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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간을 점유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행태는 단지 내의 물리적, 인

문·사회적 여건 때문에 발생된 외부환경과 주민들의 간극에서 나타난다라는 가

설 하에 단지 내 옥외 공간에서 어떠한 행태와 공간의 점유, 변용, 변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거주민들의 삶과 일상

이 펼쳐지는 외부환경과의 사이에서 간극의 배경과 양상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

로 살펴보았다.

간극의 배경과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에 따른 단지

의 변화이다. 20년이 흐른 지금 단지의 거주민들의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계층이 

우선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입주자격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전반에 걸쳐 고령화

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신체적인 제약으로 이동과 활동이 어렵고 이동 중

간마다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노인들은 단지 외부로의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단지 내부에서 도로 위에서 간이 의자를 두고 앉아 있는 행태가 발생되며, 

의도치 않은 공간 활용의 예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경제적 지위의 상실과 함

께 여가시간의 증대로 경로당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현재의 단지 

내에는 경로당이 없어 옥외 공간에 있는 휴게시설을 경로당의 기능을 가진 공간

으로 변용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둘째, 단지가 준공 당시부터 갖고 있던 공간의 협소함과 거주민 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설계의 문제점은 거주민들로 하여금 공간 개조의 욕구를 높여 주민이 스

스로 공간을 직접 만들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는 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 주거동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음식물 건조와 이불 빨래 건조는 옥외 공간의 햇볕이 잘 들

어오는 공간으로 내부의 기능이 외부로 확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주거공간의 환경

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지의 사적영역 확장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세대의 자동차 수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결로 놀이터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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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고령화와 함께 단지 내 유소년 층 세대의 거주 비율이 매우 낮아 놀이터 공

간을 이용 빈도가 매우 낮으며, 이 공간에서 불건전 행태가 발생됨에 따라 거주민

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하여 놀이터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관리사무소와 공간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셋째, 거주민을 고려한 공간의 부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다. 거주민들 

대부분은 단지 내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에 맞춰 옥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하지만 활동을 뒷받침하며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거주민들은 스스로 옥외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공

간을 만들거나, 변형, 변용하여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공간 안에서 여러 활

동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보행차와 보행보조차의 등장으로 신체적 장애를 극

복하여 활동 반경이 늘어남으로써 영역성과 공간 이용행태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는 다른 한편으로 보행 기구 위에서 쉬거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지점인 동과 동사이의 결절점, 동의 입구부 등에서 휴식이

나 대화와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통행이나 주차를 하기 위한 

도로나 주차장 공간에서 보행 기구를 활용하여 공간의 기능을 확대시켜 일편적인 

목적과 기능으로 간주했던 사고를 벗어나 좀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게 했다. 

넷째, 영구임대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거주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입주 초기 

당시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지에 머물며 가족 

및 이웃주민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시간 대부분을 경제

적 활동 시간으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단지 내에서의 생활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이웃 간의 교류가 발생할 계기가 거의 없기에 거주민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라

는 문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화는 공간에서도 투영되는데 특정 이웃을 

만나지 않기 위해 공간을 회피하게 되었으며 거주민만의 선호와 비선호 공간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공간에 대한 선호도는 추가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만의 음주문화이다. 이것은 옥외 공간에서 빈번히 발생하

는 음주의 행태로 인해서 공간에 대한 인식이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 iii -

이렇듯 결과로 도출된 간극의 배경과 양상, 의미를 종합해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공간을 만들거나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주민들 스스

로 자신들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설계가 

관리사무소에 의한 주입식으로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다수와의 협의를 통해 공간을 바꾸는 것이기에 주민들의 점유로 

인한 만들어진 공간은 실효성에 있어서 최고의 설계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이 

공간은 단순하게 계획되고 주입을 통한 활동을 요구 하는 공간이 아닌 주민의 삶

이 반영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인 행태가 발생하

여 주민들로 하여금 기피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입주 전부터 거주민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이기도 하며, 한순간에 그 행태를 바꿀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

문에 관리사무소와 거주민은 이런 부정적인 행태를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이런 

행태가 발생한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로 이런 행태가 선순환으로 행해

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는 것 또한 외부환경의 방향성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17곳 중에서 단지 하나를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다른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간극의 배경과 양상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나

타난 간극 배경을 고찰하고, 간극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의미는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일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 외부환경, 간극, 이용 행태, 
               점유 공간
   ❙ 학  번 : 2015-2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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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인간에게 있어 적절한 주거환경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며, 모든 인

간은 질적으로 높은 주거환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주거환경은 

거주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주거에 대한 해결로 등장한 주거복지 정

책인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삶에 마냥 긍적적이지는 않았다. 이에 대

한 근거로 이촌민과 도시빈민들이 입주 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면서 정을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던 기존 공동체 의식은 거의 사라졌으

며,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이후 입주민들에 대한 연구 결과 대부분에서 지역사

회와 주변 이웃들 간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거주민들의 삶에 있어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단위세대 주거공간의 획일적 유형과 주거활동 공간 협소의 

문제, 아파트의 평균 경과년수가 20년이 도달에 따른 유지관리 및 거주 성능

의 문제점이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세대 구성원의 특성상 20년 이상 된 입주

자 비율이 높고 이주율이 낮아 세대의 고령화가 증가와 함께 경제적 지위의 

상실로 단지 내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그 결과 여가시간이 증

가하였지만 이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로‘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 조례’와‘영구임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노후화된 영구임대아파트

와 외부환경,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영구임대아

파트의 첫 등장의 계획처럼 거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계획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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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판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현재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거주민들에 의

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거주민들의 삶과 외부환경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에 있어 간극이 존재

하고 있으며, 간극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만의 문제점들

이 양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극이 발생하는 배경과 해석에 대

한 이해가 있어야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진 고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

기에 간극에 대한 접근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2. 연구의 목적

거주민들의 삶과 외부환경 사이에서의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주민은 

외부환경에 있어 만족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거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스스로 공간을 만들거나, 또는 불

건전 행태들이 발생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즉, 이런 부분들이 간극이 존재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획

일하고 공급에 취중한 디자인 문제, 부적합 시설, 노후화, 공간의 부족 속에 

살아가는 거주민들의 삶을 알아야 외부환경과 거주민 사이의 간극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행태 조사와 관찰, 행태가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특성 분석을 통하여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는 배경과 

양상에 대해서 밝혀내고, 간극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해석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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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중랑구 신내 12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외

부 공간이다. 이 공간은 단지 내의 공용 옥외 공간, 단지 외부의 도로, 인접한 

공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 공간을 모두 말한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외

부 공간 중에서도 거주민들에 의해 다양한 이용행태가 일어나는 공간에 주목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2) 시간적 범위

영구임대아파트가 형성된 1990년도 초반부터 현재까지 대상지의 수치지형도 

및 항공사진, 거주민들과의 심층적 인터뷰 등의 조사를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문헌자료 분석을 통하여 대상지의 사회적, 

시대적, 제도적 변화를 살펴본다. 다각적 관점의 분석을 통하여 영구임대아파

트 단지의 물리적 환경과 인문·사회학적인 상황이 시계열적으로 나눠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 하는 것은 거주민들의 삶과 외부환경의 다양한 적층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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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적 범위

연구의 목적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과의 간극’을 알

아내기 위해 거주민 옥외 공간 이용 행태 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한다. 거주민

의 삶과 외부환경과의 불일치로 간극이 발생된다는 가설하에 거주민들의 옥외

공간 이용에서 어떤 행태들이 발생되며,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

하고 분석한다. 이와 함께 행태가 발생되는 공간에 대한 공간적 특성에 대해 

알아낸다. 특히 공간 점유의 관점에서 공간이 창출, 변용, 변형되는지에 대해 

원인을 밝히고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거주민들의 삶과 외부환경 사

이의 간극 발생 배경과 양상, 간극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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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연구의 과정은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 현장조사,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의 

간극과 요인 분석,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과의 간극 해석으로 진행된다. 연구

방법으로 이론연구, 문헌조사, 현장답사, 이용행태분석, 거주민 심층 인터뷰를 

선택하였다.

1) 이론 및 선행 연구

먼저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고유 특성 고찰, 거주민

의 삶과 외부환경 간극에 대한 선행연구와 사례를 조사한다. 또한 대상지에 

대한 옥외환경 이용, 인식 및 실태 분석과 거주민 인터뷰를 진행하기 이전에 

분석의 틀을 정립하고 필요한 분석 요소들을 도출하는 작업을 한다. 연구 대

상지 지역과 관련한 각종 문서, 언론 매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적 맥락

을 파악하고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대상지 영구임대아파트 옥외환경과 관련

한 정책, 법과 제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거주문화와 지역 환경 특성에 대해 알

아본다. 입주 전과 초기의 거주민 삶의 방식이나 지역의 공간적 실태 조사는 

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및 관련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경험과 

이야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 대상 물리적, 인문학적 분석

대상지 형성배경, 주거동 건물의 특성, 단지 계획 및 설계 특성, 단지 내 외

부 공간 현황, 단지 주변 외부환경 등 물리적 환경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옥외 공간의 입지 특성, 공간 이용에 있어 각 공간별 관계를 

조사한다. 이는 단지 내외 공간에 대한 이용에 있어 물리적 환경의 영향력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학적 환경의 변화 및 특

성을 분석하여 이 단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에 대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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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옥외 공간 이용 분석 방법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이용행태 조사방법을 참고하여 옥외 공간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물리적, 이용 행태적 분석의 틀을 먼저 정립하고, 이를 통하

여 옥외 공간 이용 행태 조사를 진행한다.  

 (1) 물리적 실태 분석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및 외부 물리적 환경 분석의 경우에는 국토지리정

보원 수치지도의 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한 작업을 함께 진행을 하여 공간에 대

한 변화 양상 및 물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거주민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통해 외부 환경의 변화 흐름을 조사한다. 이 조사를 위해 2018년 09월 ~ 2018

년 10월까지 현장답사와 이동 카메라 촬영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최종

적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외부환경의 변화를 유형화하고 분류한다.

 (2) 옥외 공간 이용 행태 분석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및 외부 공간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총 5회의 이

동 촬영 카메라 관찰 조사를 통하여 이용 행태 분석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는 이용 행태 분석의 틀에 맞추어 이를 유형화 및 분류 작업을 진행 한다.

4) 옥외 공간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옥외 공간의 물리

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태, 옥외 공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주민모임, 

주민자치회, 임차인대표, 관리사무소, 복지관, 거주민 권력 구조, 주거지의 규

율, 경제성 원리, 법․제도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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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뷰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거주민의 입주 전, 입주 초기, 현재의 생활방식 및 거주문화

와 과거 아파트 내․외부 공간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거주민 및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1) 인터뷰 대상 선정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 대상으로 30세 이하, 31세~40세, 41세~50

세, 51~60세, 61세 이상 으로 나누고 각 계층별 비율에 따른 인터뷰 대상자 수

를 선정한다. 또한 거주민 특성별 인터뷰도 진행한다. 

계 30세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1,000세대 12 41 110 399 427

[표 1] 신내12단지 연령별 분포 분포(출처: 신내12단지관리사무소, 2018)

(2) 인터뷰 질문 내용

인터뷰 질문에 있어서는 먼저, 질문 대상자가 어려워하지 않을 쉬운 질문으

로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첫 질문을 계획한다. 연구의 핵심 내

용이 되는 주요 질문은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이 느꼈던 경험과 느낌을 자연스

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인터뷰의 끝으로 대상자가 질문에 대하여 한 말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질

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읽어보는 작업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하고 진행하되 필요의 경

우 현장 인터뷰에서 추가, 제외, 심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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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질문 내용 비고

문화적 / 

인류학적 

요소

1. 입주 초기에 어디에 살으셨나요?

2. 어떤 입주조건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오게 됐나요?

3. 초기와 현재 거주 가족구성원, 경제적 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4. 하루 일과는 무엇인가요?

사회학적 

요소

1. 복지관, SH 등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계신가요?

2. 노인식당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노인 대상 질문)

물리적 

요소

1. 옥외 활동을 하시나요?

1-1. 옥외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 옥외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2. 단지 내에 반감을 가지는 공간이 있나요?

2-1.반감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피해서 어디를 가시나요?

3. 단지 내·외부 공간 중 과거에 자주 갔던 공간이 있나요?

4. 과거의 아이들이 주로 놀던 공간은 어디고 무엇을 했나요?

5. 옥외 공간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시나요?

6. 단지 인접 봉화산 공원이 거주민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표 2] 대상지 거주민 및 관련자에 대한 심층 면접 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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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요소 및 방법들에 대하여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첫째, 이론 및 문헌 고찰과 거주민 및 관련자 대상 인터뷰

를 통한 작업으로 연구 대상지의 인류학적, 사회적, 물리적 여건들이 주민들의 

삶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현장답사 및 행태 관

찰 조사를 통한 옥외 공간 이용 및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현황과 거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들을 진행 이

후 외부 공간에 대한 공간별 특성을 도출하고, 거주민 심층 인터뷰 시행하여 

옥외 공간에 대한 거주민 특성별, 이용목적, 인식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거

주민 삶과 외부공간에서의 간극 배경과 양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도출

한다. 

