이미지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사람이 정신적으로 출입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뉴욕의 차이나 타운과 서울의 북촌한옥마을 

같은 경우가 좋은 디스트릭트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뚜렷한 팻말

이나, 해당지역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지역의 이미지에 따

라 하나의 디스트릭트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드려 지는 것이다. [그림 

                                           
223 도쿄대학CSUR-SSD연구회 2012. 살고싶은 도시 100. 서울: 21세기 북스. 

224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Technolog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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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디스트릭트의 개념은 1인가구가 정주하는 근린주구 지역의 경계 안

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차이나타운이나 북촌한옥마을 같은 명백하고 특성

있는 중·대형의 도시구획은 1인가구의 커뮤니티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일반

적인 도시의 주변환경은 뚜렷이 구별되는 이미지가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

이다. 하지만, 1인가구 커뮤니티의 디스트릭트는 앞의 사례처럼 방문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단 지역내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에 지역 내부의 주민들

이 인지할 수 있는 미시적 요소들을 발견하여 지역안정감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Chinatown- 

http://www.boomsbeat.com/articles/2154/20140411/colorful-photos-of-chinatown-in-new-york-city.htm 

http://ngm.nationalgeographic.com/ngm/photo-contest/2012/entries/168820/view/ 

   북촌한옥마을-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52Ld&articleno=15851927 

http://blog.daum.net/ryoojin2/1094 

 

[그림 V-9] 뉴욕 Chinatown(UP)과 북촌 한옥마을(DOWN)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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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린주구 내의 방범의식과 정서적 안정감 

둘쨰는 지역방범과 관련된 것이다. 지역내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들의 

대상이 주로 혼자사는 여성이나, 고령자임이 밝혀지며, 1인가구들의 지역 

내 불안감은 심화되고 있다.225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수단은 지역 내 경찰

인력 보충이나 전과자 관리등의 제도적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

지만, 지역내 심리적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선 좀 더 다각화된 대책이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사실, 앞에서 나온 지역내의 애착감향상으로 정서

적 안전감(emotional security)을 제공함에 불안감은 어느정도 잠식되는 경

향이 있다. 이와 함께 향상되어야 할 것은 옥외활동의 증가이다. 제인 제이

콥스(Jane Jacobs)의 저서 『The Death of the Great American Cities』에서

는 거리에서의 활동수준과 안전정도 사이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 상당한 보호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226  또한, 오스카 뉴먼(Oscar Newman)은 그의 저서 

『Defensible Space』에서 지역내의 범죄와 야만적 행위가 거리활동의 증가

로 감소한다고 하였다.227 이런 맥락에서 옥외활동이 있는 공공장소의 ‘자연

적인 감시’의 기능은 커뮤니티의 안정감에 맞대한 기능을 한다.  

실재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구시가 정비사례에서는 ‘다공질화(多孔質化)’

의 개념이 돋보이는데, 이는 지역의 성격을 가지는 재생불가능의 건물을 

선별하여 무너뜨린 뒤, 해당부지에 소광장이나, 산책로 같은 공공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다.228  이러한 보행자중심의 공간형성은 사람이 오가는 것이

야 말로 생활환경이나 치안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정책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225 정경희 외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26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227 NEWMAN, O. 1972. Defensible space, Macmillan New York. 

228 PROMOCI -CIUTAT-VELLA-S.A. 2008. Ciutat Vella - ciutat construída: promoció 

Ciutat Vella 1988-2002, El Cep i la N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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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0] 바르셀로나의 다공질화가 도시단위의 자연적 안전망 형성이

라면, 일본오키나와의 U뉴타운은 마을단위의 미시적 안전망 형성의 사례가 

될 수 있다. 

U뉴타운은 1970년대에 단카이세대 229 를 중심으로 지방도시의 단지에서 

교외지역의 뉴타운으로 이주한 사례이다. 이주 당시 지역 초등학교의 한 

학년 동급생 수만 200면 가까이 있던 U뉴타운은 뉴타운 특유의 강한 ‘균

질성’, ‘폐쇄성’ 및 ‘아이를 키우기 부적합한 환경’ 등의 인식 때문에 아이를 

가진 젊은 세대가 대다수 전출하는 사태가 벌어져, 주민들의 대다수가 노

인이 되어버렸다. 이에 대응하여, U뉴타운에서는 공민관230 자체건설, 유이

마루231  활성화 및 주택증축 등으로 지역주민 증가를 꾀했다. 이들 대안들

이 중점에 둔 것은 공민관, 마을광장을 기점으로 아이들이 놀만한 곳을 만

들어 주는 것이다. 초기엔, 뉴타운 특유의 지역 역사 및 이야기 부족 등으

로 인한 아이들의 놀만한 영역이 결핍되어 U뉴타운 사양화의 촉발제가 되

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

자, 세대수가 1982년-360세대, 1992년-460세대, 그리고 2002년-688세대

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가능케 한 프로그램들의 기저에는 ‘미치영역’

형성이 있다. ‘미치영역’이란 단순히 지역의 골목, 도로 등의 좁은 길을 뜻

한다. 이러한 일상영역에서 아이들이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 ‘미치영역’이다. (‘미치’란 길, 도로를 뜻하는 道의 일본 발음이자, 알지 

못한다는 뜻의 미지’未知’의 뜻도 있다) 이러한 지역의 좁은 골목 내엔 아

이들이 지역사회의 가족, 친척, 산책하는 노인, 근린상점의 상인 들에게 자

연스럽게 보호받는 관계가 구축된다. 이러한 자연스런 보호망은 아이에게 

‘지역의 눈’으로 인지되어 아이들은 물론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는 커뮤니

                                           
229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나, 문화·사상적으로 공통점을 지닌 세대 

230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의 마을회관 

231 한국의 두레·품앗이와 비슷한 오키나와 특유의 상부상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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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를 만들어 주었다.232  한 인터뷰에서 U뉴타운의 어머니는 아이가 하교하

여 집으로 올 때 집으로 도착할 때 안심하는 것이 아닌, 뉴타운으로 들어

올 때 이미 안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미치영역’의 효용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림 V-11] 

이와 같이 지역내의 1인가구 커뮤니티의 관계를 형성할 때 필요한 것은 

지역내의 정서적 안정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범의식이다. 이는 방

범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 내에서 안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

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1인가구 내에서도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으로써 가

져야 할 기본권리 및 책임감을 인식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연계

망이되는 효능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Placa de George Orwell Barrio del Rival 2000(좌), 1920(우) 
출처: Placa del George Orwell- 

http://www.tourist-barcelona.com/default83.asp?view=barcelona/squares/gothic 

Barrio del Rival- 

http://www.bcn.cat/ciutatvella/castella/eraval.htm  

http://www.fotocommunity.es/pc/pc/display/17915520 

[그림 V-10] 다공질화로 조성된 조지 오웰 광장과 리발 거리 

                                           
232 도쿄대학CSUR-SSD연구회 2012. 살고싶은 도시 100. 서울: 21세기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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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쿄대학CSUR-SSD연구회 2012. 살고싶은 도시 100. 서울: 21세기 북스. 

