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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 초 록 

 
도시u x양한 도시계획 담론 속에서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며 변화해 왔x. )0 세기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도시계획 

담론은 도시를 유기체적 복잡성의 대상으로 보고, 도시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u 인M적 차원의 도시계획을 추a한xu 점에서 기존의 

도시계획과u x르x고 할 수 있x. 이u   지속 K능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의 맥락에서 세계적인 관심사로 주목 받고 있으며, 도시 

환경의 ,0%를 a성하u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x고 할 수 있x.  

한편, 초혼 연령의 증K와 출산률 저하와 같은 사’ 현상이 

지속으로 인해 Ka a조의 변화K 발생하고 있x. 통계청의 장래 

인a 추계에 따르면, )0(0 년 이후 ( 인�부부로 a성된 ) 인 KaK 

꾸준히 증K하여 )035 년에u 전체 Ka의 약 ,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x. 따라서 도시 a성원의 변화에 대비한 소형 Ka의 

주거 환경의 질과 관련된 연aK 필요하x고 할 수 있x.  

따라서, 본 연a에서u ( 인�부부로 a성된 ) 인 KaK 

선호하u 주거 환경 요소를 도출하고, L 요소의 질과 우선 순위를 

분석하여, 주거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였x. 이를 

위해 무자p 소형 Ka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상 생‘의 경험적 맥락에서 선호 주거 환경의 질적 n용과 우선 

순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a축하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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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a축은 크게 두 y계로 ls어 실행하였x. 먼저, 

인터뷰를 통해 선호 주거 환경 요소와 설문 조사의 방향성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o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x.  

본 연a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x음과 같x. 먼저,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질적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n용은 

‘x양성’과 ‘선택’이x. x양성은 물리적 측면에 b한되지 않고 

사’적 측면에서도 강조되었x. 또한 주거 환경의 a성에 있어서도 

주거와 x양한 용도의 시설이 혼합되어 있을 때 정서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t끼u 것으로 l타m으며, 이러한 혼합 용도(3ixe:%

ECe)K 도보c n에 입지하u 작은 d모(Comp7ct city)의 주거 

환경을 선호하였x. 특히 선택적 ‘동이 K능한 시설과의 혼합 

용도(3ixe:%ECe) 대한 요aK r았으며, 이러한 ‘동이 ‘발하게 

행해지u 조건을 Q추었을 때, 주거 환경의 질이 rx고 인식하였x. 

그리고 선택 K능 상태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과 x양한 기’ 보장은 

도시에서 s릴 수 있u 혜택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x. 이와 

같은 ‘x양성’과 ‘선택’은 선호 주거 환경 요소 전반에 U쳐 언급된 

n용인만큼 주거 환경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x고 할 수 있x.  

x음으로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우선 순위 비교 결과의 

주요한 n용은 x음과 같x. 첫째, 교통은 x른 요소들의 기반적 

역할을 수행하u 제반적 요소인 만큼 우선 순위 결과에서 ( 위를 

기록하였으며, 주거 환경의 질을 a성하u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x. 또한 응답자들은 자동차 중심의 K로K 아w 대중교통과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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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잘 조성되었을 때 주거 환경의 질이 rx고 인식하u 점에도 

주목할 필요K 있x. 둘째,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우선 순위 

결과에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 하였을 경우에u L 요소M의 계층 

a조K 명확하게 l타m으l,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u 

요소M의 평eO의 차이K 거의 없어 계층 a조K 미미하게 

l타mx. 이 결과u 주거 환경을 a성하u 요소들이 

조화(0nCem8le)를 이루었을 때, 이상적인 주거 환경에 Ki워지u 

것을 의미한x고 풀이된x.  

이와 같이, 미래 Ka 변화에 대비함과 동시에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u ‘x양성’, ‘선택 K능’, ‘혼합 

용도(3ixe:%ECe)’, ‘작은 d모(Comp7ct city)’, ‘조화(0nCem8le)’를 

고려하여 향후 주거 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x고 할 수 있x.  

 
1eywor:C . 주거 환경, (�) 인 Ka, x양성, 혼합 용도, 

도시에서의 삶의 질(5OU2), 조화 

학번 .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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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가 생활 양식을 변화시켜 

왔으며, 삶의 터전인 도시도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며 

변모해 왔다. 19 세기의 산업 혁명으로 인한 도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산업, 교통, 통신의 발달은 그 이전의 고전 도시를 유지할 수 

없게 하였으며, 새로운 도시계획 담론들이 근대 도시를 형성해 

나갔다. 1 이러한 근대 이후 도시의 발달은 합리성, 효율성, 

합목적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주의적 도시를 만들어 오는데 

여념이 없었다. 얀 겔은 그의 저서에서 이와 같은 모더니즘이 “도시 

공간의 전통적 기능”과 “인간적 차원에서의 도시”를 간과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도시 공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저술 하고 

있다. 2 또한 제인 제이콥스는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은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통적인 도시계획 자체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향상이 아닌 퇴보에 가까운 것임을 강조하였다. 3 

                                                
( 김성도, )0(4, i도시 인간학 – 도시 공간의 “합 기호학적 연구j, 안그라픽스, p&(03-(0, 
) :FS 8JMQ, 이영아 옯김, i사람을 위한 도시j, 국토연구원, p&3--  
3 :FSJ jFHoGW, 유강은 옮김, i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j, 그린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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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각 블록들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느냐가 근대 

도시계획의 주안점이었다면, 이제는 그 내부의 유기체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이 내는 소리를 들어 보아야 할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얀 겔과 제인 제이콥스가 언급한 “인간적 차원의 도시” 

문제는 도시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시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에서의 삶의 질(Quality of urban life)은 비단 

도시계획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차원으로서 범분야적인 

관심사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UNEP 의 Livcom Award 를 

비롯해 UNDP 의 HDI,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의 

Quality of life index 등 여러 기관에서 도시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세계 도시의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적 차원의 삶의 질 문제는 도시 내부의 ‘주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도시 환경의 70%를 구성하는 것이 

주거지임을 고려한다면, 이들간의 상호 관계성은 더욱 명확해 진다. 

일본 건설!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이와 관련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2000 년대부터 ‘살고 싶은 마을 

랭킹’을 발표하며 거주자들이 만족하는 주거 환경의 질적 요소를 

조사하고 있으며, 매년 1,2 위에 등극하는 키치죠지(���)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는 90 년대 이후에 화두가 되어온 

‘지속 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Liveable city)’ 의 맥락에서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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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4  이와 같이,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주거 환경 

요소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 되어야 

하는가는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초혼 연령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구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고 있다. 2010 년의 가구 

유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가 전체 가구 중 37%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1 인 가구가 23.9%, 부부만으로 구성된 2 인 

가구가 15.4%로 나타났다. 하지만 2035 년에는 1 인 가구가 

34.3%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 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부부로 

구성된 2 인 가구가 22.7%로 2010 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0 년의 주류를 이루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는 

20.3%로 하락하면서,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비가 “1 인 > 2 인 > 

3 인 >4 인”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2010 년에는 1 인 가구와 2 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8.1%를 차지하였으나, 2035 년에는 

68.3%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졌다.5 이는 앞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주된 가구가 1!2 인 가구로 변할 것이며, 주거 환경에 있어서도 소형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하고 있다.  

 

                                                
4  斎藤 �, )0(3, i���mku���vok�srpo��j, twnw��, p.231 
, 사회 “계국 인구동향과, )0(), g장래 가계 추계 1 )0(0~)03,h, “계청,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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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현재 도시민이 체감하는 선호 주거 

환경 요소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충족되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① 선호 요소 도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주거 환경 요소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선호 

주거 환경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② 각 요소의 질(Quality) 분석  

설문 조사를 통해, 도시민이 추구하는 질적 환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각 요소별로 어떠한 질적 환경이 

만들어 졌을 때 사람들이 좋은 주거 환경이라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③ 우선 순위를 통한 중요도 분석  

도출된 선호 주거 환경 요소 간의 중요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우선 순위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는 결과 비교를 

통해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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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고려 되어야 하는가를 보다 명확히 도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질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우선 순위를 도출함으로써 도시민이 추구하는 주거 환경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무자녀 가구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무자녀 가구란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을 뜻한다. 무자녀 가구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을 

선택한 부부에게만 한정적으로 정의되었으나, 현재는 비 자발적인 

부부도 모두 무자녀 가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현대의 무자녀 

부부의 경우 능동적인 선택과 더불어 수동적이고 점진적 단계를 

거쳐서 무자녀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동적이고 점진적인 단계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인해 아이를 갖는 시기가 늦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아이가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는 

아이를 갖는 순간 사회 활동에 지장이 생기며,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커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생각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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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이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부모에게 요구되는 사향은 증가하며, 부부는 

아이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아이 

갖기를 미루게 된다. 결국 “현대인은 그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도만큼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7  이와 같이 

현대의 무자녀 가구는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부의 의사 결정과 관계 없이 아이가 없는 상태 자체를 

무자녀 가구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자녀 가구의 ‘자녀가 없는 상태’에 

초점을 맞춰 현재 자녀가 없는 2 인 가구와 더불어 1 인 가구도 

무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D표 (E 연구의 인적 범위  

가구 정의 공통 조건 

2 인 가구 •! 법적 혼인 관계 
•! 사실혼 관계 
•! 동거 •! 정기적 수입이 있는 상태 

•! 3 년 이내 출산 계획이 없는 상태 
1 인 가구 •! 혼자 사는 경우 

•! 결혼 예정자 
 

두 번째로, 연구의 인적 범위인 청년층 무자녀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재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생애 첫 

주택을 실제로 소유할 확률이 높은 청년층이 기본적 대상이 된다. 

                                                
- ��	�, )00(, i��とklリyxj, �
�,  p&()3 
. 울리히벡・엘리자베” 벡 게러샤임, 강수영 옮김, (000, i사랑은 너무 지독한 그러나 정상적인 

혼란j, 새물결,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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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가구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 사실혼 관계의 

부부, 동거 상태를 의미하며, 이들이 3 년 이내에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연구의 대상이 된다.  1 인 가구의 경우 현재 배우자, 동거인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있어도 3 년 이내에 출산 계획이 없는 사람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여기서 3 년 이내의 출산 계획이 없는 무자녀 

가구라는 조건은 사전 인터뷰 조사를 기반으로 선정한 기준이다. 

무자녀 가구와 자녀 계획이 있는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3 년 이내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환경”이라는 요소가 주거 환경을 고려하는데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 년 이내에 출산 계획이 없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 철저히 부부의 관점에서 주거 환경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전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3 년 이내에 출산 

계획이 없는 무자녀 가구를 연구의 범위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방법 

서론에서는 도시에서의 삶의 질과 주거 환경의 질에 관한 

중요성, 도시의 가구 구성 변화를 연구의 배경으로 제시하였으며,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질적 내용과 우선 순위 분석을 통해 양질의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향성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청년층 무자녀 가구로 한정하였다.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 환경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선행 연구와 도시에서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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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에서는 1 인 가구와 부부만으로 구성된 2 인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여, 2 장에서 추출한 주거 환경 요소 중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주거 환경 요소 

10 개를 선정하였다.  

제 4 장에서는 3 장에서 선정한 10 개의 선호 주거 환경 

요소를 기반으로 30 대 무자녀 가구에게 인터넷을 통한 무작위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가한 사람은 

122 명이었으며, 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질적 내용과 우선 순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기존 연구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선호 주거 환경 요소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앞서 연구된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명시하였고, 부록에는 

제 4 장에서 사용한 설문 조사지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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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도시는 다양한 도시계획 담론 속에서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 왔다. 근대의 도시계획은 하워드의 ‘전원도시’와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도시계획은 과학적이고 기능주의적인 도시를 건설하였고, 근대 

도시계획 사상의 주류가 되었다.8  

이와 같은 도시계획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20 세기 

이후에도 도시계획의 주요한 근간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제인 

제이콥스 등을 중심으로 1960 년대 초반부터 형성된 새로운 

도시계획 담론은 기존의 과학적!기능주의적 도시계획 사상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담론은 도시의 유기체적인 

복잡성9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제인 제이콥스는 자신의 저서『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하워드의 ‘전원 도시’와 르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를 

예로 들며, 기존의 도시계획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10 그녀는 

‘과학적’인 도시계획가들이 도시 구성 요소들을 단편적으로 

                                                
8 김성도, )0(4, i도시 인간학 – 도시 공간의 “합 기호학적 연구j, 안그라픽스, p&(,3-(-0 
0 김성도, )0(4, 위의 책, p&(.8 
(0  :FSJ :FHoGW, 유강은 옮김, )0(0, i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j, p&,-., 제인 제이콥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이 하워드와 코르뷔지에를 비판하였다& 먼저, 하워드는 그의 ‘전원 

도시a에서 도시 문제를 주거와 일자리라는 단순한 ) 가지 변수의 문제로 보았으며, 코르뷔지에는 

“계적 계산의 의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것이 그녀의 주요한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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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으며, 도시 문제를 단순화 시킬 수 있는 “비유기적인 

복잡성”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11 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치적 

분석에만 의존한 도시계획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표준화”시키고, “합리성”이란 명목 아래 파급력을 키워온 점12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얀 겔 또한 제인 제이콥스와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도시계획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산업, 주거 

등 각 기능에 맞춰 분리된 도시는 ‘과학적’ 계산에 의한 효율적인 

산물이었으나, 기능 분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교류의 

기회, 즉 “친밀한 접촉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기계적이고 

무감각”한 도시를 만들었다 13고 비판하였다.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제인 제이콥스와 얀 겔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적!기능주의적 도시계획 담론을 비판하고, 도시의 

‘유기체적 복잡성’에 관해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성도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와 같은 담론을 ‘복잡계 모델’로 정의하였다.14 

‘복잡계 모델’은 “유기체 모델”의 관점에 기반해서 도시의 각 

요소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복잡하고 연속적으로 작용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15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독특한 질서”16를 가진 도시는 그 자체로서 “우르브스”17적 

                                                
(( :FSJ :FHoGW, )0(0, 위의 책, p&,-, 
() :FSJ :FHoGW, )0(0, 위의 책, p&,-8-,.( 
(3 :FS 8JMQ, 김진우 외 옯김, )003, i삶이 있는 도시 디자인j, p&-3 
(4 김성도, )0(4, 위의 책, p&(.8 
(,김성도, )0(4, 위의 책, p&(4) 
(- :FSJ :FHoGW, )0(0, 위의 책,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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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며 이는 단순 분해하기에 적합한 대상은 아닌 것이다. 

이들은 ‘현실적 삶’ 속에서 도시를 보고, 도시를 유기체적 

대상으로서 파악하려 하였다.  

먼저,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의 유기체적 복잡성을 도시의 

선천적 성격을 근거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현대 도시계획이 

자급자족, 분산, 근린주구 계획 등과 같이 “내향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하면, 도시는 “선천적으로 외향적”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도시는 일정 공간에 속에서 자체적 완결성을 지닐 수 없으며, 

다양한 목적과 선택을 통해 끊임 없이 유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그녀는 “폭 넓은 선택과 풍부한 기회야말로 

도시의 목적”이자 도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기반이며,  

“선천적으로 외향적”인 도시는 “물리·사회·경제적 연속체”로서 

움직인다18는 것을 명시하였다.  

제인 제이콥스는 이러한 도시의 유기체적 속성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다양성에 집중하였다. 그녀는 도시의 본질이 ‘다양성’에 

근간하는 것을 깨닫고, 용도의 혼합, 조화, 고밀 등의 조건을 통해 

다양성이 보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 내는 다양성은 사람들을 가깝게 하여 전통적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19 활력이 넘치는 

                                                                                                                       
(. 김성도, )0(4, 위의 책, p&-)8, 고대 라틴어에서는 도시 공간을 ‘우르브스(YVGW)a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성스러운 마당을 의미한다&  
(8 :FSJ :FHoGW, )0(0, 위의 책, p&(-,-(-. 
(0 :FSJ :FHoGW, )0(0, 위의 책,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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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쉽게 죽지 않으며,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내적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20 

이와 같은 다양성의 맥락에서 얀 겔은 살아 있는 유기체적 

도시를 만드는 조건을 “보행”21, “혼합 용도(Mixed-use)”, “응집력 

있는 구조”22라고 주장하였다. 얀 겔이 정의하는 “살아 있는 도시”는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며, 이러한 공간들은 도시 

생활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장소이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이러한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조건은 걷고 머무르고 대화하도록 

유도되는 도시 환경이며, 이는 연쇄적으로 더 많은 야외활동을 

발생시켜 사람들이 활발하게 도심을 누비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23  마치 세포에 혈관이 돌아다니듯 사람들은 도시를 

활보하면서 다양한 일(Event)을 만들어 내고 이는 도시의 활기를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얀 겔이 강조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목적 없이 밖을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움직임에 다양한 목적을 안겨주는 것이 ‘혼합 

용도(Mixed-use)’인 것이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갖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도시의 공간적·시간적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얀 

겔은 이러한 도시 공간에서의 활동을 “긍정적 프로세스” 24 로 

                                                
)0 :FSJ :FHoGW, )0(0, 위의 책, p&,8( 
)( 제인 제이콥스도 그녀의 저서i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j에서 도시의 연속성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도시 가로에 집중하였으며, 도시의 다양성과 생명을 유지하는 b절대적으로 필요한 

장기c라고 강조하였다& p&,3 
)) :FS 8JMQ, )003, 위의 책, p&- 
)3 :FS 8JMQ, )0(4, 위의 책, p&). 
)4 :FS 8JMQ, 김진우 외 옯김, )003, i삶이 있는 도시 디자인j,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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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며, 이 프로세스의 주안점은 ‘밀도’였다. 그는 건물의 

밀도보다는 사람과 그들이 발생시키는 이벤트의 밀도가 

응집되었을 때 좋은 도시 공간이 된다고 하였다. 25  물론 그가 

지적하듯이, 깊은 배려 없이 시행되는 혼합 용도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만, 가정에서의 “거실” 26 과 같은 ‘조화로운’ 응집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면서도 끊임 없는 상호 작용을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는 다각도에서 즐겁고 활기찬 장소가 되며, 

제인 제이콥스가 말한 것과 같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한다. 

또한 얀 겔은 “인간적 차원” 즉 “Human scale”의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삶의 질이 충족되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27 그가 주장하는 “인간적 차원의 도시”28란,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 계획된 도시이며, 도시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의 우선 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규모의 도시 공간은 개인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감각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 공간의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기반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얀 겔은 이 

점에 주목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는 작은 규모의 도시 공간은 

사람이 공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따뜻하고 

                                                
), :FS 8JMQ, )003, 위의 책, p&((3 
)- :FS 8JMQ, )003, 위의 책, p&(43 
). :FS 8JMQ, 이영아 옮김, )0(4, i사람을 위한 도시j, 국토연구원, p&,, 
)8 :FS 8JMQ, )0(4, 위의 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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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면서 공적인 활동의 요람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29  이렇듯 

“인간적 차원”의 도시계획은 유기체적 복합체인 도시의 다양성을 

지켜내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신중한 질적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제인 제이콥스와 얀 겔이 말하는 유기체적 복잡성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계획은 ‘인간적 차원’을 중시하며, 실제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들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각 요소들이 얽혀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문제의 핵에 다가가야 함을 지적한다. 