[그림 1]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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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흐름도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론

고찰

영구임대아파트 개념 및 공급 배경

문헌고찰,

 선행연구. 

가이드라인, 

통계사이트(고령

인구)등 사례조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특성

영구임대아파트 사회적 문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생애주기 변천

세대의 고령화, 노인의 삶과 옥외활동

영구임대아파트 사회적 환경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과 옥외공간과의 관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 간극 

분석

대상지 개요 및 일반 현황 대상지 물리적 

현황 조사

/

현장 답사 

/

옥외 공간 이용 

행태 조사

/ 

이동촬영조사

/

설문 및 거주민 

인터뷰

물리적 현황조사 인문·사회적 현황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

연구 방법 및 

분석틀 설정

옥외 공간 

이용 행태 

분석

행태 발생 

공간의 

공간적 특성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 간극에 

대한 해석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 간극의 발생 배경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 간극의 양상

결론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과의 간극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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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선행연구의 흐름

본 연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과의 간극을 고찰하기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

의 흐름을 살펴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과 실태에 관한 연구, 영구임

대아파트 외부환경에 관한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 거주민실태 선행 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전과 입주 초기를 비교한 김동배 외1(1995)의 연구에

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공간으로 이주하고 나서 물리

적 주거환경의 향상과 함께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의 심리 및 정서적 기능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반면 이웃과의 관계 및 유대감이 약화되었

고, 지역주민의 음주의 빈도 증가와 부정적인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있었다.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청소년의 은둔화와 비행이 심화되는 과정

이었으며, 우범화 경향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었다. 또한 이전의 

삶의 터전과 무관하게 입주가 진행됨으로써 거주환경이 비통합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을 밝히고 있다.

입주 초기의 문제점들 중 청소년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오영림(1996)의 연

구에서는 최소한의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없었으며, 그나마 단지 

콘크리트 건물 주위 근린공원이기에 이들이 또래친구들과 지역 번화가로 뛰쳐

나가 청소년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미령(1996)연구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근린공원이나 단지 내 인접공

원에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

조시키며 범죄발생에 대한 안전이 주거 환경 만족 요소 중 가장 불만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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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

제가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이에 맞는 상담, 교육, 치

료 등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문제점들 중에서 주로 공간적 특성을 다룬 서종균(1997)연

구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은 과거의 전형적인 도시 저소득층 주거지와 비교할 때 

공간적으로 분리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단절이 심화된 양상을 나타나고 있었으

며, 입주 전 거주민들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임차하

여 살고 있었고 나름의 건강한 문화가 있다고 여겼다. 

박윤영(1998)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 및 태도 차원의 빈곤문화가 영구임

대아트 거주자에게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러한 거주민

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방치될 때 미약하게 나타난 빈곤문화가 더욱 강하

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언급 했다.

- 2000년대 연구의 시작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거지역으로서 거주민 자신이나, 외부인에게 음주문제, 

청소년 범죄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중첩되어 있는곳으로 인식

되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병덕(2003)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함

에 따라 주거지역에서의 오명화를 초래했고, 거주민을 향한 외부사회와의 차

별과 배제를 낳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거주민들 사

이에서 동료 주민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동료 

주민과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강한 회피의식과 부정을 거주민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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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세대가 많은 이유, 또 다른 문제점의 발생

오동훈 외1(2008)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당시 많은 입주민들의 요

건은 생활보호대상자였으며, 입주 당시 가구원이 많은 경우 가산점이 주어지

기 때문에 대가족 입주가 주를 이뤘다. 또한 저소득 노인층의 입주 지원으로 

입주초기에도 이미 노인 세대가 많았다. 현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20년이 경

과한 시점과 동시에 세대 이주율이 매우 낮기에 단지 내 전체 가구 중 노인세

대가 자연적으로 증가하여 일반아파트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은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과 정부 보조에 의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이라는 특성상 질병에 대

한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질적으로 나아진 주거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주거 생활에 안주하여 장기 거주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

고 있다.

김유숙(2009)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이 느끼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삶에 대해 고

립과 소외의 연속의 삶이라고 설명하면서 장애인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생활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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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연구의 흐름

물리적 배제, 사회적 문제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으며 자살문제의 등장과 심

각성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시작

김은희(2010)연구에서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차별은 임대아파트와 인근 분

양아파트간의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은 주민

의식의 부재로 부정적 음주 행위, 폭력, 도박(도박으로 인한 살인), 방뇨, 기물

파손, 쓰레기 무단 투기, 아파트에서의 위협적 물건 투기 등 크고 작은 일탈 

행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새로운 문제인 단지 내 추락

자살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20년의 경험이 탈빈곤과 복지증진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슬럼화와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어 농축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

다.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시작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삶의질에 대한 연구의 시작점으로 임재현(2011)연구

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석하였으

며, 이를 위해 거주민의 특징을 고려하여 거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주거환경, 경제상황, 이웃과의 관계, 신체적 건강, 문화 여가생활, 공동

체 의식, 정책을 선정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삶의 질과 관련도니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활

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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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아파트와 주변환경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

박재영(2018)연구에서는 낙인효과나 사회적 배제의 거주민 경험들은 이들의 

주거공간인 영구임대아파트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나는 요인이라

고 밝혔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노인이 

많아 거주 지역 밖으로 출입이 일반주거지에 비해 매우 적은 특징이 있기에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단지 내 거주민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거주경험들에 대

한 탐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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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구임대아파트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선행 연구

-물리적 문제의 발생

최순규 외1(2003)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긍정

적인 효과를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 주

거안정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다양

한 거주민의 세대 구성 형태와 요구가 고려되고 반영되지 않은 주호 및 단지

형태와 계획 시점과는 달라진 사회 및 입주민의 변화는 영구임대아파트 노후

화와 함께 질적으로 낮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

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 영구임대아파트 공간에 관한 문제 발생 지점 : 단위세대의 공간 협소로 인

해 외부공간의 중요성

서신의 외1(2005)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내 내

부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거주민의 삶을 담아야 할 단위세대의 기능이 외

부로 확장되면서 공간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거주민

들은 내부공간의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내부공간의 기능을 외부

공간으로 확장시킴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로 확장되어진 기능

을 수용할 만한 공간과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외부공간의 이용에 

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변용되어 단지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

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로 거주민의 공간이용행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외

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부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공간

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 주택부족문제에만 집중하여 옥외공간의 기능이 상실

이남식 외1(2008)연구에서는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공간은 양

적 공급에만 치우쳐있었으며, 이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생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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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획일적이며 단조로운 유형으로 옥외공간이 구성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웃 간의 단절 등이 발생하여 공동생활공간의 본질적인 커뮤니티 기능을 상

실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물리적 공간구성방식으로 인한 주변단지와의 사회적 배제 현상의 등장

서수정 외2(2004)연구에서는 공공주택단지는 지형적으로 임대주택단지가 불

리한 곳에 입지하거나 공간영역의 분리가 명확해 거주민이 단지 내 시설을 이

용함에 있어 차별과 공간 접근의 제한이 이루어져 임대주택 거주민들 사이에

서 소외의식을 유발시켰다. 이것은 시설이용에 대한 차별, 공간적 분리에 따른 

인근 분양주택주민과의 갈등 원인이 되는 것을 밝혔다. 또한 공원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이 임대주택 단지와 인접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불리할 경우 이

로 인한 임대주택 주민의 소외의식이 강해 물리적 공간구성 방식으로 인한 사

회적 배제 현상이 나타남을 언급했다. 

- 영구임대단지의 노후화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 / 노인을 위한 리모델링 방안

박인숙 외4(2011)연구에서는 영구임대단지의 노후하고 열악한 옥외공간 및 

노후 시설물 중심으로 거주민 수요 특성을 반영한 리모델링으로 공간의 재구

성과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공간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aging in place 관점에서 노인들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한균 외1(2014)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노인거주비율이 시간이 지날수

록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Aging In Place의 관점에서 노인들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노인들이 살던 환경에서 지속적

으로 거주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확보하여 노인세대의 거주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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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의 부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민 행태와 물리적 주거환경의 

상관관계의 심층연구 필요

이미랑 외3(2009)연구에서는 단위 주거공간의 규모에 대한 정책적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단지 내 청결상태, 주차공간과 자전거보관소 공

간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민의 행태와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공간네트워크 통합성

김영욱 외1(2016)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는 판자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간네트워크상 상호연계성이 취약하고,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애 대한 해석으로 영구임대아파트는 인근 지역과의 공간네트워크 관계에서 

통합도가 약하고, 단지 내 이웃 공간과의 통합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 

3) 영구임대아파트 사회적 문제의 원인 선행 연구

서수정 외2(2004)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문제는 주거계층형성에 의한 물리

적 공간 분리화와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획일화되고 질 낮은 

디자인에 따른 낙인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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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00년대의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정책 분야, 사회적 측면의 

문제들, 주택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입주민들의 생활실태, 삶

에 관한 연구는 미약했으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외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 연구자들이 이에 맞는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

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나 배치, 단지의 노

후화, 외부공간과 시설, 리모델링 등의 물리적 환경 개선측면에서만 집중하고 

있다. 또한 사회학적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들도 사회적 배제, 오명, 주거만족

도 등의 특정 문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연구자의 입장에서 설계

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여 양적인 연구만 진행되어 영구임대아파트의 외부환

경이 거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색하지 못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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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1절. 영구임대아파트 개념 및 공급배경

1. 영구임대아파트 개념 및 공급배경

1) 영구임대아파트 개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의 저렴한 주택을 직접 

공급 ․ 관리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공급부문 개입방식

의 실질적인 주택복지정책이다.1)

이전의 주택정책은 주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에 비해서 영구임대주

택은 우리나라의 최초 사회주택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영세민의 주거안정

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재정자금으로 짓는 저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의미한다.2) 

즉, 영구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여 도시주택공사외 지방자치단

체에서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여 주택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원하는 기간 동안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거 

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임대 하는 주택”으로 정의 할 수 있다.3)

일정기간 임대 후 다시 분양하는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영구히 임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대표적으로 영구

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로 분류 할 수 있다. 종류별로 임대기간과 임대조건

이이 다르며, 계층과 소득 조건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다.4) 

1) 장정은, 영구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1994

2) 대한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선정 기준 및 순환체계에 관한 연구, 1992

3)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perm/m_8/wpge/intro/intro.do

4)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main/lay2/S1T230C231/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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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배경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맞아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였

다. 이에 따라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시에서의 인구가 과밀하게 되었다. 인구 이동으로 인한 도시에서의 주택난

으로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폭등이 발생하였고 이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에 대한 보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하였다. 이런 주거가격 상승

과 주거의 질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됐는데, 1989년 초에는 전월세 보증금으

로 인한 연쇄 자살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적극적인 주거복

지대책의 도입이 중요한 시기였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세우고 1989년에 발표했는데 이 계획의 일부로 영구임대아파트 25

만호 공급계획이 포함되었다. 이는 판자촌 재개발로 인한 주택 대체 공급과 

급등한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거안정 및 복지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영구임대아

파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5)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나 지자체가 계획과 건설비 대부분을 부담하

여 전용 26㎥ ~ 40㎥ 규모로 정부가 140,078호, 지자체가 49,999호를 건설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6)

5) 김수현, 부동산은 끝났다, 오월의 봄, 2011

6) 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 2005



- 22 -

2.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특성

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의 변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입주 초기의 입주 대

상자 조건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두 개의 항목이 주를 이뤘으나 현재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

모 가족, 신혼부부 등으로 입주대상자 조건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시기 입주대상자

1990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1992
거택보호자,자활보호자,의료부조자,보훈대상자. 저소득모자가정, 저소

득청약저축가입자.

1993
거택보호자,자활보호자,의료부조자,보훈대상자. 저소득모자가정, 저소

득청약저축가입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철거세입자.

1995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저소득모자가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청약저축가입자. 북한이탈주민.

2002
저소득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 등록장애인, 최저생계비이하의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2012

일본군위안부피해자,저소득모자가정,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최저생

계비이하의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청약저축가입자. 저소득부자가

정.

2018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표 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의 변천

(자료 :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초기 거주민 특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초기 거주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한미령(1996)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일반적 특성 중 사회 ․ 인구학적 특성

으로 가구원수는 3.5명으로 가구주는 평균 53세로 연령이 높고, 가구주중 여자

가구주는 36.1%를 나타났다. 가구주의 학력은 국졸로 낮으며 직업은 무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이 있어도 임시 고용직이 많아 저소득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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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특성으로 월평균 소득이 30~60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30만원 이하로 

나타났으며 월 관리비는 8~9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하다 라고 답한 경우가 높았으나 미래 경제 사정에 대한 전망으로는 긍

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높았다. 거주자의 이전 주거실태로는 보증부 월세의 임

대형태가 많았고, 거주하고 있던 공간은 평균 9평으로 동거가족수가 대부분 4

명 이상의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공간은 협소했다. 시설현황으로

는 취사연료로 연탄, 화장실은 다른 가구와 함께 사용하고 상하수도 시설은 

부엌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이전에 거주했던 거주공간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생활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생활 보호 유형으로는 자활보호인 

경우가 높았고, 현 거주지의 장점으로 이전 주거생활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하

다는 점이었으며, 단점으로는 적은 평수, 적은 방수를 들었다. 

