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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mprove plans by analyzing spatial compositions of cohousing common houses, their role

depending on the types of users and spaces, and satisfaction from the user-oriented design perspective.  For

this study, a basic concept was examin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s. So-Haeng-Ju(Happy

House with Communication) Houses 1, 2, and 3 in Seongmisan Village was analyzed. As well, interviews with

residents of these house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role of user behavior in common house depending on

the types of users and spac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common characteristics of roles in an

exchange with neighbors, cooperative child-care, and residents' meetings. The time and behavioral typ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iving patterns, characteristics, and family members of residents.  User satisfaction with

the locations of community facilities including communal kitchen and communal living room, the composition of

rooms,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and the connection between communal living space and personal living

space, was above the average. However, user satisfaction with storage facilities, or defect repair and facility

maintenance was low. Most of cohousing common house users were satisfied with the use and size of spaces,

and a sense of community, including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beyond the environment and Seongmisan

Village. In conclusion, a realistic alternative is required for future cohousing by developing a system regarding

human resources networks and cost bear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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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사회는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한 주거공간의 인식

변화, 주거환경의 변화, 가사노동 주체의 변화, 경제적 부

담감, 공동체 의식의 결여, 사회적 소외감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거주자 의식과 사

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주거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거주’

의 의미로 생활의 질적인 측면의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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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발전시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확대가족의 이념을 적용하여 생활영

역을 공유하며 육아와 취사, 자원 공유 등으로 주거생활

비와 관리비, 시간, 노동력을 줄이고, 다양한 세대 간의

상호 교류 기회의 확대를 할 수 있는 공동 주거, 코하우

징, 협동조합, 그룹 홈, 공동체 마을 등의 주거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주거 대안 중의 하나인 코하우징은 가족 이외의 사람

들과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친목도모 및 공동육

아, 심리적 안정감 추구, 경제적 부담의 해소 등 삶의 방

식과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관점에서는 서울시는 2013년 서

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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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1)을 실시하여 공동체주택 공급의 확산을 강조하

며 마을형 공동체주택이 ‘공동체’의 복원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 아래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 호를 비롯해 민

간이 참여하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호를 추가로 공

급하는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2)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통

해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마을형 공동체주택, 협동조합, 이

하 코하우징 관계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건축과

정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거공간의 변화 동향 중 국내의

코하우징(cohousing)의 주된 특성을 보여주는 공동생활

시설(common house) 영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사례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앞으로의 국내 코하우징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중심 디자인 관점에서의

개선사항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목적인 사용자중

심 디자인 관점에서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의 현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코하우징의 기본 개념과 국내에서 적

용되는 코하우징의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

구의 진행체계는 크게 ‘코하우징의 개념’,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한 코하우징의 공간구성 중 ‘공동생활시설

의 구성 현황’, ‘인터뷰를 통한 사용자 관점’ 파악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연구 방법 및

범위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단행본을 바탕으로 코하우징의 일

반적인 개념과 국내에서의 코하우징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13년 도입하여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에 공공택지를 빌려주면 민

간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의

형식이다. 2015년 서울시의 이와 같은 사업의 사업자로 ‘소행주’를

선정하였다.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은 ‘협동조합’과 결합한 형태라

는 것이 특징이다. 입주자들이 조합원이 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의

사결정부터 주택관리까지 진행하는 체제이다.

http://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1415142398707

[2015년 1월 15일 아시아경제 게재]

http://cafe.naver.com/cooperativehousing/2236

[2015년 3월 5일 소행주 공식블로그 공지]

2) 임대주택 사업비 중 절반가량의 자금이 택지비에 사용되는 만큼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여 임대료 부담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유’라는 키워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가구당 3.3㎡의 커뮤니

티 공간 확보도 의무화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토지임

대부 임대주택 시범사업 유형으로는 단독형 공동체주택(주거용도+

커뮤니티공간), 대지면적 330㎡이하 소규모 필지 대상, 3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형태의 공동체 주택 추진, 커뮤니티 공간

의무화로 지역 공공공간 확보, 다양한 건축디자인으로 지역경관

쇄신, 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 앵커시설로 활용, 토지임대 사업자

및 개인 공동체주택 네트워크 형성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공유,

공동체 주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

다. http://tv.seoul.go.kr/ls/index.asp?no=96856

[2014년 12월 8일 서울시정뉴스 게재]

둘째, 국내 연구 동향과 정책동향을 살펴본다.

셋째, 국내 코하우징 사례 중 성미산마을에 위치한 소

행주를 중심으로 공동생활시설을 본 연구의 공간적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현장 방문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공간

구성과 시설의 활용 현황을 파악한다.

넷째, 사용자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인터뷰방식을 통해

공동생활시설의 사용자별, 공간별 활용도와 만족도를 조

사·분석한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사용자중

심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앞으로 국내 코하우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현장조사는 4월 4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

되었다. 예비조사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례조사는 4

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인터뷰는 4월 19일부터 26일,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개별 방문 및

주말 입주자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도구

로써 공동생활공간의 공간별 활용사항, 사용자 특성별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의견, 만족도(공간별, 세부요소별,

환경 요소별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1명당 최소 45분

에서 최대 1시간 이내로 메모 및 음성녹음을 시행하며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2. 코하우징 개념 및 공동생활시설의 공간구성

2.1. 코하우징의 개념적 특성

1970년대에 덴마크에서 처음 등장한 코하우징은 사람

들의 현대적인 생활양식에 적합한 근린의 개념을 재정의

하는 새로운 주택형태로서, 거주자의 개인적인 자치권과

공동생활의 이익을 혼합한 주택이다.3)

즉, 개인이 소유하는 거주공간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함께 계획된 공동 주거의 형태로써 이

웃과의 단절이 보편화한 도시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

호이익을 바탕으로 새로운 확대가족의 이념을 적용한 공동

체 주거생활을 특징적 방식으로 도입한 주거 방식이다.

1997년 9월 시애틀에서 열렸던 북미 코하우징 회의에서는

Kathryn McCamant와 Charles Durrett에 의해 코하우징의

공식적인 정의4)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주거개발 계획과 설계과정의 주민 참여와 최종

결정의 책임이 있다.

둘째, 주민교류를 위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촉진

시키는 물리적 환경디자인을 목표로 설계한다.

셋째, 개별 주거를 보완하는 공동생활시설을 구성한다.