제인 제이콥스와 얀 겔은 도시 문제의 핵심이 도시의 본질 즉 

‘다양성’을 현재화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보행, 혼합 용도, 조화, 

응집 등의 조건을 통해 실현 가능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도시의 본질인 ‘다양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삶의 터전인 주거 환경의 질 또한 이와 같은 장소적 

조건을 갖추었을 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좋은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0 :FS 8JMQ, )0(4, 위의 책,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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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1) 개념적 정의  

(1) 주거 환경과 주거지 선호  

① 주거 환경  

주거 환경은 크게 광의적, 협의적으로 개념을 정의 할 수 

있다. 주거 환경은 개별 주거지를 둘러싼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을 

총괄적으로 일컬으며, 광의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자연적 환경의 물리적 측면(Hardware) 과 비물리적 측면 

(Software)을 모두 포함한다. 반면, 협의적으로는 주로 주거지와 

관련된 물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0 

협의적인 측면에서의 주거 환경이란, 도시 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31 광의적 측면의 주거 환경은 주거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주택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내외부의 여러 조건들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 

환경은 주택지 내에서의 심리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일상생활과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32 이는 

                                                
30  신상영・이주일・이성원, )008, g서울시 주거 환경의 질 지표와 평가에 관한 연구h,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0 
3(  이영석, (080, i주거 환경계획j,대우출판사, p&)- 
3)   심재현・김기수, )000 g주거 환경과 어메니티 1 아파” 주거 만족도를 중심으로h, 

e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f, 한국행정학회,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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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이 물리적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감정, 

심리적·정신적 행동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3  더욱이 주거 환경은 

의식주에 국한되지 않고 육체적 정신 건강과 인간 정서의 보전 등 

총체적인 물리적·생리적 활동과 심리적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제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34 

또 다른 시각에서는 주택의 포함여부로 주거 환경을 

정의하기도 한다. 포괄적 개념의 주거 환경은 주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다. 또는 주택 

요소를 제외하고 사회 물리적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35 

이와 같이 주거 환경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광의적 범주의 주거 환경의 정의를 사용하되, 물리적인 

‘주택’자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② 주거선호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는 “Mental map(심상지도)”에 관한 

연구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라고 할 

                                                
33  박영근・김판준・황‘수, )00-, g주거 환경이 주거선’ 기준・�・��・���	 
�� ��	 �� 
�h,e주’연구f제 (4 권 ) 호, 한국주’학회, p&(4.-(48 
34 이주’, (003, 주거 환경 만족도 요인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 
3,  박정희, (004, g주거 환경의 질 척도에 관한 연구h, e한국주거학회지f제 , 권 제 ( 호, 

한국주거학회, p&.)-.3 



- 17 - 

수 있다.36 Mental map 연구에 있어서 Gould. P. R.의 연구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인간의 머리 속에 있는 Mental map 을 

객관적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Mental map 은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환경이 경험에 의해 

지식으로서 축적되고 이것이 지리적 공간의 견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일련의 인식 과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질서와 규칙이 

있으며, 다수가 공감하는 전체적 견해와 문화와 지역적 특색으로 

인한 개인적 견해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37 

또한 주거 선호와 관련된 Mental Map 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인간을 주체로 보고, 이들과 지표공간현상의 구조, 유형, 

과정을 이해하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선호적 접근방법”은 ‘선호’라는 개념이 기반이 된다. 이는 인간이 

공간을 대상으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공간에 대한 

선호를 어떠한 기준을 기반으로 산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38 

이와 같이 인간은 주변 환경을 인지하여 개인의 머릿속에 

Mental Map(심상지도)을 그리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선호를 

정하게 되고 해당 공간에서 행해질 행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9 

                                                
3-  이희율, (0.8, gMJStFQ MFp 에 관한 일고찰h, e지리학논총fAoQ&,,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p&-. 
3. 8oYQd& P& ?& FSd ?& ?& BMNtJ, (0.4, MJStFQ RFpW, PJSgYNS4ooPW 
38  이희율, (0.8, 위와 ~은 연구, p&-8 
30이용미, (00), g거주지 선호유형 분석 1 서울을 중심으로h,e국토지리학회지fAoQ&)0 No&(, 

한국지리교육학회,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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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Mental Map 에서 보여지는 주거지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견해를 선호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행위와 공간의 질(Quality)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주거 만족도  

주거 만족도란 자신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주거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40, 이러한 주거 만족도의 평가는 거주자의 

주거 욕구 충족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41   

주거 만족의 범주는 주거 환경의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행태도 포함된다. 이는 거주자의 만족도가 단순히 물리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 요소와 

깊은 연관을 갖는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2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 열망, 경험”에 

비추어 비교하게 되고 총체적 외부 환경에 관한 정서적 반응이므로 

다양한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주거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43 , 이는 생활의 질과 같은 더 

                                                
40 MoVVNW & BNStJV, (0.8, 9oYWNSg, 7FRNQN], FSd SoHNJt], NJ[ YoVP 1 :oMS BNQJ] & SoSW 
4( 4VNSP & :oMSWoS, (0.0, 9oYWNSg WFtNWfFHtNoS, 9oRJ 6HoSoRNH VJWJFVHM :oYVSFQ, .(-) 
4) 이주’, (004, 주거 환경 만족도 요인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8 
43 박성복, )0((, g노인의 주거와 삶의 만족도h, e한국행정논집fAoQ&)3 No&3, 한국정부학회,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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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개념의 예측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44  따라서 주거 

만족도는 거주자의 역동적인 인식 과정을 기반으로 하며,45 이는 

주거 환경의 질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46 

이와 같이 주거 만족도는 주거 환경을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요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이는 ‘주거 

환경의 질’,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주거 환경의 질과 삶의 질 

주거 환경의 질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주거 

환경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객관적인 물리적 주거 환경의 질을 주거 

환경이 질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주거 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주거 환경의 질의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통합하여, 주거 환경의 

물리적 상태와 더불어 개인의 심리를 포괄하는 개념을 주거 환경의 

질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렇듯, 주거 환경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리적 조건, 개인 혹은 집단의 삶의 가치 기준과 더 나은 

                                                
44  정성용, (000, g주거 환경 개선지구 주거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h,e사회과학연구f제 - 집 제 ( 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0) 
4, 박영근・김판준・황‘수, )00-, g주거 환경이 주거선’ 기준・가–・만족・애호도에 미–는 

영향에 관한 연구h, e주’연구f제 (4 권 ) 호, 한국주’학회, p&(,)  
4- 박정희, (004, g주거 환경의 질 척도에 관한 연구h, e한국주거학회지f제 , 권 제 ( 호, 

한국주거학회,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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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거 환경의 질이란 

주거 환경 전반에 대해 거주민이 느끼는 긍정과 부정에 대한 가치 

기준인 것이다. 47 

주거 환경의 질과 동일하게 삶의 질에 대한 정의 또한 매우 

다양하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의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광의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48,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49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주거 환경과 개인의 심리를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을 주거 환경의 질의 범주로 정하고자 한다.  

 
 (4) 도시 어메니티  

어메니티란, “쾌적함, 아름다움, 쾌적한 환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라는 “살기 

좋음”의 뉘앙스적 표현이다. 50  생활의 쾌적함을 의미하는 

어메니티는 자연 경관, 물리적 환경, 더 나아가 교육, 문화, 의료 등 

삶의 전체 영역에 해당되는 개념이며, 이는 나라 혹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51  

                                                
4.  주우일・권현철, )008, g농촌지역 주거 환경 질 지표측정을 “한 정책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h,e주거 환경f 

한국주거 환경학회지 제 - 권 ) 호, p&.0 
48  신영숙, (008, g서울과 충주시 거주자의 삶의 질과 주거 환경 만족도 비교h, 

대한가정학회학회지 제 3- 권 () 호, p&(.- 
40 박성복, )0((, 동일 연구, p&3  
,0  권용우・이재준・김세용, )00(, g도시 쾌적성을 위한 어메니티 플랜 계획지표의 

개발h,e지리학 연구f제 3, 권 4 호, 한국지리교육학회, p&3,3 
,( ����d김해창 옮김, (008, i환경을 넘어서는 실천 사상 1 어메니티j, 서울1따님,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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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메니티 개념이 도시 및 주거 환경 등으로 확대되어 

도시계획과 지역 개발의 주요한 원리로 활용되면서 어메니티의 

파생적 의미로 도시 어메니티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 52 도시 

어메니티는 물리적 환경, 자연 환경, 범죄와 사고 예방, 건강 관리, 

공공 시설로의 접근성, 오픈 스페이스, 역사적 풍토 등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총괄적인 것을 범주로 한다. 53 

그리고 도시 생활 공간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도시 

어메니티의 조화로운 결합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4  또한 도시 어메니티 계획은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도시민의 생활이 쾌적해지도록 그들의 요구와 

의식에 맞춰,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물리적 계획과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55 

한편, 도시 어메니티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그 

개념을 두 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 선호와 기피로 

어메니티의 가치를 지표화 할 수 있다. 이는 도시 어메니티를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물리적 실체를 가진 “어메니티 속성”과 

실체를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인간의 인식과 기대, 욕구 등) 

“어메니티 가치”로 나누어 이를 집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 조희선・변병설・박순희, )0(3, g도시 어메니티 계획에 대한 인식과 어메니티 지표의 중요도 

평가 1 인천시 사례를 중심으로h, e국토지리학회지f 제 4- 권 3 호, 국토지리학회, p&3,)  
,3  배‘영・이재호, )00,,g도시 이미지와 지역 어메니티 정책 추진 

전략h,e한국지방자–연구f제 . 권 제 ( 호, 대한지방자–학회, p&,3 
,4 조희선・변병설・박순희, )0(3, 위와 동일한 연구, p&3,3  
,, 권용우・이재준・김세용, )00(, 위와 동일한 연구, p&3,3  



- 22 - 

때에 도시 어메니티에 대한 주민들이 공통적인 선호와 기피는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하나의 질(Quality)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6  

이와 같이 도시 어메니티는 도시에 포함된 다양한 범주의 

물리적, 사회적, 정서적 요소 등을 의미하며, 해당 요소들이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해서 일상 생활을 쾌적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 

어메니티의 질은 도시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주거 환경에도 적용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 선행연구  

(1) 주거 환경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주거 환경 만족에 관한 연구는 각 요소가 주거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고 각 요소의 유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와 주거 만족도 평가를 위해 지표와 평가 모델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이를 측정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  장성희, )008,g도시 어메니티 지표 개발 1 뉴질랜드의 도시 어메니티 지표 개발 과정과 

어메니티 맥락에 관한 소고h, e한국지방자–학회춘계학술대회f, 한국지방자–학회, p&4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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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먼저, 설문과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 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각 요소와 만족도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의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중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  

먼저, 김한수 외(1998)의 연구에서는 도심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익 시설이 도심 거주 만족도와 가장 큰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성과 쾌적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주거 환경에 휴식 공간, 조경과 같은 시설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정성용(1999)은 주거 환경 개선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평가 기준으로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회귀모형, 판별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만족도와 주거 단지 만족도, 편의 시설이 종합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 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 질수록 전체 만족도가 낮아지므로 주거 단지를 

개선할 때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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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거 유형에 따른 연구  

반면, 이춘호(2000), 임준홍 외(2003), 박영근 외(2006)는 

주거 유형에 따른 주거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춘호(2000)는 공동 주택 단지 거주자의 특성과 주거 환경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용인의 공동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설문 조사 결과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온 것은 주차공간 이용 

편리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쓰레기 처리 상태, 안전 신뢰성 등으로 공통 주택 단지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임준홍(2003)은 기성 시가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분석 결과, 문화 시설과 교통 환경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고 휴식공간이나 소음, 대기 오염 등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근 외(2006)는 서울과 창원 지역의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 환경은 주거 

선택 기준, 주거 가치·만족·애호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웰빙성, 경제성, 편리성 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파트 거주자들은 건강과 



- 25 - 

환경을 중시하며, 경제적 투자가치도 주거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졌다.  

 
③ 주거 환경 요소와 만족도의 관계성 파악  

임준홍(2014)의 연구는 각 요소가 주거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주거 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지역적 차이를 통제하여 각 

요소가 주거 환경의 종합적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5 개의 변수가 모두 종합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나 그 중에서도 시설요인(복지, 문화, 휴식, 의료, 

교육 쇼핑 시설 등)과 주택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았을 때 30-40 대의 주거 환경 

만족도가 낮으며, 미취학 아동과 중·고등학생의 동거 유무가 주거 

환경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졌다.  

 
④ 시계열적 연구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이 지역, 가구, 주거 유형 등을 

대상으로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김준환 

외(2008)의 연구는 주거 만족도를 공간적 범위가 아닌 시계열적 

범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6 년과 2007 년 두 시점간의 주거 

환경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시기별로 만족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요소의 변화를 밝히고자 하였다. 강남지역의 경우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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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활 편익 등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강북지역의 경우 

문화, 교육, 교통 요소가 만족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평가 모델 정립 연구  

반면, 임만택(1990)과 이주택(1993)의 연구는 평가모델을 

정립하고 주거 만족도에 관한 속성을 평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임만택은 “주거 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거주 

환경에 대한 공급자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넘어서 거주자 

측면에서 실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 거주자와 거주환경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해야 하며 주거 만족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실 거주자의 개인차를 검증하여 계층화한 후 각 계층에 

따라 다른 평가 요소를 적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보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던 사회적·물리적 요소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실제 거주자가 체감하는 삶의 질의 평가가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다.  

이주택(1993)은 “주거 환경 만족도 요인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 환경 평가가 주거 환경과 관련한 물리적 요인 뿐 

아니라 환경 심리적 요인, 주택 단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로 사용하는 거주민의 측면에서도 만족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 만족도는 심리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변인의 설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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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각 주거 환경에 따라 독자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연구자가 만든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주거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주거 형식, 생활 수준, 주택 소유 형태 등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호 외(2009)의 연구는 주거 환경 구성 요소의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표의 가중치를 설정했다는 측면에서 

평가 모델을 정립한 연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주거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하여 계층구조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계층 1 에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편리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지만, 계층 2 와 3 에서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지역 친밀감, 주차 

편리성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경우 근린 생활 시설이용 편리성, 

사회 서비스 등 공공적 요소에 비중을 두었다. 또한 일반인은 현재 

자신의 주거 유형에 따라 다른 답변을 하였으며, 전문가는 

전공분야에 따라 가중치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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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가구의 주거와 관련된 선행연구 

소형 가구의 주거 환경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대부분 1 인 

가구와 장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1 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정민구(2011)는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직장인은 주거 선호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다음으로 안전성과 쾌적성, 편의성 

순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룸에 거주하는 직장인은 

대학생 보다 경제적인 측면과 실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직장인과 대학생의 연령대가 유사하여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권세연 외(2013)는 1 인 가구의 공간 분포,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와 주거 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환경 만족도는 전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요인은 경제적 계층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문화시설 접근성, 출퇴근 시간, 치안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과를 보이나 연령 및 소득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므로 1 인 가구의 주거 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영민(2010)은 신혼가구의 주거 선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이 어떠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신혼가구는 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금융권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은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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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편이 편리한 곳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 환경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 

주거 환경의 질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주거 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의 도출과 도출된 지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을 측정하여 주거 환경 계획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많다.  

박정희(1994)의 연구에서는 주거 환경 변수 채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요도를 사용하여 주거 환경의 질에 대한 척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67 개의 주거 환경 요인을 

선정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각 요소의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 중요성은 주택 및 실내 환경, 주택 

부대시설, 자연 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변수가 너무 방대할 수 있으나 연구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상영 외(2008)는 서울시 주거 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린 생활권 단위의 주거 

환경의 질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표를 통해 

서울시의 주거 환경을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주거 

환경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초점이 물리적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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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져 있어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연구의 한계로 보고 있다.  

신영숙(1998)은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이 관련된다는 

가정하에서 주거 환경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와 

거주자의 주관적 지표를 통한 삶의 질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서울시와 충주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거 환경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 주택 만족도가 삶의 질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 이는 삶의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뿐 아니라 자연 환경과 문화·복지 시설도 주거 환경 

만족도와 연관성을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다.  

 
(4) 도시 어메니티와 관련된 선행연구  

도시 어메니티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어메니티 지표 

개발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희선 

외(2013)은 인천시 재생 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어메니티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중요도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있으나 환경 친화 도시 어메니티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자연 환경, 문화와 역사, 정보 환경에 가중치를 

두고 이러한 결과를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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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우 외(2001)의 연구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의 요구의 초점을 두고 물리적·프로그램적 계획을 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환경 오염 방지, 자연과의 

친화, 아름다운 도시, 풍요로운 도시, 역사 보전과 문화창출 등의 

5 개 항목과 17 개의 세부 지표를 도출하였다.  

위의 두 연구가 도시 어메니티의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였다면, 심재현(2009)의 연구는 주거 환경 어메니티가 주거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주거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환경 어메니티 요인은 접근성, 

환경성, 쾌적성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쾌적성이 주거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안전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편의 시설, 접근성 부분에는 불만족이 많이 

이는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배태영 외(2005) 의 연구는 도시 어메니티를 도시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 

어메니티 적용 방식이 하향성, 일회성, 하드웨어적 접근 방식을 

주로 채택했다면, 이제는 그 방식을 변화시켜 자율성, 상향성, 

지속성, 소프트웨어적 접근 방식을 정책적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앞선 연구들이 도시 어메니티의 지표 개발과 그의 

적용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장성희(2008)는 뉴질랜드의 도시 

어메니티 지표 개발 과정을 통해 어메니티 문제가 어떠한 맥락을 

갖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 32 - 

도시 어메니티의 지표화의 가능 여부와 이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뉴질랜드의 도시 

어메니티 지표 개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일반적 선호와 기피가 

어메니티를 지표화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삶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어메니티 지표 개발 노력이 이러한 진정성을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주요한 내용이다.  

 
(5)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주거 환경의 질과 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는 1980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평가 지표의 

개발과 각 요소의 양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 일반 가구,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 가구를 대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의 질(Quality)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선 순위를 통해 각 

요소의 중요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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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호 주거 환경 요소 도출  

1. 기존 연구의 주거 환경 요소 지표 

1) 도시에서의 삶의 질 지표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아래 표에 나타나는 삶의 질 지표는 각 조사기관의 

지표를 재구성한 것이다. 재구성의 기준은 유럽 도시들의 

도시에서의 삶의 질 평가에 사용되는 일반적 카테고리 57 를 

참조하였다. 

Mercer 의 Quality of living, UNEP 의 Livcom Award 의 

선정 기준, Pastha Eva 외 (2011)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삶의 

지표는 세계적 차원에서 도시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각 

카테고리의 내용이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baukultur 의 

BAUKULTUR Report 와 일본 부동산회사 Home’s 의 도쿄도 

생활만족도 높은 마을 조사는 조사의 범주가 한 개의 나라 혹은 

도시에 한하였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WFtMF 6vF・5JffSJV 3QJx・PW]HMFVNW YFSSNW, )0((, g5NfNSNSg tMJ QYFQNt] of YVGFS QNfJ 1 

BMNHM fFHtoVW WMoYQd GJ HoSWNdJVJd2h, 6YVopJFS ?JgNoSFQ SNJSHJ 3WWoWNFWtNoS, ,(Wt 

6YVopJFS HoSgVJWW 4FVHJQoSF-SpF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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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 ] 도시에)의 (의 질 지표  

실시 
기관 

조사명 경제 사회 건조 환경 주거 자연 환경 
건조  
녹지 공간 

Mercer Quality of living 
•! 통화 교환 
규정 

•! 은행 서비스 

•! 타국과의 관계 
•! 사회 진입 장벽 
•! 문서 검열 
•! 개인 자유 규제 
•! 투표율 

- 

•! 임대주택 
•! 가정용 기기와 
가구의 질 

•! 주거시설 유지·보수 
서비스 

•! 대기오염 
•! 위해 동식물 
•! 기후 

- 

UNEP Livcom Award 
•! 빈곤 
•! 실업률 

•!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 주민 만족도 
•! 주택 공급률 
•! 사회 참여 기회 
•! 시민 의사 결정 영향력 

- - 
•! 생물의 다양성 
•! 토착 식물의 
다양성 

•! 거리 조경 
•! 공공 공원 
•! 공공 정원 

Psatha 
Eva 외 

Defining the 
Quality of urban life 

•! 고용 기회 
•! 고용 구조 
•! 평균 수입 
•! 생활비 

•! 사회 불평등 
•! 사회의 개방성 
•! 네트워크 
•! 민주적 정부 
•! 투표율 

•! 건물 밀도 
•! 주거 환경 
•! 건축물 

•! 주거 공간의 질 

•! 대기질과 수질 
•! 자원 관리 
•! 자연환경 
•! 접근성 
•! 날씨와 기후 

•! 건조 녹지의 
비율 

•! 접근성과 
활용성 
관리 상태 

baukul
tur 

BAUKULTUR 
Report 2014/15 

•! 수익 
•! 기술 혁신 

•! 지역 정체성 
•! 장인정신 
•! 이해관계자와 이용자 그룹의 의견 
합치 

•!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려 
•! 사회 유연성 

•! 미적 디자인 
•!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물리적 질 

- - - 

Home’
s 

도쿄도 
생활만족도 높은 
마을 조사 

•! 소비자 물가 
•! 은행 서비스 

•!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개방성 
•! 시민 도덕과 매너 
•! 환경에 대한 인식 

- - 
•! 소음 
•! 진동 
•! 대기질과 수질 

•! 공원 
•! 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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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 ] 도시에)의 (의 질 지표 (계속) 

실시 
기관 

공공 공간· 
공공건물 

문화·레저 소비재 구매 교육 환경 건강 교통과 이동 공공 서비스 안전 지역 장래성 

Mercer - 

•! 레스토랑 
•! 극장 
•! 영화관 
•! 운동시설 

•! 고기, 생선, 과일, 
야채, 생활 용품 
등의 구매 가능 
정도 

•! 일반 
학교와 
국제 
학교의 
이용 
가능정도 

•! 의료 
서비스 

•! 전염병 
관리 

•! 하수처리 

•! 대중 교통 
•! 교통 
시스템 
관리 

•! 공항 

•! 전기·수도 
서비스 

•! 자연 재해 - 

UNEP - 

•! 지역 사회의 고유 
문화 보호 정도 

•! 고유 문화 계승 
•! 새로운 문화 창조 
역량 

•! 문화 향유 기회 

- 
•! 학교 교육 
및 평생 
학습 기회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음주와 
흡연 

•! 이동과 
접근성 

- •! 범죄, 마약 
•! 전략적인 사회  
발전 계획 

Psatha 
Eva 외 

•! 관리 상태 
•! 유지·보수 
•! 접근성 
•! 이용빈도 

•! 문화 자원 
•! 여행 자원 
•! 오락 공간 
•! 레저 활동 
•! 문화 생활 
•! 선택 범위 
•! 문화·레저 제공 역량 

- 

•! 교육의 
질과 관리 

•! 교육 
참여도 

•! 사립학교 
비율 

•! 건강 
서비스 
시설 
접근성 

•! 장애인 
복지 시설 

•! 교통 환경 
•! 주차 공간 
•!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 접근성 

- •! 범죄 •! 인구학적 데이터 

baukul
tur 

- - - - - - - - 
•! 계획과 실행 능력 
•! 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성 

Home’
s 

•! 도서관 
•! 주민센터 
•! 체육관 
•! 관공서 
•! 보건소 

•! 카페 
•! 음식점 

•! 창고형 마켓 
•! 슈퍼와 편의점 
•! 개인 상점과 
상점가 

•! 지역 교육 
수준 

•! 공립학교 
신뢰성 

•! 병원 

•! 공공 
교통망 

•! 번화가·도
심으로의 
접근성 

•! 세금 
•! 공적 보조 
•! 쓰레기 
처리 

•! 가로 관리 

•! 범죄 
•! 밤거리 안전 
•! 자연 재해 

•! 인구학적 데이터 
•! 경제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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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어메니티 지표  

도시 어메니티를 평가하는 지표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 표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도시 

어메니티 지표를 재구성한 것이다. 재구성의 기준은 사카이 

켄이치의 도시 어메니티 지표를 참조하였다.  