 

[그림 V-11] 오키나와 U Newtown의 ‘미치영역’ 

 

종합하자면, 1인가구가 지역내의 요소들을 인지하기 위해선 ‘동네’의 설

정과 내부의 랜드마크적 거점 형성을 통하여 지역의 구성을 하나의 멘탈 

이미지(mental image)로서 인지하여야 한다. 인지 요소를 형성한다는 것은 

지역과 개인간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후에는 이들을 거점으로 개

인간의 공감대, 즉,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관계를 통하여, 지역 내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V-12] 

 
 

 

[그림 V-12] ‘관계 형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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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형성할 때에는 지역의 요소 설정과 함께 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의 구조와 내부정보를 가장 효과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지도이다. 지도의 정의는 ‘지구 표면의 상태

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이다. 233 

이는 지역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특정위치로 가기 위한 정보를 얻기

엔 최적화된 수단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개인이 지역을 심리적으로 인지하

기에 기존의 지도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공간의 조직 및 동선체계와 관련된 요소들이 지역인지를 위한 사용자의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면,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감

각을 보조하는 단서들은 지역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들의 인지 행태

를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 신체적, 감각적, 또는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사

용자의 경우 지역인지를 위한 한가지 요소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공감

각적인 요소가 환경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요구된다. 234  인지요소를 받

아드리는 과정에도 범주는 다양해 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도나 사인 같

은 도구들의 사용으로 인지적인 측면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방

향을 물어가면서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고 또 다른 경우의 사람들은 시

각적 단서들 랜드마크, 예술작품, 그래픽, 색채, 조명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인지적 능력과 다른 수준의 지역 인지 행위를 보조하

기 위해서는 전달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차원에

서 논리적이고, 일관적이며, 다이나믹한 지역인지 과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

다.235 

따라서, 1인가구가 근린주구와 심리적 공감대를 나누고, 정서적 소속감을 

                                           
233 "지도" 네이버 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589400 (2014.12.9) 

234 PASSINI, R. 1996. Wayfinding design: logic, application and some thoughts on 

universality. Design Studies, 17, 319-331. 

235 MALKIN, J. 2008. A visual reference for evidence-based design, Center for 

Healt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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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기 위해선 단순히 물리적 지리정보에 기반한 시지각적인 요소만이 아

닌, 지역 내의 행태와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감각적 요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달매체의 사례로 ‘The Map of Little Things’를 들 수 있다. ‘The 

Map of Little Things’는 지역 내부의 사람들이 근린주구를 공감각적으로 인

지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연구로서, 2011~2014년간 종로 청운·효자동 지

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서촌236의 공방연합의 국내 인지도 상승을 위해 제작

한 ‘서촌 공방가는길 (2011)’ 마을지도였다. 서촌 특유의 복잡한 골목 사이

사이에 위치한 공방들로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했

던 것은 좁은 골목들을 분간하여 공방으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인지 요소

의 형성이었다. 문제는 주거지역인 서촌의 특성상 기존 지도에서 랜드마크

적 요소를 담당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에서 나타났다. 물론, 

현재는 ‘윤동주 하숙집’, ‘이상 가옥’ 등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의 정보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저 비슷한 형태의 

주택들이 가득 차있는 주거지역일 뿐이었다. 지역내의 간간히 위치한 대형 

카페나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마트 등의 인지요소만으로는 서촌의 굽이진 

골목들을 지나 공방을 찾아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것은 골목골목 사이에 있는 작은 

인지요소들을 발굴하여, 지도로서 풀어내는 것이었다. 3개월 간 서촌 지역

의 골목 별 미시적·행태적 특성을 발굴하며 다닌 결과, 지역 노인들이 모이

는 대청마루, 고양이가 많이 다니는 길, 군화 소리가 들리는 길, 개량한옥

들이 모여있는 길 등 지역내에서 다양한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감각

적 이미지빌리티를 추출해 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공감

각적·행태적 특성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지도로 만들었

                                           
236 경복궁 서쪽 마을 지역이라는 뜻으로 청운·효자동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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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도는 공방 방문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배포되었고, 이듬해에는 오세

훈 전 서울시장의 저서 『오후의 서울산책』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그림 

V-12] 

  

  

출처: 이상학 

[그림 V-12] ‘서촌공방가는길’지도(위)와 

오세훈 전 시장의 ‘오후의 서울산책’(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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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공방 연합의 재정 악화 등의 문제로 배포

의 범위는 크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후 서촌 내의 품애와 같은 지역 

NGO들의 이벤트 등에 지역 상징 이미지로 쓰이는 등 지역 이미지빌리티 

형성의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인터뷰237 결과, 지도를 받은 주민들은 지역

의 이미지와 지역내의 미시적인 행태 들의 반영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모

습을 보였다. 

 

 “……지금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디자인쪽으로나 감성적으로 잘 된 작품처럼 느껴져

요. 서촌의 지도, 디자인의 제시 느낌? 서촌의 느낌과 기초를 뭐라 그러지 시금석을 깔았

다는 느낌? 되게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 관공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거 비슷하게 시청

에서 또 하더라고요……” 

- 공방주인

 

 “……뭐.. 옛날 김홍도가 그리는 그런 느낌의 조선시대 그림들 있죠.. 그냥 옛 생각이.. 그

런 궁궐이미지가,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현대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따

뜻해지면서……” 

- 60대 남성

 

 “……두 번째 지도는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 지도를 보고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지도라기 보단 동네의 지도였잖아요. 세밀하진 않지만 그걸 보고 전반적인 위치를 파악하

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러 다니는 윤동주 하숙집이라던가 이상 가옥이라던가 이렇게 사람

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부각되진 않았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갖는 느낌이 진짜 서

촌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도.. 고양이, 이 안에

서도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좋았고

……” 

- 30대 여성

 

 

서촌 공방 지도의 효용성은 배포 이후 1년 뒤인 2012년에 확인할 수 있

었다. 당시 서촌은 정부, 지자체 등이 배포한 지도와 커뮤니티 프로젝트들

로 범람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골자는 ‘지역 재생’과 ‘방문자 

유입’이였다. 이러한 접근은 카페 등의 지역 상권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한 일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에겐 일상권으로의 외부인의 침입을 뜻하는 것

이었다. 지역 내로의 외부 자본의 유입과 카페, 액세서리 샵 등의 외부 방

                                           
237 2014년 6월 18일 – 25일 간 서촌 지역 거주 주민 12명을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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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들을 위한 상권의 확대는 서촌 특유의 지역성 상실을 뜻하는 것이었다. 

인터뷰238 결과 지역 주민 들은 이러한 지역성 상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이 배포하는 지도와 소식지 역시 지

역으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관광의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지역주민과

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3] 또한, 지역 재생의 프로젝트

들은 지역 기반의 재래시장, 철물점, 빵집 등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

권으로 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통인시장.. 거의..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서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인제 이거는 일종의

사업으로써 종로구청에서 통인시장을 띄워 놓은거지 일반 시민으로서는 물건이나 뭐.. 그

닥 처음에 왔을때는 이걸 띄우기 전에는 재래시장을 볼려고 갔는데.. 일단 직장인이고 여

성이니깐.. 배달도 그렇고.. 그 서비스 측면에서는 거의 도움되는게 없었어요…” 

- 40대 여성

 

 “…일단 처음에 이 기획을.. 주민 위주보다는 외부를 위한.. 그니깐.. 일본인 관광, 중국인

관광.. 예, 그걸로 초점을 맞춰서 분위기를 띄운거고.. 처음에 왔을때랑 삼청동에서 거기 가

겟세가 너무 비싸지니깐.. 이쪽으로 넘어온거거든요.. 이년 전부터 이곳에 카페랑..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실상(지역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 공방 이런게 다 빠져나가고..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들어온거에요…” 