넷째,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주민회의에서 공

동관심사를 찾아내어 공개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3) 최정신, 새로 쓰는 주거문화, 주거학연구회, 교문사, 2000, p.102

4) 주거학연구회, 더불어 사는 이웃-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2000,

pp.15-17

미국 코하우징 협회 http://www.cohous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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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의한 관리 체계로 운영된다.

다섯째, 비계급적 구조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지닌다.

여섯째, 공동경제활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소득원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코하우징은 마지막 여섯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원칙의 내용은 주민에 의한 사회성을 전제로 거주자의

필요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창조성과 공동의 거주환경을

계획·건설·관리함으로 인해 생활경비가 절약되는 경제성

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하우징을 ‘동호인 주택’이나 ‘협동주택’,

일본에서는 ‘코퍼러티브 하우징(co-operative housing)’ 등으

로 불린다. ‘코하우징’은 공동체 생활을 원하는 주민들이 자

치적으로 모여 주거단지를 구성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소

유권은 임대나 자가 등 다양하다. ‘코하우징’은 단순히 주택

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공동

생활을 나누며 사는 삶의 방식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5)

따라서 코하우징이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주거의

계획 및 설계를 통해 개별주거공간 및 공동생활공간을

마련하고, 주민회의를 통해 의견 교류와 소통을 통해 개

인·사회·경제·문화적 생활 전반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거

주공간이자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의 형태로써

주거 대안 중 하나로 정의될 수 있다.

2.2. 코하우징의 공간적 특성

코하우징의 공간적 특성6)은 다음 <표 1>과 같다.

분류 내용

개별주거공간
⦁입구를 향해 거실과 주방이 개방됨

⦁내부 쪽으로 침실을 두어 프라이버시를 확보함

공동생활공간
⦁가장 핵심 시설로 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함

⦁개별주택으로부터 접근이 쉽고, 모든 주민이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됨
주차장 공간

⦁외곽이나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단지 외곽에 배치 시, 자동차의 통행이 단지 중앙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안전함

옥외공간 ⦁정원, 온실, 수영장 등의 옥외 공유 공간으로 구성됨

<표 1> 코하우징의 공간적 특성

2.3. 코하우징 내 공동생활시설의 공간구성

공동생활시설(common house)은 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코하우징’에서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코하우징’ 단지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시설이 없으면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

우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코하우징’이라고 부를 수 없다.

‘공동생활시설’ 안에 있는 공동생활공간은 공동식당,

공동부엌, 공동 세탁실, 회의실, 집회실, 어린이 놀이방,

5) 주거학연구회, 더불어 사는 이웃-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2000, p.1

6) 신정희, 코하우징개념을 적용한 임대형 공동주거 공간계획, 홍익대

석사논문, 2008, p.15

기타 공동활동실7), 때에 따라서는 공동 사무실, 단기간

방문하는 손님이 잘 수 있는 객실, 청소년 방을 갖춘 경

우도 있다. 그 밖에 단지 내에 정원, 온실, 수영장 같은

공동생활공간을 둘 수도 있다. 공동 저녁 식사는 코하우

징 공동체를 오랫동안 존속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공동생활시설은 사용 빈도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인의 개별주택으로 가는 도중에 공동생활시

설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개별주택이나

집 밖에서 관찰이 쉬운 곳에 위치시키며, 모든 주민의

개별주택으로부터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중

개별주택으로 가는 도중에 공동시설을 통해 지나가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의 공동저녁식사, 행사, 전달사항

등의 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방법은 주민들을

보다 적극적인 공동체생활로 유도할 수 있게 한다.

3. 코하우징 사례의 공동생활시설 분석

3.1. 코하우징 ‘소행주’ 개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소행주’는 서울 마포구 성미

산 마을에 위치하여 입주자가 건축 설계 단계부터 참여

하고 거주자들이 공용공간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대표

적인 국내 코하우징의 사례이다.

사례로 선정한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가

속한 성미산마을이 자리 잡은 이유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영향이 크다. 공

동육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새로운 대안 교육

의 연장선 역할을 하는 ‘도토리 방과 후 학교’는 1999년

‘우리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현재는 소행주 1호에 영구터

전을 마련해 입주해 있다. 이전에는 공동육아가 마을의

중심체 역할을 했으나, 성미산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위이자 마을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성미산학교가

점차 그 역할을 맡아가고 있다.8)

성미산마을은 주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공동 주거형태를 통해 마을에서 집 문제를 해

결하려는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언젠가 함께 시골로 삶

의 터전을 옮겨 그곳에서 성미산마을을 만들자는 노력이

다. 이는 젊은 사람들을 통한 도시에서의 대안적인 삶과

노년 세대를 통한 전원에서의 대안적인 삶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성미산마을의 코하우징 소행주 1호는 2011년, 2호는

7) ‘공동생활시설’과 같은 기능을 가진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이지

만, 그 규모가 작아서 방 하나로 되어 있을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대수가 작은 규모의 ‘코하우징’에서는 독립된 건물로 ‘공동생활시

설’을 만들지 않고 ‘공동생활실’로 대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에는 방 하나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이루어지고 그 시설의 종류도

축소된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소행주’의 커뮤니티시설이

그에 해당한다.

8) 윤태근, 성미산마을 사람들, (주)문학동네, 경기도, 2011,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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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현황

분류 세부항목 소행주 1호 소행주 2호 소행주 3호

코

하

우

징

개

요

외관 이미지

지리적 위치 마포구 성산동 249-6 마포구 성산동 30-47 마포구 성산동 30-17

대지 면적 393.10㎡ 274.00㎡ 278.00㎡

건축 규모 지상 6층 지상 1층, 지상 4층 지상 5층

연면적 / 용적률 777.89㎡ / 197.89% 664.49㎡ / 188.61% 554.36㎡ /199.12%

층별 용도

⦁1층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공용 현관 ⦁엘리베이터

⦁지하1층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공용 현관 ⦁물품보관소 ⦁엘리베이터 ⦁1층 주차장 ⦁외부 평상

⦁2층 커뮤니티공간 ‘날실’

⦁근린생활시설 : 성미산공방, 비누두레

⦁도토리 방과후 학교
⦁1층 커뮤니티공간 ‘느티재’