 
[ 표 3 ] 도시 어메니티 지표  

항목 
사카이 

켄이치(1998) 
권용우 외 (2001) 장성희(2008) 조희선 외 (2013) 

안전 
어메니티 

•! 생명 유지 

•! 재해 방지 

•! 재해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 

•! 불쾌감 요소 

•! 범죄 예방 

•! 재연 재해 방지 

•! 교통사고 예방 

•! 화재 예방 

자연 
어메니티 

•! 자연 환경 보호 
(물, 녹지, 대기) 

•! 생물 보호 

•! 청정한 공기 

•! 맑은 수자원 

•! 소음 

•! 풍부한 
자연환경 

•! 식생대 

•! 소음과 진동 

•! 풍부한 녹지 

•! 청정한 공기 

•! 맑은 수자원 

•! 폐기물 처리 

•! 소음 

역사 문화 
어메니티 

•! 역사적 환경과 
문화재 보존 

•! 쾌적한 문화 
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 문화적 분위기 
창출 

•! 유무형 
문화재의 
보전과 계승 

•! 문화기반 
시설의 창출 

•! 문화유산과 
지역 특색 

•! 문화 콘텐츠 

•! 문화 유적 보호 

•! 전통 주택 복원 

•! 역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미적 
어메니티 

•! 도시 디자인 

•!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 

•! 경관의 조화 

•! 장소성 있는 
광장 

•! 아름다운 가로 

•! 조화로운 도시 
색채 

•! 도시 디자인과 
건물의 배치 

•! 도시 경관 

•! 조망 

•! 도시 
스카이라인 
조성 

•! 아름다운 
건축물과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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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카이 

켄이치(1998) 
권용우 외 (2001) 장성희(2008) 조희선 외 (2013) 

편리 
어메니티 

•! 생활을 쾌적하게 
하는 어메니티 

•! 풍족한 여가 
공간 

 

•! 공개 공간(공적, 
사적 공간) 

•! 여가 공간 

•! 웰빙 시설 

•! 의료 시설 
접근성 

•! 공공 문화 시설 
접근성 

•! 교육 시설 
접근성 

•! 상업 시설 
접근성 

•! 대중교통 
편의성 

•! 보행 환경 

기타 
어메니티 

•! 주위 환경과 
어메니티의 조화 

- - 
•! 창조 도시 
어메니티 

 

 

도시 어메니티의 경우 각 연구별로 카테고리를 지칭하는 

단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안전, 

자연, 역사·문화, 미적, 편리 어메니티라는 사카이 켄이치의 5 가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연구의 

경우 도시 어메니티 지표 개발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도시 

어메니티 지표가 카테고리에 추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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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만족도 지표  

1990 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주거 환경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주거 환경 만족도 

변수를 정리해 보았다. 15 개의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결과 크게 

9 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거 

환경의 범위를 ‘주택’은 제외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은 

카테고리에서 제외하고 총 8 개의 항목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세부 

항목 지표는 전체 15 개 연구에서 4 번 이상 언급한 항목만을 

선정하였으며, 유사한 개념의 세부항목을 묶어서 재편성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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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4 ]  주거 7족5 지표 

카테고리 세부내용 임만택(1990) 이주택 (1993) 이주택 (1993)58 신영숙 (1998) 김한수 외 (1998) 최열 (1999) 이춘호(2000) 유완 외 (2002) 

안전성 
범죄   ◦   ◦ ◦   ◦   

화재 
 

          ◦   

쾌적성 

수질·대기·토양오염   ◦ ◦   ◦     ◦ 

소음   ◦ ◦ ◦ ◦     ◦ 

청결한 환경   ◦     ◦       

개방감·조망권·일조권 ◦ ◦ ◦ ◦         

프라이버시 보호 ◦ ◦ ◦ ◦ ◦       

편의시설 

상업 시설   ◦     ◦ ◦ ◦ ◦ 

공공시설   ◦ ◦   ◦   ◦ ◦ 

문화시설   ◦   ◦ ◦       

의료시설   ◦     ◦ ◦     

은행시설   ◦     ◦ ◦     

교통환경 
(접근성) 

주차 시설   ◦ ◦   ◦   ◦   

통근·통학 시간   ◦     ◦       

편리한 대중 교통 환경   ◦ ◦   ◦   ◦   

접근성·편리성     ◦ ◦ ◦     ◦ 

교육환경 교육시설         ◦ ◦ ◦ ◦ 

사회환경 
이웃과의 친밀감 ·공동체의식 ◦ ◦ ◦           

이웃의 수준 ◦ ◦         ◦   

자연환경 공원·녹지   ◦   ◦ ◦ ◦ ◦ ◦ 

경제성 
부동산 매매가         ◦   ◦   

부동산 투자가치       ◦ ◦   ◦   

                                                
(8 이주택 앞의 연1, 1993, 해4 연1에9 제시한 국3 연1 8례 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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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4 ]  주거 7족5 지표 (계속) 

카테고리 세부내용 박남희 외 (2004) 박영근 외 (2006) 김준환 외 (2008) 장한두(2008) 
강인호 외 
(2009) 

권세연 외 
(2013) 

임준홍(2014) 합계 

안전성 
범죄   ◦   ◦ ◦ ◦ ◦ 9 

화재   ◦     ◦   ◦ 4 

쾌적성 

수질·대기·토양오염 ◦ ◦         ◦ 7 

소음   ◦     ◦   ◦ 8 

청결한 환경         ◦   ◦ 4 

개방감·조망권·일조권   ◦ ◦   ◦     7 

프라이버시 보호   ◦   ◦       7 

편의시설 

상업 시설 ◦ ◦ ◦   ◦ ◦ ◦ 11 

공공시설 ◦   ◦   ◦ ◦ ◦ 10 

문화시설     ◦   ◦ ◦ ◦ 7 

의료시설 ◦   ◦   ◦ ◦ ◦ 8 

은행시설 ◦             4 

교통환경 
(접근성) 

주차 시설   ◦     ◦   ◦ 7 

통근·통학 시간   ◦ ◦     ◦ ◦ 6 

편리한 대중 교통 환경 ◦ ◦ ◦   ◦ ◦ ◦ 10 

접근성·편리성         ◦     4 

교육환경 교육시설 ◦ ◦     ◦ ◦ ◦ 9 

사회환경 
이웃과의 친밀감 
·공동체의식 

◦ ◦ ◦ ◦       7 

이웃의 수준     ◦ ◦       5 
자연환경 공원·녹지 ◦ ◦ ◦   ◦   ◦ 11 

경제성 
부동산 매매가   ◦         ◦ 4 
부동산 투자가치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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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 환경 질 지표  

주거 환경 질 지표는 WHO 의 주거 환경의 질적 목표를 

기준으로 기존 연구의 지표를 재구성 하였다. 재구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5 ] 주t 환경 질 지표  

 C5O(19,1) 주우‘ 외((00.) 신상영 외((00.) 

편리성 생활의 편리성의 확보 

주t 상태와 질 생활편의 시설 

정보화 정도 주차여u 

교통 시설과 질서 대중교통 이용 

쾌…성 아름다움과 위락의 확보 환경의 질과 관리 

녹지와 수변공p 

s방성 

소음과 대기 오염 

u강성 
육체…�정신… 

u강상태의 유지 
- - 

안전성 

“연재해, 범죄 등으로 

부터 인p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범죄�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안전의식 

교통 안전 

방범 

화재 

“연 재해 

기타 - - “원 절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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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 연구 통합 지표  

2 장에서 살펴본 4 개의 지표의 공통적 요소를 추출하여 

통합지표로서 재구성 하였다.  

 
[ 표 , ] 선행 연구 통합 지표  

 
도시에서의 
삶의 질 지표 

도시 어메니티 
지표 

주거 환경 질 
지표 

주거 만족도 
지표 

사회 
환경 

•!주민 만족도 
•!사회개방성 
•!커뮤니티 
네트워크 

•!지역 정체성 

- - 

•!이웃과의 
친밀성 

•!커뮤니티 
형성 

•!이웃의 수준 

자연 
환경 

•!대기와 수질 
•!날씨와 기후 
•!소음 
•!공원과 녹지 
•!가로수 

•!대기와 수질 
•!녹지 
•!소음 

•!녹지공간과 
수변공간 

•!대기오염 
•!소음 

•!대기와 수질 
•!소음 
•!공원과 녹지 

편의 
시설 

•!공공시설 
•!문화와 
레저시설 

•!상업 시설 
•!외식시설 

•!공공시설 
•!문화 콘텐츠 
•!문화시설 
•!상업 시설 
•!의료시설 

•!생활 편의 
시설 

•!공공시설 
•!문화 시설 
•!상업 시설 
•!의료시설 

교육 
환경 

•!학교 교육 
•!교육의 질 

- 
•!교육 시설 
(학교와 학원) 

- 

교통 
환경 

•!대중교통 
서비스 

•!교통망 
•!접근성 
•!주차공간 

•!대중교통 
•!보행 환경 

•!대중교통 
•!주차여건 

•!대중교통 
•!주차여건 
•!통근과 통학 
시간 

안전 
•!범죄 
•!밤거리 안전 
•!자연재해 

•!범죄와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와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기타 - 

•!역사적인 
경관과 
문화재 보호 

•!도시 경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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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지표  

앞서 본 선행연구 통합 지표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거 환경 

지표를 도출하였다.  

 
[ 표 - ] 최종 주t 환경 요소 지표  

항목 상세 항목 

사회 환경 
•!사회 개방성 
•!커뮤니티 네트워크 
•!이웃과의 친밀함 

자연 환경 
•!대기와 수질 
•!소음 
•!공원과 녹지 

편의 시설 

•!공공시설 
•!문화와 레저시설 
•!상업 시설 
•!외식 시설 
•!의료 시설 

교육 환경 
•!학교 교육 시설 
•!교육의 질 

교통 환경 
•!대중교통 서비스 
•!주차공간 

안전 

•!범죄 
•!화재 
•!밤거리 안전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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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와 설문 조사 

1) 인터뷰와 설문 조사의 목적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통해 도시 생활의 경험적 맥락에서 

선호 주거 환경의 질(Quality)적 내용과 요소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선호 

주거 환경 요소와 질문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지를 

구축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상기의 목적의 달성하고자 한다.  

 
(1) 인터뷰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선호 주거 환경 요소를 찾는 것과 더불어 

실생활자가 추구하는 각 요소의 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삶의 질이 충족되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통계 자료, 이차 자료 등의 

연구보다는 본 연구의 취지와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행해 자료를 구축하고 해당 자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는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에 

있어서 언어, 문장, 주관적 인상과 같은 “연성 자료”에 기반하는 

질적 연구59의 접근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조건을 특정 연령, 경제적 활동 여부, 

자녀 계획, 가족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주거 

환경을 고려하고 선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고, 이러한 

                                                
59 김경동·이온죽·김여진, 2009, 『사회조사연구방법-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박영사,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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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갖춘 여러 개인의 체험적 의견을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특정 현상을 경험한 개인에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60을 하는 

현상학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설문 조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직접 면접방법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적인 면을 보충하고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뷰와 더불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니퍼 메이슨이 언급한 바와 같이, 비확률적·의도적 표본 

추출 전략을 사용한 질적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나, 연구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과 결부시켰을 때 

의미를 갖는 분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표본의 크기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61 이와 같이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표집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집의 틀과 표본의 크기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62 인터뷰와 설문 조사의 대상에서 다시 

서술하겠지만,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통계적으로 모집단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비확률적·의도적 표본 추출 방식 중 “눈덩이 

                                                
,0 John W. Creswell,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옮김, 2010, 『질적 연구방법론-다서 가지 
접근-』, 학지사, p.91-92 
,1 Jennifer Mason, 김두섭 옮김, 2008,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 p.153 
,( Jennifer Mason, 2008, 위의 책, 제 5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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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추출(Snowball sampling)” 63을 표집 전략으로 선택하고 이를 

통해 “고유한 표집의 틀” 64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표본 추출 방식이 모집단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만큼, 대표성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고유한 표집의 틀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표본의 크기가 적정량 65 을 넘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고 다수의 사람을 조사할 수 있으며, 설문지 

설계에 따라 인터뷰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 진영재, (011,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 박영사, p.152 
,4 Jennifer Mason, 2008, 위의 책, p.164 
,5 김경동·이온죽·김여진(2009,p.166)에따르면,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크기와 연구 목…에 따라 

다르나, ‘반…인 통계 분석에서는 최저 표본을 )0 s로 보고 있다. 연구“에 따라서는 백분비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수n 최소 100 sn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7JnnNKJT :aURn((00., S.1,4)의 위의 책에 따르면 질…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는 표집 전략과 

표집의 틀에 따라 연구“ 재량으로 표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크기를 추정할 수 없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완벽히 극복할 

수는 없으나, 통계 연구의 대표성 기준을 빌려 정해진 조u에 맞는 표본을 다수 표집함으로써 

경향성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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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방법   

(1) 인터뷰 실시 기간과 구성  

① 인터뷰 실시 기간   

인터뷰는 사전 인터뷰와 본 인터뷰로 2 번에 나누어 실행 

되었다. 사전 인터뷰는 2014 년 9 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본 

인터뷰는 10 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② 인터뷰의 구성 

[표 .] 인터뷰의 구성  

단계 방법 목… 

사전 

인터뷰 

•! 대면적(Face to face) 
면접법 

•! 개인적 (Personal) 면접법 
•! 비조직적!비표준화 
•! 비유도(Nondirective) 

•! 주거 환경과 관련하여 
무자녀 1!2 인 가구의 
전반적인 특성 파악 

•! 연구 대상의 조건 조정을 
위한 예비 조사 

본 

인터뷰 

•! 대면적(Face to face) 
면접법 

•! 개인적 (Personal), 
집단(Group) 면접법 

•! 사전에 인터뷰와 관련된 
간략한 설문 조사지 배포 

•! 비표준화와 반표준화 
면접의 병행 

•! 선호 주거 환경 요소 지표 
도출 

•! 선호 주거 환경의 질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 파악  

•! 설문 조사의 방향성과 질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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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인터뷰는 크게 사전 인터뷰와 본 인터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두 인터뷰 모두 대면적 (Face-to-face)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대면적 면접법은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효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많은 질문을 통해 자세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며, 복잡하고 민감한 질문도 다른 면접법에 비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66이 있으므로 해당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사전 인터뷰의 경우 주거 환경과 관련하여 무자녀 1·2 인 

가구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인터뷰에서는 개인적 면접과 그룹 면접을 병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서로 사생활을 공유할 정도로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 

그룹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을 때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다양한 

답변이 연쇄적으로 나오는 장점이 있었다. 이를 그룹 인터뷰의 

장점으로 보고 인터뷰 대상자에 따라 적절하게 개인 면접과 그룹 

면접을 실행하였다.  

면접 질문 방식에 있어서도 사전 인터뷰와 본 인터뷰 간의 

차이를 두었다. 사전 인터뷰에서는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 환경에 관한 무자녀 1·2 인 가구의 의견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었으므로 비표준화· 

         비유도적 질문을 선택하였다.  

                                                
,, 김경동·이온죽·김여진, 2009, 위의 책,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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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비유도적 면접은 질문의 형식이나 순서, 내용 등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터뷰 방식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해 

응답하는 사람의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기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67 하지만 비표준화·비유도적 면접이라 할지라도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의 면접 지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68 따라서 사전 인터뷰에서는 질문 형식과 순서를 정하지는 

않고 유동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되 선호 주거 환경이라는 주제 

안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응답자를 유도 하였다.  

다음으로, 본 인터뷰의 질문방식과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질문 방식은 [표 8]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전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구조화된 질문을 준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비표준화 

면접도 병행하여 심층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반표준화 면접은 인터뷰의 질문 내용이 다소 구조화 되어 있으나 

질문 순서와 단어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설명을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이다. 69  

인터뷰의 흐름은 본 인터뷰를 위한 예비 단계(Warm-up)와 

2 단계로 구성된 본 인터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인터뷰 

                                                
,-   김구, (00.,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비엔엠북스, p.402 
,.  김경동·이온죽·김여진, 2009, 위의 책, p.240 

 
,9  김구, (00., 위의 책,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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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각 개인에게 ‘살아보고 싶은 주거지’ 10 곳을 

선정하게 하고 그 이유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인터뷰 전에 본인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에 대해 생각 하는 예비 

단계(Warm-up)로 작용하여 인터뷰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인터뷰에서는 선호 주거 환경 요소 도출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비표준화 면접과 반표준화 면접을 단계별로 

사용하였다. 1 단계에서는 본인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비표준화 면접법을 이용하여 응답자가 

선호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에 미리 작성된 기존 연구의 

지표를 제시하고 다소 구조화된 질문을 함으로써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의 주요 

질문과 방식 항목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후 선호 주거 환경의 

질과 요소의 우선 순위와 관련된 내용은 비표준화 방식을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면접법을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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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터뷰 대상과 선정 방식  

① 인터뷰 대상 선정 방식 

[표 9] 인터뷰 대상 기준  

가구 정의 공통 조건 추가 조건* 

2 인 가구 •! 법적 혼인 관계 
•! 사실혼 관계 
•! 동거 

•! 30 세 이상 50 세 미만 
•! 정기적 수입이 있는 상태 
•! 현재 자녀가 없는 상태  
•! 분가(��)경험 

•! 현 시점에서 
3 년 이내에 
출산계획이 
없는 상태 1 인 가구 •! 혼자 사는 경우 

•! 결혼 예정자 

 
* 추n 조u은 사전 인터뷰 후에 정해진 조u으로서 본 인터뷰에서부터 …용 

 
인터뷰 대상의 기준은 [표 9]에서 언급한 연구의 인적 범위로 

한정한다. 연령에 있어서는 인터뷰 단계에서 30 대와 40 대를 모두 

조사하고 추후 설문 조사 단계에서 연령의 범위를 확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표 9]에 언급된 것과 같이, 통계자료와 

같은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추출해 낼 수 있는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을 중 모집단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비확률적·의도적 표본 추출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같은 표본의 추출 방식은 모집단 추론의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나, 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70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연구자가 스스로 표집의 틀을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연구 조건에 맞는 한 사람을 표집 단위로 시작하여 

                                                
-0 진영재, (011, h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i, 박영사,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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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크기를 키워 나가는 ‘눈덩이 표본 추출·표집 (Sonwball 

sampling)’을 사용 할 수 있다.71 이 방법은 모집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추출 방식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72 

눈덩이 표본 추출 방식은 연구자가 “고유의 표집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성을 고민하여 표본을 

표집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표집에 있어서 최초의 

접촉자, 매개자 간의 친분관계, 포함시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 기준 등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혹은 

윤리적 문제가 없는가73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표본의 적절성에 유의하면서 

눈덩이 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의 인적 범위와 상응하는 

표본을 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② 인터뷰 대상  

인터뷰 대상은 30·40 대 1 인 가구와 “DINK(Double Income, 

No Kids, 맞벌이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인터뷰에서는 1 인 가구 2 명과 “DINK” 4 명, 자녀가 있는 

일반가구 2 명을 인터뷰 하였으며, 본 인터뷰에서는 1 인 가구 8 명, 

“DINK” 20 명, 총 28 명을 인터뷰 하였다.  이들 중 30 대는 24 명, 

                                                
-1  Jennifer Mason, 2008, 앞의 책, p.164 
-( 진영재, (011, 앞의 책, P.15( 
-) Jennifer Mason, 2008, 위의 책, p.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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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는 4 명이었고, 남성 13 명과 여성 15 명이 인터뷰에 응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응답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전 인터뷰에서는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인터뷰 결과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먼저 30 대와 40 대의 

“DINK”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했다. 사전 인터뷰 대상이 

되는 “DINK”의 선정에 있어서는 점진적 딩크와 본인들의 의지가 

확고한 고전적 의미의 딩크를 각각 섭외하여 이들의 성향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답변이 나오는가를 탐색하였다. 다음으로는 

결혼 계획이 없는 1 인 가구와 결혼 준비 중인 1 인 가구를 

인터뷰하였다. 결혼 준비 중인 1 인가구도 결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30·40 대이고 이미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가구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호 주거 환경에 

대해 자녀의 유무와 자녀계획 그리고 분가 경험이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탐색 할 수 있었다.  