이웃 간의 연결망 실태에선 이웃들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웃

보다는 주로 친척,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아파트 거주민 대상 사

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

었는데 이는 거주민 특성상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이거나 장애인인 경우가 많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특성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거주자의 특성은 소득 계층 구조상으로 볼 때 최

하위에 속하는 계층으로 실제로는 영세민, 빈곤층, 빈민층 등으로 불리기도 한

다.7) 거주자들의 구성을 보면, 초기에 공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 부

조자, 보훈대상자로 국한하였으나 이후 지원 미들 당의 이류로 입주대상범위

를 기초수급자,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7) 정창완, 공동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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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청약저축가입자로 확대 되

었다.8) 하지만 입주자격의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시 거주민 구성에서 특정

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보호를 받는 가구의 가구주는 연령이 높고, 단독가구 및 편부모의 비율

이 높았으며, 노점이나 행상, 막노동 등 고용된 상태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장애인 가구가 집중되

어 있으며 저소득 모자가구, 소년 소녀 가장 가구 등의 거주 비율이 일반아파

트보다 높다.9)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9) 서신의, 단지 공간의 분배 통합 재활용을 통한 영구임대아파트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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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구임대아파트의 사회적 문제

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문제의 흐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전과 초기를 비교한 김동배 외1(1995)은 입주 후 거주

민들과의 관계 및 유대감이 약화되었고, 음주의 빈도 증가와 부정적인 음주분

화가 확산되고 있었으며,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청소년 은둔화

와 비행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한미령(1996)도 단지 내 공원, 인접 공원에 청소년 범죄의 발생에 따른 주민

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요인이 주거 환경 만족 요

소 중 가장 불만족으로 나타나게 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윤영(1998)은 개인의 가치 및 태도 차원으로 빈곤문화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미약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거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방치될 경우 

미약하게 나타난 빈곤문화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했다. 

1990년대(입주 초기) ~ 2000년대의 사회적 문제를 종합해보면 거주민들과의 

관계 및 유대감의 약화, 부정적 음주문화의 확산, 청소년의 은둔화와 비행 문

제 심화, 이로 인한 거주민들의 불안감의 고조로 정리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병덕(2003)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주

거지역에서의 오명화를 초래했고, 거주민을 향한 외부사회와의 차별과 배제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거주민들 사이에서 이웃 간의 유대

감과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하였다. 

오동훈 외1(2008)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당시 많은 입주자들이 생활보호대

상자였으며, 가구세대 구성 중 노인 세대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주율 

또한 낮아 일반아파트단지에 비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노인가구 비율이 상

당히 높다고 언급했다. 이 결과 거주민의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

소득 노인의 경제적 궁핍으로 현 주거에서 벗어나지 못함과 동시에 현 생활에 

만족에 안주하여 장기 거주하는 경우가 높다. 이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상실

한 노인 가구들은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여러 가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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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유숙(2009)은 장애인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생활이 고립과 소외의 연

속의 삶이라 설명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2000년대 ~ 2010년대의 사회적 문제를 종합하면 오명화와 거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 기존 노인 세대와 20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거주 세대

의 고령화와 노인건강 문제, 경제적 능력의 상실,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경제

적 부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장애인들의 삶 문제로 정리 할 수 있다.

김은희(2010)는 인근 분양 아파트간의 갈등으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들(부정적 음주 행위, 폭력, 도

박, 방뇨, 기물파손, 쓰레기 무단 투척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 단지 내 추락사고가 증하고 있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사회문제

의 심각성이 고조되었음을 언급했다. 

2010년대 ~ 현재 사회적 문제를 종합하면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사고 증가에 대한 심각성이 새로운 문

제로 등장으로 정리 할 수 있다.

  
[표 4]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문제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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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

1.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생애주기 변천

1) 입주 전의 그들의 삶 :  판자촌 대체 주택으로 처음 시작되기 전

판자촌에서의 삶은 판자촌 주민들이 함께 사는 삶이라고 표현한다.

주민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건축노동은 70% 이상이 안면 관계에 의해 취

업이 이뤄지며, 한동네 안에서는 삼촌, 사촌, 처삼촌 등의 인척들이 많이 모여 

산다. 그 이유는 먼저 서울로 보따리 싸서 올라왔던 큰형님이 이리저리 식구

들을 불러 모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판자촌의 시장통은 가격이 싸기

로 소문이 났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그 이웃의 먹을거리, 입을거리를 팔

아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빈민 지역 주민의 

45,4%는 이웃을 통해서 일을 구하고, 70.9%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 쓰며, 78.8%

는 이웃의 도움으로 집안 대소사를 치른다고 한다. 판자촌이나 달동네에서의 

공간에서 생활을 보게 되면 공동 골목길을 연탄 창고로 이용하거나, 낮에는 

마루로 쓰던 곳이 밤에는 휘장이 쳐지면서 안방으로 변하기도 하며, 거주민의 

필요에 의해 공간을 생성, 발전, 변화하며 이용하고 있다. 또한 누군가 버린 

의자를 가져다두고, 장기판을 펼치면서 막걸리가 놓이는 등의 시멘트로 포장

된 골목길에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 넣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10) 

2) 입주 후의 그들의 삶 : 만족, 하지만 소외 악순환의 연속

영구임대아파트는 비록 건물은 새로 지은 아파트였지만, 주민은 판자촌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판자촌은 자연 발생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영구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만 선발한 인위적 빈민촌으로 출발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입지는 입주 자격 

10) 김수현, 부동산은 끝났다. 오월의 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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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50%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이 중 25%는 원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지만 현재는 벗어난 사람들이

다.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닌 대부분 자녀가 장성하여 수급대상자

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나머지 25%는 장애인, 탈북자, 소액 청약 저축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다. 거의 대부분 스스로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직업, 건강상태,  수입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

층이 집약되어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영구임대아

파트가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초기 거주민들이 이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

어 세대 구성원들 또한 노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이다. 그만큼 복지수요도

가 높기 때문에 각 단지마다 최소한으로 1개 이상의 사회복지관이 배치하고 

있으며 거주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빈

곤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밀집된 곳인데도, 주민들은 계속 살겠다는 경우가 

76%에 이른다. 경제적 지위 및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낮은 관리비로 거

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비

율이 높다. 다만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옮기고 있을 뿐이다. 또한 노인의 

증가, 장애인, 환자가 다수를 이루다보니 단지에서의 활동이 갖춰야 할 역동성

을 찾아볼 수 없으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배울 수 있는 역할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사회적 배제나 낙인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11)  

이웃 아파트 단지들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울타리

를 높여 경계하는 경향이 역력하며, 이곳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구’

로 놀림을 받는다고 보도되기도 했다.12) 

11) 김수현, 부동산은 끝났다. 오월의 봄, 2011

12) EBS 다큐 시선 – 임대아파트, 2018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V8bWKXwgw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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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의 고령화, 노인의 삶과 옥외 활동 

1) 영구임대아파트 세대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14,3%로 고

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요구됨을 예상하고 있다.13)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의 노인 인구비율은 

43.4%14)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에 대한 원인은 영구임대아파트 특성상 20년 이상 된 입주자 비율이 높고, 세

대의 이주율이 낮으며, 입주요건에 있어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라는 우선순위인 항목이 있기 때

문이다. 그 결과 향후 고령화의 비율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노인의 삶과 옥외 활동

은퇴 후 노인의 삶에 있어 여가시간이 갑자기 증가하는데, 이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노년기의 건강한 삶의 질과 관련되어 이

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

라의 중요시 봐야할 사항 중에 하나이다. 

김동배(1999)에서는 노인은 언제나 여가를 위한 시간이 넘쳐나는 생활을 해

야 하는 상황이므로 여가를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무료함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정신적 고통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다. 노년기의 여가는 직업 활동으로 쌓인 

심신의 피로회복, 일상을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하는 것의 여가가 아닌 

일상적인 삶의 활동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하는 노

인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노인들은 주

거지역 내 옥외 공간시설이 그들의 활동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가진다(주민호, 

13) 통계청 자료, 2018 고령자 통계, 2018

14) 서울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통계 자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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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그리고 옥외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신체적 활동의 증가와 함께 

심심의 치유 혜택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며, 노인들이 하루의 생활 중 실내 공

간에서 벗어나 옥외에서 활동하는 양과 질이 향상되어 노년기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15)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옥외활동은 이웃과의 교류 증진, 신체능력의 향상에서 

오는 신체적, 사회적 관계망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옥외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맞는 진단과 

함께 물리적 환경이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의 외부환경의 시설은 놀이터, 휴게

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복지관 등이 있지만, 공급초기 당시 아파트 공급에 취

중한 획일적 계획 방식으로 세대 거주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외부환경이 조

성되었으며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어 노인들의 옥외 활동에 제약됨과 동시에 

이웃간 관계망을 배제시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안소미, 2012).

15) Kono et al.(2004), Takano et al.(2002)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옥외 활동을 
하는 것이 신체적 능력과 활동의 증가와 풍경 감상, 옥외 환경에서 받는 자연광선이 주는 호르몬 효
과 등의 혜택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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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구임대아파트의 사회적 환경

1) 영구임대아파트 사회적 환경 변화

입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단지 내부에 

위치한 사회복지관, SH센터, 외부 복지단체 등 복지기관과 정부의 노력이 현

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연계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건, 의료, 복지 전문가들이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 2~3회 방문 정서지원, 일상생활 지원, 맞춤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다. 그리고 건강상태 취약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로 인해 식사 조리

가 어렵거나 특수식을 해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한 밥상이라는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을 건강을 해치는 주거 내 위험요소를 제거, 낙상 

예방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

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분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조직화 교육문화

신내 12단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건강체크 및 모니터링

의료상담 및 투약교육

병원이송 및 동행

심리적 지원

취약계층 맞춤 건강식 

제공

365서포터즈일상지원

주민조직화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네트워크사업

노인대학

원예교실

미술교실

어르신 한글 교실

[표 5] 신내12단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현황(2018)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입주 초기 보다는 거주민의 건강 및 복지가 좋

아졌으며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던 반사회적 문제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거주 하고 있

는 주민들과의 연결망이 없어 교류할 기회와 여유가 없었던 반면,  현재는 이

러한 사회적 지원을 바탕으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많이 생겼으며 이웃 간의 

교류 증진으로 이웃 간 관계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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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과 옥외공간의 관계

1) 공동주택 외부공간의 의미

공동주택의 외부공간은 계획에 의해 조성된 공간으로 인간이 거주하고 생활

하는 거주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말하며, 인간에게 거주 기능 이외의 

기능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외부공간의 범위에서 자연

적 공간과는 구분하여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자연과 인접한 공간이 아닌 

주거동이 집합된 지역에서 만들어진 공간을 의미한다.16)

2) 영구임대아파트 옥외공간 특성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옥외 공간은 거주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편의 및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이자 단지 내 공동체 교류 생활의 매개체이다. 이

러한 옥외 공간은 단위세대의 면적이 협소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더욱 더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대부분의 옥외공간은 일반

아파트 단지 시설기준을 바탕으로 조금 수정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조경시설, 놀이터, 휴게시설, 주민

운동시설은 일반 아파트 외부공간의 법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주민공동시설, 사회복지관, 주차장은 일반아파트의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

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일반아파트 단지의 시설기준은 주택건설 상황에 맞도록 수차례 걸쳐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기준은 1991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주거 유형이기 때문에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으로 옥외 공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자의 특성과 상

황에 맞추어 계획하여 그들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했으나 일

16) 이영석, 주거환경계획, 내하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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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단지와 거의 비슷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일

하게 기준을 하향 차등 적용하였다. 

시설 일반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주민공동시설

50㎡ +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를 

더한 면적을 설치

그 면적의 합계가 

300㎡을 초과할 때는 

설치면적을 300㎡으로 

할 수 있다.