- 60대 남성

 

 “…지역주민으로선 딱히 달갑진 않죠.. 그 경계선을 청운동… 그 LG연수원 있죠? 그 경계

선을 중심으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 박노수가옥 그 쪽 개발을 하고.. 작년에 올봄에 하

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죠.. 지역 주민으로썬 되게 시끄러워진거죠…” 

- 30대 여성

 

 “…요즘에는 연인들이나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거든요 그건 나쁘지 않은데 

처음에는 구경하시라고 했는데 요즘엔 너무 많이오니까 수업중에는 밖에 수업중이라고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뭐 보고 물건에다 함부로 손대고 애들은 특히 주의 안주면 돌발적

인 행동을해서 물건이 파손되기도 하고 그러다 다치면 골치아프니까…” 

- 30대 남성

 

 

                                           
238 동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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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스토리 http://seoulstory.kr/search/view/930 

[그림 V-13] 경복궁 서측 걷기 도보관광지도 (종로구, 2012)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2014년, 제 2차 ‘The Map of Little Things’를 

시작하였다. 2차 시도는 이전과 달리, 서촌 공방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 

내부의 주민들을 위한 지도였다. 1차 시도에서 반응을 보였던 지역의 작은 

행태 등의 공감각적 이미지빌리티 부각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지도를 

만들었다. 공방의 위치를 중심으로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였던, 1차시도와는 

달리 2차시도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생

각하는 서촌의 범주를 적용하였다. 또한 지도위의 텍스트 정보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미지빌리티로만 인지하게 하였으며, 지도위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같이 제작하여,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반경을 중심으로 지도를 완

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V-14] 제작한 지도는 서울시립 남서울 

생활미술관 전시(2014년 8월 16일)와 함께 외부에 공개·배포하였다. 해당 

전시는 새로운 이미지빌리티 전달 매체의 실험의 장이 되었는데, 이는 3차

원 지도로 지역 내의 행태적 특징과 함께 지형을 살려, 보다 더 공감각적

인 체험을 의도하였다. 전시기간 동안 3차원지도 ‘매우 큰 지도’는 관람자

의 참여를 유도했고, 관람자들은 지도위에 올라가 앉거나, 누워서 서촌을 

공감각적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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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상학 

[그림 V-14] ‘The Map of Little Things’ 2차 시도 

 



170 

 

  

출처: 이상학 

[그림 V-15] 3차원 지도 ‘매우 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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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플랫폼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1인가구의 커뮤니티는 지역과의 관계를 형성한 

후 개인간의 교류를 증대시키고, 이들을 기반으로 지역내의 안정감을 형성

하는 것을 그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지·교류·안정 등의 가치는 

무형의 것으로 이들이 발현되기 위해선 마땅한 물리적 기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한국에는 사랑방이라는 개념이 있어왔다. 익숙한 개념이

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사랑방은 가부장의 일상의 거처실이자, 접객공간으

로 주택의 외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공간이다.239 이는 일종의 전이 

공간으로서,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이 공존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손님을 항상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라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많은 수의 사람들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빌

라 등의 다가구 주택으로 변하고 주거의 구조마저 콤팩트화 되어가고 있으

며, 무연고사회와 개인주의의 증가로 사랑방의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만 

남고 실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1인가구의 주거환경은 더 심각

한데, 1인가구의 대부분이 원룸·고시텔 형태의 필수적 요소만이 존재하는 

소형주거형태에서 삶을 영위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교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제시한 관계·공존·안정감 형성에 굉장

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뒷받침할 환경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를 위해선 지역 내 1인가구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삶의 영역인 ‘공유영역’을 설정해주어야 하며, 커뮤니

티의 소통 및 참여를 유도하는 무형적인 요소의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여 

커뮤니티 구성원의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1인가구의 관계형성을 위한 플랫폼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1인가구 커뮤니

티 디자인의 플랫폼은 근린주구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고, 공간 내에 일

                                           
239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 용어사전),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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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무형의 요소에 집중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2.2.1. 환경 

1인가구가 지역과의 관계를 형성하려면, 지역을 탐험하여 오감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1인가구와 지역 내의 개인간의 교류 

및 소통을 증진 시키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환경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1인가구는 주거특성상 사적 공간으로의 초대가 원활하지 않다. 

그렇다면, 1인가구의 관계형성을 위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밖을 향하여야 한

다. 즉, 근린주구의 옥외공간을 기반으로 1인가구의 교류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 장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옥외공간에서의 활동 

먼저, 교류가 생기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선 옥외공간에서의 접촉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얀겔(Jan Gehl)은 그의 저서 『Life between Buildings』

에서 옥외의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필수적 활동(necessary 

activities), 선택적 활동(optional activities), 그리고 사회적 활동(social 

activities) 3가지로 나눠 분석하였다.240  필수적 활동은 꼭 해야 하는 활동

(학교·직장에 다니는 일, 쇼핑을 하는 일 등)이다. 필수적인 활동인 만큼 주

변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반면에 선택적 활동의 경우, 환경적 요

인이 맞는 조건에서만 이루어지는 성향을 가지는데 바람 쐬기, 햇빛 즐기

기 등이 이러한 활동에 속한다. 인간이 옥외활동에서 찾을 수 있는 대부분

의 즐거움은 이러한 선택적 활동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한 맥락에서 선

택적 활동의 증진은 옥외활동의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택적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리는 필수적 활동만을 위한 이동경로

                                           
240 GEHL, J. 2011. Life between buildings: using public space, Island Press. 



173 

 

로 전락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사회적 활동은 공공장소 내의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사회적 활동은 필수적·선택적 활동으로부터 전개되어 나오기 때문에 연계

적 활동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필수적·선택적 활동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어날 때 사회적 활동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사회적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타인과의 접촉이다. 일상적인 인사·대화 에서부터 아이들의 놀이, 

그리고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 등 접촉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중요한 것

은 접촉이 상호연관적이라는 것이다. 얀겔은 일상생활에서 스치며 보고 듣

는 낮은 강도의 접촉에서부터 가까운 친구와의 만남에 까지 다양한 단계의 

접촉이 있다고 하였는데, 낮은 단계의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위단계의 

접촉으로 전이가 수월하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림 V-15] 

 

 
출처: GEHL, J. 2011. Life between buildings: using public space, Island Press. 