⦁커뮤니티공간에서 연결된 테라스

⦁2층 커뮤니티공간

⦁2층으로 연결된 휴게 공간 + 나무

⦁3~6층 주택 ⦁1~4층 주택 ⦁2~5층 주택
⦁옥상 (빨래, 물놀이, 텃밭, 바비큐 파티, 물품 보관)

착공/ 준공/ 입주 시기 2010년 9월/ 2011년 4월/ 2011년 4월 2011년 11월/ 2012년 7월/ 2012년 7월 2012년 12월/ 2013년 8월/ 2013년 8월

공

간

구

성

입주

세대

근린생활시설 ⦁마을 기업 3곳 - -

개별주거공간

9세대 9세대 8세대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503호/ 601호/ 602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공동

생활

시설
10)

집회실

◯

2층 커뮤니티공간 ‘날실’에서 사용자,

사용시간대를 조율하여 복합적인

기능으로 활용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영화감상, 독서,

어른들 담소, 취미생활 등

(주로 1호 모임과 소행주 전체모임)

◯

1층 커뮤니티공간 ‘느티재’를 활용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사용자, 사용시간대를

조율하여 활용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영화감상, 독서,

어른들 담소, 취미생활 등

(주로 모임과 아이들의 놀이 공간)
◯

2층 커뮤니티공간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사용자, 사용시간대를 조율하여 활용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영화감상,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아이들

영상교육자료 시청 및 놀이공간 활용,

독서, 어른들 담소, 취미생활 등

(성미산마을의 청소년시설의 부재로

인해 입주민 중 청소년과 친구들도

동행하여 활용하기도 함)

공동거실

공동식당

공동부엌

손님방

어린이놀이방 ◯
2층 ‘날실’, 도토리방과후학교,

복도활용, 주차공간 활용
◯

1층 커뮤니티공간 ‘느티재’, 복도활용,

주차공간 활용 (1호 도토리방과후학교)

청소년실 × - × -

취미실 × 개인거주공간 및 작업실 형태로 포함 × - × 창고를 목공공간으로 활용 (추가 계획)

도서실 ◯ 복도공간의 공동 책꽂이 활용 ◯ 복도공간의 공동 책꽂이 활용 × 개인주거공간 설계 시 서재기능 추가

공동화장실 ◯ 2층, 여자3/남자2, 근생시설에서 사용 ◯ 1층 커뮤니티공간 내 공동화장실 × -

창고 ◯ 계단참, 꼭대기 층 활용 ◯ 공용물품보관소 및 옥상공간 활용 ◯ 1층 공용 창고, 6층 공용 창고 활용

공동세탁실 × - × - ◯ 6층 공동세탁실

체육시설 ◯ 옥상 공간 활용 ◯ 옥상 공간 활용 ◯ 옥상 공간 활용

주차장 공간 ◯ 법적 10대 ◯ 법적 6대 ◯ 법적 8대

옥외 공간 ◯
주출입구 캐노피 공간 (마을 게시판)/

공동자전거보관소/ 옥상 공간 활용
◯

주출입구 앞 벤치/ 주차장과 연결된

뒷마당(커뮤니티 공간 후문과 연결)/

공동자전거보관소/ 옥상 공간 활용

◯

주출입구 캐노피 공간

(마을 주민도 평상 활용)/ 나무 테라스/

공동자전거보관소/ 옥상 공간 활용

* 본 연구는 2015년 춘계학술발표대회의 연구내용을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보완과정을 통해 재인용되었음.

* 사례조사 외부관련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하였음.

<표 2> 국내 코하우징 사례 ‘소행주’의 개요 및 공동생활시설 공간구성 특성

2012년, 3호는 2013년 준공하였으며, 4호는 현재 일부 공

사 진행 중이며 입주민을 모집 중이다.9)

본 연구자는 사례로 선정한 ‘소행주’를 계획하고 건설함

에 기존 코하우징과 같은 개념을 지니며 거주자의 의견과

가족구성원의 행태를 반영하여 설계 과정부터 입주자 즉,

사용자가 참여하여 전문가와의 이견조율과정을 통해 설계

되어 사용자중심 디자인 관점의 연구가 적합하다 판단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성미산마을의 마을살이와

주거 대안으로서의 코하우징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

는 소행주 1, 2, 3호 사용자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9) 소행주 공식 블로그 http://cafe.naver.com/cooperativehousing

소행주 1호는 성미산 마을의 코하우징 초기 모델로 2

층에는 입주민이 활용하는 공동거실, 공동부엌으로 이루

어진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3층부터 6층까지 위치한 9

세대의 개별주거공간 입주민이 주로 공동육아, 입주민

회의, 저녁해방모임 등을 위해 활용한다. 그와 함께 근린

생활시설인 마을기업 성미산 공방, 비누두레와 도토리

방과 후 학교가 저층부에 위치해 성미산마을 주민 또한

활용하기에 쉬워 상대적으로 개방성을 지닌 유형이다.

소행주 2호는 성미산 마을의 독립생활자 모임(가정·자

녀 육아로부터의 독립자 등)이 발전해 뜻을 같이하여 모

10)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코하우징에서 언급하는 공동생활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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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살게 된 5명으로 구성된 ‘특집’ 1가구를 포함하여, 가

족단위의 8세대가 모인 코하우징의 변형된 유형이다. 최

대 20평 정도 크기의 개별주거공간과 그를 보완할 공동

생활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부 위주 사용자들의

육아 문제나 아이의 놀이 공간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코

하우징의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소행주 3호는 미혼자 2세대를 포함해 각기 다른 가족

구성원의 8세대가 거주하며, 저층부의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하는 공동생활시설과 개별주거공간의 구성되어 있

다. 일반적인 코하우징의 공동생활공간 구성과 소행주의

공통적인 구성에 추가되는 특징적인 시설로 2층에 연결

된 느티나무 휴게공간과 옥상공간과 연결된 6층 공동세

탁실 공간이 있다. 앞선 소행주 1, 2호에 비해 사용하는

공동생활공간의 구성이 다양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3.2. 코하우징 ‘소행주’ 사례의 현황 파악

사용자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분석하기에 앞서 코하우

징 ‘소행주’의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현황 및 공간구성의

특성은 앞서 제시한 <표 2>와 같다.