50㎡ +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3㎡를 더한 

면적을 설치

그 면적의 합계가 300㎡ 초과할 때는 설치면적을 

300㎡으로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 없음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100㎡ 이상 설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300㎡ 이상 설치

50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500㎡ 이상 설치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 1,000㎡ 이상 설치

1,500세대 이상 2,500세대 미만 : 1500㎡ 이상 설치

2,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2,000㎡ 이상 설치

주차장

전용면적 85㎡ 초과 : 

65㎡당 1대

전용 면적 85㎡ 이하 : 

75㎡당 1대

(반드시 세대 당 1대 

이상 설치, 단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세대당 0.7대 

설치)

전용면적 160㎡ 당 1대

(세대 당 기준 없음)

[표 6] 일반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외부공간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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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 

      간극 분석 

1절. 연구대상 선정 체계

1단계 : 공급 유형 중 노후 단지 검토

영구임대, 공공임대 중 영구임대로 선정하며 2000년대 이전에 준공, 세대수  

  1,000세대 이상, 전용면적 50㎥ 이하

2단계 : 인구 구성 및 커뮤니티 관련 정보 검토

주택 단지별 통계 자료 활용 : 노인인구, 기초수급생활자, 1인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집 단지

3단계 : 공간 ․  지리적 특성 검토 : 입지특성, 단지특성

항공사진 검토, 수치지형도 검토, 근린주거환경 유형 분류

4단계 : 현장답사

단지내 유휴공간, 기존자원, 주변 인접 근린환경과 외부환경 검토

5단계 : 대상지 선정

[그림 2] 연구대상지 선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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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대상지 개요 및 일반 현황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신내 12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신내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 특성상 건물의 기능이 다 

할 때 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한다는 점과 재개발 시 기존 거주민의 이주 

방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10년간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행정적 

처리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되는 단지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신내12 단지는 

노후화된 외부 환경에 대한 주거 복지 차원의 개선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세대의 고령화와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총 17개소 중, 마포

성산단지, 가양4단지, 가양5단지에서 외부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대부

분의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무산되거나 설계 변경이 되었다. 외부환경 개

선사업의 취지는 좋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와 거주민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

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17)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고려한 대상지 선택은 외부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과 동시에 초기에 계획된 단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대

상지가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과의 간극을 볼 수 있는 적합 대상지라고 할 

수 있다.

17) 임종호, 영구임대아파트 외부환경 개선과정에 나타난 계획과 실천 간극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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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 신내 1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위치도

공급시기 1995 단지 면적 20,386㎡

입주 

세대 수
1002 동수 총 8개 동

65세 

이상 

세대 수

302
입주 20년 이상 

세대 수
485

기타

- 자연 인프라로 봉화산과 봉화산 신내 근린 공원이 있음

- 4개의 놀이터, 3개의 휴게시설이 배치

- 생활인프라로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이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에 인접한 

중랑구청, 신내2동 주민센터가 있음

- 신내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됨

[표 7] 대상지 일반개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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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 현황

(1) 단지 내 주거동

신내 12단지는 총 8개동이며, 동의 층수는 15층, 동의 단위 세대 공간은 8평

형(27㎡)으로 모두 동일하다. 

신내 12단지 단위세대 공간 평면도 8평형(27㎡)

[표 8] 신내12단지 아파트 단위세대 공간 평면도

(2) 주거동을 제외한 옥외 공간

신내 12단지의 경우 복지시설로 신내사회복지관과 노인건강돌봄 통합지원센

터가 단지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는 2개소가 배치되어 있다. 

휴게시설 공간의 경우 총 4개소로 파고라와 벤치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

시설 공간으로는 운동기구가 배치된 운동장 공간이 1개소 존재하며, 이 공간

은 간혹 단지 내의 어린이 유치원의 운동장으로 쓰이거나 1년에 1번 있는 단

지 행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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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지 내 옥외공간 현황 및 사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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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사회적 현황

1) 인구구성

대상지의 입주자 실태를 보게 되면 총 세대는 1,000세대이며, 총 단지 인구

수는 2,358명이다. 공급 유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415세대, 장애인은 129세

대, 모자가정 15세대, 보훈대상자 7세대, 제외자 423세대로 취약계층이 밀집되

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모자가정

보훈

대상자
제외자

입주세대 415 129 15 7 423

[표 9] 신내12단지 아파트 공급 유형(출처: 신내12단지관리사무소, 2018)

가족 수 분포를 보게 되면 1인가구 288세대, 2인가구 288세대, 3인가구 198

세대, 4인가구 192세대, 5인가구 24세대, 6인가구 2세대로 분포하고 있다. 대부

분의 가구는 1~2인으로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계
1인가

구

2인가

구

3인가

구

4인가

구

5인가

구

6인가

구

1,000세대 288 288 198 192 24 2

[표 10] 신내12단지 가족수 분포(출처: 신내12단지관리사무소, 2018)

연령별 분포는 30세이하 세대수가 12세대, 31~40세가 41세대, 41~50세가 110

세대, 51~60세가 399세대, 61세 이상이 427세대로 분포하고 있다. 세대의 고령

화비율이 42.7%로 세대의 절반이 고령화 세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

의 경과 후 51~60세의 세대 구성이 고령화 세대로 포함이 된다면 단지의 세대 

고령화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 30세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1,000세대 12 41 110 399 427

[표 11] 신내12단지 연령별 분포(출처: 신내12단지관리사무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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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

1. 연구 방법 및 분석틀

1) 옥외 공간 이용 행태 분석 방법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외부 공간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총 5회의 이동 

촬영 카메라 관찰 조사를 통하여 이용 행태 분석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용 행태 분석의 틀에 맞추어 이를 유형화 및 분류 작업을 진행 한다.

[1] 관찰  방법

거주민의 옥외 공간 이용 행태에 초점을 둔 관찰 및 조사는 얀겔(2013)의 

공간 이용 행태 연구 방법에서 맵핑, 흔적 찾기, 촬영, 일지 쓰기의 방법을 활

용하였으며, ‘노인 및 커뮤니티를 위한 건강증진 환경 조성방안 연구(2017)’

연구의 이동 촬영 카메라를 활용한 이용 행태 분석을 따랐다.

[2] 관찰 기록 방법

 이용 행태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거주민 대상 심층 인터뷰를 2018년 

09월 ~ 2018년 10월에 총 5회에 걸친 현장 답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현장 답

사에서는 관찰 일지 작성, 이동 카메라 촬영, 거주민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였

으며, 시간대 설정은 오전 09시부터 오후 06시 사이의 거주민들이 옥외 활동

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간대로 설정하였다. 이 중 이동 카메라 촬영18) 시간 설

정에 관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관찰조사를 통해 09~18시 중 옥외활동에 있어 이용자수가 최대인 

18) ‘노인 및 커뮤니티를 위한 건강증진 환경 조성방안 연구(서울대학교, 2017)’의 연구에서 시간대별 
이동촬영을 통해 단지 내 옥외공간을 이용하는 거주자 특성 및 구체적 이용 행태 파악을 위해 이동 
카메라 촬영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 분석 방법으로 단지를 모두 순회하는 촬영 루
트를 설정하였고, 옥외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11:00 ~ 11:30, 14:00 ~ 14:30, 17:00 ~ 17:30 시간대를 
설정하여 1일 3회의 촬영을 일정한 루트로 이동하며 반복적 촬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동 
촬영에 사용된 장비로 GoPro 및 짐벌을 사용하여 고화질 영상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실질
적 현장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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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를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카메라 촬영 시간은 오전 11시, 오

후 2시, 오후 5시로 설정하여 촬영을 진행하였고, 설정된 코스를 2번 순회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카메라 촬영이라는 특성상 중복 관찰된 사람의 식별이 가

능하여 중복 관찰된 이용자 수는 제외 시켰다. 

관찰일시

기상 정보

비고
날씨

최저

온도(℃)

최고 

온도(℃)

2018. 09. 10. 월요일 파일럿 조사 구름조금 19 28

주중 3회 / 

주말 2회

총 5회 진행

2018. 09. 22. 토요일 1차 조사 구름조금 17 26

2018. 09. 27. 목요일 2차 조사 맑음 13 25

2018. 09. 28. 금요일 3차 조사 맑음 14 22

2018. 09. 30. 일요일 4차 조사 맑음 14 22

2018. 10. 04. 목요일 5차 조사 맑음 14 25

[표 12] 대상지 관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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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행태 관찰의 경우 단지 내 옥외 공간에서 거주민 활동이 빈번히 이루

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관찰을 실행하였다. 이동 카메라 촬영의 경우 단지 

내 외부를 순환하는 코스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코스에 따라 이동하면서 촬

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행태 관찰 일시 2018. 09. 22. 토요일

관찰 시간 11:05
행태 요약 휴식

행태 기록 

세부 내용

간의 의자에 앉아서 휴식 및 담소

노인 여자 2명, 그룹 활동
위치 : 106동 107동 사이 공간 관찰 사진

{표 13} 행태 관찰 일지 예시안

[3] 옥외공간 이용 실태 분석을 위한 이동카메라 촬영 분석틀 설정

이용 행태 분석 요소 비고

성별, 연령, 이용자 수

공간 이용 행태 특성
공간의 형태 및 공간 요소

행태가 발생하는 공간 포착

(1) 본 공간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공간의 유무

(2) 어떻게 공간을 변용하고, 변용된 공간의 구성 요소

(2) 계획상의 공간과 다르게 주민의 의도에 의해 생긴 공간 
시간대별 공간 이용 / 공간 이용 빈도

[표 14] 카메라 이동 촬영 이용 행태 분석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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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찰 범위 및 관찰 경로

 행태 관찰 범위는 단지 내 보행로, 차도 등의 도로, 휴게공간, 운동공간, 어

린이놀이터, 주차장, 아파트 옆 유휴공간, 담장 사이 유휴공간, 단지 외부 인접 

근린공원을 포함해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해당 주거지 옥외 공간으로 주

거동을 제외한 공간이다. 관찰 공간과 이동 카메라 촬영 코스는 다음 표와 같

다. 

신내 12단지 아파트

이동 카메라 촬영 코스 소개

- 길이 : 약 1.4 km

- 1회 촬영 소요 시간 : 약 30분(2번 순회)

<주요 코스>

 단지를 순회하는 코스로 설정, 

 종료 지점은 봉화산 근린 공원

[표 15] 이동 카메라 촬영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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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 공간 이용 행태 분석

1) 옥외 공간 이용자 일반 특성

조사 관찰된 옥외공간 이용자 중 경비원, 중복 관찰된 이용자를 제외한 유

효 표본수는 347명이다. 신내 12단지의 옥외 공간 이용자를 성별, 연령대로 구

분하여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남자 여자
활동 유소년 청년 장년 노년 합계 유소년 청년 장년 노년 합계
흡연 6 5 13 24 0
음주 2 44 46 6 6
휴식 2 4 4 23 33 3 3 11 17
담소 8 89 97 3 93 96
운동 7 1 8 3 3

놀이터 
이용 5 5 10 1 1 12

합계(명)
(347) 14 10 19 170 213 16 1 7 110 134

[표 16] 옥외 공간 이용자 일반 특성 종합

우선, 전체 옥외 공간 이용 행태 중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13(61.4%)로 

여성 134(38.6%) 보다 옥외 공간에서 이용이 높게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노년이 280(80.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소년 

30(8.6%), 장년 26(7.5%), 청년 11(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보면 단지 내 옥외공간에서의 행태 활동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옥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노년이 대부분의 활동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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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행태 유형별 특성

단지 내 옥외공간 이용 행태를 흡연, 음주, 휴식, 담소, 운동, 놀이터 이용으

로 유형을 나누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형 밖의 행태들은 생계형 활동과 기

타활동으로 재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흡연이라는 행태 활동은 전체의 활동 중 6.9%(24)의 비율로 나타났으

며, 남성만이 하고 있는 행태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봤을 때 노년, 장년, 청

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주라는 행태 활동은 전체의 활동 중 15.0%(52)의 비율로 나타났으

며, 남성과 여성 둘 다 하는 행태이지만 대부분의 행태 주체는 남성으로 나타

난다. 또한 연령별로 봤을 때 노년, 장년 순 이지만 대부분의 행태는 노년의 

연령이 차지하고 있다. 

셋째, 휴식의 행태 활동은 전체 활동 중 14.4%(50)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성

별로 봤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봤을 때

에는 노년, 장년, 청년, 유소년의 순으로 나타나며, 노년의 연령이 대부분의 행

태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담소의 행태 활동은 전체의 활동 중 55.6%(193)의 비율로 나타나며, 

단지 내 옥외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

별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비슷하며, 대부분의 활동들이 장년과 노

년의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소년과 청년의 경우 옥외 공간에서 담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운동의 행태 활동은 전체의 활동 중 3.2%(11)로 나타났으며 가장 빈

도가 낮은 활동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봤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

났다. 연령별로 보게 되면 유소년이 대부분의 운동 행태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년의 경우 단 1명만 조사되었다. 

여섯째, 놀이터 이용 행태 활동은 전체의 활동 중 4.9%(17)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게 된다면 

대부분 유소년의 연령이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과 장년의 빈도가 존재하는 것

은 보호자의 역할로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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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흡연 및 음주 행태 맵핑1_180922(토)

[그림 5] 흡연 및 음주 행태 맵핑2_180927(목)

[그림 6] 흡연 및 음주 행태 맵핑3_180928(금)

3) 유형별 행태 및 공간 특성

(1) 흡연 및 음주 행태

조사 기간 별 흡연 및 음주 행태 맵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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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흡연 및 음주 행태 맵핑4_180930(일)

[그림 8] 흡연 및 음주 행태 맵핑5_181004(목)

[1] 행태 세부 내용

대부분의 음주의 경우 1인이 아닌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음주를 하고 

있으며, 남성이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간으로 봤을 때 음주

라는 행태가 발생하는 공간은 총 4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공간 분포를 보게 되

면 어느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닌 대부분 단지 내 공간에서 음주라는 

행태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105동과 106동 사이 파고라에서

는 조사 기간 5일 중 4일이 음주 행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거의 매일 음주

라는 행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의 음주 행태는 보행

로와 등지어서 음주를 하고 있으며 동선이 보이는 방향의 벤치에 앉아서 음주

를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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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동 놀이터 공간에서의 음주 행태는 4~5시에 음주 행태가 시작되며 2명에

서 5명이 모여 벤치에 앉아 음주를 하고 있다.