[그림 V-15] 접촉의 강도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교류의 기반이 되는 일상의 환경은 어떻게 조

성해야 할까?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근간이 되는 선택적 활동과 사회적 활

동은 기본적으로 옥외공간에 오래 머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옥외공간

에 오래 머물기 위해선 외부활동, 즉 걷기, 멈추어 서기, 앉기, 보기·듣기·

대화하기 등 옥외 공간에서의 활동을 더 쾌적하고 즐겁게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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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멜버른(Melbourne)시는 도심의 투기적 개발에 의한 공실화(空室

化)를 막기 위해 얀겔을 초청하여 멜버른의 ‘공공 공간과 퍼블릭 라이프’에 

관한 조사분석 및 개선 제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얀겔의 지휘하에 진행된 

멜버른의 공공공간 개선사업은 ‘걷기 좋은 거리, 공공 공간에 사람이 모이

는 거리’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여, ‘1)보행자 네트워크 개선, 2) 사람이 모

이는 공간, 3) 공간적 수법을 통한 가로환경의 향상’ 세 가지의 중심 개선 

방안을 실시하였다.241 [표 V-1]  

 

1. 보행자 네트워크의 개선 2. 사람이 모이는 공간 
· 주요 가로축을 보행자 위주의 거리로 조성 

· 도심부와 야라강의 연결강화 

· 도로 확장·건물전면의 활성 향상 

· 폭 10m의 혼잡한 도로 개선, 폭이 넓은 가로(폭 

30m)를 따라 활성 재생 

· 도중에 끊긴 보행자 네트워크 연결 

· 가구내의 아케이드 및 골목 재생 

· 시티 스퀘어의 재생 

· 보행자루트를 따른 어반 플라자 

· 리버프런트의 개선 

· 베리어프리(barrier free) · 접근성 

· 조명 설치 

· 역사적 환경의 보전 및 계승 

 
3. 공간적 수법을 통한 가로활성화 4. 도심 이용자의 증가 

· 오픈 카페의 증가 

· 오픈 카페의 파라솔 및 펜스 개선 

· 점포전면의 교류적인 공간 개선 

· 통과교통의 억제 

· 도로변 주차지대의 폐지에 따른 도보 폭 넓히기 

· 가로수 늘리기 

· 저소음형 노면전차의 도입 

· 야간에도 활기 있는 도시 공간 

· 거주인구의 회복 

· 축제나 이벤트의 부흥 및 거리공연 도입 

· 노상 마켓의 창출 

· 학생인구의 증가 

· 중저가 주택 도입 

 

출처: Gehl ARCHITECTS, 2004. Places for people. City of Melbourne & Gehl Architects (Melbourne 2004). 

 

[표 V-1] 멜버른 개선사업의 주요 접근 

 

10년 뒤인 2004년 얀겔은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여 『Place for People 

2004』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보자면, 10년간 다운타

운 내의 도로의 확폭과 가로수 심기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가구를 통과하

                                           
241 도쿄대학CSUR-SSD연구회 2012. 살고싶은 도시 100. 서울: 21세기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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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이 되는 갤러리아 및 골목길의 재생이 이루어졌고(1994년, 0.3km ▹ 

2004년, 3.4km), 길가의 오픈 카페가 증가하였다(1994년, 95점포 ▹ 2004

년, 356점포). 이러한 사업의 결과로 지역 내 거주인구가 회복되었으며

(1992년, 1008명 ▹ 2002년, 9375명), 학생수도 증가하였고(1992년, 5만482

명 ▹ 2004년, 8만1732명), 평일 저녁의 주요 가로의 통행량 역시 2배로 

증가하였다.242 [그림 V-16] 

이처럼 오픈 카페, 쾌적한 보행공간, 축제 등의 일상 이벤트의 증가는 옥

외 공간으로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활발한 옥외활동은 일상에서의 접촉

을 증진시키며, 지역과 지역민과의 관계형성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1인

가구 커뮤니티의 물리적 환경은 필수적인 디자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242 ARCHITECTS, G. & COPENHAGEN, U. Q. C. 2004. Places for people. City of 

Melbourne & Gehl Architects (Melbour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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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카페, 카페 테라스의 개선을 통한 가로활성화 

  

축제와 옥외공간 향유의 중심이 되는 federation square(좌)와 city center square(우) 

 

 

보행자위주의 거리개선(좌) 및 저소음 노면전차의 도입(우) 
출처: Gehl ARCHITECTS, 2004. Places for people. City of Melbourne & Gehl Architects (Melbourne 2004). 

 

[그림 V-16] 멜버른 개선사업의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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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성의 고려, 인간척도의 공간 

물론 얀겔의 멜버른 사례처럼 물리적 환경에 대한 대대적 조성사업을 펼

쳐 지역 커뮤니티의 접촉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인가구가 주거하는 일상에서의 환경조성은 보다 

미시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지역에 문제가 있어 고

치는 성격이 아닌, 1인가구를 지역기반의 관계망 속에 소속시키기 위한 환

경 조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가구 커뮤니티의 환경은 지역내의 문화

와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보강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자

가 도시를 대표하는 중심가에 대한 거시적인 환경조성이었다면, 후자는 미

시적인 지구(district)단위의 환경 조성이어야 할 것이다.  

도쿄대학의 이에다 히토시(家田 仁)교수는 이러한 개념을 도시의 ‘매크로

적 공간 이념’과 ‘풍토성’이라고 하며, 베트남 하노이의 가로환경을 예로 

들었다.243 하노이의 가로환경은 거시적 개념의 환경과 미시적 개념의 환경

의 대조가 잘 드러나는 사례인데, 하노이의 대로변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소위 ‘프렌치쿼터’라고 불리는 서구식 주거환경과 가로 환경으로 조성되었

다. 이는 일자로 뻗은 대로변에 높게 솟은 가로수로 유럽의 도시계획 사상

을 반영한다. 반면에, 하노이의 구시가지인 ‘36 street’의 경우 지역의 주민

들이 필요에 의해 직접 가꾼 가로수 들이 있는데, ‘프렌치쿼터’의 가로수와

는 대조적으로 모두 제 각각의 모습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가 넓고 낮게 

자라는 모양새였다. ‘프렌치쿼터’는 도시의 거시적 공간구획으로서 도시의 

축을 형성한다고 하면, 구시가의 가로는 지역주민의 행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통일된 모양은 없지만 더운 베트남 날씨 속 가로수는 그늘을 제

공하기도 하고, 또 그늘 아래에서 상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전자가 보행

을 위한 가로였다면, 후자는 보행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의 행태가 담겨

있는 ‘머무르는 공간’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구

시가의 가로수 아래의 활동 밀도는 그 이외 지역의 3~5배에 달하였다. [그

                                           
243 도쿄대학CSUR-SSD연구회 2012. 살고싶은 도시 100. 서울: 21세기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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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V-17]  

하노이의 사례와 같이 지역 내의 사회적 활동은 필수적 활동과 선택적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상의 공간, 즉 근린주구에서 일어난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민과의 공존을 생각한다면 근린주구 내의 사회적 공

간구성과 주변환경과의 맥락을 최대한 고려하여 접촉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1인가구가 장소기반의 정서적 연계망을 형성하

여 여타 개인들과 다양한 단계의 접촉을 하고 각자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쾌적한 안식처적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스케일에 맞는 ‘인간척도’를 고려하여, 커뮤니티 내의 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례-재료-공간적 친밀감을 제공하는 ‘인간척도의 공간’을 조성하여

야 한다. 

