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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re is no case study with current status, measurements or description on the state of actual site of rural area

only, the delivery of actual conditions about such an area is significantly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inpoint issues with housing conditions of low-income family with disabled members in the rural area. For such a

purpose, 25 households of disabled people have been visited for interview, on-site research and survey, of which

results are summed up in this paper as following: First, average monthly income of such family turned out to be

KRW 480,000, most of which is from the government subsidy. High ratio of such families has resided in a house with

average size of approximately 56m2 for about 24 years. Secondly the most needed maintenance work with top priority

was for the toilet, and many of the interviewees expressed their discomfort about small size of their bathrooms and

inconvenient facilities therein. Thirdly, most of such houses had too high thresholds that posed danger and

inconvenience. Such thresholds had average height of 13cm, which can be considered as completely inconsiderate of

disabled users. Fourth issue was that these people needed safety handle that will enable them to stand up or to be

in the standing posture in the living room and bedroom where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Fifthly, they wanted

finishing materials with waterproof functionality as well as replacement of finishing materials and wallpaper which were

too old and caused hygiene issues. As these issues represent, current housing for disabled people in the rural area

turned out to be poor and risky space rather than the place where difficulty of individual situation can be resolved or

their disability can be complemented. Thus it can be determined that now is the time to arrange the solutions for

such housing difficulties and to establish customized housing plan to ensure safety and convenience.

Keywords 장애인, 맞춤형 주택, 농촌지역, 지체장애인, 주거특성

The Disabled, Customized Housing, Rural Area, Physically Challenged Person, Characteristics of Housing Condi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1)
장애인

을 위한 주거환경과 제도는 그에 맞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국내의 고령화와 떼어

서 생각하기 어렵다. 노인들은 적든 많든, 심각하든 심각

하지 않은 질환이나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uckydj@hanmail.net
**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음. (15AUDP-B068892-03#)

국내 고령화는 결국 장애인수의 증가와 관계가 있기1)때

문이다.2)<그림1>

<그림 1> 연령별 장애인현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눈에 보는 2015 장애인통계, 2014, p.1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눈에 보는 2015 장애인통계, 201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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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편의증진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 기준이며, 장애인을 위한

각종 주거 지원사업 또한 맞춤형 지원이 아닌 일률적 지

원이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생활을 유

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

는 물리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지체장애인들의 사

회의존도를 낮춰주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주택 내 실내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을 직

시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도시에 비해 농촌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특히, 농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관찰과 실측을 통해 세밀하게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농촌지역 재가 장애인 주택현황 실태

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일상에서의 주택 내 요구사

항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장애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국가적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수립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여

겨진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적 발전, 농촌인구의 이탈 및 고

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남겨지는 쇠

퇴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지원하는 주거복지정책의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방향을 위해 주거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저소득층 지체장애

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주거계획의

관점에서 이들의 주거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현 농촌에서의 장애인 주거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한

후, 이들을 위한 최적화된 주택 계획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주거복지 정

책 및 주거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과 주택 개조를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동향

본 연구의 주제인 농촌을 대상으로 한 지체장애인 주

거환경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김인순은 장애인의 주생

활 행동특성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주거의 불편요소를 파악하여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

경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3) 이규일은 농어촌의 장애인

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자의 생활행위에 따른 주택

내 불편요소의 실태조사와 설문분석을 중심으로 주택의

개조 방향을 제시하였다.4)

선행연구들은 주로 장애인 관련 정책에 관한 것이거나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

시한 것들이다. 하지만 연구자 입장이 아닌 거주자 입장

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

였으며 거주자의 입장에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의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2.2. 국내 지체장애인 현황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 따라 지체(신체)장애의 경우

외부장애와 내부 장애로 나뉘게 되며 외부장애에 따라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체장애는 원인이나 정도

가 다양하며 특히 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다.5)

국내 지체장애인의 수는 2014년 기준 전체 장애인

2,494,460명 중 1,295,608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의 51.9%

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장애인 인

구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6)

<그림 2> 연도별 장애인 인구변화

<그림 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전체 장애인 인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는 장애인수가 일정