흡연의 경우 단지 내에 지정 흡연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공간

에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빈도가 높은 공간은 단지 내 흡연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으로 하는 행태의 빈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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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태 발생 지점 및 공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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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흡연의 행태는 단지 전체에서 행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라는 행

태가 발생하면 흡연의 행태도 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공

간은 휴게, 놀이 공간의 기능을 가진 공간이나 본 기능에서 추가하거나 변용

하여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흡연의 경우 1인 위주의 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단지 내 전체의 공간

이 흡연이 허용되는 공간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주의 경우 다인 위주로 

구성되어 행태가 발생하며, 특정 공간에서 음주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주 행태가 일어나는 공간에서는 벤치와 쓰레기통이 배치가 되어 있었으며, 

특히 음주가 빈번히 관찰되는 공간인 ②③⑤공간의 특성을 보게 되면 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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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5동 6동 사이 흡연 및 음주 주요 발생 지점의 행태 및 공간적 특성(2)

[그림 9] 5동 6동 사이 흡연 및 음주 주요 발생 

지점의 행태 및 공간적 특성(1)

막혀있어 기후조건의 영향에 덜 받

는 공간이며, 삼 면이 식재나 시설

물 등에 의해 막혀있고, 한 면만 동

선에 인접하는 공간 구성이기에 공

간적으로 위요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①④공간은 단지 내 도로와 

바로 인접하여 다른 공간들과 다르

게 개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

다. 

②③공간의 경우 20M거리 내에 단지 내 슈퍼가 위치하고 있어 주류나 음식

물을 구매하기 위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 음주 행태가 발생하는 요인 중의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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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주요 음주 행태 발생 지점과 단지 내 수퍼와의 거리 

[3] 행태 발생 요인

행태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은 인터뷰와 관찰 조사로 확인하였다. 

첫째, 흡연의 경우 주거동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으나, 주거동 내 흡연 문

제가 현재 심각하여 갈등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야외에 나와 흡연을 한다고 

하였으며, 흡연을 하며 거주민들과 만나거나 주민과의 만남이나 교류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음주의 경우 공간마다 음주 행태 발생 특정 요인을 가지고 있다. 

①공간의 경우, “집에 있으면 뭐해... 늙어서 어디 멀리도 못가니깐 여기 나

와서 약주 한 잔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그러는 거지...”신체조

건의 한계 때문이라는 점과 함께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음주를 한다고 답변

하였다. 

②공간의 경우, “5, 6, 7동 중앙이라 사람들 만나기도 쉽고... 놀이터를 사

람들이 잘 이용안하니깐 뭐 술 먹는거지... 바로 옆에 슈퍼가 있어서 술사기도 

쉽지”공간적 요인으로 바로 옆 슈퍼가 위치하여 주류나 음식물을 사기에 편

리한 점이 있었으며, 단지 중앙부에 위치하여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모임의 

장소인 것을 알 수 있다. 

③공간의 경우, 음주 

행태의 빈도수가 가장 높

은 공간이며 다양한 요인

이 존재하고 있었다. 

“집에서 먹을 수 있지 

근데 집이 너무 좁아 밖

에서 먹어도 되는데 뭐... 

혼자서 술을 먹고싶지 않

아 여기에 술사고 있으면 주당들이 모여...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먹는

거지... 옛날엔 여기 근처에 음식점이 있었어 거기서 술 많이 먹었지 근데 그



- 54 -

게 사라지니깐 술먹데가 없는거야 그리고 돈도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못먹는

거지...”즉, 주거동 내 공간의 부족과 함께 음주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 모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술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의 부족과 경제적 여

건으로 인해 이 공간에서 모이고 음주라는 행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이 

요인으로 이 공간에서는 여성 음주도 발생하는데 그 이유로 성매매를 하기 위

해 음주를 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④공간의 경우, ①공간의 요인과 동일하게 사람들과 만나거나 교류하기 위

해 음주를 한다고 하였다. 

⑤공간의 경우, “단지 내 노인정이 없어... 다른 단지가봐 노인정에서 술 많

이 먹잖아 그래서 여기가 노인정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거야... 여기서 다같이 

술도 먹고 삼겹살도 궈먹고 장비가 다 여기에 있어...”단지 내 노인정이 위치

하고 있지 않아 일반 노인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음주 공간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이 공간에서 음주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흡연과 음주의 행태 발생요인을 정리하게 되면 노인정의 기능 

대체, 주류를 사기 위해 가까운 공간, 위요되어 주변 사람들과 접촉이 작다는 

것, 성매매를 하기 위한다는 점, 집에서 음주를 하고 싶으나 공간이 부족하며 

혼자 먹기 보단 여럿이서 먹고 싶어 한다는 점, 과거에는 단지 인접 음주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라져 음주를 할 공간이 부족하여 단

지 내에서 음주를 한다는 점,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음주가 필요하다는 점,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음주를 한다는 점으로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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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슈

아파트 단지 내 거주민들은 흡연과 음주가 빈번히 발생하는 공간을 인지하

고 있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음주라는 행태로 인해 그 

공간을 기피하며, 그 공간을 돌아 우회하는 동선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 공

간에서 쉬고 싶으나 공간에서 발생되는 기피가 되는 행태로 인해 이 공간을 

피해 다른 공간에서 쉰다는 인터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울증이

나 알콜중독자가 집에서만 음주를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어 

필요악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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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휴식 및 담소 맵핑1_180922(토)

[그림 13] 휴식 및 담소 맵핑2_180927(목)

[그림 14] 휴식 및 담소 맵핑3_180929(금)

(2) 휴식 및 담소 행태

조사 기간 별 휴식 및 담소 행태 맵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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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휴식 및 담소 맵핑4_180930(일)

[그림 16] 휴식 및 담소 맵핑5_181004(목)

[1] 행태 세부 내용

휴식과 담소는 오전의 11시와 14시의 경우 대부분의 행태는 그늘진 공간에

서 주로 행태가 이루어졌으며, 17시는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행태가 일어

남을 포착할 수 있듯이 햇빛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행태도 달라지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존재하며, 남성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면 여성은 그 공간을 피해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강아지를 동반하여 휴식하는 행태를 발

견할 수 있었으며, 보행보조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휴식하거나 주변 사람들

과 담소를 나누는 행태를 보인다. 특히 1인 휴식 행태의 경우 개인 소유의 의

자를 들고 이동하면서 휴식하는 행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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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 옆의 보도에서의 휴식과 담소의 행태는 장애인과 보행차를 이용하

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으며, 인도의 그늘진 곳 아래에서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08동의 경우 벤치가 옆에 있으나 이륜차 위에

서 휴식을 하는 행태가 포착되기도 하였다. 

102동 앞 파고라의 경우 강아지를 동반하여 주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행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102동 옆 변용공간의 경우 거의 남성만이 벤치에 앉거나 서서 휴식 및 담소

로 이용하고 있다. 

107동 뒤 파고라의 경우, 여성들만이 공간을 차지하고 휴식과 담소를 하는 

행태가 발견되었으며, 전동차를 파고라 안으로 가져와 전동차 위에서 쉬는 행

태도 포착되었다. 

101동 뒤 공간의 경우, 그늘진 녹지 공간에서 의자를 가져다 놓고 노인 남

성과 여성이 1인 휴식하는 행태가 발견되었으며, 쉴때의 방향은 단지 밖으로 

보는 방향으로 쉬고 있다.

107동과 108동 사이의 시설물 앞 차도 공간의 경우 의자를 가져다 놓고 휴

식하거나 담소하는 행태가 주로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은 노인 여성이었다. 

104동 앞 파고라 공간에서는 노인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로 이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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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태 발생 지점 및 공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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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과 담소의 행태는 단지 내 전체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휴

식의 경우 1인과 다인의 휴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인의 경우 다수가 모이

거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피해 단지 겅계부에서 행태가 나타남을 볼 수 있

다. 이중 ⑦과 ⑨의 공간에서 1인 휴식 행태가 발생하는데 햇빛이 강렬한 시

간에는 ⑨의 녹지 공간 그늘에서 개인 의자를 가져와 쉬는 행태가 발견되었

다. 해가지는 시간에는 ⑦의 공간에서 시설물을 등지고 햇빛을 받으면 쉬는 

행태를 볼 수 있다.

담소의 경우, 주요 발생 공간은 ①②③④⑤⑥⑧의 공간이며, 이 중 단지 내 

휴게공간이라고 지정된 공간은 ①④⑤⑧ 공간이다. 이 공간들은 파고라와 벤

치가 배치되어 있어 기후조건에 영향을 덜 받는 공간이다. 그리고 대부분 펜

스, 주거동 건물, 차폐식재에 둘러 싸여 있어 위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간들을 제외한 ② ③ ⑥ ⑦의 공간은 천장을 가려주는 시설물이 없으며, 

단지 설계에 있어 계획되어진 공간이 아니며, 주민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만

들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간들은 단지 내 도로와 바로 인접한 공

간이다. 

②⑦공간의 경우, 개인 의자를 가져오거나 보행차, 보행보조차에 의해 공간

을 점유하여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특히 ⑧의 공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의 공

간 형태가 변화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비닐막을 쳐서 사면을 막아 계절적 행

태 제한에 있어 덜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동에 인접하여 휴식 및 담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런 배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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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태 발생 요인

행태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은 인터뷰와 관찰 조사로 확인하였다. 

휴식과 담소의 행태의 목적은 대부분 거주민들과의 교류를 하거나 또는 집

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휴식과 담소의 행

태 맵핑을 보면 단지 주거동에 인접한 공간에서 발생됨을 알 수 있는데 이 공

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그 공간과 바로 인접한 동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다. 

즉, 각 공간마다 동의 커뮤니티 지점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특히 ⑧의 공간

의 경우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노인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공간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임 형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민과의 교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⑤공간의 경우, 놀이터와 인접한 파고라 휴게시설 공간인데 특

정 시간인 11시에 주로 휴식과 담소의 행태가 발생한다. 그 원인으로 노인식

당이 12시부터 준비하여 2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12시 전에 이 공간에 모여 노

인식당을 이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휴식과 담소는 2인 이상의 다인으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1인으로 이루어진 휴식은 대게 담장근처, 단지의 경계부에서 행태가 

발생된다. 휴게시설이 배치된 공간에서의 휴식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특정 공

간으로 오는 사람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햇볕을 따라 간의 의자를 들고 이동하면서 휴식하기 때문에 천장면이 있는 공

간을 선호하기 보다는 열려있는 공간이며, 인적이 드문 경계부 공간에서 1인 

휴식이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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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운동 및 놀이터 이용 맵핑1_180922(토)

[그림 18] 운동 및 놀이터 이용 행태 맵핑2_180927(목)

[그림 19] 운동 및 놀이터 이용 행태 맵핑3_180928(금)

(3) 운동 및 놀이터 이용 행태

조사 기간 별 운동 및 놀이터 이용 맵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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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운동 및 놀이터 이용 맵핑4_180930(일)

[그림 21] 운동 및 놀이터 이용 맵핑5_181004(목)

[1] 행태 세부 내용

운동 및 놀이터 이용의 행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 하지

만 운동의 경우 대부분이 유소년 계층에서 행태가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노인의 경우 1건의 행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놀이터 이용 행태의 경우 놀

이라는 특성상 거의 유소년이었으나 청년 및 중년이 놀이터에서 관찰되는 경

우는 보호자로서 동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행태 발생 공간의 경우 총 4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공간 분포를 보게 되면 대

부분 104동~108동 근처에 위치한 놀이터, 운동시설이 배치된 공간에서 행태가 

발생된다. 이중 108동에 위치한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축구나 놀이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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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단지 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 인솔 하에 운동장 

공간에서 운동 및 놀이 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104동도 

3~6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이 선생님 인솔하에 놀이터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단지 내의 운동 및 놀이터 공간들 중 대부분이 작게

나마 이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01동 주변의 놀이터의 경우 조사 기

간동안 이용 행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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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태 발생 지점 및 공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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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및 놀이터 이용 행태는 단지에 배치된 운동장, 운동시설 공간, 놀이터 

공간에서 행태가 발생되고 있으나 106동과 101동 인근 놀이터 공간에서는 이

용 행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운동이나 놀이의 행태는 대부분 2인 이상의 그룹

으로 하는 활동하는 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용자의 경우 단지 내 거주 

아이들과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 와서 놀이나 운동이라는 행태를 하

고 있었다. 

①의 경우, 놀이터 공간으로 휴게공간과 같이 배치된 공간이다. 철봉, 시소 

등과 같은 놀이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변이 차폐식재로 위요된 공간이다. 

②의 경우 단지 내 주요 운동장에 포함된 운동시설 공간으로 운동기구가 배

치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기간 중 행태 관찰은 1건만 포착되었으며, 주된 이용 

계층은 유소년이었다. 