  

  

‘프렌치쿼터’(좌)와 ’36 street’(우) 
 

출처: http://activearts.org/trees/wp-content/uploads/2014/03/20130705_180502.jpg 

http://www.bugbitten.com/images/ -104248/VietnamCambodia-3660786.jpeg 

[그림 V-17] 하노이의 거시적 환경·미시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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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공 

1인가구의 커뮤니티를 위한 플랫폼은 지역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개인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물리적 환경과 함께 해당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지

역적 행태에 대한 환경도 같이 조성해 주어야 한다. 물리적 환경은 일상에

서의 쾌적한 옥외활동과 지역을 다시 보게 만드는 접점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접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안의 행태가 활발하게 일

어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가구 커뮤니티는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여 두루 존중할 수 

있는 가치, 즉 공공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공공성은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

드는 조건으로서, ‘II장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유롭고, 

열려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집단토론, 더 나아가 이의제기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잘 만들어진 공공 공간은 열린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화시키며, 이는 포용력이 낮은 정치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작

용한다.244 

 

1) 기존 커뮤니티 공공공간의 비일상성 

커뮤니티 내의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해선,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연계

를 이끌어내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상에서 지역 주민간의 

상호관계에서부터 공공을 위한 문제제기, 의견표출까지의 소통의 장을 형

성 해주어야 한다. 사실,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서의 공공 공간을 형성하

는 것은 기존의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상투적으로 쓰이는 ‘마을 업그레이드’

의 교과서적 움직임이다. 지역의 한 부분을 ‘커뮤니티 센터’화 시키는 것은 

커뮤니티 디자인이 1980년대 미국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전문가적 옹호를 

위한 거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문제

                                           
244 MVRDV (FIRM), WHY FACTORY. & MUSEUM OF TOMORROW (TAIPEI TAIWAN) 2012. 

The Vertical village : individual, Informal, Intense, Rotterdam, NAI Publishers. 



180 

 

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샵과 참여 프로세스 등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의 주

체성을 키워주는 장이었다. 현재에도 코펜하겐 근교의 경제적 낙후지역인 

‘홀름블라스가데’ 나, 일본 내의 소외된 섬인 ‘이에시마’ 245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내의 문제가 분명한 특정 옹호

대상 지역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내적 문제상황이 있는 1인가구의 커뮤니

티 형성과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지점, 제3의 공간 

기존 커뮤니티 디자인의 교류 플랫폼이 특정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비

일상적인 성격의 것이라면 일상에서 자연스레 만남을 유도하는 형태의 플

랫폼도 존재한다. 직장과 주거 외에 캐주얼하면서도 공공성을 지닌 ‘제 3의 

장소’는 보행의 목적지가 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을 촉진한다. 그 효과를 

적절한 혼재를 사용하여 소형 상업시설에서 추구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을 좀 더 실존적으로 만들고 심적 가치를 창출하여 생활의 

질을 높인다.246  미국, 캘리포니아 시사이드, 마운틴뷰역 앞의 카스트로 스

트리트 재개발사례를 보면, 제3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차도 위에 옥외 카페와 레스토랑을 설치한 것인데, 4차선 도로를 3

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생긴 공간으로, 주차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유연한 공

간이다. 핀란드 헬싱키 역시 이러한 공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건물 사

이의 버려지는 공간을 이용하여 상권의 확장은 물론 지역민들의 교류의 장

소로 사용된다. 이러한 헬싱키의 제3의 공간은 보통 가게의 뒷문으로 연결

이 되며, 낮에는 카페, 식당으로, 밤에는 영화 상영, 공연 등으로 지역의 사

랑방 역할을 한다. [그림 V-18] 

                                           
245 山崎亮, 민. 2012. 커뮤니티 디자인, 파주, 안그라픽스. 

246 도쿄대학CSUR-SSD연구회 2012. 살고싶은 도시 100. 서울: 21세기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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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belt.org/wp-content/ uploads/ 2012/07/ 

Castro_St_Mountain_View_Flickr_CC_neighborhoods.org_original.jpg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b/Wfm_mountain_view.jpg 

 

출처: 이상학 

[그림 V-18] Seaside, CA, USA_제3의 공간 (UP),  

Finland, Helsinki (DOWN) 

 

1인가구는 프라이버시와 소통의 욕구가 공존하는 상충적인 존재이다.247 

이러한 1인가구에게 지역 내의 커뮤니티 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활동으

로의 갑작스런 초대는 오히려 부담감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얀겔은 사

람들이 공공장소를 통해 교제하거나 견문을 넓히고 자극을 원하는 등에 대

한 욕구를 일종의 심리적 욕구에 속한다고 하였다. 해당욕구는 식욕, 수면

욕과 같은 신체적 욕구만큼 목적지향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다. 따라서, 사

람들은 교제의 욕구를 충족 시킬 때, 산책을 하러, 쇼핑을 하러, 마실 가는 

등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외출을 감행한다.248  이는 필수적 행위

                                           
247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248 GEHL, J. 2011. Life between buildings: using public space, Islan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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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싼 선택적·사회적 행위로서 개인의 소통 욕구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인가구가 지역 내의 공공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공공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행태가 일상적이며, 필수적 행위의 성향을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 공간의 위치 역시, 기존 교육, 상업, 정부시설 등의 

일상권 내의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관계망을 위한 거점시설

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 공간은 기존에 지역 내에 흩어져있던 다양한 장르와 주체간

의 창의성과 통합성을 포용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포용하여, 단조로움과 반복보다는 복합과 병치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문화

와 욕구를 통합하여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전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프로그램·교육시설·소통채널의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의 지

역기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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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참여 

1인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형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1인가구의 지역사회

로의 참여이다. 참여의 가치는 1인가구가 지역사회의 event 및 program 

등의 공급 및 향유의 주체가 되는 것을 뜻한다. 지역사회로의 주민 참여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Arnstein (1969)의 ‘시민 참여사다리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8단계 구분이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다.249 참여의 단

계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조종, 치유·회복, 공표·통지, 주민 협의, 회유책, 파

트너쉽, 권력 위임, 그리고 시민주도의 순서로 발전한다. 8단계는 다시, 비

참여 (nonparticipation), 형식주의 (tokenism), 시민권력 (citizen power) 

세 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V-19]   

 

  

 

출처: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 216-224. 

[그림 V-1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249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 216-224. 



184 

 

1) 1인가구의 참여 채널 

1인가구는 아직 형식주의 단계의 공표, 통지의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1인가구 커뮤니티 디자인은 지역내의 관계를 회복하여, 구성원간

의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며, 더 나아가 시민주도의 형

태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상향식 프로그램의 증대와 이를 지원하는 환경조성을 집중적으로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존 커뮤니티 디자인은 특정 프로젝트 중심으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

되며, 이는 프로젝트의 완성과 함께 참여의 효용성이 상실되며, 이는 지속

성의 저하로 연결된다. (사토마사루, 2005;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 2009) 특

정 목적성을 지닌 대상을 위한 참여는 일상의 참여를 유도하기 힘들다. 지

속성이 있는 일상의 참여는 필수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포괄하는 통합적 

영역에서의 플랫폼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태를 지원하는 정책

구조 역시, 지속성의 맥락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 1인가구를 이러한 정책 및 지원체계의 일방적 수혜자로써만 

인식하는 연계망은 고령 1인가구의 자존감 부족이나, 사회적 연대감 감소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 1인가구의 사회적·경제적 지원과 함께, 

고령 1인가구가 사회의 한 주체로써, 기여할 수 있는 ‘쌍방향적 지원체계’

를 제안하여, 지역사회와 고령 1인가구의 효능감 및 자생력을 극대화 시키

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쌍방향적 교류는 지역 내의 사회

적·경제적 행태에 실질적인 참여의 장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지

역 내 교류의 지속성을 위해선 주체간의 소통 채널의 형성으로 지역기반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되며, 이에 기반한 홍보체계 구축 역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소통수단 범주의 확대(app, messenger) 및 소통 채널의 다

각화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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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을 기반으로 한 참여 채널 형성, 지역잡지 야네센 