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체장애인 비율 또한 전체 장애인

수의 약 절반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특성과

유형 등을 파악하여 이들의 주거환경을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지체장애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사고에 의한 발생원인이 4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했으며 다음으로 48.5%로 후천적 질환이, 선천적인 원

3) 김인순, 농어촌 장애인 주거 공간의 불편요소 분석, 및 환경 개선

대안 : 단독형 주거형태를 중심으로, 보조공학저널, Vol.2 No.2,

2008, pp.65-81

4) 이규일, 농어촌 장애인 주택의 개조방안 연구 : 지체장애인 및 뇌

병변 장애인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Vol.12 No.4, 2012, pp.39-48

5) 보건복지부, 제 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2010, p.1

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통계, 2011,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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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1.2%, 원인불명 및 출생 시 원인이 각각 0.7%,

0.2%를 차지하였다.7) 또한 장애인의 고령화를 살펴보면

55세 이상 인구와 5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8) 이러한 실태는 인구고

령화에 따른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후천적 사

고나 질환에 의한 장애인 수의 증가추이에 대비하여 앞

으로 대안이 절실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가구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9) 이는 농촌 재가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주거개

선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복

지 서비스 이용실태의 경우, 농촌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

해 재활 병·의원이 부족하여 일반병원에서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설치된 장애인복

지기관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병·의원의 경우

농촌지역에는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위한

재활 병원 이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으로 보인

다.10) 인구고령화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농촌의 주택환경

에 노출되어 있는 농촌 지역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2.3.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

맞춤형 주택계획이란 맞춤형 주거복지를 의미하며, 수

요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적정주택을 보급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실제 거주자의 삶을 지원할 수 있

도록 계획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지침을 설정하는 단계부

터 제공하는 방법, 거주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택의 특

성을 적절히 적용했는지, 지속적으로 거주자들이 살 수

있도록 조성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모

두 포함하고 있다.11)

맞춤형 주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용자를

우선시 하는 디자인 계획이다. 이는 사용자 기반 공간계

획과 관련이 있는데, 환경-행태 즉 인간을 위한 건축을

기본으로 하는 행태주의 이론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

다. 행태-주택은 하나의 연결로서 그 사이에서 발견되는

물리적 환경 요소들을 찾아 거주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춤형 주택 계획을 하

7)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실태조사, 2015, p.19

8) 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 실태조사, 2014, p.23

9) 2009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출현율이 농촌지역

이 16.9%, 광역시 19.1%, 중소도시 10.0%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

부·국토연구원,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2010, p.21

10)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14, pp.198-200

11) ‘맞춤형 주택’이라는 용어는 주거복지시스템 연구단이 개발하였으

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분배의 복지 개념이 아닌

수요에 맞는 복지의 취지로 인구 감소상황으로 인한 사회복지 인

력 축소와 수요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물리적인 주거 복지 사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배경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 주거복지

시스템연구단, 장애인가구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 디자인 메

릿, 2015, p.1

는 데에 있어서 거주자 중심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맞춤형 주택을 개발함에 있어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용자 변화와 수용, 혹은 용도의 변환, 혹은 시간적 흐

름에 따른 대처 등과 같은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맞춤형 주택과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유니

버설디자인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사용자중심적인 디자

인으로 모든 사람-모든 연령과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며 안전하고 기능적이다. 장애를 가지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할 뿐만 아니라 모

든 사람들을 위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다.12) 이연숙은 유

니버설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인해 인간이 좌절감을 느

끼지 않게 하고, 소외되고 차별된 느낌을 받지 않는, 인

간 사회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사고의

움직임’이라 정의하였다.13)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장애인 맞춤형 주택

이란 ‘주거복지의 다양한 수혜자 중에서 장애인에 최적

화된 주택’이며 이러한 주택은 장애인 거주자를 특히 배

려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하는 주택계획이며, 이

모두를 고려하는 조사도구를 도출하기 위해, 장애인주택

가이드라인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접목하여 최

종 조사항목을 다음의 3.3.절과 같이 추출하였다.