소행주 1호는 1층 외부에는 공용자전거보관소, 공용현

관과 엘리베이터, 주차시설이 있으며, 주차시설은 낮 동

안에는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된다. 2층 공동생

활시설인 ‘날실’은 집회실, 공동거실, 공동부엌, 어린이놀

이방의 용도로 활용하며, 마을 요가, 저녁 해방 모임 등

을 한다. 또한, 입주민 이외에도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같은 층에 소행주 1호 입주민 및 성미산마을 주민이 취

미 및 상업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근린생활시설인 비

누두레, 성미산 공방이 있고, 방과 후 시간의 학습지도와

어린이 보호 목적의 도토리 방과 후 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옥상 공간 ‘씨실’은 공용텃밭, 바비큐, 여름철 물놀

이, 공용 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행주 2호는 1층 외부에 주차시설과 주차시설 일부를

활용한 자전거보관소, 공동우편시설 앞의 간이휴식공간

이 있다. 1층에 공동현관과 공동신발장을 설치하여 출입

구 이후의 복도 및 계단참까지 실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1층의 계단 밑 공간에는 유모차나 휠체어를 보관

하고, 세대별 자주 활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이나 부피가

큰 짐은 공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2층에 있는 공동생

활시설은 집회실, 공동거실, 공동부엌, 어린이놀이방으로

주로 활용하며, 공동생활시설에 연결된 공용화장실은 주

차장 및 외부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한 위치에 있다. 옥상

공간은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주로 공용텃밭, 물품보

관 및 빨래건조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소행주 3호는 내부에서 1층의 공동현관, 공동신발장,

공간유형을 기준으로 공간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답사를 통해 소행

주 1, 2, 3호의 공동생활시설의 실제 공간구성을 파악하였다.

창고 겸 목공작업실과 2층 커뮤니티 공간이 공동생활공

간의 역할을 담당한다. 외부에서는 주 출입구로 들어가

는 필로티 공간에 있는 평상을 동네주민들도 마을 쉼터

의 개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2층 커뮤니티 공간에서

외부로 연결된 야외 베란다 겸 단풍나무 공간, 옥상공간

또한 다른 공동생활공간의 구실을 하고 있다. 입주민의

의견에 따라 옥상공간은 최대한 비워두는 생활방식을 선

택하며 다른 소행주와는 마감재 또한 다른 소재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주로 공용텃밭, 빨래 건조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소행주 1, 2, 3호의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한 공간구성

현황은 입주민의 성향과 가족구성원, 생활방식과 요구사

항에 따라 개별주거공간의 설계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공

간의 크기, 구성방식, 활용방식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

다. 또한, 각각의 공동생활시설은 사용자의 관점을 반영

하여 사용자별, 공간별로 그 목적을 반영하고 조율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사 용 자 중 심 디 자 인 관 점 의 코 하 우 징

‘소행주’의 공동생활시설 공간별 활용도

4.1. 소행주의 공동생활시설 공간별 활용도 파악

개별주거공간 방문 및 주말 입주자회의 시간을 활용하

여 소행주 1, 2, 3호의 입주민대표 및 입주민 20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 대상자는 다음 <표 3>과 같은 사

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인다.

구분 일반적인 특성 N 비율(%)

성별
남자 9 45%

여자 11 55%

연령

30세 이상-40세 미만 5 25%

40세 이상-50세 미만 14 70%

50세 이상-60세 미만 1 5%

직업

사무직 4 20%

전문직 7 35%

자영업 1 5%

전업주부 2 10%

재택근무/프리랜서 5 25%

기타 1 5%

가족구성원

1명 2 10%

2명 0 0

3명 10 50%

4명 7 35%

5명 1 5%

자녀 수

없음 1 5%

1명 10 50%

2명 7 35%

3명 2 10%

* 본 연구의 내용은 ‘소행주’ 거주자 중 인터뷰를 진행했던 20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면접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류하였음.

<표 3> 코하우징 ‘소행주’ 1, 2, 3호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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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행주 1호는 8명(기혼 남자 5명, 기혼 여자 3명), 2호

는 5명(기혼 여자 4명, 미혼 여자 1명), 3호는 7명(기혼

남자 3명, 미혼 남자 1명, 기혼 여자 3명)을 대상으로 인

터뷰를 수행하였다.

이에 기초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가족구성원, 자녀 수 등을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

서는 이를 사용자 관점의 디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

별, 연령별, 가족구성원별 특성에 따라 크게 자녀11), 미

혼, 기혼으로 분류하였다.

코하우징 내 공동생활시설의 개인·사회·경제·문화적

생활 전반의 활용 파악을 위해 면접조사 내용으로 공동

생활공간의 공간별 활용사항, 사용자 특성별 공동생활시

설에 대한 의견, 공간 활용 만족도, 세부요소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본 연구의 대표적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공간 활용 만족도의 요소로는 공동부엌, 공동거실, 공

동작업장, 취미공간, 계단 및 복도, 옥상공간, 옥외공간,

공동창고를 조사하였다.

세부요소별 만족도로는 공동생활공간의 위치, 크기, 구

조 형태, 공용화장실 위치, 집기구의 구성, 가구배치, 수

납시설, 개별주거공간과의 연계성을 조사하였다.

소통에 대한 만족도로는 입주민과의 소통, 성미산 마

을주민과의 소통을 조사하였다.

또한, 환경 만족도로는 공기환경·환기, 채광, 조도, 방

음, 바닥 재질, 내부색채, 냉·난방 시설, 청소상태, 안전·

관리, 하자보수 및 시설 유지관리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통해 공동

생활시설의 공간 파악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자인 면접조

사 대상자의 의견을 종합·분석하고자 하였다.

소행주 1, 2, 3호의 공동생활시설은 사용자의 설계 전

요구사항 및 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공간의 위치, 크기,

시설의 용도, 실의 구성 등의 차이를 보였으며, 설계 전

계획과 실제 생활에서의 현실적 활용의 차이와 그로 인

한 활용도 변화의 정도 차이가 있었다.

그에 반해 공통으로 복합적인 역할 수행을 하는 공동

생활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교류 및 소통을 위한

모임, 경제적 비용 발생 등의 공동생활에서의 이견조율

방식은 공통적인 성향을 보였다.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공간별 활용에 대한 분석은 다

음 <표 4, 5, 6>과 같고, 이를 사용자 특성별로 종합한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의견은 <표 7>과 같다.