먼저, 사전 인터뷰 결과를 통해 자녀계획에 관한 조건의 

세부사항을 결정하였다. 현재를 기준으로 3 년 이내에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1 인 가구, 점진적 딩크, 능동적 딩크의 주거 환경 

선호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현재 자녀가 있거나 3 년 

이내에 자녀 계획이 있는 사람의 경우 주거 환경 선호에 있어서 

개인의 선호보다는 주거 환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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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인터뷰 대상자의 조건에서 자녀 계획의 제한을 3 년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분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으므로 이 또한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사전 인터뷰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들을 통해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소개 받아 두 번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무자녀 가구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① 1�2 인 가구의 증가  

앞서 1 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계청의 추계인구에 

따르면 1�2 인 가구가 미래 도시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거 환경 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② 개인으로서의 선호 표현  

ㄱ. 주거와 교육 환경의 관계 

한국의 주거 환경에 있어서 ‘교육 환경’은 매우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 요소이다. 한국에서 ‘학군이 좋은 동네’로의 이사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현상이다. 이러한 한국의 특성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일이며,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주거 환경의 선택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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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의 영향력은 고교 평준화 제도, 완전 거주지 기준의 고교 

배정, 강남 개발로 인한 신중산충의 밀집 그리고 수직적 사회 

이동과 직업 이동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이 한 시기에 맞물려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4  

한!일간의 주거 형태 별 생활 행태 및 환경 심리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도 ‘교육 환경’의 영향력이 거론되었다. 

한국에서는 교육 환경의 만족도가 전체 만족도와 높은 상관 계수를 

보이며, 교육 환경 요소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전체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에서 교육 환경 요소가 

전체 만족도에 미비한 영향을 미친 것과 비교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75 

또한 교육과 주거 환경의 관계는 “대전동 사람들” 로 

대표된다. “대전동 사람들”이란 자녀 교육을 위해 교육 환경이 좋은 

강남구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76 이와 같은 강남구의 

주거 이동 패턴은 빅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강남구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9 세이며 

이들은 중고등학생인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구에서 머물면서 

44 세에 주택 규모를 늘린다. 이후 51 세에 외부로 전출하는 경향을 

                                                
-4lg ph, 2004,f’강남 . 학군’지역의 형성0장소성에 나타난 한국… 특성g, d지리학논총e 

별호 VRO.5.,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5 장 참조 
-5  유완·’윤택·s^ q, 2002,�J�,H$7 9T@ .M  :CA RD 0��, 
��O�Y� G 37� 2V, #R�O·$5�YQX, p.304, p.307 
-, ] [대전동 사람들’이렇게 삽니다”, :8 뉴스,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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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데 이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더 이상 교육환경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남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보여졌다. 77 

이와 같이, 주거 환경에 있어서 ‘교육 환경’ 요소는 한국의 

사회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으며, 주거 환경 만족도와 선택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육 

환경”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needs)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다음 세대인 ‘자녀’없이 도시는 지속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교육 환경’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기본적 

욕구(Basic needs)와 관련된 다른 주거 환경 요소가 충분히 조명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ㄴ. 부모의 희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형성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희생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개별적인 

능력이나 특성이 아닌, 개인을 희생하는 헌신적 모습이 신뢰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78  이러한 부모의 자식을 

위한 희생이 한국의 경우에는 자식의 교육과 깊은 연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자식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대상이며, 

특히 학교 다닐 무렵부터 대학 진학기까지 ‘자녀 공부’는 가족의 

                                                
-- 박미선, (015.4..., ft주성 제고를 위한 ’차시장 정책방안g, (015 년 국토연구원 정책 

세미나0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발표“료, 국토연구원, S.19- 
-.  김의철·박영신, (004, f청소년과 부모의 인p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0토착심리학… 

접근g,d한국심리학학회지0사회문제eVRO.10,(, 한국심리학학회,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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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가치”로서 자녀 공부를 중심으로 가족의 일상이 꾸려진다. 79 

이는 “구속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으로서 의사와 행동의 존중을 받을 수 없고, 가족의 상호 

관계에 구속당하는 관계를 뜻한다. 80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의 여가나 소비를 포기하는 경제적, 시간적 구속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자신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고 이들의 일상 생활은 “자녀 교육사”와 거의 동일시 

된다고 볼 수 있다. 81  

이와 같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교육에 의한 “구속적 

가족”의 형태는 개인 욕구의 표현보다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중시되고 있고, 이는 일상 생활뿐 아니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공간 구속성82”도 내재함으로써, 주거 환경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개인 보다는 

자신의 선호에 대한 표현이 비교적 자유로운 1�2 인 가구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인’의 입장에서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를 

보고자 하였다.  

 

                                                
-9 이경숙 외, (010, f“녀교육과 구속… n족의 삶g,d한국교원교육연구e제 (- 권 제 4 호, 

한국교원교육연구, S,(,. 
.0 이경숙 외 앞의 연구 , S.(-1 
.1 이경숙 외 앞의 연구 , S.(., 
.(  이경숙 외 앞의 연구 ,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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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질문과 질문 방식  

① 주거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 혼합 면접법  

기존 연구에서 지표로 제시된 요소 중 도시민이 실제로 

어떠한 요소들을 인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당 질문의 질문 방법은 다음과 같다.  

ㄱ. 비표준화 면접법 : 기존 연구의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주거 환경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요소를 유추  

ㄴ. 반표준화 면접법 : 기존 연구의 지표를 제시하고, 다소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그 중에서 본인이 

공감하는 지표를 선정  

ㄷ. ㄱ과 ㄴ단계에서 도출된 답변을 바탕으로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호 요소를 선정  

 
②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 : 비표준화 면접법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를 통해 주거 환경 

요소들 간의 중요도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해당 질문은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 선택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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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재 주거지의 만족�불만족스러운 점 : 비표준화 면접법 

현재 거주 하고 있는 곳의 만족하는 면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각 요소들이 어떠한 질(Quality)을 갖추길 

원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질문 또한 두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응답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④ 살아보고 싶은 주거지 : 반표준화 면접법 

인터뷰에 앞서 작성한 설문 조사지를 바탕으로 추후 이사를 

가게 된다는 가정 아래, 살아보고 싶은 동네에 관해 질문하였다. 

선정한 동네에서 살아보고 싶은 이유를 통해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요소를 유추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4 단계의 인터뷰 질문을 통해, 설문 조사에서 

사용할 요소를 도출하고, 효과적인 설문지 작성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인터뷰 내용 분석  

(1) 일상 생활에서 인지도가 높은 요소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주거 환경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물었을 때, 언급된 주거 환경 요소는 교통, 상업 시설, 문화 시설, 

여가 시설, 치안, 자연 환경, 의료 시설, 마을 이미지, 외식 시설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교통과 치안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요소였다. 교통의 경우, 주거지와 직장 간의 연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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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 하였으며, 치안의 경우 늦은 시간의 귀갓길과 연관되는 

부분이 가장 많았다.  

여가 생활, 쇼핑, 자연 환경은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일상 생활의 만족도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었다.  

마을 이미지는 자신의 직업과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조용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거지가 대학가와 같은 활발한 이미지이기를 바랬으며, 

반대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이미지의 주거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과 의료 시설은 참가자들의 생활 패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1 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외식 시설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으로 풀이 된다. 의료 시설의 

경우 주말 이용자가 많아 주말에도 진료하는 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에 대한 

불안도 높아서 24 시간 진료하는 의료 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존 지표를 참고하였을 때 인식하는 요소  

공공 시설, 재산 가치, 교육 환경은 기존 지표를 제시하였을 

때 인식하는 요소였다. 공공 시설의 경우 대체로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표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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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공공 시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거 

환경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공 시설은 주거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재산 가치의 경우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대와 40 대 초반의 경우 주거를 유동적인 측면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투자 대상 보다는 실제 거주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40 대 중후반의 경우 정주적이고 투자 

대상으로서 주거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연령대별로 

주거 환경 요소로서 재산 가치의 중요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환경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대학교, 평생 교육과 같은 

시설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 ‘학군이 좋은 동네’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게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있어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선호 주거지의 공통적 특징과 질(Quality) 

먼저, 선호 주거지의 공통적 특징은 자신들의 경제적 조건과 

부합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택하고, 60 분 정도의 통근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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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내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도심이 아닌 수도권 인근의 주거지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같은 금액인 경우 수도권 인근에 거주하는 

편이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두 번째로, 주거지에서 도보 가능한 거리 내에 즐길 거리가 

많은 것을 선호 하였다. 대부분 외식 시설, 펍(Pub)이나 바(Bar), 

쇼핑 시설, 극장, 도서관과 같은 곳이 언급되었으며, 개인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도시이지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을 중시하였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산이나 강이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재로서 공원과 같은 건조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된 곳을 선호 하였다. 자연 환경을 접함으로써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감성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정돈된 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언급은 대체로 동네의 가로 환경 

정비, 용도 지구 설정, 건조 녹지의 분포와 관련되어 있었다. 

응답자들은 해당 요소들이 잘 계획된 동네일수록 도회적인 느낌을 

받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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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적인 주거지  

살고 싶은 마을을 조사한 결과, 1 위는 합정동(상수역 

인근)으로 나타났다. 2 위는 상암동(DMC 인근), 방배동(예술의 

전당 인근)이었으며, 안국동 일대와 양재 2 동 인근이 3 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합정동의 경우 교통, 즐길 거리, 조용한 주거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하철 2 호선과 

6 호선을 모두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홍대 지역이 도보권 내에 있어 즐길 거리가 많지만, 합정동 자체는 

조용한 주거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된 두 가지 성격이 

결합된 것이 선호도가 높은 이유로 풀이 된다.  

상암동 또한 중앙선 철도와 지하철 6 호선이 지나가 2 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선호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DMC 지역이 마을의 즐길 거리 역할을 수행하며, 

인근의 노을공원, 하늘공원, 난지한강공원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방배동의 경우 부촌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강남과의 거리가 가깝고 자연환경도 좋은(인근의 우면산) 

조용한 주거지라는 점이 선호 이유로 꼽혔다.  

안국동, 가회동, 삼청동, 효자동, 계동과 같은 안국동 일대의 

주거지는 오래된 마을의 역사가 느껴져서 서울의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느낌을 주며, 강북지역의 문화 콘텐츠가 모여 있어서 문화 

시설을 이용하기 좋은 것이 선호 이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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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뷰  결과  

(1) 10 개 요소 도출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에서 지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10 개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요소들은 일상 생활에서 인지도와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기준으로 교통, 치안, 자연 환경, 

의료 시설, 마을 이미지, 외식 시설, 상업 시설(장보기 및 쇼핑 

시설), 여가 시설, 마을 역사성을 최종적인 선호 주거 환경 요소로 

선정하였다.  

장보기와 쇼핑 시설의 경우 이용 목적과 이용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업 시설’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지만, 설문 조사 

내용은 구분하여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문화 

시설은 큰 범주에서 여가 시설 안에 해당되므로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여가 시설에 포함시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마을 역사성은 살아보고 싶은 마을에서 안국동 일대가 

거론되고 기회가 된다면 마을의 역사성이나 지역성(Local 

identity)이 강한 마을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답변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최종 요소에 포함시켰다.  

 
(2) 설문 조사의 방향성 

설문 조사에서는 각 요소의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 각 요소의 

우선 순위를 정하게 함으로써 요소간의 중요도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 그리고 각 요소를 선호하는 이유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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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질문하여, 추구하는 주거 환경의 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순위에 있어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설문함으로써 현실적 제약이 

없는 경우의 우선 순위를 통해 이상적인 주거 환경의 질에 대해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5) 설문 조사 대상과 설문 방법 

(1) 설문 조사 대상 표집 방법 

설문 조사의 대상을 표집하는 방법은 앞서 인터뷰에서 

사용한 방식과 동일한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먼저 기존의 인터뷰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 

대상을 표집하여 대상의 수를 넓혀 나갔다. 그리고 싱글과 

딩크족이 가입하는 인터넷 동호회와 카페를 통해서도 동일 

방식으로 표본을 표집하여, 표본의 연령, 직업군, 소득수준 등이 

편향되지 않도록 매개인을 다각화하고자 하였다. 본 설문 조사의 

응답 내용이 개인적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응답자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  

 
(2)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이유와 방법  

설문 조사는 조사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용이한 방법 중 하나이며, 면접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응답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응답자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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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게 됨으로 측정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무응답률이 높으며 설문지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조건에 부합하는 응답자에 의한 응답인가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83 

온라인 조사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빠르게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84그리고 구조화 설문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설문을 구성 할 수 있기 때문에 85 활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온라인 조사법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면 설문 조사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설문지와 

응답자 관리 측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주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설문 조사는 질문의 구성과 

형식에 따라 인터뷰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인터뷰법의 측정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면접법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집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 김구, (00., 위의 책, S.410 
.4 김경동·이온죽·김여진, 2009, 위의 책, p.178 
.5 김구, (00., 위의 책,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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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조사 실시 기간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15 년 3 월에 인터넷을 통한 사전 

테스트를 거쳐 2015 년 4 월 6 일부터 2015 년 5 월 18 일까지 40 일 

동안 구글 인터넷 설문지를 통해 실시 되었다. 

 
(4) 설문 조사 대상의 연령· 가구 특성 · 소득 수준  

[표 10] 설문 조사 대상의 기준  

가구 정의 공통 조건 

2 인 가구 •! 법적 혼인 관계 
•! 사실혼 관계 
•! 동거 

•! 30 대 (30 세 – 39 세) 
•! 정기적 수입이 있는 상태 
•! 현재 자녀가 없는 상태  
•! 분가(��)경험 
•! 현 시점에서 3 년 이내에 출산 

계획이 없는 상태 

1 인 가구 •! 혼자 사는 경우 
•! 결혼 예정자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30 대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30 대는 

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로서 이들은 소비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각 층에서 주도적인 생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86 

그리고 2010 년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30 대의 인구가 

7,794,495 명으로 40 대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 

시장에서는 이들을 ‘에코 세대’라고 부르는 등 30 대의 동향이 

사회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박정현·유재준, (01(, f문화와 소비를 주도하는 )0 대의 n치관과 라이프 스타‘g, 

94 경제연구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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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30 대는 주거 환경에 있어서 40 대 이상의 

세대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대 

이상의 세대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에 

비해 30 대는 투자 목적이 아닌 실용적인 거주의 목적으로 거주 

환경을 인식하고, 다른 세대들에 비해 주거 환경을 가꾸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7  

30 대는 2014 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초혼 연령이 남자 

32.4 세, 여자 29.8 세88로 초혼 인구가 가장 많고, 구매 여력이 있어 

실제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저금리 정책,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서 30 대의 주택 담보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주택 

구매의 주된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89  

이와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첫 주택을 

구매하는 30 대가 다른 세대들에 비해 선호 주거 환경에 관해 더 

관심이 높고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설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3 장 2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주거 환경 요소 중 “교육 환경”이라는 요소가 다른 요소들 

보다 월등히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가 

                                                
.-  박정현·유재준, (01(,  위의 연구, S. 10-11 

.. 사회 통계국 인구 동향과, (015, f(014 년 혼인 이혼 통계g보도“료, 통계청, S.4 

.9 ]생애최초 주택마련 기p 줄었지만… 결국 [빚”치’”,(015 년 4 월 15 ‘, 시사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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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구에 비해 비교적 자신의 욕구 표현이 자유로운 30 대의 

무자녀 가구90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더욱이 2010 년의 1·2 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50%인 것에 비해, 2035 년에는 1·2 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70%를 차지 하는 등 소형 가구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2 인 가의 증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91 30 대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선호 주거 환경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향후 주거 환경 구성에 있어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 조사 대상의 소득 수준은 중산층으로 

한정하였다. 중산층의 정의는 나라와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국중앙연구원의 한민족대백과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편향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산층의 범위는 현대경제연구소의 중산층 소득 

정의와 통계청의 2012 년 가계 동향 조사를 기준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문 조사의 간략한 결과 항목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90 1 장 ( 절에서 정의한 바와 r이, 본 연구에서는 [“녀n 없는 상태’를 무“녀 n구의 특징으로 

보고, “녀n 없는 1 인 n구와 ( 인 n구를 무“녀 n구로 정의 하고“ 한다.  
91 서기만・EFU・�I#・���, 2012, �2); &6P 4ND) / .' W IT4ND�, 
LG�G 8�<, p.3, S" 8�7 %*- 1990�73 2010� 1B 30#A 1・2C�� K� 
0=? 28%73 48%) !+ 8(L7 0S �E �?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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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문 내용의 구성과 간략한 결과  

(1) 설문 문항의 언어 구성과 형식 

설문 문항의 언어를 구성할 때에는 용어와 질문을 설문 

대상자의 이해수준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용어와 모호한 표현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92 이를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 하는 용어를 최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대체하고 구어체에 가깝게 문장을 형성하여 

응답자가 대화하는 느낌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표 11]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의 장단점 

 

질문 
유형 

장점 단점 

열린 
질문 

•! 자유롭고 자발적인 응답 

•! 예상하지 못한 사실 발견 

•! 연구의 현실감을 높여 인용 

가능한 자료 제공 

•!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자세한 

서술이 가능  

•! 응답자의 논리와 사고 과정을 

해볼 수 있음  

•! 심층면접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질적 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 

•! 응답자에 따른 답변의 차이 

•! 응답자가 답변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질문이 일반적일 경우 

응답자가 답변을 쓰기 모호한 

경우가 발생  

                                                
9( 김경동·이온죽·김여진, 2009, 위의 책,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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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질문 

•! 응답자의 답변이 용이 
•! 응답자의 답변 비교 가능 
•!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남 
•! 모호한 응답이 감소 

•! 의견없어도 반사적 응답이 
가능 

•! 응답자가 원하는 선택지가 
없는 경우 발생 

•! 복잡한 쟁점에 대한 답변이 
어려움 

•! 실제 의견과 다른 선택을 
강요하게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 : 김경동·이온죽·김여진, 2009, p.202 내용 재 정리  

 

질문과 응답의 형식은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열린 질문은 응답자의 생각과 의견을 포괄적으로 

포착하기에 효율적이다. 열린 질문의 형태인 자유응답 질문은 

응답자가 대답을 잘 정리하여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 질문의 

장점은 [표 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고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는 단서를 제공하며, 열린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은 

심층면접과 유사하여 질적 연구에 적합하다는 등의 장점은 본 설문 

조사의 의도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응답자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이들이 답변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적절한 Reward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질문이 일반적이고 모호하여 응답자가 답변 

방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은 설문 조사 답변의 질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질문을 작성할 때, 연구 목적이 잘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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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구체화시키고 때로는 답변의 대략적인 범위를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반 개방형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응답자에게 자유 응답이 가능하게 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 방식의 예를 보여주는 등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설문의 효율을 높이며, 응답자의 답변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닫힌 질문은 응답 범위를 미리 제시하여 설문 

조사의 의도를 명확히 한다. [표 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닫힌 

질문은 응답자의 답변이 용이하며 모호한 답변이 줄어들고 결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질문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닫힌 질문은 응답자가 원하는 

선택지가 없는 경우에도 의사와 상관 없이 답변을 선택해야 하고,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본 설문 

조사의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주거 환경의 질적 내용을 묻는 

문항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 요소의 우선 순위를 

선택하는 문항에 있어서는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고,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 10 개 요소의 순위를 고르는 형식임으로 닫힌 

질문으로 문항을 구성 하였을 때 답변을 명료하고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문항에 한해서는 닫힌 질문을 

사용하였다. 93 

 

                                                
9) 김경동·이온죽·김여진, 2009, 위의 책, 제 7 장 참조  



 

 

- 73 - 

(2) 문항의 배열  

문항을 배열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항의 배열이 자연스럽지 않을 경우 응답자가 혼란을 느끼게 되며, 

질 좋은 답변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의도와 상응하는 배열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94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는 주거 환경과 관련된 문항을 4 가지 단계로 

배열하였다.  