3.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농촌지역 지체

장애인들의 주거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자들의

주거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

를 활용한 1대1 대면식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현장관

찰조사기법이다.

연구 대상의 범위는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주택 점유형

태는 상관없이 개인 집이 있는 대상자로 제한하였고,

지체장애 등급을 받은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스스로 질

문에 응답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제한하

였으며 설문에 응할 수 없는 극도의 중증 장애인도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내용의 공간적 범위는 현관에서

시작되는 주택 실내공간만을 포함하며 현관 밖의 접근로

나 이동 공간, 복도 등의 공간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지역별 장애인과 관련하여 주거 특성, 주거 문

화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

지만 이전 선행 연구에서는 대게 생활 실태에 관해서 현

장관찰 지향적이기 때문에 장애인 거주자를 배려한 맞춤

형 주택 계획 관점에서 거주자의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

12) Wilkoff, W. & Abed, L. W. Practicing Universal Design : An

Interpretation of the ADA. 1994, p.56

13) 이연숙, 유니버설디자인, 태림문화사, 1999,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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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

하였기에 선행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3.1. 대상지 선정

강원도 영월군은 국토교통부 R&D 과제인 ‘주거복지구

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주거환경개선기술개발’의 실증테

스트베드(Test-bed)로 선정되었다. 강원도 영월군의 인

구는 2014년 기준 40,178명이며, 장애인 인구수가 3,524

명, 지체장애인이 2,060명이다.14) 장애인 수가 지역 인구

수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526명으로 고령화 현상 또한 심각하다.

영월군은 쇠퇴하는 농촌의 전형적인 사례인 동시에, 고

령화에 따른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미래 고령화 사회에 대비

한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진단함에 있어 적합한 사례이다.

3.2. 표본추출

국토교통부 실증테스트베드가 소재한 영월군 봉래면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되는 지체장애인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을 이장을 통해 지체장애인 및 주택 리스트를 확보

하였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소득수준이 1-4분위권의 지체장애인을 일차

적으로 선정한 후, 다양한 주거상황을 진단될 수 있도록

마을이장의 추천과 주민의 방문조사에 대해 동의한 25명

을 조사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3.3. 조사도구

조사는 설문, 심층면접, 관찰 및 실측조사로 구성하였

다. 설문조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장애인

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조사항목을 작성하였

다. 조사항목 선정에 참고가 된 자료는 기관발행 장애인

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 5권과 개인 연구자가 개발한 2권

을 합쳐 총 7권이다.15)

14) 홈페이지 : http://www.yw.go.kr(영월군청 통계자료)

15) 공공기관에서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주로 ‘무장애 건축’의 건축계획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설기관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장애 유형

에 따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연구자에 의한 가이드라인은 특정 장애 유형 혹은 특정 공간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타나있다.

· 기관 발행 장애인 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5권)

: 서울특별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2012

한국장애인개발원, 배리어프리주거매뉴얼, 2011

국토해양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생활시설 개선연구, 한국건

설교통기술 평가원, 2010

한국장애인개발원,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기술매뉴얼, 2008

한국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집 개조

길라잡이, 2005

· 개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2건)

: 임채숙,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지체장애인의 주거 문화환경개

작성된 조사항목에 대해 장애인분야 전문가(한국복지

환경디자인연구소)의 자문을 얻어 조사항목을 최종 확정

하였다. 또한 자문을 통해 심층면접내용에 대한 적합성,

관찰 및 실측조사 방법에 대한 조언을 통해 조사방법 및

체계를 구체화시켰다.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영월에 거주하는 25명의 지체장애인을 대

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표 1>과 같다. 전술하였던 장애인 관련 가이드라인들

을 토대로 주거환경 요소와 개선 요구사항 등의 항목들

을 분석한 후 <표 1>의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2) 심층면접 및 관찰/실측

맞춤형 주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파악과 그에 따른

다양한 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심층면

접은 대상자의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연구

자는 면접 시 참여자의 상호작용과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연구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주변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를 근거로 비구조적인 질문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16)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심층면접은 특정 주제를

설정하고 진행하기 보다는 개별 거주자마다의 다양한 이

슈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적합

하다고 여겨졌다.

