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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storehouse affiliated with rural housing

for the elderly engaged in farming activitie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with the examples of storehouse floor

plans. The elderly in rural area still engage in farming even though they are suffering from aging problems.

Therefore, the planning of storehouse which has relevance to agriculture is very important. The methods

employed were a field survey and interviews with residents. 12 houses belonging to elderly people (60's and

over) were selected by the convenient sampling in Cheonan, Chungcheongnam-d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t least more than 3 storehouses have to be planned to store the goods separatedly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characteristics. Second, storehouses should be placed near or directly connected with the main house

to support the accessibility of the elderly. Third, the open space has to be planned in front of the storehouse to

park a truck for loading goods directly. Fourth, the storage equipments such as shelves should be planned inside

of the storehouse for the space efficiency and user convenience. Fifth, the width of the door should be wide

enough to carry agricultural products and goods. It is recommended to use double hinged doors or double pocket

doors. Besides, the thresholds of the doors should be removed and, rather than using direct lighting system, it is

better to use indirect lightings and task lightings together to minimize glare and to provide enough ill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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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농촌에 거주하는 다수의 고령자들은 고령으로 인해 신

체적 노화가 진행되어도 지속적으로 농사 관련한 작업을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농촌 거주 65세∼74세 이

상 고령자의 경우 67.8%가 영농에 참여하며 75세 이상

의 고령자도 40.2%가 영농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박

대식, 2004)
1)
고령기 인구가 높은 비율로 농사에 참여하

며 특히 후기 고령기 인구까지도 농업에 참여하는 비율

이 낮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는

고령인구가 많을수록 농촌의 주거환경은 고령자의 신체

적 노화를 보완하면서 작업 능률을 높이고 자립적으로


 * 이 논문은 2015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연구되

었음. (No. 2015-A000-0083)

농사관련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

다. 농촌의 주택을 구성하는 공간 중에서 특히 농사활동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은 창고용부속사 공간이다.

농촌주택은 도시의 주택과 달리 농산품의 건조 및 저장,

농사관련 기계 및 기구, 농약, 비료, 기타 농사관련 물품

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농촌주택

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창고용부속사가 계획되

어 있으며 창고, 헛간 등으로 불린다. 따라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농촌의 초고령화에 대비하여 농사활동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창고용부속사 공간은 고령자의 특성 및

요구에 부합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으로 현재 고령자가 거주하는 농촌주택의

부속사 공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1)

1) 박대식,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연구보고R481, 2004.12,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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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창

고용부속사 사례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주자 인터뷰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사항

을 파악한다. 이에 근거하여 고령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창고용부속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개선방안에 근거한

예시도면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농촌지역에서 고령자의 자립과 안전을 도모하고 농

사관련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창고용부속사

공간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12개 사례 주택의 창고용부

속사 공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거주자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택사례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를

위한 농촌주택 모형 개발 연구를 위하여 2014년 1월에 1

차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를 통해서 일반 고령자2)와

달리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특성으로 인해 창고

용부속사 공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의 1차 조사와 동일 주택사례

의 창고용부속사 공간만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5∼16

일에 걸쳐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농촌주택 창고

용부속사를 대상으로 공간배치, 면적, 개수, 보관 물품

종류, 타 공간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거주자 인터뷰를

통해서 창고용부속사에 대한 만족도, 창고용부속사 계획

의 불만사항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3) 본 연구의 현

장 조사 및 인터뷰는 연구자와 1명의 연구보조원, 1명의

조사보조원4)이 참여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농촌 고령자 거주 주택 관련 선행연구

김진원 외(2008)5)의 논문은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신체

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농촌 노인들이 편리하고 자

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

의 내부공간별 개조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이덕래(2012)6)

2) 본 연구에서 ‘일반 고령자’는 65세 이후 퇴직을 한 고령자를 의미함.