11) 본 연구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 관점의 인터뷰 진행과정 중 자녀의

관점은 연령대의 이유로 소행주 1, 2, 3호 대다수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에 대하여 성실한 질의·응답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

단하였다.

이를 보호자인 부모의 관찰자 입장에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소행주 1호 공간별 활용도 파악

구분 공간 이미지 사용자의 공간 활용도

공동

생활시설

공간별

활용 사항

⦁평소에는 빨래 건조나 물품 보관

⦁여름철 물놀이 공간이나 텐트를 활

용하여 캠핑을 즐기기도 함

⦁바비큐 파티로 입주민 모임을 하기

도 함

⦁공용 텃밭의 활용도가 높음
옥상정원

⦁1년에 4번 공동 대청소 관리

⦁물품 나눔 사용을 통해 비용절감

(교자상, 토치 등 자주 사용하지 않

지만, 특정 시기에 필요한 일상생활

용품 등)

⦁초기 계획당시 설계되지 못한 공동

창고공간의 확장 필요성을 느낌6층 : 공동창고

⦁9세대의 개별주거공간 층마다 공동

현관과 공동신발장을 마련

⦁3-6층에 나무마루와 타일 계단을 맨

발로 다님

⦁어린이 놀이 및 독서 공간

⦁생활물품보관 ⦁빨래 건조
⦁2층 개별주거공간이 시작되는 층계

에 설계과정에서 안전난관을 설치하

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활용하지 않고

개방하여 사용

⦁2층에 근린생활시설(성미산 공방, 비

누두레, 도토리방과후 학교) 이용 후

이동 및 필요에 따라 공동화장실을

공유하여 활용
3-6층 : 계단 및 복도

⦁낮 시간대 방과후도토리학교와
커뮤니티공간까지 확장하여 활용

(아케이드로 연결되어 있음)

⦁외부회의 대여 및 손님방으로 활용

(소정의 시설이용비 지급)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영화감상
⦁입주자회의 ⦁저녁해방모임
⦁취미생활 공간으로 활용

⦁필요하면 소행주 전체모임장소로 활용
⦁외부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관리가

필요함을 자주 언급함

2층 : 커뮤니티공간

⦁소행주 1호의 경우, 성미산 마을의

코하우징 초기 모델로서 주차장 및

공동현관으로 쓰이는 캐노피 공간에

마을소식 게시판 마련

⦁낮 시간대 어린이들 놀이 공간으로

활용

⦁마을행사 공간으로 활용1층 : 공동현관

⦁가구당 1대씩 법적 기준 10대(최대

16대 가능)의 주차공간 확보

⦁가구당 1~3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동자전거보관소

⦁낮에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도 활

용되기도 함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

구성원별

시간대별

사용빈도

기타의견

⦁매달 입주자대표가 바뀌며, 전반적인 알림사항 전달과 소방교

육 및 엘리베이터 관련 안전 교육 수행 후 전달함

⦁공간의 변경이나 유지·보수할 사항은 입주민회의를 통해 결정

하여 금액분배 ⦁업체를 불러 전체 건물 청소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활용 정도를 점검하여 소요비용 분배

⦁입주민회의를 겸하여 각 세대가 음식을 준비해 기혼여성들의

가사노동을 줄이자는 취지의 저녁해방모임 진행

⦁모꼬지(동네 모임)이나 학교운동회 등에서 아이의 생활이나 안

부를 나누거나 생일 축하모임 등을 하기도 함

* 사례조사 외·내부관련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하였음.

<표 4> 소행주 1호_공동생활시설의 공간별 활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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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행주 2호 공간별 활용도 파악

구분 공간 이미지 사용자의 공간 활용도 파악

공동

생활시설

공간별

활용 사항

⦁안전사고를 고려해 아이들 놀이 공

간으로 활용은 지양함

⦁입주 이후 옥상공간의 마감재 변경

이후 주로 빨래 건조나 물품 보관

용도로 활용함

⦁공용 텃밭
옥상정원

⦁계단참 공간과 복도 공간을 활용하

여 개인 물품 및 공용사용을 위한

물품을 보관 ⦁빨래 건조
⦁주말에는 또래 아이들이 커뮤니티

공간 이외에도 이웃집에 드나들며

놀 수 있도록 개별주거공간의 문을

개방함 (필요하면 문 앞에 메모하는

등의 입주민 간의 배려를 위한 생활

방침이 적용되어 있음)

⦁영유아가 자고 있거나 강아지가 있

는 집, 휴식을 원할 경우 메모하는

문밖에 붙여 이웃 간의 소음문제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확보함
3-6층 : 계단 및 복도

⦁빔프로젝터 시설로 영화감상
⦁커뮤니티시설과 외부시설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용화장실

⦁입주민이 기증한 냉장고와 김치냉장

고를 공동으로 사용

⦁커뮤니티 공간 후문으로 나가면 주

차공간과 연결된 뒷마당에 임시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실내장식작업

을 하는 입주민의 목공작업공간으로

활용)

⦁입주자회의 및 계절별 모임
⦁공동식사 및 공동육아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활용2층 : 커뮤니티공간

⦁공용엘리베이터
⦁공용신발장과 물품보관수납장을 마

련하여 1층 공용엘리베이터 및 계단

공간부터는 맨발로 다님

⦁계단 밑 공간의 유모차나 휠체어 등

보관
1층 : 공동현관

⦁필요물품 나눔 사용

⦁1년에 4번 공동 대청소를 함
⦁독립생활자 5명이 모여 사는 ‘특집’

의 경우 개인별 짐이 많은 것을 고려

하여 물품 보관영역을 추가 확보함

1층 : 공동창고

⦁별도의 자전거보관소가 없어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주차공

간이 다소 부족하다 느낌

⦁주 출입구 공간에 벤치가 있음

⦁도로와 가까워 아이들의 안전이 우

려됨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

구성원별

시간대별

사용빈도

기타의견

⦁커뮤니티 공간, 도토리방과후 학교 이외에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 같은 공간이 필요

⦁학부모 간의 커뮤니티나 성미산마을 주민과의 커뮤니티 필요

⦁건물 노후화에 의한 하자보수 비용의 부담
⦁주변 빌라보다 시세가 비싼 편
⦁설계과정에서 개별거주공간의 배관설계 등이 입주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용과 연결되는 문제임

⦁건설회사의 역량 문제와 연계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음

⦁주거문제는 도시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필요

⦁주말 낮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놀이를

위해 다수의 입주민이 커뮤니티 시설을 방문

* 사례조사 외·내부관련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하였음.