거주자 관점에서 앞서 수행된 설문조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이슈를 출발점으로 하여 심층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다만, 지나치게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만족도, 요

구사항, 불편사항, 안전사고 경험, 서비스 이용 등에 관

한 내용적 범위를 염두에 두고 면접을 진행하였다.

3.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2개월) 진행되었

다. 연구조사원 2인과 사회복지사 1인이 개별주택을 방문

하여 설문, 심층면접, 관찰/실측조사를 수행하였다(가구당

3시간 소요). 설문조사는 1:1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1시간에 걸친 주거현안 전반에 걸친 면접조사가 이

루어졌으며(사전 동의하에 녹음 병행), 최종적으로 주택에

대한 세밀한 관측(사진촬영) 및 실측조사가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자료는 심층면접 및 관찰/실측조사의 결과를

해석하고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초통계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수행된 심층면접조사와 관찰/실측조사

의 결과는 통합하여 분석한 후, 지체장애인 주거특성을

공간별로 정리하였다.

선 사례 연구, 문화산업연구, Vol.13 No.3, 2013

하해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택의 욕실 계획, 건국대

석사논문, 1999

16) 권향임&한연숙, 생활시설 장애인의 성 실태와 사회사업적 개입방

안에 관한 연구 : 정신지체 장애인과 뇌성마비장애인을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학회, 2권 1호, 2001,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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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내용

유목

선행연구

내용 유목 별

세부 구성

장애인 주거특성

평가요소(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항목
G1 G2 G3 G4 G5 G6 G7

주택
유형 공동주택, 일반 주택 ● ● ● ● ● ● ●

ü 인구사회학
적 특성

ü 주택 관련
일반 특성

개발
목적 신축 / 주택 개조 ● ● ● ● ● ● ●

장애
유형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 ● ● ● ● ● ●

접근로

보행로의 설계,
주차구역, 휴게,
주출입구 접근로,
승강기, 복도, 출입문
계단 등

● ● ● ● ●

ü 거주자의
현 실내
환경요소에
대한 평가*

ü 현 실내환경
요소에 대한
요구도*

- 각 공간별
면적
- 수납공간
- 창문의 크기
- 공간의 위치
- 출입문 폭
- 콘센트 개수
- 편의시설 높이
- 손잡이 형태
- 조명
- 채광/온열환경
- 환기
- 편의시설의

시각적 효과
- 벽지/마감재
- 문지방/단차
- 낙상방지재질
-
마감재안전처리
- 안전손잡이
- 방음
- 습도

ü 공간 별
불편사항

- 각 공간별
면적
- 문턱 및 단차,

문폭
- 마감재
- 가구/수납공간
- 안전손잡이
- 스위치 높이

현관

현관문, 현관단차,
유효폭 및 활동공간,
바닥마감, 인터폰의
위치, 조명, 수납공간,
보조선반, 보조의자,
리프트, 채광, 통풍
등

● ● ● ● ●

거실/
복도

단차, 활동 공간,
벽과 전기스위치,
콘센트, 설치 위치,
바닥 및 재질, 복도,
조명, 창문,
출입문손잡이, 안전
손잡이, 가구 및
수납공간 등

● ● ● ● ●

침실

침실일반, 문, 창문,
바닥, 벽과
전기스위치, 콘센트,
조명, 활동공간, 가구
등

● ● ● ● ●

화장실
/욕실

구조, 욕실출입문,
단차, 바닥, 대변기,
세면대, 욕조,
샤워부스, 탈의공간,
수납장, 조명 등

● ● ● ● ● ●

부엌

활동공간, 바닥재질,
벽과 전기스위치,
콘센트, 조절기,
개수대, 작업대,
가열대, 안전설비,
급배수설비,
배기후드, 가스밸브,
수납공간, 조명 등