1984년 10월 지역잡지 (도쿄 다이토구, 분쿄구) ‘야나카·네즈·센다기(야네

센)’가 현지에 사는 주부 세 명에 의해 창간되었다. 잡지의 취지는 지역에 

대한 회고가 아닌, 옛 것의 좋은 면을 살려서 살기 좋고 생기 있는 마을로 

발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야네센은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시점의 마을 만들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잡지였으며, 발간 초기부터 지역

내의 관심을 받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인의 시점으로 지역 내 문화

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에 집중하던 야네센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지역 

내의 낡았지만 역사적인 건물들이 붕괴되어 가자, 이를 지키기 위한 특집

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적극적인 활동에 몇 차례의 성공

을 거두기도 한 야네센은 이후, 지역 주민주도의 적극적인 마을만들기의 

거점이 된다. 야네센은 2009년 94호를 끝으로 종간되었다. 하지만, 2000년 

‘야나카 지구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결성되는 등 야네센은 지역의 관심 모

으기에서 적극적인 참여로의 전이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250 [그림 V-20] 
  

출처: http://horo.bz/wp/wp-content/uploads/2013/02/201302074707.jpg 

[그림 V-20] 야네센 

 

                                           
250 도쿄대학CSUR-SSD연구회 2012. 살고싶은 도시 100. 서울: 21세기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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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 

 

1인가구 커뮤니티에서의 시스템은 1인가구의 관계, 환경적 기반을 지속

성 있게 영위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유기적인 협동체계로 상생하는 집단으

로의 연계망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1인가구 커뮤니티 내에서의 시스템

은 지역내에 잇는 기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가구의 커뮤니

티 융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가이드 라인이자, 해당환경 내에서 지역 

구성원간의 연계망 유지 및 관리의 중심이 된다. 또한, 1인가구의 지속적인 

전입, 전출에도 각각의 지역내에 유연한 융화가 가능한 순환체계이기도 하

다. 

 

2.3.1. 지속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부족과 정서적 결핍감은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

이며, 앞으로의 생활에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기반

과 행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기존 커뮤

니티를 고려하기 않고 새로운 소통 채널 형성에 주력한다면, 애초에 커뮤

니티를 디자인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는 그 기반에 기존 커뮤니티의 시스템을 포용하는 성격을 가

져야 한다. 

따라서, 1인가구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기존의 환경·인프라를 유지·활용하

여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모든 지역에는 해당 지역만의 생태

가 있다. 마을만들기 운동본부나,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가 없어도 지역 내

에는 요구르트 아줌마가 올 때마다 형성되는 담론의 장이 있고, 지역 상인

들이 다같이 밥을 먹고 휴식하는 나무아래의 유휴공간이 존재한다. 야마자

키 료(山崎亮)는 그의 저서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이러한 지역 내의 행

태를 기반으로 공공 공간을 형성 한다는 것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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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민들도 차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

다.251  이렇듯 1인가구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기존의 지역자원(재래시장, 대

학, 정부)등을 활용하여, 개별집단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이나, 기존 

환경의 물리적 변형보다는 시스템적 융화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설치가 

아닌 보강을 통한 융화성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필요와 욕구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마포구의 ‘땡스북스’의 경우 기존의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시작은 디자인 서적을 제공하는 서점이었으나, 

현재는 책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요소를 취급한다. 책과 함

께 즐길 수 있는 커피와 음악부터 시작하여, 책의 구절을 필기할 수 있는 

문구류, 책을 읽는 환경을 위한 가구와 꽃 등 단순한 컨텐츠 만을 제공하

는 것이 아닌, 이를 둘러싼 행태를 지원하는 것이다. 

땡스북스의 모든 것은 윈윈전략으로 시스템을 구성해나간 결과이다. 출

판사와의 직거래로 서적을 낮은 가격으로 들여오는 대신 출판사의 홍보 공

간을 제공, 서점의 가구 역시 지역 내의 가구업체의 쇼룸 제공 대가로 사

용, 음반 역시 지역 인디 레이블과의 협약, 꽃집 역시 같은 형태의 관계를 

가진다.252 [그림 V-21] 

 

 

 

 

                                           
251 山崎亮, 민. 2012. 커뮤니티 디자인, 파주, 안그라픽스. 

252 이기섭. 동네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네서점.  2014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2014 서울. 

2014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사무국,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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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indieroad.co.kr/indieroad/wp-content/uploads/2014/09/DSC_0944-1024x685.jpg 

http://www.bwyb.net/wp-content/uploads/%EB%95%A1%EC%8A%A4%EB%B6%81%EC%8A%A4-8.jpg  

[그림 V-21] 땡스북스의 구조 (UP), 가게 모습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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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협력 

1인가구 커뮤니티 내의 협력구조는 지역 내의 관계망과 프로그램의 유지

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원래의 성격이 

지역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생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수단으로는 커뮤니티 센터를 주로 한 커뮤니티 포럼, 워크

숍, 실행 펀드 등의 주민 협의체 구성이 주로 쓰인다.253 2000년대 이후, 커

뮤니티 디자인이 공공 디자인과 뉴어버니즘의 성격을 띠고 난 이후엔 디자

인 관리 체계로 ‘공공 디자인 거버넌스’의 형태가 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공 디자인 거버넌스’란 공공 디자인 정책을 정부와 민간의 구분 없

이 협력하여 이뤄내는 방법으로, ‘공공디자인 행정가’, ‘지역 사회 디자이너’, 

‘시민’의 상호 소통 체제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되는 시스템이다.254 

정책이나, 프로젝트단위의 관리 체계를 위해선 정부, 전문가, 시민의 삼

위 일체 구도가 맞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의 연계망의 지속을 위해

선 보다 미시적으로 지역내의 활동 주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활동 주체

가 지역을 위해 나서는 계기를 단지 지역에 대한 애착감을 넘어서 실제로 

주체의 삶의 질에 향상이 되는 방향으로 이들의 연결관계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주민이 주가 되고 기존지역의 요소들이 엮여 견고한 연

결고리를 형성하여, 개개인의 각기 다른 욕구를 반영하고 변화를 모색하되, 

해당 커뮤니티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원칙들 내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지역의 구성원인 1인가구(지역주민)+상인+정부+NGO의 연계·협동시스

템 구축, 안전하고 상생 가능한 집단으로써의 소속감을 형성해야 할 것이

다. 

 

                                           
253 WATES, N., 오민근, 이석현 & CIS 2008. 커뮤니티 플래닝, 서울, 미세움. 

254 권영걸, 김순직, 이경돈 & 이지영 2011. 공공디자인행정론, 서울,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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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순환 

1인가구 커뮤니티 디자인이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순환’이다. 1

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높은 주거이동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1인가구가 지역 커뮤니티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

다. 1인가구 커뮤니티 디자인의 순환은 지역기반의 시스템을 확고히 함으로

써 전입·출하는 개인에 상관없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구조를 뜻한다. 1인가

구의 근린주구 환경은 직주근접의 성향이나, 대학권역 내의 지역 등 비교

적 동일한 성향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1인가구 

내 집단별, 거주지 특성별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사회연계망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을 할 때, 1인가구의 점진적 적

응과정과 지역환경의 최적화, 유기적·상향식 성장, 계속 변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바람, 오랜 기간에 걸친 주변환경변화, 그리고 개발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실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한 지역의 시스템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도 하는 유기적 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1인가구가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시, 해당지역으로의 적응감 강화를 위

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다. 교육은 1인가구의 현 상황에 대한 지원

(주택지원, 안전망 확보,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정서적, 사회적 연계망 형성이 자연스레 몸에 배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뜻한다. 이는 1인가구의 지역커뮤니티의 활용이나, 