3) 본 연구의 최초 조사 시점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하여 연구대

상의 변화여부를 파악하고자 2016년 12월에 재방문하고자 하였으

나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방문이 용이하지 않아서 사례7

거주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개보수 등을 통한 주택의 형태적 변화

가 발생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4) 1차 조사에는 2명의 조사보조원이 참여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1

명의 조사보조원이 참여함.

5) 김진원 외 5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응한 농촌지역 노인주거의

개조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0권 2호, 통권29

호, 2008.6, pp.17-26

6) 이덕래, 농촌지역 노인주택 건축계획 우선요소 조사연구, 한밭대

는 농촌지역의 노인주택에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30

대에서 60대의, 도시 및 농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요구 조사 분석에 근거하여 농촌지역 노인주택 건축계획

우선요소를 제시하였다. 노인주택 내부공간계획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며 내부공간 중에서도 거실/주방계획에 가

장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인 외(2005)의 연구7)에서는 농촌의 고령 단독가구

를 대상으로 재래농촌주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 난방시설, 목욕시설, 수세식화장실, 입식부엌 등 주거

시설 위주로 주택의 개선점을 파악하였으며 김윤학의 논

문(2014)8)에서는 농촌주택의 개보수 시에 특히 지붕, 외

벽, 담장 등의 경관적 요소와 화장실, 부엌 등 공간적 요

소에 관련하여 개보수 요구가 높은 것을 밝히고 있다.

최장순(2013)의 논문9)에서는 농촌주택 실태조사를 통

하여 영농구조의 변화에 의해 부속사의 공간적 구조가

무질서하게 변형되고 있으며 살림채와 별도로 건축됨으

로써 주택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농촌의 경관을 해치

는 등의 단점을 지적하였으며 농촌주택의 변화에 대응하

는 부속사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하였다.

한기준 외(2006)의 연구10)에서는 농촌주택의 평면이

점차적으로 거실중심의 도시주택 평면으로 변화될 것을

전망하였으며 창고는 외부에 별도로 계획되어 주거공간

과 부속시설을 분리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앞으로 건축할 것을 가장 선호하는 주

택 유형으로는 1층 창고, 2층 주택의 구성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성훈 외(2010)의 연구11)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농촌주택에 노인주택의 계획방안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

였으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수납 및 저장을 위한 창고

공간의 배치와 규모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박광범 외(2014)의 연구12)에서는 귀농귀촌자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주거환경을 도출하고 농사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창고내용, 규모 등을 파악함으로써 농촌 거주자에

석사논문, 2013.2, pp.1-13

7) 배정인·Kantano, Hiroshi, 재래농촌주택의 계승 및 개선의 측면에

서 본 농촌 고령 1인·부부가구 주거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

문집 16권 6호, 2005.12, pp.73-82

8) 김윤학,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보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6권 3호, 2014.8, pp.27-36

9) 최장순, 농촌주택 부속사 공간의 변화와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연합논문집 15권 6호, 2013.12, pp.101-108

10) 한기준·조용훈, 2001년 안성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신축

개량된 농촌주택의 건축적 성격 및 이용자의 요구사항 분석,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2권 7호, 2006.7, pp.71-78

11) 김성훈·강순주, 고령사회를 대비한 농촌지역의 주택변화와 주거요

구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발표대회논문집 2010.11, pp.220-225

12) 박광범·김태익, 농촌주택 유형별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농사규모에

따른 농가 각부공간 및 창고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

문집 16권 3호, 2014.8,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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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

부속사

창고 비닐하우스 축사 헛간

<표 1> 창고용부속사 종류

게 있어서 창고 계획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창고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농촌주택 관련 연구는 농촌주택의

노후화, 거주자 고령화로 인한 주택 내부, 특히 부엌, 욕

실 중심으로 내부 공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에 대

한 요구 조사 및 개선 사항 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은 농촌주택을 거주의 시각에서만 주로 다루

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농촌 대부분의 고령자

들은 일정 나이에 은퇴를 하는 도시의 고령자와 달리 지

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함으로 주택은 기본적 생활을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도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과 관