③의 경우, 단지 내 운동장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빈 공터에 더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④의 경우, 어린이집과 가장 인접한 놀이터 공간으로 휴게시설 공간과 같이 계

획된 공간이다. 놀이시설로 시소, 그네, 미끄럼틀과 같은 기본적인 놀이시설이 배

치되어 있으며 단지 내에서 가장 많은 놀이이용 행태 빈도가 포착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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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태 발생 요인

행태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은 인터뷰와 관찰 조사로 확인하였다. 

 첫째, 운동의 경우 단지 내 운동공간은 108앞 운동장과 운동시설이 배치된 

공간이 전부이다. 거주민들 대상 인터뷰 결과 현재의 단지 내 운동장은 운동

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공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운동시설이 있지

만 관리의 부재로 정상적인 시설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거주민들 중 

단지를 벗어나 활동이 가능하다면 단지와 인접한 봉화산 공원으로 가서 운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나마 운동장의 경우 아이들의 축구나 놀이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거나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의 야외 수업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둘째, 놀이터 이용의 경우 단지 내 놀이터 공간은 4개소이나 2개소만 이용

되고 있었다. 이용 행태가 발생되는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인접한 위치

에 있었다. 이와 달리 이용이 되지 않는 2곳의 놀이터 공간의 경우 101동 주

변 놀이터는 시설이 노후하여 놀지 않는 다는 인터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

며, 106동 앞 놀이터 같은 경우 음주와 흡연의 행태가 놀이터 공간 내에서 발

생하기 때문에 유소년이나 보호자들은 이 공간을 피해서 이용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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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태 발생 공간의 공간적 특성

공간을 점유하고 그 공간에서 행태가 일어나는데, 공간 점유 유형의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기존에 없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그 공간을 점유하는 [신규 공간 조성 후 점유], 둘째는 기존 

시설이나 공간의 기능 자체를 변용하거나 기존 기능을 포함하여 그 밖의 기능

의 수를 늘려 쓰는 경우의 [기존 기능의 변경 후 점유], 셋째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나 공간의 형태를 바꿔서 사용 하는 경우로 공간 구조 변형 및 시설물 

등의 설치하여 공간이나 시설을 보완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는 [기존 공간을 

구조 변형하여 점유] 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기존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계획 및 설계되어 준공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공간을 점유하고 그 안

에서의 활동이 일어나는 순간은 행태 관찰 조사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1) 신규 공간 조성 후 점유

신규 공간 조성후 점유의 경우 6동과 7동 사이 휴게 공간, 6동 7동 사이 시

설물 앞 공간, 2동과 3동 사이 휴게 공간, 1동 옆 녹지 공간, 3동 앞 보행로로 

5개소로 정리 할 수 있다. 여기서 벤치나 탁자 등과 같은 시설물 재료를 사용

하여 주민이 직접 설치된 고정형 공간은 6동과 7동 사이 휴게공간과 2동과 3

동 사이 휴게 공간이다. 이 공간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일시적으로 조

성된 공간으로 주민들이 간의 의자를 가져오거나 보행차, 보행보조차 등을 이

용하여 공간을 점유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행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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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신규 공간 조성 후 점유 유형에서 고정형, 일시적 조성된 공간의 위치

(1) 공간 입지 특성

고정형으로 공간이 조성된 공간들의 입지 특성을 보게 되면 차도나 보행로

에 인접하고 있으며, 동과 동 사이에 결절점이다. 또한 단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부이기에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기도 하며, 분리수거장이 근처에 배

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지점으로 이곳에서 주민들은 자주 마주

치게 된다. 차량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만 특히 노인들이 이 공간을 자주 

이용하며, 공간 내에서 휴식 및 담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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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신규 공간 조성(6동 7동 사이 고정형 공간) [그림 24] 신규 공간 조성(2동 3동 사이 고정형 공간)

일시적으로 공간이 조성된 공간들도 고정형으로 조성된 공간 입지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주로 차도나 보행로에서 간의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등

의 도구를 활용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인

지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거나 위험요소에 있어 피하기 위해 공

간 내에서의 점유 형태는 교류나 대화를 하기 유리한 원형 배열이 아닌 일렬

로 나열된 형태로 행태가 이루어진다. 또한 공간을 점유할 때에 그 공간 내에

서 시설 건축물, 주거동, 차폐식재 등을 등지는 위치에서 휴식과 담소를 하는 

행태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5] 106동 107동 사이 공간의 행태 및 공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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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1인 휴식 행태 발생 지점 및 공간 형태

  

(2) 신규 공간 조성 원인

 ① 노인 인구의 증가 : 교류와 만남을 위한 공간 요구

신내 12 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특성상 20년 이상 된 입주자 비율이 

높고, 세대의 이주율이 낮다. 입주요건에 있어서도 65세 이상 수급자일 경우 

우선순위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로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 시간들을 활용 할 수 있는 공간들의 부족

과 단지 내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의지 부족, 건강 신체상의 문제로 활동 가

능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단지 내 노

인식당은 있으나 단순히 노인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휴식과 교류의 

커뮤니티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② 공간의 부족

단지 내 휴게시설 공간은 총 4개소이다. 분포에 있어 각 동마다 휴게의 기

능을 대응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놀이터와 공간을 공유하여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 2개소이며 기능상 충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주민들 

사이에서 기피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음주와 흡연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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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흡연은 벤치가 배치되어 있는 휴게 공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휴식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

다. 

(3) 기타 문제점

신규로 조성된 공간들은 관리사무소의 계획으로 인해 생겨진 공간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 조성된 공간이다. 이 공간들은 처음부터 뚜렷한 형태를 

가지면서 생긴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 형태가 뚜렷해지는데 

이 과정상에서 관리사무소는 벤치나 간의의자를 치우면서 주민들의 공간 점유

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관리사무소는 더 이상의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

에 대하여 치우거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암묵적으로 이 공간들을 단지 

내에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기존 기능의 변경 후 점유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기능 자체를 변용하거나 기존 기능을 포함하

여 그 밖의 기능의 수를 늘려 쓰는 경우의 기존 기능의 변경후 점오는 5동과 

6동 사이 파고라 휴게시설(흡연 및 음주), 6동 앞 놀이터(흡연 및 음주), 8동 

운동장(생계형활동) 3개소로 정리 할 수 있다. 이 공간들은 기존의 기능인 휴

게, 운동, 놀이의 기능이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공간 기능을 바꿔 사용

되고 있다. 음주의 경우 공간에서 주류와 음식물을 가져와서 벤치에 앉아 음

주를 하고 있었으며, 생계형 활동으로는 운동장에서 음식물을 건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74 -

[그림 27] 기존 기능의 변경 후 점유 발생 지점

(1) 입지 및 공간 특성

 기존에 있던 공간들의 입지를 보면 동과 동 사이에 위치하여 휴게시설 기

능을 하고 있는 5동과 6동사이 파고라 휴게시설 공간, 6, 7, 5동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놀이터 공간, 단지 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운동장으로 시설물

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빈공간이라 할 수 있는 8동 운동장이다. 이 공간들의 

공통점은 주거동과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거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즉, 현관문에서 나와 10m의 이내의 거리에 이 공간들이 위치

하고 있다. 운동장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소의 공간들은 파고라와 벤치

가 배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천장면이 있어 계절에서 오는 제한이 덜한 공간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면이나 두면이 개방적이기는 하나 다른 면들은 차

폐가 되어있어 공간적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공간에서의 단지 경계에 위치한 슈퍼마켓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와 다르게 운동장 공간의 경우 사방이 열려있으며 햇빛이라는 자연적 

요소에 있어 가장 많은 일조량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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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공간 기능 변경 후 공간 점유 원인

 ① 주거동 내부 공간의 협소

대상지의 아파트 주거동은 8평형의 아파트이다. 주거동 내에서 행해질 수 

있는 활동들이 외부공간으로 나와 기존에 있던 공간들에서 기능을 바꾸면서 

거주민들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휴게시설 공간

과 놀이터 공간에서 발생되는 행태의 주체자들은 다른 거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태들이 주거동 내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주거

동이 매우 협소하여 그 공간안에서 3명 이상의 음주라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공간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느끼면서 밖으로 나와 단지내에 있는 공간들 중에 가까운 

곳에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요소들을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음식물 건조에 있어서는 주거동 

내의 베란다공간이 있지만 이 공간도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동에서 가장 가깝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런 공간의 협소라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민들은 스스로 활동이 이루

어지기에 적합한 공간을 찾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동을 하기 위

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의 기능을 변형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입주 전부터 존재했던 음주문화

인터뷰와 기존에 있던 자료를 참고한다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초기 입주자 

특성 상 취약계층 위주로 입주했다는 점과 그 입주자들이 이전에 살던 곳에서

의 평상에서 음주를 하며 주민들과 어울렸다는 음주문화가 단지에 입주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는 사람들끼리 음주

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의 단지내의 옥외공간은 이러한 

기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거주

민들은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현재의 단지내에서 행해질 수 있는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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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니와 그 공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간의 기능만 바꿔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타 문제점

본 기능이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그 공간안에서 긍정적인 활동이라기 보다

는 거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정적인 행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민

들은 이 공간을 피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

인지 단지 내에 경찰차가 오는 경우처럼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며 우범

적인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계형 활동으로 음식

물을 건조하는 활동의 경우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 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

에 음식물 건조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존재한다. 

3) 기존 공간을 구조 변형하여 점유

기존 공간을 구조 변형하여 점유하는 경우는 2동 앞 파고라 휴게시설 공간

이다. 이 공간은 기존에 있던 파고라 휴게시설을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청소

도구함,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도구를 보관하는 식기도구함, 

탁자, 시계 등을 배치하여 공간의 구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계절적인 부분에 

있어서 겨울철은 비닐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겨울철 추위를 피하고 교류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즉, 기존의 휴게시설을 거주민들의 입맛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공간에서는 단지의 거주민

들이 모여 음식을 해먹거나,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거주민들은 이 공간을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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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 및 공간 특성

이 공간은 기존의 단지 내 파고라 휴게시설 공간이며, 1동, 2동, 3동의 중앙

부에 위치하여 각 동의 사람들의 휴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기 계획 당시 이 공간은 주차장과 차도에 둘러싸여 있었으

며, 사방이 열려있어 공간적으로 위요되지 않은 개방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 주민들이 스스로 관목을 2면에 식재하여 차폐함으로

써 공간을 위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공간 내에 있어 벤치가 2열로 배치되어 

있어 마주보는 방식으로 대화와 휴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앙부에 탁자

를 배치하여 간혹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도구함을 배치하여 

주민들 자치적으로 공간을 청소하고 있었으며, 노인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간

의 운동 기구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단지내의 노인들 특성상 보행을 보조하는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간에서의 둔턱을 제거하여 이동상에 있

어 장애요소를 제거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공간은 겨울철 추위에 있어 비

닐막을 설치하여 공간을 변형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관리사무소

에서 설치해주는 것이 아닌 거주민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설

치물들을 통해서 주민들은 겨울철에도 옥외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8] 기존 공간을 구조 변경하여 점유 발생 지점(101동 앞 휴게시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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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공간을 구조 변형하여 점유 원인

 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욕구

 앞서 말한 단지 내 노인 인구수의 증가에 따라 노인을 고려한 쉼터가 부족

한 상황이다. 또한 노인은 신체적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동

과 활동 반경이 좁고 주거동과 가까운 곳에 쉬어 갈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의 이공간이 주민들의 커뮤니티 거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옥외공간에 배치된 휴게시설 공간이기는 하지만 노인정이 가지고 있

는 만남, 교류, 식사, 회의 등과 같은 기능들을 이 공간 내에서 실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 인터뷰에 의하면 거주민

들 사이에서 교류와 만남의 공간이 필요한데 단지 내에 노인정과 같은 커뮤니

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욕구의 결과물로 이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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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 

간극에 대한 해석

공간만으로 장소가 가진 특성과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 공간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장소가 되며 의미가 부여된다. 이러한 

공간들 중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간들은 삶이 펼쳐지는 곳

으로 물리적, 인문·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

러한 상관관계는 계속해서 진행되며 끈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이곳에서 사는 거주민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내면에는 거주민들의 삶과 외부환경의 간극이 깔려 

있다. 그리고 둘 간의 간극을 발생시키는 것은 현재의 외부환경이 위치한 시

공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적 흐름에 따라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

이 변화하였고 그 사이에서의 간극들이 다양하게 발현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주민들의 삶이 변화함에 따라 외부환경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면서 

간극이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배경을 도출하고, 이 특성들을 분석하는 것이 

시공간적 주거 환경 연구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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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 간극 발생 배경

1. 고령화에 따른 단지의 변화

“노인들만 남은 오후 시간, 쉬면서 교류할 곳이 필요한 어르신들”

신내 12단지의 경제활동인구가 빠진 낮의 시간 동안은 일을 하지 않는 노인

분들이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지 내에 남아 있다. 10시부터 

단지 내에서의 활동이 시작되며 신내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

용하거나 노인식당을 이용하기 위한 옥외 활동이 시작된다. 이러한 단지 내부

에서 발생하는 옥외활동을 제외한 단지를 벗어난 외부 활동으로는 단지와 인

접한 봉화산 공원을 산책하거나 운동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체적 

한계로 인하여 활동 반경이 좁은 단지의 노인들과 장애인분들은 주로 집안에

서 TV를 보거나 휴식을 하는 것이 주된 하루 일과라고 할 수 있다. 