<표 5> 소행주 2호_공동생활시설의 공간별 활용 사항

(3) 소행주 3호 공간별 활용도 파악

구분 공간 이미지 사용자의 공간 활용도 파악

공동

생활시설

공간별

활용 사항

⦁설계 과정부터 옥상을 최대한 비워

두자는 의견으로 계획 함

⦁방과후도토리학교에서 만든 화로
⦁주로 공동세탁실에서 빨래 후 건조

⦁옥상정원의 텃밭 흙을 바꾸기를 위

해 입주민회의에서 논의 중
옥상정원

⦁입주자의 기증으로 공동세탁기를 활

용하며 각자의 사용횟수를 점검하여

매달 사용 비용을 분배함

⦁처음에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했

던 공동세탁실이 식구가 많은 경우

큰 빨래나 계절 빨래, 아이 옷 빨래

등에 활용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음

6층 : 공동세탁실

⦁목공작업을 취미로 하는 입주민이

개별주거공간의 가구 및 복도공간에

신발장을 맞춤식으로 제작

⦁계단 참 및 복도공간에 빨래 건조

및 물품 보관 이외에 개별주거공간

의 특성을 반영한 소품이나 색채배

치를 함

⦁1층 공동현관에서 공동신발장을 활

용하여 계단공간을 맨발로 활용함과

동시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공간

마다 층별 신발장을 마련하여 편의

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
3-6층 : 계단 및 복도

⦁입주민 취미인 커피 로스팅 기계를

보일러실에 두어 같이 활용

⦁토지 매입 당시부터 있던 단풍나무

를 공동 매입하여 건설사에서 커뮤

니티 공간에서 연결되는 테라스 공

간을 설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활용

도가 높지는 않은 편임

⦁빔프로젝터를 설치하여 영유아의 동

요교육프로그램 감상 및 어른들의

영화감상 ⦁입주자회의
⦁청소년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

2층 : 커뮤니티공간

⦁마을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주

출입구의 평상을 동네주민과 활용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
⦁무인택배함의 설치로 아파트의
경비실에서의 역할을 일부 보완

1층 : 공동현관

⦁1년에 4번 공동 창고 정리

⦁생활 및 필요물품 나눔 사용

⦁일부 자전거 보관

⦁취미공간이 별도로 없어 목공작업을

창고공간에서 하고 있음
1층 : 공동창고

⦁주차장 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자전

거보관소를 마련

⦁목공작업을 위한 목재 재료 보관

⦁추후 논의를 통하여 목공작업을 위

한 공간으로 변경할 예정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

구성원별

시간대별

사용빈도

기타의견

⦁공동생활에 대한 기본 상식을 깨야 공동체생활이 가능함

⦁서로에게 더욱 좋은 사람이 되려는 배려와 노력이 필요

⦁자전거보관소 공간을 목공작업을 위한 취미공간으로 변경하기

위해 비용문제를 주민 회의 중

⦁부모 이외에 이웃의 보호와 관심에 안도하며 만족함

⦁SNS를 활용하여 필요사항을 수시로 연락
(모임 사유 및 시간 공지, 맞벌이 부모의 아이를 부탁 등)

* 사례조사 외·내부관련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하였음.

<표 6> 소행주 3호_공동생활시설의 공간별 활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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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특성별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의견

사용자별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인터뷰 내용

자녀

*부모의

관찰자

입장으로

의견을

정리함.

⦁이웃의 방문이 자유롭고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 대신 이웃의

집이나 공동생활시설에서 또래 친구나 언니, 오빠들과 놀이와

식사를 함

⦁일반적으로 본인의 집이라는 공간의 경계를 넘어 마을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우리 집’이라는 인식으로 마을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음

⦁성미산 마을에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시간을 보낼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소행주의 커뮤니티 공간에 청소년 입주

자와 그의 친구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거나 소행주의 보호 아

래 캠핑을 하기도 함

미혼

⦁가족 이외의 이웃 간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개별주거공간과 취미공간을 통해 생활 만족도를 보완

⦁인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함께 생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

⦁특징적으로 소행주 3호의 미혼 남성의 경우, 목공에 대한 취

미가 있어 소행주에서 사용하는 가구나 신발장 등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목공취미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

민 몇몇과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목공작업공간을 추가설치 할

계획에 있어 공간구성 및 시설비용 분배 등의 사항을 입주민

회의에서 논의 중

기혼

남성

⦁설계 당시에는 남성들의 경우 적극적인 의견반영을 하지 않

았던 입주민이 많았으나 현재의 생활에 공동육아와 저녁해방

모임 등으로 인한 아내의 만족도에 직·간접적 영향으로 본인

또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 ⦁현재 취미를

위한 목공작업공간에 대한 논의

⦁협소한 주차공간 때문에 차를 수시로 빼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웃 간에 이해도가 높아져 크게 문제 되지 않음

⦁주말마다 아이들 돌봐야 한다든가 형식적으로 외출과 외식

을 해야 하는 등 부담감이 줄어듦

⦁이웃에 대한 소통, 공동체 생활, 성미산 마을에 대한 만족도

가 생활 전반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가 됨

여성

⦁자녀에 연계한 사항에 관심도가 높아 성미산 마을에 독서실,

청소년문화회관, 공동놀이방, 키즈카페 등 아이들이 놀 수 있

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 ⦁주택가 특유의 차량으로 인한 안전

에 대한 문제 보완

⦁공동부엌, 공동창고의 크기가 협소하여 살림하는 입장에서

사용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짐

⦁개별주거공간의 협소함을 복도공간이나 옥상공간을 활용하

여 빨래를 건조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을 취함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부피가 많이 나가는 유모차나 생활

물품 등을 공동창고에서 관리하여 편리함

공통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아이들의 성장이 우려되며 공동육아를

포함하여 이웃과의 소통, 공유와 공감,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는 공동체 생활을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함

⦁소행주라는 코하우징을 넘어 성미산 마을살이, 이웃과의 소

통이라는 관점은 개인에서 마을, 사회에 이르기까지 점조직이

아닌 점층적 연결고리를 가질 때 정신적 유대감이나 사회적

발전의 토대이자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영향력이 발생할

것이라 여겨 앞으로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며

서울시의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는 바람

⦁성미산 마을에 자연환경과 휴식을 위해 공원이나 마당, 취미

를 위한 운동시설(탁구장, 볼링장, 수영장, 에어로빅장 등)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표 7> 사용자 특성별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의견

본 연구의 면접조사 대상자는 크게 부모의 입장인 기

혼, 미혼, 자녀로 나눌 수 있다. 입주민의 가족구성이 기

혼인지 미혼인지와 자녀의 수와 연령대 차이는 개별주거

공간의 가변성 문제와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공간의 변

화, 추후 이사 및 귀촌의 문제와 연결되었으며, 공동생활

시설의 생활방식에 따른 공간 사용성,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 정도, 인적네트워크 등 교류의 문제에 대한 비중

정도, 시설의 추가 여부, 개별 및 공동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한 관점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용자가 느끼는 소행주의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는 공간의 가변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다.