 
[그림 1] 설문 조사의 문항 배열  

 
 

1 단계에서는 응답자의 기본 정보를 묻고 설문 조사방법을 

설명하여 설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문지에서 ‘다음’버튼을 눌러 미리 설문지 전체를 보는 것도 

가능하게 구성함으로써 응답자가 설문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여 설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94 김경동·이온죽·김여진, 2009, 위의 책,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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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에서는 선호 주거 환경 요소 10 개를 제시하여 본 

조사가 선호 주거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전체 

카테고리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나열함으로써 본격적인 설문 

시작 전에 포괄적으로 선호 주거 환경 요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응답자들은 10 개 요소를 보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 개 요소를 선택하여 3 단계의 

설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의 응답자의 선택이 주거 환경에 

관한 개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3 단계에서는 2 단계에서 선택한 5 개 요소에 대한 개별적 

질문을 하였다. 각 요소의 질문 문항은 깔때기식 기법을 사용하여 

배열하였다. 깔때기식 기법이란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범위를 좁혀나가는 문항 배열 

방식이다. 이는 사고의 논리적 흐름을 도와 응답자의 답변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95고 판단되어 복잡한 질적 내용을 묻는 

3 단계에서 기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95 김경동·이온죽·김여진, 2009, 위의 책,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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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0 시설에는 어떠한 v이 속한다고 생o하시나요1  

0 보편…인 인식을 묻는 s방형 질문 

a  본인이 사는 동네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o하는 

 00 시설에는 어떤 v이 있나요1 

 0 앞선 질문과 관련하여 s인의 의사와 태도를 묻는 

“유형 질문  

b   00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n요1  

0 앞선 질문과 관련하여 s인의 의사와 태도를 묻는 

“유형 질문  

c   00 시설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n요1 

0 앞선 질문에서 더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하는 캐어 

묻기(PTRGJ)질문  

 
4 단계에서는 응답자가 앞선 질문을 거치면서 선호 주거 환경 

요소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10 개 요소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선정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각 요소에 대해 응답자가 한 번 더 생각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개인의 의사가 잘 반영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계로 문항을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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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의 주요한 내용  

①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 환경 요소 5 개 선정  

설문 조사의 첫 번째 단계로서 10 개의 선호 주거 환경 

요소를 보고 이 중에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호 주거 환경 

요소 5 개를 선정 하도록 하였다.   

사전 설문 조사 결과, 10 개 요소 전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도록 유도 하면, 설문 조사에 약 1 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도중에 작성을 포기하거나 후반부에는 답변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소에 관한 응답자의 질적 측면에 대한 

의견이 중요한 만큼 효과적인 답변을 듣고자 전체 10 개 요소가 

아닌 5 개 요소만을 선택하게 하여 설문 조사 시간을 단축시키고, 

답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② 선택한 5 개 요소에 대한 질적 내용 작성  

1 단계에서 본인이 선택한 5 개의 선호 주거 환경 요소에 

관해 주관식으로 구성된 상세 설문을 진행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요소별로 질문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질문의 

구조는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해당 요소의 현재 이용 

상황에 대해 질문하여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해당 

요소의 선호 이유와 추구하는 질(Quality)에 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 지어 해당 요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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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부분을 질문하여, 선호하는 주거 환경의 

질적 측면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각 요소의 질적 측면을 묻는 상세 설문은 모두 주관식 답변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 요소의 질에 대해, 연구자가 

제시한 한정적 선택지가 아닌, 실제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  

 
③ 10 개 요소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  

설문 조사의 마지막 단계로 10 개 요소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1 단계와 2 단계를 통해 응답자가 선호하는 

주거 환경 요소를 충분히 생각한 후에 각 요소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선 

순위 결정을 가장 마지막 항목에 배치하였다.  

또한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우선 순위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우선 순위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거 환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보다 명확히 도출해 

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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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 조사의 간략한 결과  

40 일 동안 본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122 명이 

응답하였으며, 간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응답자의 기본 정보  

[ 그림 ( ] –답“ 남녀 비율  

 
 

122 명의 응답자 중 여성 65 명 남성 57 명으로 각각 53.3%, 

46.7%의 비율을 보였다.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 보다 8 명 

많았으나 이는 10 명 이내의 차이로 설문 결과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남녀의 비가 비교적 균등하여 남녀 모두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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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 –답“의 소득 분포  

 

 
 

본 설문 조사는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대경제연구소의 중산층의 소득 정의는 연소득 

1,680 만원에서 5,040 만원 사이로 월 소득 140 만원에서 

410 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또한 통계청의 2012 년 

가계 동향 조사에서는 OECD 기준, 우리 나라 2 인 가구의 중산층 

연소득을 1,501 만원에서 4,508 만원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월소득 

125 만원에서 375 만원 사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설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자료를 반영하여 월 소득 선택란을 

100 만원부터 500 만원까지 100 만원 단위로 나누었으며, 500 만원 

이상은 고소득자로 분류하였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월 수입의 경우 200 만원에서 300 만원 미만이 57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6.7%를 차지 하였고, 300 만원 에서 400 만원 

미만이 27 명(23.8%)으로 그 다음을 차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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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 응답자들의 

직업은 대분류 10 개 중 7 개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포함 되었으며,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의 직업 또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조사해 응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선호 주거 환경 요소 5 개 선택 결과  

[ 그림 4 ] 선호 주t 환경 요소 5 s 선택 결과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1 단계인 선호 주거 환경 

요소를 5 개 선택하는 항목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요소는 

교통(114 명)이다. 그 다음으로 치안(100 명), 상업 시설(97 명), 

여가 시설(81 명), 자연 환경 요소(67 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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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질적 내용  

1 단계에서 선택한 5 개의 선호 주거 환경 요소에 관해 각 

요소별로 상세 설문을 진행하였다. 2 단계 설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10 개 요소의 질적 내용 분석은 4 장 2 절에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④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우선 순위  

본 설문의 3 단계인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우선 순위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조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결과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4 장 

3 절에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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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질적 분석과 우선 순위  

1.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질적 내용 분석 

본 절에서는 설문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주거 환경 

요소의 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교통 요소 

(1) 현재의 이용 패턴 

① 주중 이용 패턴  

“ BMW ( Bus + Metro + Walking)” (K 남) 

“ 지하철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교통 체증에 구애 받지 않음” (A 여) 

“지하철은 소요 시간이 가장 예측 가능함” 

(K 남) 

 
응답자의 대다수가 주중에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서 언급된 대중 교통의 범위는 버스, 지하철, 

도보이고 이 중에서 지하철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이는 

‘정시성’이라는 지하철의 특성에 의한 결과로 보여진다. 주중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도심으로의 출근보다는 

도심 외곽으로의 출근일 경우에 이러한 패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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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말 이용 패턴  

“ 시내에서 약속이 있을 때는 거의 대중 교통을 

이용한다.” (H 남) 

“ 여가 생활을 위해 이동할 때는 자동차, 혼자서 

여유를 누리고 싶을 때는 버스, 지인과 약속이 

있을 때는 지하철” (P 여) 

“ 버스와 지하철 둘 다 이용하지만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되도록 버스를 타고 지상으로 

다니면서 창 밖 구경하는 것을 좋아함.” (D 여)  

 
주말에 도심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한 이동을 선호한 반면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하는 경우에는 버스 이용을 선호하였다.  

인용된 답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동하는 중에 도시 

풍경을 보면서 심리적 여유와 만족감을 얻는 것이 도시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반면, 주말에 교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 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취미 

생활, 본가의 위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교외로 나가는 대중 교통 수단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 

또한 자동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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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호하는 교통 환경  

① 대중 교통 환경  

“대중 교통으로 서울의 웬만한 곳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쉽게 한강 진입이 편리한 곳도 선호 

합니다.” (P 여)  

“지하철 역이 가까운 것이 좋다. 버스를 통해서 

지하철 역에 접근해야 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O 남) 

“ 자전거 이용도 가능한 환경” ( S 남)  

“ 평소에 차를 주로 이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중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좋다” ( J 여) 

“ 트램이나 마을 버스 등 평소에 도시 주요부 

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R 

남)  

 
도심·번화가까지의 다양한 접근 수단과 노선이 갖춰진 대중 

교통 환경을 선호하였다. 이는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대중 교통의 교통망이 거미줄과 같이 잘 

짜여져 있을 때 교통 환경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전거, 트램 등 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을 원했다. 



 

 

- 85 - 

이는 자전거를 포함한 다양한 대중 교통 수단이 있을 때 주거 

환경의 질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96 

또한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역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10 

– 15 분 이내인 것을 선호하였으며, 터미널 기능을 하는 역이 

자신의 종착역인 것은 지양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승의 경우,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후 다시 

마을 버스로 환승하여 집으로 가는 교통 환경은 선호하지 않았으며, 

버스와 버스, 지하철과 지하철 같이 동일 수단의 환승은 감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서로 다른 교통 수단으로 환승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였다. 또한 목적지까지의 최대 환승은 1 회,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은 30 – 60 분 이내를 가장 적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는 도심까지의 진입 혹은 주거지로의 이동에 

있어서 환승이 복잡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② 자동차 이용 환경  

“ 자동차 교통, 주말에는 교외로 골프 치러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진입이 

수월한 것이 좋음” ( J 남) 

                                                
9, 7an 4JMO, 이영아 옮김, (014, h사람을 위한 도시i, 국토연구원,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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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교외 나들이나 지방 다른 

도시로 여행을 자주 다니므로 고속도로에 

접근하기 쉬운 것이 좋음” ( C 남)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외곽순환고속도로로의 진입성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도시 외곽으로부터의 진입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에서의 이동과 같은 교통 동맥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근교 베드타운에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연결망이며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한 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로들로의 진입성을 중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근 통로로서의 이동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취미, 여가 생활과 

깊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 타 도시로의 이동이 수월한 교통 환경을 중요하게 

여겼다.  

 
③ 보행 환경  

“ 도로와 인도의 구성이 너무 도로 쪽에 편중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자동차 

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마을” (H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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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 이용이 가능한 곳. 인도와 차도가 잘 

분리되어 있는가. 보행환경은 너무 위험하다.” 

( N 여)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 길가다 

누군가에게 안녕? 할 수가 없군요..” ( J 남) 

“ 보행 환경이 잘 되어 있으면 산책도 자주 할 

텐데.. 걸어 다니기 나빠서 동네에서도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네요. 그러다보니 사람을 

마주칠 일도 줄어들고 동네에서 물건도 자주 안 

사게 됩니다.” ( L 여) 

 
보행 환경에 관한 내용도 다수 거론되었다. 특히 현재의 교통 

환경에서 보차 분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주거지 

내에서의 이동의 경우 도보 이동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보차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 적으며 2 차선 도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된 차로 인해 안전을 위협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 내에서의 이동은 명확한 목적성을 가진 것 

이외에 ‘마을 산책’과 같이 일상을 환기시기는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같이, ‘도보’는 단순한 걷기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공간을 체험하는 방법이며, 자신의 공간을 

알아가는 행위인 것이다.97 도시 공간의 체감은 자동차 이용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자동차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직접 

                                                
9-김성도, (014,h도시 인p학 0 도시 공p의 통합 기호학… 연구i, 안그라픽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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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킴으로써 공간과 사람과의 접점의 발생을 억제하는 반면 

보행은 사람과 일상의 다양한 이벤트를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위의 설문 조사 내용에서도 보여지듯이, 걷는 중에 발생하는 

일들은 대부분 “예측 불가능하고, 비계획적이며 즉흥적”98이지만, 

더 많은 ‘동네 활동’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은 도시에서의 

삶을 더 즐겁고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잘 

정비되지 않고 위험한 보행 환경은 사람들의 보행 의욕을 

저하시키고 만족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④ 종합  

교통은 “도시 매트릭스”99이다. 이 매트릭스는 도시에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부분과 전체를 하나의 패턴으로 묶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수단은 다양할 수록 

좋다.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다양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대중 교통 인프라의 정비는 가장 중요시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미줄과 같이 촘촘히 연결된 교통망의 구축이 

도시에서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에 대한 선호와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보행과 

도시의 긴밀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의식 역시 ‘탈 자동차’ 사회로 

                                                
9. 7an 4JMO, (014, 위의 책, S.(0 
99 김성도, (014, 위의 책,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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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로 환경은 

자동차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사람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이용 필요성과 편의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00  보행 환경과 대중교통망이 잘 형성된 

도시에서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고 보행은 도시 

이용의 “습관” 101 이 될 것이다. 이는 도시에서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도시 인프라이며 주거 환경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치안 요소  

(1) 선호하는 치한 환경  

① 도시 기반 시설   

“ CCTV 및 24 시간 영업하는 가게(편의점, 

음식점)” ( E 여)  

“ 밝은 가로등, 순찰하는 경찰, 파출소” ( K 남)  

 
먼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치안 시설에는 CCTV 와 가로등, 

경찰 시설(지구대, 파출소 포함)이 있다. 이 세가지 요소는 도시의 

치안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설문 내용에 따르면 사람들은 CCTV 와 가로등이 촘촘하게 

설치되는 것도 원하지만 그와 더불어 시설의 정비와 유지를 더 

                                                
100 7anJ 7aHRGU, (014, 위의 책, S.4-, 
101 7anJ 7aHRGU, (014, 위의 책,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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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명’이었다. 사람들은 가로등의 밝기에 매우 

민감하며 주광색 등불 보다는 백색의 LED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주광색 보다는 백색이 더 밝게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밝은 조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안도감을 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시야의 범위가 

확장됨을 의미하며 조명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명은 홀로 치안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조명과 함께 필요한 것은 “보는 눈”102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치안 인프라는 대로변을 중심으로는 

잘 형성되어 있으나 골목 진입부, 교통 통행량이 적은 곳, 교통 

시설의 환승 구간이 매끄럽지 않은 곳(예를 들어 지하철 역과 

마을버스 정류장 사이가 먼 지역)에는 설치가 미비하며 이런 곳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역 주변의 

번화가가 끝나는 지점과 주거지의 연결 지역의 빛의 밝기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가로등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경찰 시설의 경우 주거지에 해당 시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순찰이 동반되기를 원했다. 대다수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경찰의 정기적 순찰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원인을 경찰 인력의 부족으로 꼽았다.  

 

                                                
10( 7anJ 7aHRGU, (010, 위의 책, 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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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권 

“ 경찰서, 가로등, 편의점, 적당한 유동 인구” 

( Y 여) 

“ 1 층에 늦게까지 불을 밝혀주는 가게” ( P 여)  

“ 가로등이 있어서 상업 시설의 불이 꺼져 

있으면 불안함을 느낌” ( O 여)  

“ 늦게까지 하는 상점이 있는 것은 좋지만 

취객을 발생시키는 상업 시설은 오히려 

불안합니다.” ( J 여)  

 
위에서 언급한 기본 인프라 이외에 주거지의 상업 구성 또한 

치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을 보면 

24 시간 운영하는 상점이 있는 것이 치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이유는 상업 시설이 가로등과 같이 

주변을 밝히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제인 제이콥스가 말한 

“보는 눈”의 역할인 것이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편의점과 같이 

24 시간 운영하는 상업 시설을 ‘여성 안심 지킴이집’으로 선정하여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늦은 새벽 시간까지 운영하는 상업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류를 판매하는 나이트, 클럽, 주점과 같은 유흥 업소는 

오히려 치안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같은 

주류를 판매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펍(Pub), 카페와 같이 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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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즐길 수 있는 상업 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권 

주변에는 취객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빈번하나 가볍게 주류를 즐길 

수 있는 상업 시설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 발생률이 낮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③ 혼합 용도 (Mixed-use) 

“ 주택가 골목에 24 시간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A 여) 

“ 주택만 있는 주거지는 밤에 적막하다. 상가와 

섞인 곳이 오히려 안전한 느낌이다.”  ( T 남) 

 
또한 1 층은 상가 2 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혼합 용도의 주거 

지역이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주거지 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용도가 복합된 주거지의 물리적 구성은 

“부드러운 경계”를 만들어 내며, 1 층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소리 

그리고 인기척은 안전한 느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103  이 경우, 사람들이 선호하는 업종은 24 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카페와 같이 소음이나 취객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 

이었으며 늦은 시간까지 해당 공간에서 조명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의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선호는 혼합 용도에 

있어서 조화로운 혼합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하고 

                                                
10) 7an 4JMO, (014, 위의 책,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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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동 인구의 발생 또한 사람들이 혼합 

용도들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끊임없이 ‘보는 눈’이 존재할 때 

안전함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사람들을 

무작정 지나다니게 할 수는 없다.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된 혼합 

용도는 이동의 목적이 되며, 밤 시간 때에 주택으로만 구성된 

공간에 비해 사람들의 통행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혼합 용도에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의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 104  주거지에서의 개인적 공간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드러운 “점이 지대”105의 형성이 

필요하다. 점이 지대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연결시켜 물리적·사회적 단절을 피하면서도 각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점이지대가 형성되지 

않은 혼합 용도 지역은 오히려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 되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104 7anJ 7aHRGU, (010, 위의 책, S.,0 
105 7an 4JMO , (014, 위의 책,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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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리적 환경  

“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좁은 골목길을 

통해 집에 가야함. 밤 늦게 귀가시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 무서움” (G 여)  

“밝은 가로등과 쓰레기가 잘 치워진 가로가 

좋다. 깨끗하지 못한 환경은 왠지 범죄가 

발생할 것 같다” ( S 남)  

“ 도로, 인도, 가로 등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협소한 인도는 

치안상의 불안함을 가져옵니다.” ( N 남)  

“ 아직 주변에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주택들이 

많고 대부분이 불이 꺼져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됨.” ( H 남)  

“ 대로가 너무 넓어서 밤에 인기척도 없다. 혼자 

지나가다 사고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 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섭다.” (G 여) 

 
치안 요소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은 보행 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차분리와 같이 

보행 환경이 잘 구성 되어있는 곳을 선호하였으며 보행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도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더불어 골목과 이면 도로의 폭이 좁을 수록 

혹은 너무 넓을 수록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을 통해 도로의 적정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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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로의 폭이 

적정하다는 것은 가로의 역할과 가로에 면한 건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 넓고 사람의 통행이 

없는 가로와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골목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한다.  

또한 가로 환경뿐만 아니라 가로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이 

노후 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노후되어 방치된 건물은 범죄를 유발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더 

많은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뉴욕시의 ‘zero-tolerance’ 

프로그램과 뉴 멕시코의 ‘Safe street program’은 실제로 주변 

건물의 노후도와 치안이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로의 

넓이와 정돈된 물리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사회적 환경  

“ 거리를 모든 집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 

주민들의 구성이 다양하다. 노인, 어린이, 젊은 

층 등 다양해서 거리를 사용하는 시간이 모두 

다르고, 언제나 거리에서 사람을 마주친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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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들이 알고 있다. 거리 옆으로 1 층에 

주택 겸 상가들이 늘어서 있다.”  ( P 여)  

“ 다른 조건에는 만족하나 경찰서가 인근에 

없고, 도로 건너편이긴 하나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 있음” ( M 남)  

“ 역 주변에 노숙자가 많거나 특정 경제 계층이 

있는 지역이 인근에 있어 불안함을 느낀다.” 

( L 여자) 

“ 동네에 장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전하게 느껴진다. 오래 사신 분들은 주변을 

잘 챙긴다” ( S 남자)  

 
사람들은 물리적인 치안 환경의 조성만큼 사회적 환경 또한 

치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성은 치안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동네 네트워크’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동네 주민이 서로를 인지하고 있음으로써 외부인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설문 조사 답변 중 

눈에 띄는 것은 “상점 주인이 동네 사람들은 알아보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동네 상점가 주인들은 누구보다 동네의 “평화와 질서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들”106로 표현될 수 있다. 이들은 마을의 

                                                
10, 7anJ 7aHRGU, (010, 위의 책,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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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유지를 위한 감시자인 것이다. 이러한 동네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공공이 담당해야 하는 치안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치안 유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곳에서는 

모두가 치안을 위협하는 요소를 주시하는 ‘감시자’가 되고 공공의 

치안문제에 자연스러운 ‘참견-참여’107가 가능한 공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네 네트워크의 형성은 오랜 기간 거주가 가능한 

마을에서 더 적극적으로 형성된다.  

잠깐씩 머무는 사람들은 마을에 정착할 새도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동네에 대한 애착심이 없으며, 동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도 

관심이 적다. ‘오래 살면 고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두가 처음부터 

정주자일 수는 없으나, 살다 보면 그 마을에 소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료 등의 문제로 해당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철새”108로 

변한다면 그 마을은 안전하지 못한 일시적 둥지가 되는 것이다. 