「101동 남성 노인(20년 거주) : 단지에 나같이 나이든 사람들이 많지요. 이 아파
트가 20년이나 지났잖아요. 저도 여기 산지 20년이 지났으니 대부분 노인들이 산다고 
봐야죠. 하루 일과를 보면 TV를 보거나 밥먹고 여기(2동 앞 휴게시설 공간)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 거죠. 과거엔 이렇게 모이지도 않았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나
와서 쉴 생각을 가질 여유가 있겠어요? 지금이나마 서로 간에 모이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걸 느껴서 모이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깐 모이고 또 모
이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궁금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집에서 심심해서 TV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이에요. 다들 
이제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에요. 사람들도 만나고 밖에서 쉬고 애기할 사람이 필요하
다는 걸요. 」

고령화로 인해 경제능력 상실과 여가시간의 증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단지 내 거주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실내에서만 있는 것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앞서 심층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81 -

서 거주민들은 이웃 간의 만남과 교류를 위해 밖으로 나와 벤치나 그늘이 있

는 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쉬거나 서로간의 일상을 교환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모든 활동들은 저녁 식사를 할 시점인 해가질 무렵에 집

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너무 작기에 여가시간을 보내는 활동의 다

양성의 폭이 매우 좁다고 할 수 있으며, 그나마 이에 대한 해결로 보행보조차

와 보행차라는 도구를 통해 거리감을 늘리고자 하지만 이것조차도 경제적인 

이유, 신체적 한계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주

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주민들의 경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피해 

인적 드문 공간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공

간을 이용에 있어 햇빛과 같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공간을 선택적으로 이용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단지의 노인들 중 애완견을 키우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

로 같이 거주하고 살던 자식들이 떠나고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

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애완견 소음 문제, 오줌과 변 처리 미흡으로 거주민들 중 애완견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세대와 키우지 않는 세대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애완견과 동

반된 활동들이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활동들은 인근 주변 봉화산 공원에서만 애완견을 산책하는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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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민의 삶을 담아 내지 못하는 단지 설계

(1) 주거동 협소 문제

신내 12아파트 단지의 주거동 실 평수는 8평으로 입주 당시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 가족들이 공간을 이용하고 생활하기에는 매우 협소하

다. 공간 협소로 인해 공간마다 일어나는 행태들이 서로 겹쳐있고, 어느 공간

에서만 특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공간 협소를 주민들 스스로 해

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현재는 이러한 가족 구성원 세대의 자녀들이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협소함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것

으로 보이지만 거주민들 대부분은 남겨져 있는 짐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전히 주거 생활에 있어 공간이 좁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주거동의 실내 여유 공간이 없다보니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주거

동 밖인 옥외공간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간의 부족은 주민들

로 하여금 단지 내의 옥외 공간에 자신들의 물건을 내놓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음식물이나 빨래를 날씨가 좋은 날에 밖에서 건조하는데, 대부분 

실내 공간의 부족, 밖의 햇볕이 좋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이는 좁은 주거공

간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지의 사적영역 확장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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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동 세대 면적의 협소로 발생되는 행태 양상

[표 17] 주거동 세대 면적의 협소로 발생되는 행태 양상

 

(2) 놀이터 공간의 갈등 발생

단지 내의 놀이터의 경우 입주 초기당시에는 공간 구획만 되어 있었지 시설

물이 배치되어 놀이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현재의 놀이터 시설물은 10

년이내에 설치된 것으로 초기 입주당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

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이 아이들은 인근 주변 봉화산 공원으로 놀이를 하기 

위해 갔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시점에서 초기 입주당

시 유소년층은 청년층이 되어 놀이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아니다. 또

한 그 청년층은 단지를 떠나 대부분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실정이다. 

허나 현재 단지에 살면서 아이가 있는 세대주가 있다고 해도 놀이터 공간이 

총 3개가 배치된 것은 공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근

거로 관찰조사와 인터뷰조사를 종합하면 이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간혹 유치원의 아이들이나 단지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

고 있지만 그 빈도수는 매우 낮다. 이런 문제점을 거주민들은 알고 있으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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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무소 측에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주차장 확대가 현재의 단지 내에서 공간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9] 주차공간 확보로 인한 놀이터 공간에서 주민과의 갈등(1)

[그림 30] 주차공간 확보로 인한 운동장 공간에서 주민과의 갈등(2)

(3) 거주민을 고려한 공간의 부족

영구임대아파트 특성상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 상실로 

인해 단지 내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증대한 시점이다. 이에 맞춰 거주민은 

옥외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

정이다. 부족에 대한 하나의 요인으로 초기 계획된 공간이 현재까지도 유지되

고 있으며 개선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있지만, 이에 대응하

여 거주민들은 스스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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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하여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단지 내 노인정과 같이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이 기능을 가진 공간

을 만들고, 공간 안에서 여러 활동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 가능 거리에 제약이 있었으나 

보행차와 보행보조차의 등장으로 활동 반경이 늘어남으로써 영역성과 공간 이

용 행태도 변화가 생겼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보행 기구 위에서 쉬거나 대화

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지점에서 휴식이나 대

화와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통행이나 주차를 하기 위

한 도로나 주차장 공간에서 보행 기구를 활용하여 공간의 기능을 확대시켜 일

편적인 목적과 기능으로 간주됐던 사고를 벗어나 좀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

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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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구임대아파트만의 거주문화

“초기 입주 당시 생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활력을 키우겠다는 소망이 거주

민들 사이에서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이것마저도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과거에 존재했던 빈민문화가 여전히 존재함과 동시에 경제적 지위의 상실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판자촌은 비교적 자연 발생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기에 주민들도 다양했

던 것에 비해 영구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가난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만 선발한 인위적 빈민촌으로 출발했다. 이러한 초기 거주민 특성으로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지에 머물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시간 대부분을 경제적 활동 시간으

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단지 내에서의 생활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고 옆집

에 누가 사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이웃 간의 교류가 

발생할 계기가 없으며, 거주민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라는 문화가 생겼다고

도 할 수 있다. 거주민들 사이에서의 시기와 질투는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특

정 이웃을 만나지 않기 위해 이웃이 있는 공간을 피하거나, 그 이웃이 거주하

고 있는 동을 지나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영역성을 

설정하게 되었고 거주민만의 선호하는 공간, 비선호하는 공간이 발생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공간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가 생겼다면 특

정 행태로 인해서 공간에 대한 인식이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계기도 존재

한다. 영구임대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음주문화가 있다. 이런 문화는 과거의 

판자촌에서부터 존재하였다. 그 당시의 음주는 평상이나 특정 음주가 허용되

는 공간에 모여 음주라는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이웃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름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위한 방법이자 수단이었으며,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발생하는 문제의 크기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음주문화는 공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



- 87 -

는 단지 내 옥외공간에서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한 곳에서 음주가 발생되거나, 파고라 벤치

와 같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간에서 음주와 흡연의 행태를 같

이 행하면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음주라는 행태로 인해 공간을 점유하

고, 그 공간을 알콜중독자들의 모임, 성매매를 하기 위한 특정 계층만이 이용

하게 됨으로써 거주민들에게 부정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진 공간으로 변모

하였다. 최근 들어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자살, 알콜중독 문제가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는데 거주민들이 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심화가 된다면 이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공간에 대한 고립이 커져 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여

지가 보이며 빠른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옥외 공간 이용에 있어서 다른 아파트 단지와 달리 영구임대아

파트 단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

정 공간을 남성들이 이용하고 있으면 이 공간을 피해 여성들은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행태가 나타났으며, 시간상의 공간의 이용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행태 발생의 원인으로 성별에 따른 공간 이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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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거주민들의 삶과 외부환경에서의 간극 양상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단지 외부환경

에 대한 요구도 변하였다. 하지만 단지의 외부환경은 거주민의 삶을 담아 내

지 못한 설계, 주거동 세대 면적 협소, 이용되지 않는 공간들, 커뮤니티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 초기 당시의 형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공

간들과 노후화된 시설물 등의 물리적 요인들이 거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와 맞물려 거주세대의 고령화, 신체적 한계로 활동의 제약, 영구

임대아파트만의 존재하는 옥외공간에서의 부정적 음주 문화, 이웃 간의 교류 

부재, 거주민들 간의 시기와 질투의 만연이라는 인문․사회적 요인이 간극을 발

생시킨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공간의 점유, 점유를 통한 공간의 변용과 변

형,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행태들은 거주민들과 외부환경사이에서 

발생한 간극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에서의 간극 발생 배경 및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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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과 행태에서의 간극의 표출

공간과 행태에서의 간극의 표출은 기존에 있던 공간들, 동과 동사이의 비어 

있던 공간, 차도나 보행로의 한켠 등의 형태로 거주민들의 생활과 가깝고 밀

접한 위치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들에서의 간극의 표출은 빈 공간을 새로

운 공간으로 조성, 기존 공간의 변형과 변용과 함께 거주민들의 활동 행태가 

보여지는데 간극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공간과 행태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구성원의 특성상 20년 이상 된 입주자 비율이 높고 이주율이 낮

아 세대의 고령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경제적 지위의 상실로 단지 

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그 결과 여가시간의 증가하였지만 이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단지의 공간들 또한 초기 당시 

계획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부정적 행태가 발생하는 휴게 공간

의 존재로 정작 휴식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를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동과 동사이의 빈 공간을 등의자, 평의자, 

탁자를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신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차도나 보도

에서는 보행차나 보행보조차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공간을 점유하여 휴식을 

하고 있었으며, 거주민들과의 담소를 통해 이웃간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다. 

둘째, 주거동의 거주 공간이 8평형으로 매우 협소하여 주거동 내에서 할 수 

있는 빨래나 음식물 건조 등의 행태가 운동장, 현관, 보도 등에서 기존에 있던 

공간들의 기능을 바꾸면서 거주민들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비

슷하게 입주 전부터 존재했던 음주 문화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도 계속 유

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음주의 행태는 놀이터와 휴게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 공간들은 공공의 공간으로 거주민들에게 놀이 및 휴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음주를 하는 특정 거주민들의 점유로 인해 본 기능이 음주를 

하기 위한 모임의 공간으로 기능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단지 내의 노인의 인구수가 증가 하였지만 이에 대응하여 노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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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지시설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주거동에 인접하고 가까운 곳에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한데 접근성이 용이한 휴게 공간을 선택하여 노인정이 가지고 있는 만남, 교

류, 식사, 회의 등과 같은 기능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을 구조 변형

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 공간의 같은 경우 이용에 있어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비닐막을 설치하여 옥외 활동을 연장하였으며, 단

지 내 운동시설의 부족과 신체적 한계로 운동공간을 갈 수 없는 거주민들을 

위해 운동기구를 배치하였다. 또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리

도구함을 설치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공간들의 규모나 형태, 쓰임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장소 애착, 정주의식 함양 등의 필요성이 거주민들 사이에 점차 대두되

면서 이에 맞춰 거주민들은 사회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주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노

력으로 공간 이용에 있어 나름의 주민들 사이에서 규율을 만들고 실행하고 있

었으며,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와의 타협을 통해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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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민과 관리사무소의 간극

 거주민들은 옥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과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 공간

의 부족으로 놀이터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을 관리사무

소 측에 제출하고 있지만 관리사무소는 거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른 주

거동 내부 유지 보수비용의 증가와 영구임대아파트 특성상 저렴한 관리비로 

인해서 옥외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계획의 설정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답

하였다. 그 결과 내 옥외공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빈 공터를 휴게 공간

으로 조성하거나 기존의 기능을 가진 공간을 기능을 변경하거나 변형하는 행

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측은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음주와 흡연, 성매매와 같은 행태가 발생하는 공간에 대하여 거주민들은 관

리사무소측에 민원을 넣고 있었으나 마땅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

다. 이러한 불건전 행태를 행하고 있는 거주민에게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

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는 점에 관리사무소 측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나마 음주와 흡연의 행태가 발생하는 공간에서 쓰레기 발생에 대한 해결로 

행태가 발생되는 각 공간에 쓰레기통을 배치하는 것이 전부였다. 