자율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의 사용

을 위한 기반교육 등 1인가구가 지역 내에서 효능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전반의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을 위한 통합교

육 및 홍보, 지역특화 교육, 시회적 연계망 활용·참여방식 교육 등 실재로 

1인가구가 지역의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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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제안 

 

커뮤니티 디자인이 실천적인 학문인 만큼 가이드 라인으로써의 방법론만 

보기보다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적용사례와 함께 보는 것이 더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관악구의 낙성대 지역을 대상

으로 가이드라인의 적용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낙성대역-서울대입구역 지역은 기존의 주민들과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의 자취 대학생 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던 지역이다. 주거집

약적인 대학가 특유의 분위기와 기존 지역의 분위기가 어우러져, 낙성대, 

서울대역 지역은 하나의 지구로써의 이미지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이후 2호선 라인의 장점과 삼성-역삼의 과포화에 따라 사무직 직장인들과 

신혼가족의 유입이 커졌다. 현재 서울대입구역, 낙성대 지구는 기존주민ㆍ

자취대학생ㆍ직장인 의 삼각 구도를 형성하며 각각 집단의 이미지를 구축

해가기 시작하였다.  

기존 주민을 제외한 대학생, 젊은 직장인 집단은 대표적인 1인 가구, 표

류집단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주거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하며, 지역

에 대한 애착 및 개인간의 공유지점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현, 서울대입구

역-낙성대 구간은 이들 이들 두 집단, 특히 젊은 직장인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 1인가구, 지역, 네이티브 간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개발은 외적 이

미지, 경제성만을 생각한 얕은 개발이 될 공산이 크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성, 참여의식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 가능성은 관악로 14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역 지역과 낙성대를 잇는 관악로 14길은 ‘지역

민–자취 대학생–젊은 직장인’ 삼각구도의 특성을 매우 잘 보여주는 지역

이다 현 집단의 삼각구도로 인한 구문화와 신문화의 특성이 골고루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 두 역세권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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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도 있지만,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상권의 영향도 있다. 현재, 관악로 

14길은 서울대입구역 방면의 ‘트렌디한 주점’과 낙성대 방면의 ‘문화주점’ 

그리고 그 중간의 ‘전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V-12] 서울대 입구

역 방면의 ‘트렌디한 주점’은 주인 개인의 취향을 살린 막걸리 주점, 이자

까야, 그리고 남미주점 등 세련된 주점 등이 들어서 있고, 낙성대 방면의 

‘문화주점’은 재즈바, 혼자 오는 바 등 테마를 가진 주점이 들어서있다. 특

히 ‘문화주점’ 지역은 정기적으로 재즈 페스티벌도 열리는 상황이다. 중간

의 전통시장의 경우, 기존 상권으로서의 존재감과 함께, 시장 특유의 분위

기를 가진 선술집들이 즐비하다. 이러한 구문화와 신문화가 580m 남짓한 

골목에 공존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1인가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1인가구 커뮤니티를 형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출처: Art Share District 

[그림 V-22] 서울대입구역-낙성대역 지역 상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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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네’의 설정 

목적: 근린주구를 기반으로 ‘동네’의 개념을 설정, 심리적 소속감과 공감

대를 형성하는 지역의 범주를 만들어주는 방안이다. 지역 내에 동일한 맥

락을 형성하여 사람들에게 하나의 통일된 대상으로 다가오게 한다. 

방향: 지역기반의 심리적 소속감을 고려하여 지역의 구획을 설정해야 한

다. 지역의 구획은 동·도로 단위의 행정적 구분이 아닌, 지역내의 주민들의 

행태에 따른 구획을 설정하여야 비로소 ‘동네’의 개념이 성립된다. 또한, 

설정된 ‘동네’의 범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시각적 소통 방

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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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eakfast District 

목적: 1인가구의 삶에 실질적인 방식으로서 외부로의 유인책을 마련한다. 

방향: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Breakfast District, 지역 공예가들의 제품을 판매

하는 Art & Craft District, 그리고 테이크 아웃을 제공하는 Take-Out District 

등 각각의 샵의 컨텐츠 특성을 살리며,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컨텐츠는 통일된 이미지의 스티커로 제작되어 각각의 

가게에 부착한다. 이는 지도와도 연계되어 방문자들의 동선을 유도하게 한다. 

지역 내의 상권을 중심으로 하여, 컨텐츠별 세부 디스트릭트로 나누어 각각

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심볼로 구분한다. 이는 스티커, 제품, 리플렛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 배포되며, 지역 내의 프로그램과 인지도에 기여하게 한다. 

 
 

 

Breakfast District 스티커와 부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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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fographic Map 

목적: 지역의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한다. 

방향: Infographic Map의 경우, 위의 District Identity Sticker와 연계되어, 

각각 샾의 위치정보와 컨텐츠 정보를 동시에 표기하며, 더 나아가 공연정

보, 거리의 특성, 추천 샾 등 매거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Infographic Map의 조형언어는 낙성대 디스트릭트 전체와 어우러져 하나

의 완성된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제시된 그림과 같이 Infographic Map은 

부분의 정보를 미니멀한 언어로 표현하여 기존의 지도와는 다른 완성된 이

미지로 만들어진다. 디스트릭트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하며, 지도의 제작시 

조형언어의 중립화를 지향한다. 

 
  

Breakfast District와 연계된 Infographic Map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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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I. 시스템 

목적: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여, ‘동네’범주 안의 시각적 맥락을 형

성하는 요소를 설정한다. 

방향: R.I.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형식과 내용을 차별화 하여, 지역의 

Imageability에 근거한 V.I.개념에 수렴시켜 디자인 대상을 폭넓게 적용한

다. 이러한 R.I.는 사인, 간판, 포스터 등의 설치 물에서부터, 지역 상인의 

앞치마, 테이크아웃 패키지 등 일상 생활의 공유이미지 및 소속감 향상에 

기여하게 한다. 

시장 로고 디자인 및 대표 색상에 기반한 일정규격 천 디자인을 시장의 

점포에 일괄 지급하며 각자의 편리성에 따라 리폼, 깔개, 인테리어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여, 일상에서 지역의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또는, 기존의 술잔의 공통의 로고를 인쇄하여, 디스트릭트 내의 샾들의 

통일된 이미지와 동질감 향상에 이바지한다. 각각 샾의 특성에 맞는 최소

한의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샾의 아이덴티티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기존의 상권에 과도한 변

화를 요구하지 않고, 무리하게 통일된 이미지를 보이지 않아 방문자와 상

권주들에게 부담 없이 지역 혁신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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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상학 

일상에서 공통의 시각요소를 형성하는 패턴 천 디자인 

 

  

출처: 이상학 

기존 샵들의 행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 내에서 

공통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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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목 테라스 

목적: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권중심의 가로 환경을 구축한다.  

방향: 자가증식 프로세스에 바탕 하여, 필수적 활동 외에 선택적 · 사회

적 활동 증가 유도 옥외공간에서의 접촉기회를 만들어 주어, 다양한 단계

의 접촉을 유도한다. 오픈 카페, 흥미로운 보행공간이 거점이 되어 사람이 

모이는 옥외 공간으로의 유인책이 된다. 공존을 고려하여, 근린주구 내의 

사회적 공간구성과 주변환경과의 맥락을 최대한 살린 접촉 환경을 조성한

다. 자동차 없는 골목 등 기존 주민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스페인의 경우, 지역의 초입마다 형성된 ‘바르(Bar)’가 지역 교류의 거점

이 된다. 퇴근한 부모, 학교 끝난 아니, 독거노인, 유학생 등이 일과를 끝내

고 집에 돌아가기 전 간단한 식사 및 음료 등을 즐기는 플랫폼인 것이다. 