일시적 둥지의 질(Quality)과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내가 

머무는 동안만 아무 일이 없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새로운 

거주자를 네트워크에 흡수하는 시스템은 마을의 치안을 지키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10- 7anJ 7aHRGU, (010, 위의 책, S.59, 제인 제이콥스는 그녀의 저서에서 노스엔드 지역의 사례를 

예로 들며, 다양한 마을 사람들의 참y이 범행 시도를 막았고 공공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10. 7anJ 7aHRGU, (010, 위의 책,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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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과 같은 동일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 

구성원이 함께 살아갈 때 더욱 안전함을 느낀다고 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24 시간 깨어 있는 도시의 치안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 

같이 주거지에서도 사람들의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안전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령 낮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공간은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지만, 사람들의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생기와 활력이 

느껴진다. 사람들의 활동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활동을 

만들어내는 매력적 요소로 작용하여, 109  공간의 시간적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유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늦은 

시간 까지의 활동이 많은 청장년층의 이동이 많은 공간은 어두운 

시간대에도 심리적 위협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연령별 계층의 혼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특정한 

경제적  취약 계층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경제적 계층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치안이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이러한 곳과 인접한 주거지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오히려 경제적 계층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109 7anJ 7aHRGU, (010, 위의 책,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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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안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질서를 만들어 낸다. 단편적 요소의 

질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결합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질서의 

힘”110이 되며 이 힘의 크기도 강해질 것이다.  

3) 상업 시설 : 장보기 및 쇼핑 시설  

현대 사회는 “소비 지향적 사회”라고 불릴 만큼 재화와 

소비를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자본주의 패러다임 위에 

성립한 도시에서 ‘소비’란 일상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 환경과 주변 상업 시설의 질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호 주거 환경 요소 중 장보기 및 쇼핑 시설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사람들 또한 주거지의 상업 시설의 종류와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의 질에 따라 주거 환경의 질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시설별 선호 요인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장보기 및 쇼핑 시설을 크게 6 가지로 

분류 하였다. 각 분류별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건과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110 7anJ 7aHRGU, (010, 위의 책,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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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의점, SSM  

“ 편의점, 일인 가구라 살 것이 많지 않고 주로 

간단한 인스턴트 식료품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가장 많이 이용함. 

또한 24 시간 영업하기 때문에 늦은 귀가 

시간에도 살 수가 있다.” ( K 여)  

“ SSM : 주변에 대형마트가 없는 동네라서, 

최대한 대형마트에 가까운.. 상품 종류가 많은 

곳 이용” ( O 남)  

 
편의점, SSM 과 같은 소규모 상권은 접근성, 상품 구성, 운영 

시간이라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의 경우 

본인의 집에서 도보 10 분 이내에 있는 것을 가장 선호 하였으며, 

대부분 퇴근길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철 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동선에 위치한 곳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구성의 경우 소포장과 간단한 즉석 조리 식품의 판매가 

이 같은 소규모 상업 시설을 선호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해당 가구들이 대부분의 식사는 직장 근처나 

주거지 인근에서 해결하고, 집에서 요리를 하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매우 드물며, ‘요리’라기 보다는 즉석 식품을 활용하여 

간단한 ‘조리’를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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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를 산다고 하더라도 적은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포장 

제품이 잘 갖춰진 편의점이나 SSM 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운영 시간 면에서 편의점, SSM 과 같은 상업 시설은 동종의 

타 상업 시설에 비해 운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퇴근 후 

이용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 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다양한 수요자들의 이용 시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편의점, SSM 은 “소비자 권장 가격”이라는 정가 

이미지가 강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대형 마트에 비해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상업 시설의 분포, 상품 구성, 운영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응답자들의 평균 이용 빈도가 다른 

상업 시설과 비교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 회 이상) 

 
② 대형 마트  

“ 저렴한 가격, 포인트 적립으로 꾸준히 

이용하게 되고 혜택도 볼 수 있음” ( K 여)  

“ 살 것이 많을 때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이용하고 사고 싶은 

물건의 카테고리가 애매할 때도 이용한다.” (M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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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의 경우 가격, 상품의 다양성과 질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3 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도보로 20 분 거리 이내에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가격 측면의 경우 대형 마트에서의 구매가 동종의 소형 

마트에 비해 저렴하며, 포인트 혜택, 신용 카드 혜택과 같은 리워드 

제도의 구축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상품의 다양성과 질의 면은 앞서 언급한 편의점과 SSM 이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SM 의 경우 

편의점 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형 마트에 

비해서는 상품 선택이 한정적이며, 신선 식품의 경우 질적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료품뿐만 아니라 타 생활 

용품의 구매도 수월하여 본인이 사고자 하는 용품의 분류가 모호할 

경우 대형마트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형 마트의 경우 운영시간이 편의점과 SSM 에 비해 

짧아 직장인의 퇴근 시간과 맞물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로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며, 차로 이동한다 할 지라도 도보와 

대중 교통 환경이 잘 갖춰진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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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고형 할인 매장 

“ C 사는 주로 애용하는 외국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한다. 값도 싸고 양도 많다.” ( S 여)  

 
창고형 할인 매장은 대형 마트와는 다르게 낱개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며, 대용량, 묶음형 상품을 주로 파는 매장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 매장은 

일반 대형 마트에서 구매 하기 어려운 다양한 수입 물품을 저렴한 

값에 판매하고 있어서 대형 매장과 차별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설문 조사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수입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창고형 할인 매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창고형 할인 매장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 회 정도 

이용하며, 차로 30 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④ 백화점  

 “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살 물건이 정해져 있을 

때 간다.” ( Y 남)  

“ 백화점은 물건의 질이 보장되어 조금 

비싸지만 이용하게 된다.” ( R 여)  

 
백화점은 다른 앞서 언급한 상업 시설에 비해 가격적 이점은 

없지만, 상품 품질에 대한 보장이라는 신뢰감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20 분 이내에 위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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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선호하며, 이용 빈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3 회로 

나타났다. 또한 백화점은 이용 목적이 명확할 때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을 구매할 때 보다는 

타인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쇼핑몰, 스트리트 몰 

“ 날씨의 제약 등을 받지 않고 필요한 것이 

모여 있어서 편리함” ( P 여)  

“ 외식, 쇼핑, 영화 관람 등이 한 장소에서 

논스탑으로 해결 가능해서 편리함” ( D 여) 

“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짧은 이동 동선 내에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 ( P 남) 

 
쇼핑몰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주말에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용 빈도는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 교통으로 

30 분 이내에 입지해 있을 때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와 같은 쇼핑몰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All in one 

system, 즉 한 곳에서 식사, 쇼핑, 카페, 오락 시설을 한번에 즐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내에서의 이동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동선이 짧은 것과 날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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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없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와 같은 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⑥ 소규모 상권 밀집 지역  

“ 특색 있거나 아기자기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어서” ( K 여)  

“ 홍대는 그냥 소소하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 K 남)  

 
다양하고 개성 있는 소매 상품을 판매하는 상권에 대한 

선호도 많았다. 이용 빈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30 분 이내에 입지해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자들이 지칭하는 소규모 상권 밀집 지역은 홍대, 

가로수길, 경리단길과 같이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이른바 ‘핫 

플레이스’로 지칭되는 곳이며, 상품 구매라는 목적성보다는 윈도우 

쇼핑, 거리 분위기 등 해당 공간 자체를 즐기기 위해 소규모 상권이 

밀집된 지역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성 브랜드 제품이나 

프랜차이즈 상점과 같이 보편화된 상품이 아닌 다양하고 독특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으로 꼽혔다.  

이와 같은, 창고형 할인 매장과 백화점, 쇼핑몰, 그리고 

소규모 상권 밀집 지역의 경우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보다는 개인의 기호와 관련이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많지 않지만, 가고 싶은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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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본인의 선택이 가능한 범위 

내)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선호하는 장보기 및 쇼핑 시설  

앞서 언급한 시설 별 선호 요인을 종합하여 선호하는 장보기 

및 쇼핑 시설의 질적 내용을 종합하여 도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선호하는 장보기 시설의 t리 

 

 
 

[그림 5]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보기 시설은 도보 10 분에서 20 분 거리 이내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여가 생활, 기호와 

관련이 있는 선택적인 쇼핑 시설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30 분 

이내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이동의 

측면에서의 선호 시간이 아닌, 목적에 따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업 시설이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다양하게 분포하기를 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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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선택 가능한 상태”라는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도시의 상업 시설은 

작은 슈퍼, 시장부터 대형 상업 시설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것”과 “생소한 것”의 공존111이며, 다양한 시설들이 

가깝게 밀집해 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편의점, SSM 시설을 제외한 다른 상업 시설에서는 대중 

교통과의 연계성이 중시되었다. 개인 자동차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대중 교통 인프라가 잘 정비된 시설에서 질적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접근 방법’과 상업 

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며, 다양한 상업 

시설들이 선택 가능한 거리 내에 입지해 있을 때 주거 환경의 질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4) 여가 시설  

여가 시설은 일상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선호 주거 환경 요소에서 여가 시설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같은 선택적 활동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과 주거 환경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 7anJ 7aHRGU, (010, 위의 책, S.(0, 



 

 

- 108 - 

(1) 현재 이용되고 있는 여가 시설의 종류  

인터뷰와 설문 조사 응답에서 언급된 여가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체육 시설 : 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 오락 시설 : 영화관, 야구장  

-! 문화 시설 : 도서관, 미술관, 콘서트 홀, 서점,  

-! 공방(자수, 가죽 공예, 베이킹, 꽃꽂이)  

-! 외식 시설 : 카페, 펍(Pub), 바(Bar)  

-! 자연 환경 : 공원, 수변 공간, 산책로 

-  그 외 : 목욕탕, 사우나  

 
(2) 선호하는 여가 시설 환경  

 “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대중교통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않음. 커피숍, 

영화관, 헬스장을 가는 길에 산책하는 것이 

즐거움.” (A 여)  

“ 카페나 책방을 도보 10 분 거리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가볍게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 P 여) 

“ 요가 학원은 도보 15 분 거리, 거리가 멀면 

학원에 가는 길이 부담스러워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없다. 영화관은 도보 30 분 거리.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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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고 퇴근이 늦어 평일에 볼 때 부담이 

없다. 공원은 도보 10 분 이내. 집 가까이에 

위치해야 공기도 좋은 기분이 들고 식사 후에 

가볍게 찾아가기 좋다.”  ( K 여)  

“ 미술관이나 예술의 전당이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어렵다.” ( M 남)  

“ 대부분이 프랜차이즈다. 여가를 즐기는 

문화시설도 프랜차이즈가 아닌 다양한 것이 

좋다.” ( R 남)  

 

체육 시설, 서점, 펍(Pub), 바(Bar), 산책로와 같은 시설은 

주말 이용과 더불어 퇴근 후 이용도 많은 것으로 보여졌다. 체육 

시설의 경우 개인의 건강 관리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의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점과 

펍(Pub), 산책은 퇴근 후 기분 전환을 위해 가볍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하루 일과에 대한 ‘소소한 보상’으로 풀이 된다.  

카페, 도서관, 공원, 수변 공간, 목욕탕, 사우나는 주중과 

주말을 비교하였을 때, 주말 이용이 더 많았다. 특히 주말에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할 때, 집과 

가까운 카페나 동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 

인근의 공원과 수변 공간 또한 일상 생활 범위 내에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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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이용 빈도가 많은 시설들은 도보 이동 

가능 거리가 아니면 이용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보 15 분 

이내에 입지해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야구장, 미술관, 공방과 같은 곳은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일상적 이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30 분 이내에 위치했을 때 만족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야구장, 미술관, 콘서트 홀과 같이 규모가 큰 여가 시설의 

경우에는 대중 교통과의 연계성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대규모 문화 시설의 

대중 교통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았다. 서현은 자신의 저서 『빨간 

도시』에서 이러한 상황을 “허영의 신전”이라고 표현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국립극장과 남부순환로로 막혀진 예술의 전당은 

사람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며, 도시와 단절된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112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람들에게 문화란 ‘쉽게 

접근하여 공유’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지만, 한국의 대형 문화 

시설은 아직 그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종합 

선호하는 여가 시설의 질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가 시설의 경우 개인의 취향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11( 서현, (014, h빨p 도시 0 u축으로 목격한 대한민국i, S..0-.5 



 

 

- 111 - 

개인의 이용 빈도와 목적에 따라 시설 입지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상적으로 이용 빈도가 많은 

시설의 경우 도보 15 분 내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하며, 일상적인 

이용 빈도가 비교적 적은 곳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30 분 이내에 

입지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반면 여가 시설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현재 사람들이 주로 이용 하고 있는 여가 시설은 대형 

기업의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곳이 많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이 폭이 한정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설 요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여가 시설이 요구 

되었으며, 대형 문화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대중 교통의 연계를 

강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연 환경  

도시민에게 있어서 자연 환경은 복잡한 일상 생활의 

탈출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일주일 중 대부분의 시간을 고밀도의 

공간에서 지내다보니 탁 트인 낮은 밀도의 공간에서 심리적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동물로서의 인간”에게 

자연은 필수적인 불가분의 요소로서, 도시는 이에 상응하는 녹지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113 자연은 도시를 치유하고 생명력을 불어 

                                                
11) 여흥구 외, (005, h도시와 인pi,나남 출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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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는 힘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무미 건조한 

반복”의 일상을 막아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한다.114 이와 같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 요소 중 자연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와 

감성적 측면의 보상을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과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자연 환경 구성 요소   

인터뷰와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자연 환경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크기의 공원 : 포켓 공원, 근린 공원, 큰 규모의 

공원  

-! 산책로와 녹지  

-! 수변 공간 : 공원과 산책로 

-! 가로수, 조경  

-  텃밭  

 
(2) 선호하는 자연 환경  

선호하는 자연 환경에서 강조된 두 가지는 다양한 규모의 

건조 녹지 공간과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질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114 김성도,(014, 위의 책, 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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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원, 산책로, 녹지 

“ 공원은 집에서 눈으로 보이는 곳 혹은 걸어서 

10 분 이내에 있어야 한다. 눈에 안보이고 

거리가 있으면 굳이 집 근처가 아니더라도 갈 

곳은 많다.” ( K 남)  

“ 조그마한 공원은 있으나 자전거를 탈 만한 큰 

규모의 공원은 차를 타고 움직여야 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 L 남)  

“ 멀리 있으면 자주 찾기 어렵다. 바쁜 

사회인에게 자연은 가까워야 의미가 있다.” ( J 

여)  

“ 수변 공원은 봄 ~ 가을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하기에 적합하다. 포켓 공원과 같이 도심에 

군데군데 있는 녹지공간은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 C 남)  

“ 관리되지 않은 공원은 무섭다. 밤에 지나다닐 

수도 없고 가끔은 낮에도 무섭게 느껴진다.” 

( K 여)  

“ 공원은 쓸데 없는 조각이나 조경보다는 그냥 

녹지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상한 

폭포를 만든다거나 알 수 없는 조각을 세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가벼운 산책길만 있는 

녹지만 많아도 좋다.” ( G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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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경우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공원이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것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켓 공원과 같이 작은 규모의 공원은 도보 15 분 

이내, 중형 규모의 근린 공원과 하천 주변의 수변 공간의 경우 도보 

20 분 이내에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양재 시민의 숲, 서울숲과 

같은 대규모의 공원과 한강 공원과 같은 수변 공간은 도보 30 분 

이내에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주거지 인근에 중형 규모의 

공원이 갖춰져 있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공원은 대중 교통으로 

30 분 이내에 있어도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도시의 녹지 공간은 언제나 삶을 치유하고 생명력을 

불어 넣는 공간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관리되지 않는 녹지 공간은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원, 

건조 녹지와 같은 도시의 빈 공간은 “쉽게 변한다는”115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 도시 속의 공원과 건조 녹지 공간은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도시의 “무기력한 공백지대”116가 

되기도 한다. 설문 조사 이전의 인터뷰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언급한 공원이 바로 그런 예이다. 해당 공원은 6 차선 대로로 

둘러싸인 블록 안에 입지해 있고, 중간 크기의 공원이며 옆에 큰 

백화점이 입점해 있다. 물리적인 환경만 보았을 때는 백화점 

이용객들로 공원이 붐빌 것처럼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은 낮에도 

                                                
115 7anJ 7aHRGU, (010, 위의 책, S.1)- 
11, 7anJ 7aHRGU, (010, 위의 책,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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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이 적은 공원의 모습이었다. 백화점의 출입구는 공원을 

등지고 있었으며, 6 차선 대로는 사람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공원의 경계를 빙 둘러싸듯 심어진 나무는 공원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벤치는 햇빛을 그대로 받고 

있었다. 이러한 공원의 환경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며, 밤에는 오히려 피해가야 할 공간이 되었다. 거리상으로 인근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공원을 가로지르는 것이 가까우나 

사람들은 공원을 둘러 걸어가는 것을 선택한다. 주변환경이 공원과 

상호 작용하지 못하면서 가치의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관리되지 않는 공원들은 도시의 ‘허파’로 작용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기력하고 위험한’ 공백지대인 것이다. 제인 제이콥스는 

그녀의 저서『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좋은 공원의 예를 

보여준다. 도시의 ‘허파’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공원은 다양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하며, 공원의 이용 

목적은 다양하다. 공원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수가 일정하면, 

공원에는 충분한 감시의 눈이 생기고 공원은 안전하고 활기차지는 

것이다. 117  인터뷰 대상자가 말한 공원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부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공원의 시설적 측면에 있어서 조경물의 설치 보다는 

오픈 스페이스로서의 녹지 확보와 산책로의 정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공원이 저마다 특색을 갖고 사람들을 매료시킨다면 

                                                
11- 7anJ 7aHRGU, (010,  위의 책, S.141-14(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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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이겠지만 모든 공원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절히 

배치된 나무, 앉기 좋게 배치된 벤치, 미묘한 지형의 변화만으로도 

사람들의 산책을 즐겁게 만드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118 

이는 공원이 갖춰야 하는 요소이면서 사람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간단하지만 복잡한 방법이다.  

좋은 공원을 만드는 조건이 간단하지만 복잡하다고 표현한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목적 없이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 공간이 성공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찾는 다양한 이유들과 결합시켜야 하며, 이는 주변과의 

“차단”의 역할을 하는 공지가 아닌 다양한 기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119 설문 조사에서 사람들은 공원이 

홀로 있기 보다는 주변의 다양한 편의시설 혹은 공공시설들과 

어우러져 있기를 바랬다. 이는 무엇보다도 위의 내용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② 보행 환경, 가로수, 조경   

“ 보행로가 너무 좁고 차도로 자주 끊긴다. 

동네에서의 산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 Y 여)  

“ 가지치기를 매정하게 하지 않아 양껏 자란 큰 

나무들. 동그랗게 다듬어 놓은 잎만 무성하고 

매연에 절은 떨기 나무 말고 자유롭게 자랐지만 

                                                
11. 7an 4JMO, (014, 위의 책, S.14( 
119 7anJ 7aHRGU, (010, 위의 책,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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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배치가 잘 된 여러 종류의 꽃나무들” 

( A 여)  

“ 바쁜 와중에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수만 

봐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나빠진다..” ( C 남)  

 
공원 내부의 산책로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의 가로수와 

조경이 잘 정비된 보행 환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응답에 따르면 자동차 위주의 가로 형성으로 인해 보행로가 자주 

끊기며, 가로수의 조경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저해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보행 환경과 가로수의 조경 

관리가 잘 이루어진 곳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굳이 

녹지 공간을 찾아가지 않아도 다른 자연 환경 요소에서 얻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공간 

안에서 가로수가 단순한 도시 미화 요소가 아닌 삶의 질과 연관된 

중요한 자연 환경 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③ 텃밭  

“ 보는 자연도 좋지만 내가 직접 참여하는 자연 

환경도 좋다” ( A 여)  

“ 이제 소비하는 여가 말고 텃밭에서 무언가를 

키우는 생산적 활동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다.” ( D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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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텃밭이 언급된 것은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하는 자연 환경과 더불어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자연 

환경에 대한 요구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④ 접근성  

접근성은 자연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이용되지 않는 자연 환경은 무의미하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일상의 공간’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용하기 어려운 

공원이나 건조 녹지는 도시의 구멍과 같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도보로 갈 수 없는 자연 환경은 무의미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자신의 주거지와 근접한 곳에서 자연 환경 요소를 즐기고 싶은 

욕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이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시 허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⑤ 분포  

자연 환경의 분포에 있어서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에 비해 자연 환경 요소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며, 인구를 고려한 균형적 배치와 녹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 나라의 도심 안에 일상적 



 

 

- 119 - 

접근이 가능한 건조 녹지 공간의 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6) 공공 서비스 시설  

(1) 공공 서비스 시설의 종류  

 - 행정 시설 : 구청, 주민 센터  

 - 문화�체육 시설 : 공공 도서관, 공공 문화 센터, 공공 

체육관  

 
 (2) 공공 서비스 시설을 선호하는 이유  

“ 저비용으로 다양한 배움을 누릴 수 있다. 동네 

주민의 여가 생활까지 생각하는 느낌이라 혜택 

받는 것 같다.” ( H 여)  

“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커뮤니티의 질이 향상된다고 본다. 사람들이 

만족감이 높아 동네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 

( K 여)  

“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 뭔가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느낌이다.” ( G 남)  

“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이 많이 있다면 주민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동네에 대한 애착도 생길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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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환경도 좋아지리라 생각한다.” (C 

여)  

 
인터뷰와 설문 조사 결과 공공 서비스 시설은 저비용이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주거지에서는 기본적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공공이 

지원해 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생활의 질적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공공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할 때 “이용 가능한 상태”인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 시설이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도 선호 이유로 언급되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면서 정서적 교류의 욕구를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과 연관된다. 공공 시설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120  설문 조사 응답자들도 공공 

서비스 시설의 이용이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닌 

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효과를 

                                                
1(0 7an 4JMO, 김진우 외 옯김, (00), h삶이 있는 도시 디“인i푸른솔,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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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을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시설  

“ 출근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광고가 잘 되지 않아 이용 정보가 

부족하다.” ( P 여)  

“ 다양한 강좌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관심을 

쏟지 않으면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다.” ( S 남)  

“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고 건물들도 한데 

모여있어서 이용이 편리해지면 좋겠다.” ( T 

여)  

 
공공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프로그램의 시간대가 

한정적인 점과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꼽았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공 시설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아 이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교류가 가능하고 커뮤니티의 형성의 촉매재가 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해 지고 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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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애착심이 향상될 것을 기대 하였으며,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 되는 것을 원했다.  