거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한계점, 불건전 행태에 대한 해결의 부족으로 거주

민들과 관리사무소의 갈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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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민들의 삶과 외부환경에서 나타난 간극의 의미

일상적인 거주민들의 삶이 나타나는 주거 단지의 외부환경에 대한 논의는 

일상적인 것, 사소한 현상들의 집중하고 재발견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대상지의 일상 속 전반에서 발견되는 주거 단지 옥외공간의 점유 행태와 공간

에 대한 변형과 변용의 현상은 단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공간 및 

사회와 소통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생성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하고 진화해 

왔다. 이러한 관찰될 수 있는 흔적들은 주거지 내에서 일상의 공간을 더욱 주

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공간을 점유하고 그 공간을 변형하거나 변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능동적

인 자세로 단지 내 공간을 활용하는 현상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하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요구가 나타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만

족도를 증진시켜 장소애착심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소 애착심

을 향상시켜 정주의식을 높이는 등의 이점이 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극 사이에서 나타난 공간의 변화는 주거환경의 편의성을 증진시키

고, 주민들 사이에서의 교류 활성화와 같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점 특히 주민의 손에 의

해 시작된 변화라는 점은 그들의 삶과 외부환경 사이에서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노력이다. 또한 현 상황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바꿔가고 있으며 일

편적인 기능을 행하고 있는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운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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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고찰

본 연구는 공간을 점유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행태는 단지 내의 물리적, 

인문·사회적 여건 때문에 발생된 외부환경과 주민들의 간극에서 나타난다라

는 가설 하에 단지 내 옥외 공간에서 어떠한 행태와 공간의 점유, 변용, 변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거주민들

의 삶과 일상이 펼쳐지는 외부환경과의 사이에서 간극의 배경과 양상이 무엇

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에 따른 단지의 변화이다. 

20년이 흐른 지금 단지의 거주민들의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계층이 우선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입주자격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전반에 걸쳐 고령화가 상당

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신체적인 제약으로 이동과 활동이 어렵고 이동 중간

마다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노인들은 단지 외부로의 활동의 제약으

로 인해 단지 내부에서 도로 위에서 간이 의자를 두고 앉아 있는 행태가 발생

되며, 의도치 않은 공간 활용의 예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경제적 지위의 

상실과 함께 여가시간의 증대로 경로당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현재의 단지 내에는 경로당이 없어 옥외 공간에 있는 휴게시설을 경로당의 기

능을 가진 공간으로 변용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둘째, 단지가 준공 당시부터 갖고 있던 공간의 협소함과 거주민 특성을 고

려하지 않은 설계의 문제점은 거주민들로 하여금 공간 개조의 욕구를 높여 주

민이 스스로 공간을 직접 만들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는 등의 배경이 되고 있

다. 주거동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음식물 건조와 이불 빨래 건조는 옥외 공간

의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공간으로 내부의 기능이 외부로 확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주거공간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지의 사적영역 확장의 경향이라

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세대의 자동차 수가 급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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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현재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결로 놀이터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세대의 고령화와 함께 단지 내 유소년 층 세대

의 거주 비율이 매우 낮아 놀이터 공간을 이용 빈도가 매우 낮으며, 이 공간

에서 불건전 행태가 발생됨에 따라 거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하여 놀이터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관리사무소와 공간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셋째, 거주민을 고려한 공간의 부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다. 거주민

들 대부분은 단지 내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에 맞

춰 옥외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하지만 활동을 뒷받침하며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거주민들은 스스로 옥외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

족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변형, 변용하여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공간 안에서 여러 활동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보행차와 보행보조차의 등

장으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여 활동 반경이 늘어남으로써 영역성과 공간 이

용행태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보행 기구 위에서 쉬거나 대

화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지점인 동과 동사이

의 결절점, 동의 입구부 등에서 휴식이나 대화와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가능

하게 했다. 또한 통행이나 주차를 하기 위한 도로나 주차장 공간에서 보행 기

구를 활용하여 공간의 기능을 확대시켜 일편적인 목적과 기능으로 간주했던 

사고를 벗어나 좀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넷째, 영구임대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거주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입주 초

기 당시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지에 머물며 

가족 및 이웃주민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시간 대부분

을 경제적 활동 시간으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단지 내에서의 생활하는 시간

이 부족했고 이웃 간의 교류가 발생할 계기가 거의 없기에 거주민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라는 문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화는 공간에서도 투영

되는데 특정 이웃을 만나지 않기 위해 공간을 회피하게 되었으며 거주민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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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와 비선호 공간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공간에 대한 선호도

는 추가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만의 음주문화이다. 이것

은 옥외 공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음주의 행태로 인해서 공간에 대한 인식이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렇듯 결과로 도출된 간극의 배경과 양상, 의미를 종합해보면 영구임대아

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공간을 만들거나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주

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설계가 관리사무소에 의한 주입식으로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주민

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다수와의 협의를 통해 공간을 바꾸는 것이기

에 주민들의 점유로 인한 만들어진 공간은 실효성에 있어서 최고의 설계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이 공간은 단순하게 계획되고 주입을 통한 활동을 요구 하

는 공간이 아닌 주민의 삶이 반영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부정적인 행태가 발생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기피의 공간이 되기도 하

는데 입주 전부터 거주민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이기도 하며, 한순간에 그 

행태를 바꿀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거주민은 이런 부

정적인 행태를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이런 행태가 발생한 원인을 알고 그 원

인에 대한 해결로 이런 행태가 선순환으로 행해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

해주는 것 또한 외부환경의 방향성이라고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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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거주민의 삶과 외부환경과의 간극의 분석과 해석에 있어 영구임대아파트 내 

새로운 공간을 조성, 공간의 변형, 기능의 변용 등과 함께 공간을 점유하고 나

타나는 행태들은 아파트 단지 계획이 아닌 아파트가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고

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세월의 흐름에 따라 거주민의 삶과 요구에 맞춰 

변화가 필요했음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17곳 중에서 단지 

하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다른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간

극의 배경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만이 가지

고 있는 특성에서 나타난 간극 배경을 고찰하고, 간극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

지, 의미는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일부 연구의 한계를 보

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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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명
(세부공간) 시간

행태 빈도 종합
남 여

벤치 / 
앉아서 
휴식

및 담소

전동차 
/보조기 
휴식 및 

담소

서서 
휴식 및 

담소
운동 및 
운동기구

이용
흡연 / 
음주 기타

벤치 / 
앉아서 
휴식

및 담소

전동차 
/보조기 
휴식 및 

담소

서서 
휴식 및 

담소
운동 및 
운동기구

이용
흡연 / 
음주 기타

108 동 앞 주차장

11:00 -11:30 3 2 1

14:00 -14:30 1

17:00 -17:30

108동 놀이터

11:00 -11:30
1

고양이
밥 주기

14:00 -14:30 2

17:00 -17:30
놀이터
이용
3

108동 앞 운동장 
및 휴게시설

11:00 -11:30
14:00 -14:30 1 1 2

17:00 -17:30 1 6 5 1 3

107동 앞 현관

11:00 -11:30
14:00 -14:30
17:00 -17:30 1

106동 앞 놀이터

11:00 -11:30 1

14:00 -14:30 1

17:00 -17:30 13 1

106동 앞 슈퍼 쪽 
보행로

11:00 -11:30
14:00 -14:30 2 1 1

17:00 -17:30

105동 옆 공간

11:00 -11:30 1

14:00 -14:30 2 1

17:00 -17:30 1 1

[부록]
옥외 공간 이용 행태 빈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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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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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놀이터
이용
3

14:00 -14:30 1
놀이터
이용
2

2
놀이터
이용
4

17:00 -17:30 1
놀이터
이용
1

놀이터
이용
2

104동 옆 화단

11:00 -11:30
14:00 -14:30 3

17:00 -17:30

105동 앞 현관

11:00 -11:30 2
화단감
상
1

14:00 -14:30
17:00 -17:30

103 옆 공간

11:00 -11:30
14:00 -14:30
17:00 -17:30 2

103동 앞 보행로

11:00 -11:30
14:00 -14:30 1

17:00 -17:30 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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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4:30 1

17:0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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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간
(변형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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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4:30 3 5 1 2 1

17:00 -17:30 2 1 4

103동 옆 벤치

11:00 -11:30 1

14:00 -14:30 1

17:00 -17:30

105동 106동 
사이

파고라 휴게시설

11:00 -11:30 4 6 2

14:00 -14:30 3 1 1 3 1

17:00 -17:30 3 14 1

106동 뒤 차도

11:00 -11:30
14:00 -14:30
17:00 -17:30

106동 107동 
사이

기타 공간
(변형공간)

11:00 -11:30 7 2 7 2 1

14:00 -14:30 1 14

17:00 -17:30 3 5 1

108동 뒤 보행로

11:00 -11:30 1 1 1

14:00 -14:30 1 1

17:00 -17:30 6 2

단지와 구청사이
보행로

11:00 -11:30 1 2 1

14:00 -14:30 2

17:00 -17:30

22개의 공간 행태 빈도합 계 102 10  14 8 62 5 91 19 7 3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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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life

of a residents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of a permanent rental apartment

- With specific reference on Sinnae Apartment 
Complex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 Changhyun

This study assumes that the occupation of space and the behaviors that 

occur within it occur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discrepancy of the 

residents due to the physical, human and social conditions in the complex. 

And whether or not the phenomenon is occurring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I focused on the background and aspects of 

the discrepancy between the lives of the residents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in which daily life is spread.

The background and aspects of the discrepan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 change of complex due to aging. Twenty years later, 

due to aging of the residents of the complex, aging has prog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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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bly throughout the apartment complex due to the eligibility of the 

elderly to receive priority. As a result, the elderly who have difficulty in 

movement and activity due to their physical constraints and need space for 

resting in the midst of movement, behave only by sitting on the roadside 

with a simple chair on the inside due to restriction of activities to the 

outside, Some examples of space utilization are also shown. In addition to the 

loss of economic status and the increase of leisure time, there is a need for 

a space for the head office. In the present complex, there is no head office, 

and a rest facility in the open space is transformed into a space having a 

function of the head office.

Second, the problem of the design which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arrowness of the space that the complex had since its constru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is that the residents raise the desire for 

the space modification and the residents themselves make the space 

themselves or use the modified space . Because the area of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is narrow, the drying of food and the drying of the 

bedding and laundry is a sunny place in the outdoor space, so that the 

function of the interior is expanded to the outside. This can be seen as the 

tendency of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area of the residence which is 
caused by the environment of the residential space. Another problem is the 

shortage of parking spaces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ars 

of the residents' households. With the aging of the household, the occupancy 

rate of the under-floor generations is very low, so the frequency of use of 

the playground space is very low and the perception of the residents is not 

good due to the occurrence of unhealthy behavior in this space. Therefore, 

there was a spatial conflict with the management office due to the demand 

of the residents who want to change the playground space to the parking 

lot.

Third, the residents themselves were solving the lack of space consi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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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Most of the inhabitants are just staying at the time of my stay, 

and the desire for outdoor activities is very high. However, there is a lack 

of space to support and support the activity. Residents create spaces that 

can meet their desire for outdoor activities, transform, transform and use 

space, and activities are taking place in this space. In addition, the increase 

of the activity radius by overcoming the physical obstacle by the appearance 

of the pedestrian and the pedestrian assistant car changed the domain and 

space use behavior. This, on the other hand, enabled community activities 

such as relaxation and conversation in the nodal points of the Dong and 

Dong, the entrance points of the Dong, which is the easiest place for the 

residents to gather, In addition, by using the pedestrian mechanism in the 

road or parking space for traffic or parking, the function of the space was 

enlarged so that it could be utilized as a more efficient space away from the 

accident considered as a single purpose and function. 

Fourth, there is a residential culture that only permanent rental apartments 

have. Most of the residents were not economically able to stay in the early 

days of their occupation, so most of the time spent staying in the complex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members, neighbors, or leisure activities was 

replaced by economic activity time. As a result, there is not enough time to 

live in the complex, and there is little opportunity for interchange between 

neighbors, so there is a culture of time and jealousy among the residents. 

This culture is also projected in space, avoiding space to avoid meeting 

certain neighbors, resulting in a preference for residents and a space for 

non-preference. There is an additional factor in preference for this space, 

which is the drinking culture of permanent rental apartments only. This was 

due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alcohol in the outdoor space, which 

affected the residents.

As a result, the background, aspect and meaning of the resulting 

discrepan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permanent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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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complex, the residents make use of space to make or modify the 

space, and the residents themselves improve their lives. have. Since the 

design changes the space through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residents 

and the consultation with the majority, rather than presenting the space 

through the injection ceremony by the management office, the space created 

by the occupation of the residents can be said to be the best design in 

terms of effectiveness . In other words, this space is not a space that is 

simply planned and requires activity through injection, but it is a space 

reflecting the life of the residents. However, on the other hand, negative 

behaviors arise, which makes it a space for people to avoid. It is also a way 

of life that residents have had before moving in, and they can not change 

their behavior at once. Therefore, management offices and residents do not 

limit these negative behaviors. Instead of knowing the cause of such 

behavior and solving the cau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pace where this 

behavior can be performed in a virtuous circle.

As the study was carried out on just one of the 17 permanent rental 

apartment complexes located in Seoul, the background and pattern of the 

discrepancy in different permanent rental apartments may be different. 

However, it is possible to compensate the limitation of some researches 

because it examines the background of discrepancy in characteristics of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finds out what the discrepancy pattern and 

meaning are

   ❙ Keywords : Permanent rental apartment, the  Life of residents, 
                  External environment, Discrepancy, Use behavior, 
                  Occupancy space

   ❙ Student number : 2015-2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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