● ● ● ● ●

발코니
및

다용
도실

출입문, 단차,
바닥재질, 구조 및
확장, 창호 및
잠금장치, 세탁공간,
건조대, 각종 스위치
높이, 조명, 벽, 문,
비상벨, 안전손잡이
등

● ● ● ● ●

* Likert 5-scale
* G1=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G2=배리어프리주거매뉴얼, G3=장애인 및 노
약자를 위한 생활시설 개선연구, G4=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기술 매뉴얼,
G5=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집 개조 길라잡이, G6=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지
체장애인의 주거 문화환경개선 사례연구, G7=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
택의 욕실계획

<표 1> 선행연구내용 유목 추출 및 조사 항목

4. 주거특성 분석

4.1. 설문조사 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령

의 경우, 60세 이상이 52.0%로 가장 높다. 이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높아 질병에 의한 장

애출현이 많기 때문이라는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

서17)의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p.76

조사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16 64.0

여 9 36.0

합 계 25 100.0

연 령

20세 이하 1 4.0

21-30세 1 4.0

31-40세 3 12.0

41-50세 7 28.0

60세 이상 13 52.0

합 계 25 100.0

장애등급

1급 3 12.0

2급 3 12.0

3급 5 20.0

4급 5 20.0

5급 2 8.0

6급 7 28.0

합 계 25 100.0

복수장애

여부

유 9 36.0

무 16 64.0

합 계 25 100.0

보조기구

사용안함 14 56.0

사용함 11 44.0

합 계 25 100.0

직 업

기술·서비스 1 4.0

농림축산어업 1 4.0

무직 23 92.0

합 계 25 100.0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거주자 특성) (n=25)

월 평균 소득은 48.04만원으로 2009년 기준 장애인 월

평균 소득 62.9만원18)과 비교 했을 때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가구가 84%

나 되는 것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상황이 매우 열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자 전체(100%)가

국가/기관 보조를 받고 있었으며 월 평균 34.96만원을 지

원받고 있다.

(2) 주거현황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주거현황은 <표 3>과 같다.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비율(72%)을 차지한 것은 농촌

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사

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전술하였듯이 대상자 모두 저소득층

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매우 낮으며(20만원 이하

가 60%이며, 이들 모두는 보증금 없는 월세방식임), 임대

료 방식 또한 전세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월세(92%)이다.

거주기간은 평균 24.4년으로 도시에 비해 한 장소에

오랜 기간 정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주택경과년 수

분석결과(평균 36.1년)와 맥을 같이한다. 장애인 관련 법

규가 제정되기 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법적기준 또한

미적용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열악한 주거환경

18) 국토해양부, 장애인주거실태, 2010,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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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한 장소에 오랜 기간 정착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사 및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거주기간 및 주택경

과년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맞춤형

주택의 도입 및 효과가 도시에 비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

차

주택

유형

단독주택 18 72.0

- -

다가구주택 3 12.0

다세대주택 2 8.0

아파트 2 8.0

합계 25 100.0

주거비

월세

20만원 미만 15 60.0

13.9 11.920-39만원 미만 7 28.0

40만원 이상 1 4.0

전세
3000만원 1 4.0

3500.0 707.1
4000만원 1 4.0

합계 25 100.0 292.8 976.0

현 주택

거주

기간

10년 미만 6 24.0

24.4 19.3

10-20년 미만 4 16.0

20-30년 미만 7 28.0

40년 이상 8 32.0

합계 25 100.0

주택

경과

년수

15년 이하 5 20.0

36.1 21.4

16년-29년 9 36.0

30년-44년 2 8.0

45년 이상 9 36.0

합계 25 100.0

주택

면적

(평)

10평 미만 1 4.0

17.6 6.7

10-20평 미만 12 48.0

20-30평 미만 9 36.0

30-40평 미만 3 12.0

합계 25 100.0

일평균

주택

체류

시간

7-12시간 6 24.0

19.1 5.5
13-18시간 4 16.0

19-24시간 15 60.0

합계 25 100.0

<표 3> 주거현황 (n=25)

주택의 면적은 평균 17.66평으로 정상인의 기준으로는

적지 않은 크기이지만 농촌의 상황과 삶의 방식19), 그리

고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측면에서 볼 경

우,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주택체류시간은 일평균 19.12시간으로 지체장애인은

주택에서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으로, 주택이 삶의

중심에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3) 주거공간별 만족도 분석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표 4>와 같다.