물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주거지로부터 도보 15 분 이내에 

있는 것을 선호 하였으며, 통합적인 물리적 환경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한번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이 어느 특정한 목적만을 위해 설계되는 것이 

아닌 복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는 일상 생활 

속에서 가볍게 들려서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공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7) 마을 이미지  

도시 공간의 이미지화는 도시에 대해 개인이 정신적으로 

읽어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12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 이미지란 

주민 또는 방문자의 “종합적인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억은 개인의 경험을 전제로 하나 “범인간적인 욕구 및 감성에 

따른 객관적이고 집합적인 기억”인 것이다. 122  이러한 ‘기억’은 

공간에 대한 개인 또는 그룹의 인식·지각으로 형성된다. 이는 

공간에 대한 정보이며, 일상의 경험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다. 도시 이미지란, 단지 공간에 

                                                
1(1 권여우 외, 199., h도시의 이해i, 박영사, S.5, 
1(( 이석정, (005, f도시이미지와 도시u축g, h도시와 인pi, 나남출판, S.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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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리적 인지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사람들의 인식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123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이미지를 개인 또는 그룹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간에 

대한 종합적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 마을 이미지를 구성 하는 요소  

 인터뷰와 설문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마을 이미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마을의 가구�연령 구성 비율  

 - 주민의 경제적�문화적 수준 

 - 주민의 거주�마을의 형성 기간  

 - 물리적 환경 : 도로의 폭, 건물 높이, 조경, 건물의 용도 

 - 자연 환경  

 - 도시 기반 시설의 수준  

 - 상권  

 -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의 유무  

 

                                                
1() :aTNWU-3TNUVNan NJaHUW anI ?NOvNW NJLWV, (01(, f3NVy 6PaLJ – OSJTaVNRnaO 6nUVTWPJnV 

Nn ATGan ?SaHJ :anaLJPJV – 2 RRPaPNan ?aPSOJg, h2IvanHJU Nn ?SaVNaO POannNnLi, 

6nTJHM, 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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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 이미지를 선호 주거 환경 요소로 선택한 이유  

“ 마을에 정을 붙이고 소속감을 갖는데 

필수적임” ( L 여)  

“ 치안 및 거주 환경도 마을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고 생각함. 대치동에 살 때와 

태평동에 살 때 밤늦게 다닐 때와 편의시설 

등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짐.” ( K 남)  

“ 나의 이웃이 될 사람들이 마을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을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침.” ( S 여)  

“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시설이 

있느냐가 삶을 담는 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환경이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 S 남) 

 
주거지는 매일 이용하는 일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매일 살아가는 공간의 다양한 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는 개인 생활 패턴이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거 환경에 대한 심리적 만족과도 연관된다. 개인이 

자신의 주거 환경 이미지에 만족할 경우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거주 공간과 삶에 대한 애정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마을 이미지는 개인의 삶과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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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 주거 환경 요소로서 마을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는 

마을의 이미지를 통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어내면, 이웃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거 환경에 있어서 “이웃”의 존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풀이 할 수 있다. “집은 선택할 수 있어도 이웃은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가구�연령 구성, 

경제적�문화적 수준이 개인의 가치 기준과 상이할 경우, 주거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가진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그와 상반되는 경우에 비해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환경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으며, 마을 이미지는 이를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을 이미지 요소는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측면뿐 아니라 

물리적 측면과도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에 물리적 환경의 질적 측면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마을 이미지와 도시 기반 시설, 건조 환경의 질,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상관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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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을 이미지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주거지의 물리적 측면과 제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 주거 환경 요소로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선호하는 주거 환경 이미지  

 인터뷰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하는 주거 환경 

이미지는 “아늑함”, “삶이 느껴지는 공간”, “고립되지 않음”, 

“계절의 변화”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주거지를 

선호하였다. 이는 치안 요소와 깊은 관련을 보였으며, 

“아늑함”이라는 형용사로 표현되었다. 주거지는 생활에서 지친 

심신에 대한 치유와 보상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이와 같은 “아늑한” 

공간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삶이 느껴지는 공간”의 주된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진 커뮤니티가 있는 환경이었다. 주거 환경은 

다분히 개인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삶이 공유되는 공간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신과 동일한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공간을 이용할 때, 주거 환경은 더욱 

활력이 넘치며, 일상의 크고 작은 일거리들을 만들어 낸다. 그와 

더불어 다양한 연령대가 활동하는 공간은 그렇지 않은 공간에 비해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발적 치안 유지가 가능해지며, 이는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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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느껴지는 공간”은 “고립되지 않음”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킨다. 커뮤니티가 형성된 주거 환경은 타인과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민간의 ‘적당한’ 교류와 

결속력을 의미한다. 사람은 “서로 건드리지 않는 (Do-not-touch)” 

의 영역을 갖는 동물이다. 이러한 개인적 공간은 다른 이들의 

진입을 원하지 않으며, “팔 길이 정도의 거리(Arm’s Length)”를 

적당하다고 본다.124 이렇듯 주민 간의 ‘적당한’ 거리 또한 분명히 

존재하며, 개인적 공간의 침입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흔히 말하는 

시골식의 교류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의 

교류를 의미한다. 도시에서 사생활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사람들은 사생활과 교류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선호한다. 제인 

제이콥스는 좋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교류의 균형이 지켜지며, 

공생을 파괴하는 공유는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균형은 “공적 

인물”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았다.125  이러한 공적 인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동네의 상점 주인들이 될 수도 있으며, 공공 서비스 

기관의 직원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커뮤니티의 

연결고리를 필요로 하며, 이는 고립되지 않는 마을을 만든다. 

그리고 “고립되지 않음”은 본인이 이웃과의 교류가 “선택 가능한” 

상황에 놓여지는 것을 뜻한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 ‘동네 친구’를 

만드느냐 혹은 ‘적당한 인사’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1(4 7an 4JMO, 이영아 옮김, (014, h사람을 위한 도시i, 국토연구원, S.49 
1(5 7anJ 7aHRGU, (010, 위의 책, S.101-105 내용 정리 , 공… 인물은 대중…인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은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꾸준히 “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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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고립된 개인이 아닌 선택적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 마을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주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주거 환경 이미지 또한 “삶이 

느껴지는 공간”의 연장 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계절의 변화는 주거 환경의 자연 요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같지만 

단순히 녹색 자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거라는 물리적 환경에 

계절의 변화를 스미게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투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에서 

때로는 생동감을 때로는 마음의 치유를 얻는 심리적 만족의 중요한 

매개체인 것이다.  

8) 의료 서비스 시설  

(1) 선호 주거 환경 요소로 선택한 이유  

응답자들은 의료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과 직결된 요소로서, 

주거 환경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동거인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 시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호하는 의료 서비스 시설  

의료 서비스 시설을 1 차 의료 기관�2 차 의료 기관�3 차 의료 

기관으로 분류하여 선호하는 질적 측면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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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의료기관은 1 차 의료 

기관과 2 차 의료 기관으로 나타났다.  

1 차 의료 기관의 경우, 보건 측면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도보 10 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을 선호 하였다. 이 같은 1 차 의료 기관은 보편적으로 동네 

의료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는 곳이며, 해당 시설로의 접근 경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심리적 불안을 초래함으로 거리에서 가독성이 

좋은 위치에 입지해 있는 것을 원했으며, 이동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거지에 따라서는 1 차 의료 기관의 진료 과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보여졌다.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와 같은 과목을 진찰하는 병원은 많으나 그 외의 

정형외과, 피부과와 같은 과목을 진찰하는 기관의 수가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필요로 할 때 선택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병원이 집합되어 있는 빌딩 형식의 1 차 

의료 기관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보여진다.  

2 차 의료 기관의 경우, 응급 상황 대처, 24 시간 운영이라는 

점에 있어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차를 

이용하여 30 분 이내에 2 차 의료 기관이 입지해 있을 경우, 응급 

상황이 벌어져도 안심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통원 치료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2 차 의료 기관과 같은 대형 의료 시설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의료 시설(약국, 의료 보조 시설)의 구축이 잘 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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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1 차 의료 기관에 비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으며, 1 차 의료 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진료 과목의 진찰이 

가능한 것도 선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선호하는 의료 서비스시설의 질적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보로 10 분 이내에 이용 할 수 있는 1 차 의료 기관과 차로 30 분 

이내에 이용 할 수 있는 2 차 의료 기관이 종합적으로 갖춰진 

환경을 선호하며, 이는 선택의 다양성과 심리적 안도감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 외식 시설  

(1) 이용하는 외식 시설의 종류  

① 주중 

주중에는 대부분 회사 주변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에서 주중에 이용하는 외식 시설은 식사를 위한 

곳 보다는 24 시간 혹은 늦은 밤 시간 까지 운영하는 펍(Pub), 와인 

바, 선술집, 패스트 푸드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가 도중에 

가볍게 이용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되었으며, 비교적 

도회적이고 세련된 분위기가 나는 곳을 주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주말  

주말에는 주로 늦은 아침 혹은 점심시간에 주거지 주변의 

외식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주변에서 

지인들과의 만남이 있을 경우에는 카페로도 이용할 수 있는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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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인 이용일 

경우 위의 시설과 더불어 자신들만의 동네 맛집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에 찾는 외식 시설의 종류는 다양하며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호하는 외식 시설  

“ 펍(Pub) 이나 단골 식당은 집에 가는 길에 

들릴 수 있도록 퇴근 길 중에 있어야 함. 동네 

가게를 이용하는 편이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게 아쉬움.” ( H 여)  

“ 24 시간 카페와 같이 밤 늦게도 갈 수 있고 

친구들과 모임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곳. 

프랜차이즈가 아닌 아담한 동네 가게가 좋다.” 

( M 여)  

“ 분위기 좋고 부담 없이 즐길만한 장소가 

부족하다. 좀 더 다양한 외식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한정적임.” ( S 남) 

 
퇴근 길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펍(Pub), 와인 바와 

같은 주류 판매 시설과 패스트 푸드점의 경우 역과 집 사이의 

동선에 입지해 있는 것을 선호하였고, 그 외의 외식 시설 또한 

주거지에서 도보 20 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는 주거지에서의 활동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기를 바라는 심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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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응답을 보면 ‘부담 없이’, ‘편안하게’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 한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재 자신의 주거지 외식 시설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하는 외식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태원과 같이 이국적인 음식을 판매하는 시설들이 

증가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도회적인 분위기의 외식 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외식 시설 

보다는 개인이 영업하는 ‘동네 가게’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프랜차이즈 외식 시설에 기반한 한정적 선택이 

아닌 다양한 선택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빵집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시설 보다는 ‘동네 빵집’이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질 좋고 맛있는 빵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외식 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전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동네 가게’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는 주거지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에 요구되는 

것은 “신선한 자극”이 아니라 “익숙함”이다. 하지만 이 익숙함은 

지루함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동네 가게는 이 익숙함이 

지루함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질(Quality)을 유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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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26  설문 조사에서도 자주 찾는 동네 

단골집은 익숙하지만 지겹지 않은 점이 매력이라고 하는 답변이 

많았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주거지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네의 기반을 

둔 개인 가게는 주거지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충분한 지지는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다양한 종류의 상업 시설이 

생겨날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선택지를 보유한 주거지는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며 이는 주민에게 “애착과 충성심”을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을 반복한다. 127  이는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다양한 동네 외식 

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10) 마을 역사성 요소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마을 역사성은 ‘Genius Loci’를 의미 

한다. ‘Genius Loci’는 ‘토지의 정신’ 또는 ‘지령(��)’으로 번역 할 

수 있는데, 이는 토지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그 토지만의 장소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토지는 그 장소를 특정 짓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며, 아우라를 뿜어낸다.128 즉, ‘Genius Loci’는 문화적·사회적 

배경까지 모두 내재되어 있는 토지의 역사이자 고유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129 

                                                
1(, 斎` r, 2013, �]fe���kdm�
�Z��
bi�, ��	�tu, p.220 
1(-  7anJ 7aHRGU, (010, 위의 책, S.(.( 
1(. 김성도, (014, 위의 책, S.,-( 
1(9 acjn, (009, h_[lo霊i,ちくm学芸文\, 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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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와 설문 조사 결과 마을 역사성 요소를 

선호 요소로 선택하고 상세 설문에 응해준 사람은 전체 127 명 중 

3 명으로 매우 적은 수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수가 매우 적어 응답 

내용이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뷰 답변 내용  

“ 지금 이사간 동네를 고를 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었어요. 우연이지만 학부 다닐 때 읽었던 

서울 도시이야기라는 책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제가 살기로 결정한 동네는 꽤 오랜 

시간 주거지로 역할을 해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기반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뭔가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좋아요. 그런거 있잖아요 

예전에 사건 사고가 있었던 장소에는 살고 싶지 

않은거..”  

 
이는 토지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토지의 

역사성에 대해 개인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를 주거지 선택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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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문 조사 답변 내용 

설문 조사 응답 내용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역사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것이 마을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으며, 다음 주거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자신의 고향이 아닌 

곳에서 역사성을 느끼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설문 내용에서 토지 

자체의 객관적 역사성 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그 일이 행해진 

토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 되었다.  

2.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우선 순위   

1)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의 우선 순위  

선호하는 주거 환경 요소의 우선 순위 조사를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와 현실적 제약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만약 

현실적 제약이 없는 경우의 우선 순위가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 각기 다른 두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거 환경의 질을 보다 명확이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환경 요소의 우선 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 조사 

결과를 10 점 척도로 변환하여, 그에 대한 평균 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 선호 순위를 산출하였다.  평균 값을 통해 요소 별 선호 



 

 

- 136 - 

순위를 알 수 있으며, 표준 편차 값을 통해 선호의 편차 즉 중요도의 

정도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 표 1( ] 현실… 제약을 고려한 경우의 우선 순위  

 1 위 ( 위 ) 위 4 위 5 위 , 위 - 위 . 위 9 위 
10
위 

평
균 

표

준 
편

차 

순
위 

여n  

시설 
11 1( (0 19 14 (1 15 10 ( 0 

, 

.40 

( 

.14 
4 

상업 

시설 
1) 19 (- (1 () 9 9 1 ) ( 

- 

.0) 

( 

.0) 
) 

외식 

시설 
) 4 , 9 1) 15 19 (- (, 10 

4 

.15 

( 

.(5 
9 

공공 

시설 
4 ) , 1- (0 (( 1, (0 1( - 

4 

..- 

( 

.1. 
, 

치안 19 )- (0 1( 1- 9 - 5 0 0 
- 

.59 

1 

.9- 
( 

교통 ,5 (. 1) 11 1 ) ) 1 0 0 
. 

.95 

1 

.5( 
1 

“연 4 9 1( 11 14 14 (5 1. 15 1 
5 

.14 

( 

.)1 
5 

의료 

시설 
1 , ) 15 1( () 1. (1 (( 1 

4 

.59 

( 

.0, 
. 

마을 

이미

지 

, . 1- 10 1( . 11 14 )5 5 
4 

..4 

( 

.-) 
- 

마을 

역사

성 

0 0 1 0 0 1 ( . 10 99 
1 

.)5 

0 

.95 
10 

 
평균 값을 통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의 요소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표 8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위 교통, 2 위 치안, 3 위 장보기 및 쇼핑 시설, 4 위 여가 

시설, 5 위 자연, 6 위 공공 서비스 시설, 7 위 마을 이미지, 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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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시설, 9 위 외식 시설, 10 위 마을 역사성으로 나타났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의 우선 순위를 통해 도출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에는 우선 순위 서열을 

‘필수적 요소’, ‘선택적 요소’, ‘고려하지 않는 요소’라는 3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위 3 개의 요소는 하위 7 개 요소에 

비해 평균 값이 높게 나타나고, 표준 편차가 적게 나옴으로써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교통, 치안, 상업 시설 요소는 높은 

평균 값과 적은 선호의 편차를 보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가지 

요소에 대해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풀이 

할 수 있다. 필수적 요소는 “필수적 활동”으로 바꾸어 말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필수적 활동은 일상생활에 “통합”되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30 

반면, 4 위에서 9 위까지의 요소는 평균 값이 6 점 ~ 4 점 

사이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표준 편차 또한 2 점대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선호의 편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연과 마을 이미지 요소의 경우 타 요소들의 

비해 높은 표준 편차 값을 보이면서 개인의 취향과 선호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5 위에서 9 위까지의 

요소는 일상 생활에서 개인의 취향과 선호를 반영하는 선택적 

                                                
1)0 7an 4JMO, (014, 위의 책,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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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택적 요소는 선택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선택적 활동이란 “재미있고 

오락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적 활동은 “모든 유형의 인간 

사이의 접촉”을 의미한다.131 5 위에서 9 위까지의 대부분의 요소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0 위의 마을 역사성 요소는 평균점이 1.35, 표준 편차가 

0.95 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소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장소의 

정체성(genius loci)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낮고 이것이 주거 

환경의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둘째, 자연 환경 요소와 마을 이미지 요소는 표준 편차가 

2.31, 2.73 으로 나타나면서 다른 선택적 요소들에 비해 개인의 

취향과 선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앞서 서술한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질적 내용과 

연관지어 보았을 때, 교통은 접근성의 측면에서 다른 요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교통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로 나타나는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 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1)1 7an 4JMO, (014, 위의 책,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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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우선 순위  

[ 표 1) ] 현실…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우선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
위 

평
균 

표
준 
편
차 

순
위 

여가 
시설 

23 13 25 16 15 12 12 4 2 3 7 
2 
.33 

2 

상업 
시설 

9 14 21 18 23 17 12 6 4 2 
6 
.42 

2 
.15 

5 

외식 
시설 

2 12 6 11 14 15 16 18 19 15 
4 
.55 

2 
.54 

9 

공공 
시설 

2 3 9 12 19 24 16 19 17 4 
4 
.76 

2 
.09 

7 

치안 13 20 15 16 23 17 12 5 3 5 
6 
.50 

2 
.35 

4 

교통 24 29 15 14 5 14 6 5 8 5 
7 
.03 

2 
.72 

1 

자연 37 12 8 13 5 7 22 14 7 0 
6 
.73 

2 
.84 

3 

의료 
시설 

4 7 6 10 13 12 21 27 17 5 
4 
.61 

2 
.33 

8 

마을 
이미
지 

12 14 16 14 5 6 5 20 29 4 
5 
.39 

2 
.99 

6 

마을 
역사
성 

0 1 4 1 4 1 3 8 19 82 
1 
.89 

1 
.78 

10 

 
평균 값을 통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의 요소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표 9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위 교통, 2 위 여가, 3 위 자연, 4 위 치안, 5 위 장보기 및 

쇼핑 시설, 6 위 마을 이미지, 7 위 공공 서비스 시설, 8 위 의료 

서비스 시설, 9 위 외식 시설, 10 위 마을 역사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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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제약이 없을 경우의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우선 순위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적 제약이 없을 경우 필수적 요소와 선택적 요소의 

경계가 모호해져 구분이 어려워 진다는 점이다.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1 위인 교통 요소와 2 위인 치안 요소의 평균 차이가 

1.36, 1 위인 교통 요소와 3 위인 상업 시설의 평균 차이가 1.92 로 

나타났으나, 현실적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1 위인 교통과 2 위인 

여가 시설의 평균 차이가 0.03, 1 위인 교통과 3 위인 자연 환경 

요소의 평균 차이가 0.3 으로 전자에 비해 매우 근소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요소와 선택적인 

요소의 중요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 역사성 요소의 평균 값을 뺀 1 위에서 9 위의 

평균 값 변동 폭도 2.48 로 현실적 제약이 있을 경우의 4.8 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이는 각 요소들이 평균 점수에 의해 서열화 

되었지만, 사실상 순위는 큰 의미를 갖지 않으며, 각 요소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둘째, 마을 역사성 요소를 뺀 9 개 요소 평균 값 간의 표준 

편차 값이 2.99 에서 2.09 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에 비해 

9 개의 요소가 모두 2 점 대에 분포하면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기호와 취향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의 결과에서 교통 요소의 표준 편차 

값은 1.52 로 이 요소를 선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요소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적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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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은 경우 표준 편차 값이 2.72 로 해당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넓게 분산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요소에서도 보여지는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어느 특정 요소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호에 영향을 받으며,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잘 갖춰졌을 때 이상적인 주거 환경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마을 역사성 요소의 경우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도 1.89 의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이면서 10 위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평균 값인 1.35 에 비해 

약간의 상승이 있었으며, 표준 편차 또한 1.78 로 높아지면서 해당 

요소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분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표를 보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에 99 명이 

역사성을 10 위로 선택한 반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82 명으로 줄어들고 다른 순위에도 선택자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실적 제약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요소에 대한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점에서 

마을 역사성 즉 ‘고유의 장소성’에 대한 것을 2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주거에 있어서 역사성을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과 같은 일종의 

현실적 제약에 묶여서 이를 고려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도시에서 고유의 아우라가 

느끼지는 주거지가 충분히 존재하느냐의 측면이다.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 도중 역사성과 관련된 화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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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에 그런 곳이 남아있어요? 북촌, 서촌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다. 어쩌면 이는 장소의 역사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도시를 구상한 결과 일 수도 있다. 