사용자 전반적으로 공통된 의견으로 교류의 측면에 대

한 이들의 노력으로 소행주와 성미산마을과의 소통을 위

해 소행주 내 공동생활시설의 기능을 하는 공동거실을

회의 및 모임 장소로 외부에 대여하거나 코하우징이나

성미산마을에 관한 투어에 참여, 마을행사에 참여, 마당

공간과 소행주 3호의 평상을 주민과 공유하고 있었다.

공동생활공간에 대해 개별주거공간 및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의견반영사항은 대다수 항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만

족도를 나타내고 있고, 주로 활용하는 공동거실, 공동부

엌, 회의 및 모임 공간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이는 소행

주 내 왕래가 쉬운 저층부 공간에 있고 크기와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 소행주 1, 2, 3호 모두 세 가지 기능이 같

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일종의

공동 거실의 형태로 입주민들이 개별주거공간 이외에 1

∼2평씩의 설계비용을 추가 지급하여 계획한 공동생활공

간이다. 사적인 공간인 개별주거공간이외 소행주 내 또

다른 공적인 주거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거주하는 소행주는 최소 11∼22평까지 입주민들이 이전

에 살던 아파트나 빌라 형태의 주거공간보다 다소 협소

한 평수의 공간이지만 이들은 공동생활공간(또는 커뮤니

티시설. 소행주의 공동부엌, 공동거실, 회의 및 모임 공간)에서

공간적 협소함에서 오는 상황을 이웃과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 활용하는 그들만의 생활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었다.

4.2. 코하우징 ‘소행주’의 공동생활시설 만족도 파악

공간별 활용에 따른 만족도 파악에 대한 의견으로 <표

8>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그에 대한 세부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다음 <표 9, 10>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공동부엌 8(40%) 6(30%) 6(30%) - - 4.1

공동거실 8(40%) 6(30%) 6(30%) - - 4.1

공동작업장 1(5%) 6(30%) 11(55%) - 2(10%) 3.2

취미공간 3(15%) 4(20%) 13(65%) - - 3.5

계단 및 복도 5(25%) 7(35%) 7(35%) 1(5%) - 3.8

옥상공간 8(40%) 9(45%) 2(10%) 1(5%) - 4.2

옥외공간12) 4(20%) 8(40%) 7(35%) 1(5%) - 3.75

공동창고 2(10%) 4(20%) 14(70%) - - 3.4

<표 8> 소행주의 공동생활시설의 공간 활용 만족도 (N=20)

공동부엌, 공동거실의 기능은 주로 커뮤니티시설에 속

하며 소행주 1, 2, 3호 모두 저층부에 있었다. 공동부엌

과 거실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40% 이상, 만족 30% 이

상, 보통 30% 이상으로 평균 4.1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옥상공간의 경우도 이웃과의

12) 주 출입구 공간에 연계되는 캐노피 공간 및 마당, 주차장과 자전거

보관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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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옥상정원, 빨래건조 등의 다용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평균 4.2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전체적인 공간별 만족도는 공동부엌, 공동거실, 옥상공

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동부엌과 공동거실은 같은 공간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 만족도의 정도가 같은 수

치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간별 사용자의 활

용도에 따른 만족도 평가는 일부 공동작업장의 추가과정

에서 비용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10%가 매우 불만족을

표현하거나, 계단 및 복도, 옥상 공간, 옥외공간의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각각 불만족 5%로 불만족하다는 이견

을 보이기도 하였다.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위치 5(25%) 2(10%) 13(65%) - - 3.6

크기 4(20%) 2(10%) 9(45%) 4(20%) 1(5%) 3.2

구조 형태 4(20%) 4(20%) 11(55%) 1(5%) - 3.55

공용화장실위치 1(5%) 3(15%) 13(65%) 3(5%) - 3.1

집기구의 구성 2(10%) 1(5%) 14(70%) 3(5%) - 3.1

가구배치 - 3(5%) 14(70%) 3(5%) - 3.0

수납시설 - 2(10%) 14(70%) 4(20%) - 2.9

개별주거공간과의
연계성

6(30%) 7(35%) 6(30%) - 1(5%) 3.85

<표 9> 소행주의 공동생활시설 내 세부요소별 만족도 (N=20)

위의 <표 9>와 같이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예비

조사과정에서 심층면접의 내용을 보충하여 도출한 세부

요소 항목에 관한 만족도를 보면 공간적 크기에 대해 사

용자들이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인터뷰의 내용

을 분석해보면 공간을 사용하는 행태, 활동성 정도, 모임

의 빈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용화장실 크기, 집기구의 구성, 가구배치, 수납시설

등의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정도로 평가되었고, 특

히 공용화장실의 위치, 집기구의 구성과 가구배치에 대

한 불만족 5%, 수납시설에 대한 불만족 20% 등의 평균

2.9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크기에 대해 불만족

20%, 매우 불만족 5%의 이견을 보였다. 공동생활공간의

위치, 구조 형태, 개별주거공간과의 연계성은 평균 3.5

이상으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입주민과의 소통 3(15%) 5(25%) 12(60%) - - 3.55

성미산 마을
주민과의 소통

- 5(25%) 15(75%) - - 3.25

<표 10> 소행주의 공동생활시설 내 소통에 대한 만족도 (N=20)

입주민과의 소통이 매우만족 15%를 포함하여, 성미산

마을주민과의 소통 모두 평균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공기환경·환기 2(10%) 2(10%) 15(75%) 1(5%) - 3.25