이는 기존의 술자리가 아닌, 지역 사교의 장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부담 없

이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다. 늦은 시간까지 옥외공간을 향유하는 지역민

들은 존재자체로 지역 안정감 향상에 기여한다. 

좁은 골목길에서 효율적으로 식사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스트리트 퍼니

처’를 설치한다. 이는 지역 골목 내의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람이 휴식 또는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형성한다. 이는 한국형 ‘바르’문

화를 위한 플랫폼 형성에 기여한다. 

  

출처: 이상학 

스페인 사교의 장 ‘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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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상학 

골목 구석구석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여러 행태를 지원하는 벤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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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와 1인가구

가 가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문제상황은 이미 각 분야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대

한 선행 연구들도 다수 있는 상황이다. 1인가구의 문제 상황분석은 심리적 

불안감, 일상권내의 사회적 연결망 부족,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증가 등의 

‘사회적 고립’과,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건강악화, 우울증 및 정신적 장애 

증가 등의 ‘건강문제’, 소득수준 양극화, 방범의 문제, 주거환경 취약, 일상

생활 문제처리의 어려움 등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폭

넓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주거, 생활, 경제 등 

특정 주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적 주제 외에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결핍, 정서적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상황에 대한 대안은 매

우 부족하였으며, 그나마 제안된 대책들마저 구체적이지 않거나, 정부의 제

도적 지원에 대한 제언이라, 지역 사회의 미시적인 관계망에는 개입이 힘

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심리적 문제상황은 우울증·자살율 증가 및 

무연 사회 도래 등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심

리적 문제는 건강 문제나, 주거비 상승과 같이 피부에 와 닿는 사회·경제구

조적 문제가 아니어서, 1인가구 당사자들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1인가구의 지속기간이 점점 질어지고 있으며, 지속기간이 길어질수

록 사회적 관계망은 축소한다. 이는 앞으로 1인가구의 심리적 문제는 더 

깊어질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대책마련에 들어가야 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커뮤니티 디자인의 디자인원칙을 포용

함과 동시에,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의 기반을 형성하는 1인가구

의관계 만들기, 지역 플랫폼 형성, 그리고 유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관계

만들기는 1인가구와 지역간의 접점을 디자인 하는 것이며, 플랫폼은 개인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지역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고, 시스템은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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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12개의 1인가구 커뮤니

티 디자인 프로그램을 선행 프로젝트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그램들의 일부분은 실제로 진행된 프로젝트이며, 나머지는 

컨셉단계의 아이디어이다. 이는 추후 실제 1인가구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1인가구의 커뮤니티 형성은 1인가구, 지역, 기존 커뮤니티의 요소와 사

회·경제·문화적 구조가 뒤엉킨 복합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대책마련에

는 정부 정책의 거시적 접근보다, 지역 내 개개인을 향하는 디자인을 통한 

미시적 접근이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1인가구의 

커뮤니티형성 기반조성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적 접근이 생기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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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mmunity Design for 

the Group of Single-Person-Households 

-with the proposal of the alternatives to their socialㆍpsycholog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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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Fine Arts,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2000, Korean society has gone through dramatic social/economic/cultural change. These 

changes are so called ‘compact modernization’, ‘compact graying society’ or ‘society of 

unencumbered individuals’ which imply to a series of phenomenon such as increase of the single 

person household, prolonged-economic slump, mass youth unemployment, low birth rate, and 

graying society. Among all the phenomenon, one that stands out and be the trigger for all the 

other phenomenon to be the social problem is the single person household. The increase of the 

single person household does not only represents the transition in the demographics, but that of 

social values and culture. 

According to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the increase rate of Korean single person 

households is the fasted in the world. The ratio of single person households to the country’s 

population grew from 19.1% in 1980 to 23.9% in 2010 by 19.1%. With this rate, the ratio rose 

up to 25.3% in 2012, and is estimated to rise up to 29.6% in 2020, and even 34.3% in 2035.  

Single person household in Korea is categorized to various groups by various ways such as age 

(demographical), marital status (sociocultural), and spontaneity (form factor), each group ha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e most widely known one (by media) is the white collar single person 

households in their 30 or 40’s who obtain refined lifestyle as trend setters. These so called ‘Gold 

Miss/ Mister’ are usually the representatives of the glamorous city life. However, the actual 

percentage of ‘Gold Miss/ Mister’ in the entire single person households is very partial (estimated 

25%), 7-8 out of 10 single person households make less than 2,000,000 won (1,877 USD) a 

month, which make them low income group. It can be said as ‘neglected many, behind glamorous 

few’. Besides the polarized income problem, single person households have diverse problems as 

they are consisted of various groups; First, the ‘Social Alienation’ consisted of anxiety(mental 

un-ease), lack of social connection in daily life, lonesome death, second, the ‘health problem’ 

consisted of impaired health from irregular bio-rhythm, mental illness, and third, the ‘living/ 

housing problem’ consisted of security/ crime prevention, difficulty in taking care of daily ch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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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living environment. However, the means to solve the problem are very partial. The preceding 

research indicate that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are mainly concentrated on the senior, 

housing, or consumer pattern/ family value of voluntary, yappie  single person households in 

their 20-30’s. There’s also studies on family life issues or conditions, but there’s too little on the 

social, mental deficiency of single person households.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lternatives to the social, mental deficiency of single person 

households, by the means of community design.  

Community design is an act to enhance the state of being of the local people sharing the spatial, 

spiritual belonging,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ultimately to accomplish the co-existence in 

the region. It also has an aspect of filling the holes of the social problem or needs which the 

government system missed, or an alternative style of practice based on the idea that professional 

technical knowledge without moral and political content is often inadequate.  

Community design came out associated with the Civil Right Movement in 1960’s, as the 

resistance against comprehensive redevelopment led by the government. Since then, community 

design has been through a multiple phases of development: the ideological phase (from 1960’s to 

1970’s) – the pragmatic phase (from 1970’s to 1990’s) – social/cultural expansion & mutation 

phase (from 1990’s to present). 

After, 2000’s community design has gone through a phase of expansion and mutation in which 

the scope of its method and output widened, at the same time community design has been 

criticized for losing advocacy and universality that it once had at the beginning. This could be 

seen as proceptive loss as it adjust to the system. A continuous approach on certain/same targets 

(undeveloped region, rural area, market place) limited by the demands of the time (government 

policies, social trends) makes it defeat its own purposes.  

If doing the community design is to accomplish genuine co-existence, one has to find isolated 

people in every other aspect than the one that has been concentrated by the system, and support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way of community design for a society of single 

person households. Since, there are no advanced researches on the community design for the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existing ones are mainly targeted on the conventional subjects 

(such as undeveloped area, rural area, market place) or its methodology or history, it is hard to 

apply the conventional theory to the contemporary society of single person households. 

Thu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community 

design, then come up with more suitable version of community design for the situation.  

……………………………………… 

Keywords: community design, single person household, emotional network, 

regional cognition, mental image, design of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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