19) 농촌의 넓은 대지면적, 작업마당 등을 감안할 경우이다.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주거공간

만족도

매우 불만 6 24.0

불만 9 36.0

보통 5 20.0

만족 4 16.0

매우 만족 1 4.0

계 25 100.0

<표 4> 주거만족도 (n=25)

만족하는 비율(20%)보다 불만족하는 비율(60%)이 3배

높게 조사되었다. 게다가 만족하는 비율의 응답자는 최

근 개조를 한 상태였음을 볼 때, 지체장애인의 주거환경

은 극도로 열악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주거환경 만족도 및 개조요구도 분석

주거 실내환경 25개 지표에 대한 만족도와 개조요구도

(Likert 5 scale)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그림 3> 주거환경 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만족도는 25개 모든 항목에서 보통(3) 이상을 보인 항

목이 없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안전손잡이(1.6), 문

지방/단차(1.92), 습도(2.12), 벽지/마감재(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

족과 곰팡이 등의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개조 요구도는 안전손잡이(4.08) > 문지방/단차(4.04) >

벽지/마감재=낙상방지재질(3.96) > 방음(3.92) > 화장실

면적(3.88)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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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와 개조 요구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

목은 안전손잡이(Δ2.48) > 문지방/단차(Δ2.12) > 벽지/마

감재(Δ1.80) > 화장실면적=습도(Δ1.68)의 순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만족도가 낮으면서 개조 요구도

는 높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4.2. 심층면접 및 관측/실측조사 분석

심층면접 및 관측/실측조사의 결과를 공간별로 정리하

면 <표 5>와 같다.

(1) 현관

농촌의 재래주택은 도시의 주택과는 달리 기단 위에

놓이게 되며 그 기단으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20) 대상가구들의 현관들은 문지방이 높은 재래주택

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현관의 주된 문제는 문턱과 문 폭과 수납, 보조손잡이

미설치 등이다. 모두 문지방이 높은 재래주택의 형태로

서 방범(외부에서 직접 실내로 출입)의 우려와 가족이나

유급도우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

다. 거주자들이 현관문에 낀 채로 매번 출입하는 사례,

문턱이 높을 경우는 목발을 이용하거나 기어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 등 주택 출입 자체가 하나의 고통스러운 과정

인 사례도 있었다. 정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4조에 따르면 현관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해야하고, 출입문 바닥면에서 750mm-850mm

높이의 수직·수평 손잡이 설치, 마루귀틀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하는 항목이 있지만 농촌의 현실은 극히 열악하

여 이러한 제도적 기준을 논할 수준이 아니었다.

(2) 거실

조사대상 사례에서 독립적인 거실형태를 갖춘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청마루 형태로 현관에 설치된 형태 혹은

침실과 겸하는 형태, 부엌과 침실의 이동통로의 역할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거실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경우,

지체장애인을 고려한 비디오폰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

고 있지만21) 대상자들은 안전손잡이나 수납공간, 가구

등의 둥근 모서리 처리와 같은 기본적 생활과 안전과 같

은 것에 더 관심이 많으며, 실제로 대상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혼자 앉아서 창문 밖

혹은 현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수납공간

및 장애물이 많은 공간으로 전락하여 거주자가 잠시라도

머물고 싶지 않도록 불편함만이 남은 공간이었다.

20) 이규일, 농어촌 장애인 주택의 개조방안 연구 : 지체장애인 및 뇌

병변 장애인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Vol.12 No.4, 2012, p.43

21) 서울특별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2012, pp.94-96

(3) 부엌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인 만큼 위험요소

가 많은 부엌은 장애인의 조리대의 높이나 조리기구의

높이, 작업공간의 폭 등이 배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유

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하는 부엌지침들이 무색해질 만큼

위험하고 심각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부엌 역시 거실과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

도로 협소하고, 작업대도 구비되지 않았으며,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물건을 쌓아두는 바람에 작업동선에 방해를 주

는 요소가 많았다.