채광(자연채광) 2(10%) 3(15%) 14(70%) 1(5%) - 3.3

조도(인공채광) 2(10%) 2(10%) 16(80%) - - 3.3

방음 1(5%) 2(10%) 11(55%) 3(15%) 3(15%) 2.7

바닥 재질 - 5(25%) 14(70%) 1(5%) - 3.2

내부색채 - 3(15%) 15(75%) 2(10%) - 3.05

냉·난방 시설 2(10%) 1(5%) 17(85%) - - 3.25

청소 상태 - 4(20%) 13(65%) 2(10%) 1(5%) 3.0

안전·관리 3(15%) 5(25%) 11(55%) 1(5%) - 3.5

하자 보수 및

시설 유지관리
- 3(15%) 10(50%) 2(10%) 5(25%) 2.55

<표 11> 소행주의 공동생활시설 내 환경 만족도 파악 (N=20)

소행주의 공동생활시설 내 환경 만족도에서는 전반적

으로 보통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방음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2.7로서 비교적 낮았다. 청소 상태의 경우에는 아이

들이 놀이시간 이후 정리를 안 한다든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청소상태가 좋지 못해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다. 또한, 하자보수 및 시설유지관리도

평균 2.55로 나타나 경제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소행주의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총체적

인 평가로 공동생활시설의 공간별 활용과 물리적 구성요

소 중 공동생활시설의 위치, 구조형태, 개별주거공간과의

연계성, 입주민과의 소통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

지만, 물리적 구성요소 중 수납시설, 환경요소 중 방음,

하자보수 및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특징적으로 이에 공간의 물리적 요소와 환경요소를 묻

는 과정에서 공간의 명확한 역할을 구분하고 만들어 내

기보다는 협소하지만, 현재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서 한 공간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며 오

히려 여러 공간으로 분리되었다면 모이는 구성원이 분리

되거나 이웃 간의 소통 빈도도 더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있는 공간에서 물리적 요소나

구성요소, 환경 등에 대하여 그들의 생활과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만족하는 방법을 찾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코하우징의 사례분석과 사용자를 중심

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용자 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국내 코하우징 공동생활시설에 관한 공간별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 코하우징 ‘소행주’ 1, 2, 3호 공동생활시설

은 주로 입주민 간의 공적인 입주민모임이나 회의, 기혼

여성들의 노동력절감을 위한 공동저녁식사를 통해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공동육아를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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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시설활용, 취미생활 및 외부 모임을 위해 공간대

여를 하며 공간의 역할과 활용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율하

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동거실 및 공동부엌에서 이루

어지는 공동저녁식사나 공동육아를 위한 모임 시간에 미

혼, 편부모 자녀, 외동 자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이

느끼는 생활의 편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에 대해 전반적

으로 사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는 공동생

활시설의 공간별 활용과 물리적 구성요소 중 공동생활시

설의 위치, 구조형태, 개별주거공간과의 연계성, 입주민

과의 소통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

였으나 일부 시설의 협소함에 대한 보완을 위해 공간 및

기능의 추가,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 발생 문제에 연계하

여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일반

주거공간과 코하우징의 사용자 관점의 차이, 소행주 1,

2, 3호 구성원의 차이, 각 소행주 입주민의 기혼 및 미혼

여부, 자녀의 수와 연령대의 여부 등 사용자의 관점 차

이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모의 경우에는 공동육아 해결과 공동체

생활을 통한 핵가족시대에서 발생하는 사회성 관련 문제

해소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반면,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개별주거공간의 가변성 문제와 공간의 변화를 우려

했었는데, 이는 개별주거공간의 경우 자녀의 연령대에

따른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실의 재배치, 공간 구획의 재

구성, 가구의 변경과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 협소한 개별주거공간에서 공통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능·공간적 문제를 고려하여 공동생활공간에서 어린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녀가 여가를 보내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혼의 경우에는 가족이외의 이웃과의 소통 및 개인적

취미생활의 만족감을 확대하기 위해 운동실, 목공작업실

등의 다양한 취미생활공간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코하우징은 주거공간에 대한 개념과 인식변화에

서 오는 삶의 질을 담아내려는 현대적 의미의 가족성을

동반한 거주성을 지닌다.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공

간의 크기, 형태를 넘어서 소행주 사용자 즉, 구성원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소통과 교류

를 통해 얻는 심리적인 만족감과 안정감, 공동체의 소속

감, 그리고 생활의 질적인 만족감이 코하우징 공간적 특

성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소통과 교류는

공통으로 소행주 1, 2, 3호의 공동생활시설 공간 중 공동

거실 겸 공동부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코하

우징의 물리·경제적, 인적교류의 특성을 보완하는 주거

대안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이와 같은 역할

및 공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 설

정, 공간의 복합적인 용도 설정, 사용자의 목적 및 사용

시간대를 고려한 공간 사용방식 계획 등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사용자 인터뷰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

을 때, 사용자에 따라 공간의 활용도 및 목적, 사용시간

대가 달리 나타났다. 앞으로의 코하우징 내 공동생활공

간의 계획 시에는 필수적으로 생활방식과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공간계획의 차이와 인식의 차이에

대한 배려가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성장,

미혼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공간구성의 변화를 대비할

수 있는 가변성과 예비공간의 확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공간이 디자인

되어야 할 필수 사항으로 공간 자체의 디자인을 넘어서

생활 프로그램의 디자인, 인적관계의 디자인, 생활형태의

디자인까지 확장되어 연계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섯째, 공동으로 생활하는 코하우징 내에서 두드러지

는 설계 및 하자보수·유지비용 문제에 관련하여 주거공

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경제적 비용문제에 대한 관점

또한 아울러 서울시의 주택계획 방안과 연계되어 코하우

징 관계법과 제도를 정비를 통해 시스템의 보완이 이루

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코하우징은 이전 설계단계의 착

오사항을 보완하고 기획·설계·시공·하자 및 유지보수의

영역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건축과정에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주거 대안인 코하

우징,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여 사회적 가치를 담

아 사용자중심 디자인을 보다 현실화시켜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을 중심

으로 공간적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나 추후 다

양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거나 많은 거주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양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

로 주거공간에 대한 개인·사회·경제적 요구사항이 지식

과 기술, 사회적 법적 제도의 마련을 통해 국내 코하우

징 환경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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