“도시의 영혼은 곧 도시의 역사이며, 오랜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건축물, 광장, 성곽, 고궁, 골목길 등에 각인된 구체적 기호들의 

통해 발현된다.” 132  사람들은 이러한 기억을 공유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북촌, 서촌 혹은 개성이 뚜렷한 이태원과 같은 곳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일 수 있다.  

3) 현실적 제약 유무의 차이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선호 주거 환경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선 순위의 변동을 가져 왔다. 이는 현실에서 선호되는 

주거 환경과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거 환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요소들의 질적 측면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보다 명확히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1)( 김성도, (014, 앞의 책, 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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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 현실… 제약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순위 변동  

우선 순위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 
현실적 제약이 없는 

경우 

1 교통  교통 

2 치안 여가 시설 

3 상업 시설 자연 

4 여가 시설 치안 

5 자연 상업 시설 

6 공공 서비스 시설 마을 이미지 

7 마을 이미지 공공 서비스 시설 

8 의료 시설 의료 시설 

9 외식 시설 외식 시설  

10 마을 역사성 마을역사성 

 

 

 
[ 그림 , ] 현실… 제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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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의 중요성  

교통 요소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1 위를 기록하였다. 도시에서 교통은 ‘이동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인간 활동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공간에서 인간의 이동이 없다면 그 공간에서는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으며,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교통은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혈관과 같은 작용을 하며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 

인간을 이동시켜 여러 활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4 장 1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통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다른 요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현실적 제약이 없는 경우 1 위인 교통 요소와 2 위인 

여가 시설 요소의 평균값의 차이는 0.03 으로 아주 근소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1 위에 

투표 되었던 표가 2 위, 3 위, 4 위로 분산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는 여전히 교통의 중요성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제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교통 요소를 1 순위로 꼽는 것은 도시에서 교통이 갖는 

의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시 활동의 중요한 기반 

시설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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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적 요소들의 가치 상승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여가 시설과 자연 환경 

요소의 순위 상승이다. 전자의 경우 두  요소가 4 위와 5 위에 

머물렀지만, 후자의 경우 두 요소가 2 위와 3 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뒤로 물러나 있던 가치의 

상승이며, 개인의 일상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구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가치의 표현인 것이다.  

얀 겔은 그의 저서 『사람을 위한 도시』에서 “사람들의 

선택적 활동이 늘어날 수록 그 도시는 활기가 넘치고 일상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 133 고 저술하였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이러한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혼합 용도(Mixed-use)는 이 같은 선택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 공간의 기초가 된다. 주거지에 여가 시설, 

상업 시설, 자연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로운 혼합 

용도(Mixed–use)를 갖추었을 때, 필수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선택적 활동도 만족 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 환경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가치 중 하나인 마을 이미지 요소 또한 

현실적 제약이 없는 경우 평균값이 4.84 에서 5.59 로 상승 하였다. 

마을 이미지 요소가 전자와 후자를 비교 하였을 때, 값의 차이가 

                                                
1)) 7an 4JMO, (014, 앞의 책, 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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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로 매우 근소하나 다른 6 위 이하의 요소들이 4 점 대에 

머무르는 것에 비해 약간의 상승이 있었으므로 현실적 조건을 

제외하였을 경우 고려할 여지가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해석 할 수 

있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표를 살펴보면, 마을 

이미지 요소는 1 위에서 10 위까지 비교적 고르게 득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준 편차 값에도 잘 나타나는데, 표준 편차 값이 

2.99 로 10 개 요소 중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마을 이미지 요소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3) 질적 수준이 예상 가능한 요소 

공공 서비스 시설, 의료 서비스 시설, 외식 시설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 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두 하위권이었으며, 

전자와 후자를 비교하여도 평균값이 4 점대로 큰 변화가 없는 

요소이다.   

이는 해당 요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에 대한 만족도가 

대부분의 주거 환경에서 질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곳에 가나 비슷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 시설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 시설 또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외식 시설 또한 

어느 주거지에 가도 보편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요소들이 잘 갖춰진 주거 환경의 질적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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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의 질적 수준이 “예상 가능한 

정도”이고 주거지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선호 주거 환경을 선택을 좌우할 만큼 중요도가 높은 요소는 아닌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요소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제 4 장의 2 절에서도 나타나듯이, 공공 서비스 시설, 의료 

서비스 시설, 외식 시설에 대해 개선의 요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시민들로 하여금 해당 요소들의 질적 만족감을 충족시켜 준다면 

주거 환경의 질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4) 이상적인 주거 환경  

[그림 6]에 나타나듯이 현실적 제약이 없는 경우 마을 역사성 

요소를 뺀 1 위부터 9 위까지의 평균값의 차이는 2.48 로 모든 

요소의 평균값이 7 점에서 4 점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서열간의 점수 차이도 1 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선 순위화 된 서열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으며, 각 요소가 유사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표준 편차 값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마을 

역사성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9 개 요소의 표준 편차 값은 

2.09 에서 2.99 로 2 점 대를 보이고, 마을 역사성 또한 1.78 로 

2 점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면서,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였을 경우와 비교해 고르게 퍼져있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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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어떤 하나의 요소에 대한 선호도가 눈에 띄게 높은 것이 

아닌 각 요소에 대한 선호도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문 조사의 결과는 이상적인 주거 환경이 몇몇의 

요소만을 중시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의 

조화(Emsemble)가 이루어 졌을 때 의미를 갖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질적 측면과 우선 순위 결과 분석을 

통해 도시민이 추구하는 각 요소의 질(Quality)과 계층 

구조(Hierarchy)를 도출하고 좋은 주거 환경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알아보았다.  

먼저,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 요소에 있어서는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서 대중 교통의 

편의성이 중시 되었고 자동차 교통 편의성의 경우 개인의 여가 

생활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행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질의 보행 환경이 요구 되었다. 

도시민이 인식하는 ‘보행’은 단순히 이동으로서의 걷는 행위가 

아닌, 일상의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선택적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다양한 이동 수단과 접근 노선의 선택이 가능한 

교통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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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요소의 질적 측면에서 ‘밝기’와 ‘잠들지 않는 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로등과 같은 기본적 치안 

인프라, 24 시간 운영하는 상권,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주민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된 물리적 환경, 

특정 경제 계층의 밀집은 치안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상업 시설 중 장보기 시설은 개인의 생활 패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반면, 쇼핑 시설은 개인의 취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중·소규모의 상권은 자신의 도보권 내에 있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대규모 상권의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중요시하였다. 같은 장보기 시설 혹은 쇼핑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상업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원했으며, 이때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 분 이내로 

밀집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여가 시설은 주중과 주말 이용 빈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 

시설과 주로 주말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로 나뉘어 졌다. 전자는 

자기 관리 목적, 보상 심리로 이용하는 시설이 많았으며, 주말 이용 

시설은 일상을 환기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여가 시설 중 일상적 빈도가 많은 시설은 도보 

15 분 내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대형 문화 시설과 같이 

일상적 빈도가 적은 시설은 대중 교통 접근성이 좋은 것을 선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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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시설은 주중 보다는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도보 20 분 이내에 입지해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외식 시설을 선택 할 

수 없고 동네 고유의 가게가 적은 것이 외식 시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여가·외식 시설의 경우 사람들이 추구하는 

질(Quality)의 공통점은 ‘다양함’과 ‘가까운 거리’였다. 다양하고 

촘촘하게 입지해 있을 때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며, 이것들이 

집중되어 있을 때 다양성과 이해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134 

주기지 인근의 상업·여가·외식 시설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마을 

사람들이다. 각 시설과 주민은 상호 도움을 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에 해당 시설들이 밀집해 있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다면, 공생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마을 주민의 수요는 시설의 다양성을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문 조사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람들의 인식이 나타났으며, 이는 주거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정주하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 요소는 일상 생활 속에서 감성적 측면의 보상 

역할을 하며, 다양한 규모의 건조 녹지 공간이 갖춰졌을 때 자연 

환경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 목적에 

                                                
1)4  7anJ 7aHRGU, (010, 위의 책,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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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심리적 만족으로 풀이 되며, 이와 

같은 자연 환경이 도보권 내에 있어 일상적 이용이 가능한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조성된 녹지 환경과 더불어 가로수도 자연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가로수는 

일상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자연 환경이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건조 녹지 공간이 주는 것과 유사한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서비스 시설 요소는 저비용이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 시설이 

주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유’ 공간으로서 기능할 때 질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서비스 시설이 

주민의 생활을 돌볼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뒷받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주거지에 산다는 

것이 단순이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가 아닌 정서적 유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무형의 정신적 

지주로부터 어떤 안정감을 향유”135하며, 이러한 것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 시설이 단순히 양질의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김성도, (014, 위의 책, 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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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미지 요소는 매일 이용하는 주거 환경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이자 이웃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인이 질적으로 

만족하는 이미지와 상응하는 마을에 거주할 때 마을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마을 이미지는 

‘아늑함’, ‘삶이 느껴지는’, ‘고립되지 않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등으로 표현되었다.  

의료 서비스 시설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1 차 의료 

시설과 응급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2 차 의료 시설이 전자는 도보 

10 분 이내, 후자는 차로 30 분 이내에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의료 

서비스 시설의 질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을 

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역사성 요소는 현실적 제약이 있을 때는 우선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나, 현실적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한번쯤 

고려해보고 싶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마을 역사성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여러 가지의 

현실적 제약들이 이에 대한 고려를 가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우선 순위 비교에서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순위 변동이 나타났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 선택적인 요소, 

고려하지 않는 요소로 계층 구조(Hierarchy)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반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순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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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경우에는 

교통, 치안, 상업의 순서로 우선 순위가 나타났으며,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 여가, 자연의 순서로 전자에서는 4, 

5 위로 나타났던 요소의 우선 순위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좋은 질의 주거 환경을 구성 하기 

위한 3 가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교통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대중 교통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일상 생활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보행 

환경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의 필수적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 되었을 때, 삶의 질을 충족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거 환경 요소들이 혼합 용도를 통해 

조화롭게 구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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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근대 이후의 도시계획의 주안점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행해졌다면, 미래의 계획은 “인간적 차원에서”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6 

이는 ‘살기 좋은 도시(Liveable city)’, ‘도시에서의 삶의 질(Quality 

of urban life)’에 대한 문제로 환원 되며, UNEP 와 같은 세계적 

기관은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도시 

순위를 발표하여 도시의 질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도시적 차원의 삶의 질은 도시의 70%를 구성하는 주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거 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한편, 1 인 가구와 2 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2035 년에는 이들 가구가 전체 가구의 68.3%를 차지할 것이라는 

추계는 주거 환경 계획에 있어서 소형 가구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거 환경의 질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거 환경의 질과 

만족도, 어메니티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드는 양적 연구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민이 일상 생활 속에서 

                                                
1), 7an 4JMO, 이영아 옮김, (014, h사람을 위한 도시(3NVNJU KRT SJRSOJ)i, 국토연구원,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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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하는 선호 주거 환경 요소를 도출하고 해당 요소의 질적 

내용과 우선 순위를 조사함으로써 양질의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여 도시민이 체감하는 선호 주거 환경 요소 10 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선호 주거 환경의 질적 측면과 우선 

순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인터뷰와 설문 조사 대상은 

30 대 1 인 가구와 부부로 구성된 2 인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30 대가 실제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1!2 인 가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 선택에 있어서 ‘자녀 교육 환경’의 영향력이 

큰 한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자녀가 있는 개인보다는 욕구의 

표현이 비교적 자유로운 30 대 무자녀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질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호하는 주거 환경 요소의 질적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주된 내용은 ‘다양성’과 ‘선택’이다. 도시에서의 삶에 

있어서 ‘다양성’은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 조건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9 개 요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을 추구 하였으며, 이는 이용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국한 되지 않고 커뮤니티와 같은 사회적 측면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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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일수록 다양성이 

증대137되며, 일상 생활에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인식138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성은 ‘선택의 폭’을 넓히며,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 

가능한 상태’에 놓여졌을 때 주거 환경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의사가 없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 만족과 더불어 

기회의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풀이 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은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선택은 주거 환경 요소의 ‘혼합 용도(Mixed-

use)’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주거지가 ‘주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보다는 다양한 기능이 

혼합되어 있을 때 정서적 만족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가 단순히 주택으로 구성되면, 유동 인구가 줄어 들고 

일상의 작은 사건(Event)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며, 선택적 

활동의 범위가 줄어 들게 된다. ‘삶이 느껴지는 생동감 있는’ 주거 

환경은 제인 제이콥스와 얀 겔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도보 가능권 

이내에 다양한 용도의 요소가 조밀하게 모여 있어 유기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낼 때 가능해진다. 다만, 혼합 용도(Mixed-use)에 

                                                
1)-  7anJ 7aHRGU, 유강은 옮김, (010, h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i, S.5.1 
1).  7an 4JMO, (014, 앞의 책,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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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유해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유흥 시설은 오히려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혼합 용도가 가능한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주거지는 

그 공간적 범위가 도보권 이내에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개 요소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 

된 것은 도보 10 분에서 20 분 이내의 거리이다. 도보 30 분 이내는 

심리적으로 조금 먼 것으로 느껴지지만 일상 생활권 이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상은 일상 생활권 밖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렇듯 주거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가 

도보 20 분 이내의 거리에 밀집해 있는 작은 규모의 밀도 높은 

공간(Compact city)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용 빈도도 높아지며, 

충분한 밀도의 주거139는 주변 시설의 배후지 역할을 수행하며 상생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우선 순위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 요소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1 위를 기록하였다. 교통은 앞서 4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요소들의 기반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약에 상관 없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1)9 7anJ 7aHRGU, 유강은 옮김, (010, h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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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본 연구 결과에서 의미하는 교통이 대중교통과 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호 주거 환경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요소는 자동차 중심의 가로가 아닌 대중 교통과 보행 환경이 잘 

조성된 도시 가로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둘째,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택적 요소들의 가치 상승이다.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여가 시설과 자연 환경과 같은 선택적 

요소들이 4 위 이하로 나타났으나, 현실적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요소들이 2 위와 3 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순위가 밀려난 가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얀 겔 

또한 그의 저서에서 다양한 선택적 활동이 가능한 도시 환경이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14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혼합 용도(Mixed-use)가 고려된 주거 환경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거 환경의 질은 ‘다양성’, ‘선택’, ‘혼합 용도’, ‘작은 

규모’ 와 더불어 ‘조화(Ensemble)’을 요구한다. 선호 주거 환경 

요소의 우선 순위 결과에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 하였을 경우에는 

각 요소간의 계층 구조가 명확히 나타났고 중요도의 편차 또한 

적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순위 

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미미하였으며 중요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140 7an 4JMO, 이영아 옮김, (014, h사람을 위한 도시i, 국토연구원, 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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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의 계층성이 미비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주거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화(Ensemble)가 이루어 졌을 때 이상적인 

주거 환경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거 환경의 질은 ‘다양성’, ‘선택 가능’, ‘혼합 

용도(Mixed-use), ‘작은 규모(Compact city)’, ‘조화(Ensemble)이 

갖춰졌을 때 향상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29 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전국 인구 또한 2030 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141 이는 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주거 계획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인구 감소가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선진국의 

주거지 계획은 신도시 개발과 교외로의 확장이 아닌 도심 재생과 

도심으로의 밀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작은 규모의 주거지가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것 또한 이 흐름을 뒷받침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가구 변화와 주거 환경의 질을 고려하여, 주거 

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141 사회 통계국 인구 동향과, (014, f장래 인구 추계 0 시도편g보도“료, 통계청,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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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형 가구의 도시민이 체감하는 

주거 환경 요소와 이들이 추구하는 질적 측면을 도출한 점에 

있어서 의의를 가지며, 주거 계획의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 조사 대상이 30 대로 한정되어 

전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2 인 

가구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가구 구성이 포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30 대의 1 인 가구와 부부로 

구성된 2 인 가구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다른 소형 가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도출된 선호 주거 환경 요소를 

도시계획 측면에 적용하는 연구에 도달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범주의 1!2 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선호 주거 환경에 대한 내용을 도시계획에 적용하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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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has been transitioning according to the course of time 
through various urban planning discourse. Towards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a new structure of urban planning was advocated. It 
differentiated from other propositions as it introduced the city as a 
wholesome, complex organism, which accentuates on the city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The advocated urban planning 
demonstrated a sustainable and livable city, and it engrossed the 
world due to its intimate correlation with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is the 70% of the city’s composition.  

In the meantime, changes have been occurring to the 
household structure due to the increase in the average age at first 
marriage and decrease in the birth rate.   



!

- 168 -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ingle-member or 
two-member household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fter 2010, 
and it will eventually consummate about 70% of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Therefore, it is evident that research upon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small-sized households is required. 

Hence, through this investigation, selecting the favored 
elemen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by single or two-membered 
households, and analyzing the quality and order of priority of the each 
element have sought various approache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surveys targeting the 
childless households have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gather the 
necessary and realistic data based on the everyday lives of the 
households for the analysis. The data collection was executed in two 
degrees: first, preferred aspec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ppropriate ways of developing the surveys were concluded through 
interviews; and internet surveys were proceeded accordingly. 

The summary of derived conclusion through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and foremost, in respect of the qualities of the elemen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most commonly discussed factors 
were ‘diversity’ and ‘option’. The aspect of diversity was not only 
limited to materialistic view, but it was also emphasized in socialistic 
view. Furthermore, the investigation demonstrated that the 
composition of both residential areas and facilities of multipurpose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creased the satisfaction and security of 
the many; therefore, desiring residential environment of compact city 
where these mixed-use can be found within the walking sphere. Many 
exclusively requested for the mixed-use of facilities with optional and 
social activities, and acknowledg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s 
superlative when these demanded conditions of the functioning city 
have been fulfilled. More over, many believed that satisfaction gained 
from the capability of making choices and guarantee of variety of 
opportunities are the benefits of living in a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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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as ‘diversity’ and ‘option’ were aspects discussed across the 
favored elemen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t can be indisputably 
concluded that diversity and option a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Aside from diversity and option, the following elements resulted 
as the essence of the preferred factors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the prioritization. Primarily, transportation was rated as first 
place in the research as it is the basic necessity of accomplishing the 
other factors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 constructing the superlative environment 
is evident. Also, it is noticeable that respondents acknowledged the 
high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hen public transportation 
and pedestrian environment were well built rather than environment 
constructed according to automobiles. Secondly, when considering  
the realistic constraints of the results of the prioritization of the 
favored elemen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hierarchical 
structure could be distinctively observed. However, once those 
constraints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re was almost no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values of the each element 
demonstrating only slight structure of the hierarchy. This result can be 
disclosed as that the ideal residential environment can be constructed 
when the component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m an 
ensemble together. 

Thus, in order to adapt to the future changes of size of the 
households and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it is 
crucial to examine the forthcoming plans associated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according to ‘diversity’, ‘option’, ‘mixed-use’, ‘compact 
city’, and ‘ensemble’.  

 
Keywords :  Residential environment, single, two-member household,  

QOUL (Quality of Urban Life), Diversity, Mixed-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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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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