도우미가 없을 때 밥상을 차리게 될 경우 한 손에는

그릇을 한 손에는 목발에 몸을 의지한 채 할 수밖에 없

으며 상체를 펼 수 없는 대상자나 휠체어를 부엌에서 사

용할 수 없는 대상자는 앉은 채로 힘겹게 작업공간까지

손을 뻗어 식자재를 꺼내거나 좌식상태로 작업을 해야만

했다. 식사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우미

가 없으면 굶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부엌 설치기준의 경우, 좌식 싱크대를 설치하는 것과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

치하도록 되어있다.22) 가스밸브가 적정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나 진입부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가구에 가려져 사용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 화장실/욕실

주택에서 가장 많은 불편과 문제가 있었던 화장실 및

욕실의 경우, 바닥의 물기로 인한 낙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안전손잡이는 필수다. 또한 좌변기, 샤워 공간,

개구부 등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배변활동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주택 내 씻는 공간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동

수돗가까지 나가 씻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 지

체장애인에게 화장실은 거동이 불편하여 긴급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

로 화장실이 침실과 인접해 위치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

용도 대상자들에겐 의미 없는 내용으로, 이들에게 화장

실은 기본적인 씻기와 배변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요소

가 조성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욕실에 대한 설치기준의 경우,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

한 샤워기 설치,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

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 설치, 높낮이가 조절되

는 세면기를 설치 등의 대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23)

22) Ibid., p.119

23) Ibid., p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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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분
현관 거실 부엌 화장실 및 욕실 침실 다용도실

각 공간별

면적

10(40.0%) 8(32.0%) 12(48.0%) 14(56.0%) 10(40.0%) 9(36.0%)

- 휠체어 보관불가

- 신발탈의 공간부족

- 휠체어 환승불가

- 협소한 공간

- 거실기능상실

(수납공간으로 사용)

- 물건적재(부상초래)

- 협소한 공간

- 수납공간 부족

- 동선방해

- 화장실 미설치

- 좁은 화장실

- 실외화장실

- 수도/샤워시설부재

- 세탁기로 인한

공간사용 불편

- 협소한 공간

- 물건적재

- 세탁 공간 부재

- 좁은 폭과 면적
**

문턱 및 단차와

문 폭

14(56.0%) 10(38.0%) 11(44.0%) 18(70.0%) 19(76.0%) 5(20.0%)

- 높은 단차 *

- 좁은 문 폭
**

- 범죄에 취약

(바로 실내와 연결)

- 높은 단차*

- 좁은 문 폭
**

- 높은 단차*

- 좁은 문 폭
**

- 좁은 문 폭*

- 물빠짐용 높은 턱
*

- 높은 문턱*

- 높은 침대

- 단차*

마감재

4(16.0%) 7(28.0%) 10(40.0%) 9(36.0%) 11(44.0%) 5(20.0%)

- 노후화 - 노후화

- 습기/곰팡이

- 불량한 위생상태

- 노후화

- 방화용 마감 미설치

- 불량한 위생상태

- 미끄러운 바닥재

- 노후화

- 날카로운 재질

- 노후화

- 습기/곰팡이

- 불량한 위생상태

- 노후화

- 습기/곰팡이

- 악취발생

- 미끄러운 바닥

가구/수납공간

0(0.0%) 1(4.0%) 8(32.0%) 6(24.0%) 9(36.0%) 1(4.0%)

- 부족한 수납공간 - 높은 작업대

- 작업대 하부공간

의 막힘(진입불가)

- 비품 미비

- 수납공간 부족

- 부족한 수납공간 - 높은 건조대
***

안전손잡이

8(32.0%) 6(24.0%) 3(12.0%) 7(28.0%) 7(28.0%) 1(4.0%)

- 안전손잡이 부재 - 안전손잡이 부재 - 각진 모서리

- 지지손잡이 부재

- 안전손잡이 부재 - 안전손잡이 부재 - 안전손잡이 부재

스위치높이

3(12.0%) 3(12.0%) 4(16.0%) 3(12.0) 7(28.0%) 1(4.0%)

- 높은 스위치*** - 높은 스위치***

- 개수 부족

- 높은 스위치(밸브)*** - 환풍기 미설치

- 창문 미설치로

인한 악취

- 높은 스위치*** - 높은 스위치***

합계 39(150.0) 35(140.0) 48(192.0%) 57(228.0%) 63(252%) 22(88.0%)

대표사례

* 높은 단차 = 단차 혹은 문턱이 20mm이상일 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 좁은 문턱 = 문의 통과 유효너비 800mm 미만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근거

*** 높은 스위치 = 1200mm 이상의 위치에 스위치 및 안전장치 등이 설치된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근거

<표 5> 공간별 불편사항 해당 사례 수(다중응답) 및 불편사항 (단위: 사례 수)

(5) 침실

대상자의 88.0%가 하루 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다

고 응답한 공간이 바로 침실이었다. 그만큼 침실은 사용

자에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도 안락한 분위기를 조

성하여야 한다.

침실은 지체장애인들에게 하루 종일 ‘갇혀있는’ 공간이

라고 표현해도 무방했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

역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도 밖으로 나가기까지 많은 시

간과 몸을 움직이기 위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침실에

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TV를 보거나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수납공간의

부족과 침실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겪게 되는 높은

문지방은 이들로 하여금 더욱 주택 내 활동을 방해한다

고 하였다. 보조기구를 사용하기엔 실내 면적이 작기 때

문에 기어 다니며 무릎 골절을 더 야기하는 문제점까지

발생하였다.

하지만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에게 매우 협소하고, 겨우 누울 자리 정도의

공간만을 확보할 뿐이었다. 장시간 거주하는 침실은 노

후화로 인한 습기/곰팡이와 악취 문제가 심각했지만, 경

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도배비용도 없음) 관할 지자

체에서 시행하는 지붕보수 지원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6) 발코니 및 다용도 공간

발코니 및 다용도 공간은 주로 빨래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으나 유급 도우미나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이용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세탁기가 설치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빨래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

분 수납공간으로 전용되고 있었다.

비장애인이 이용하기에도 좁고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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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주자들에게는 더욱 위험성이

큰 공간으로 나타났다. 발코니나 다용도실의 다양한 공

간 활용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설문조사만으로는 간단히 드러날 수 없는 농

촌지역 지체장애인들의 주거실태를 심층면적과 관찰/실측

조사를 병행하여 다면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농촌지역

장애인 맞춤형 주택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 장애인은 한 곳에서 오래 정착하고 노

후화된 주택(경과 년 수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게 됨

으로써 장애인 관련 제도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열악

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에 비

해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스스로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자

립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내 체류시간은 많기 때문에(일평균 19.12시간) 주거

환경은 도시민에 비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안

전, 단차제거, 위생 문제는 가장 심각하면서도 우선적으

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심층면접 및 관찰/실측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별 문제점은 화장실/욕실

이 가장 심각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주택내의 모든 공간에

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

이었다. 지체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무장애공간

(Barrier-free) 조차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이나

위생과 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은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훼손하고, 외부와의 고립과 단

절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종합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맞춤형 주택 계획을

위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농촌의 고유한 문화와 상황

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도시에 비해

농촌 거주자는 전원의 오픈된 생활로 인해 큰 규모의 공

간에 익숙하며, 농사활동과 관련된 집기나 농사기구 등

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것과 같이 삶의 방식과 문화가

다르다는 점이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보면 농촌 장애인

의 경우, 도시민에 비해 무직인 경우가 많으며, 주택에

체류하는 시간 또한 도시 장애인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아파트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의 주거문화와 달리

농촌의 경우 저층의 단독주택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핵심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도적 지

원 또한 물리적 공간개선과 병행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농촌 장애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일률천편적인 제도적 지원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상황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계획가이드라인

을 농촌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말고, 농촌지역에 최적

화된 차별화된 주거해법을 별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지체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진행

하였지만, 장애인 맞춤형 주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

장애인들의 라이프스타일, 독특한 성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방향수립 및 지침개발이 후속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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