련된 부속사 및 외부공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창고용부속사에 대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부속사만을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도 드물다. 최근 연구에서 부속사의 문제점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사용 관점에서 부속사 계획

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2. 창고용부속사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창고용부속사는 농촌주택에서 주택 본채

를 제외한 공간으로서 그릇 및 생활도구, 곡류, 농산물,

비료, 농약, 농기계, 농기구 등 농사관련 물품 및 잡화류

를 보관하는 장소로 정의하며 <표 1>에 정리된 것과 같

이 창고, 헛간, 축사,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창고는 일반적으로 주택 외부에 설치되어 출입문이 달린

공간이며 이와 달리 출입문 없이 열려있는 저장 공간은

헛간으로 정의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물품 보관용도

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창고용부속사로 간주한다. 과거에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농가에

가축을 위한 용도로 축사가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은 소를

이용한 경작을 하지 않으므로 축사는 존재하지만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외부창고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연구결과

3.1. 사례 주택 거주자의 특성

사례 주택은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노인부부가구 10가

구와 독신가구 2가구로 구성되어있다. 연령은 61세에서

80세에 이르는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령

자는 무릎, 허리 등의 관절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자

신의 건강수준이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거주자가 많았다.

따라서 사례 주택의 고령 거주자들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농사활동을 수행하기에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주택의 거주자 특성은 <표 2>13)와 같다.

사

례

연령 가족

형태
질병유무 생산 활동

남 여

1 73 67 부부
남:관절, 고혈압

여:목디스크, 다리관절
논농사

2 67 63 부부 여:허리, 어깨 통증 밭농사, 논농사

3 67 63 부부
남:폐암수술

여:위염,무릎관절
논농사, 포도밭, 정미소

4 72 71 부부 여:노환 밭농사, 논농사

514) 없음 80 1인 여:심근경색, 퇴행성 관절 텃밭

6 61 61 부부 남:없음 여:관절 밭농사, 논농사

7 없음 68 1인 여:관절질환 직장, 논농사

8 71 68 부부 관절 논농사, 축산

9 73 65 부부 관절 밭농사, 논농사, 특수작물

10 78 76 부부 남: 없음 여: 눈 불편 밭농사, 논농사

11 62 62 부부 남: 당뇨 여: 관절염 밭농사, 논농사

12 77 77 부부 남: 혈압 여: 뇌경색 밭농사, 논농사

<표 2> 사례 주택 거주자 특성

3.2. 사례 주택 창고용부속사 구성

모든 사례 주택에는 수납 및 저장 관련 부속사가 계획

되어 있으며 창고를 제외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도 본래

의 용도와는 달리 창고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가구

당 평균 2.4개의 창고용부속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

질적으로 단일 건물에 창고가 여러 개의 칸으로 분리되

어 2∼4개의공간으로 계획된 사례가 다수이므로 그 개수

를 정리하면 가구당 평균 3.5개의 창고용 공간을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례 농촌주택의 창고용부속사는 개수에 따라서 4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개수에 따라 구성 유형은 11

개로 매우 다양하였다. 각 사례의 구성 유형은 <표 3>

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창고용부속사를 2개 사용하는

사례가 7가구로 가장 많아 일반적인 유형으로 파악되나

단일 창고건물의 칸의 개수가 1∼4개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부속사의 개수 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2개

의 사례 주택 중에서 7개 사례의 창고가 칸으로 분리되

어 있어서 단일 건물의 창고라 할지라도 2개 이상의 칸

으로 분리하여, 물품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분리된 공간

에 보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축사를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7개(사례

1, 4, 6, 7, 8, 11, 12)로 가장 많았고 비닐하우스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6개(사례2, 4, 8, 9, 10, 12)가 되

13) 1차 조사에서 파악된 거주자 특성을 인용함. 이윤재, 농촌 고령자

주택 사례조사에 근거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분석, 한국실내디

자인학회논문집 23권5호, 2014.10, pp.122-130

14) 사례주택 5의 거주자는 2014년 7월 조사 당시 생존하였으나 2016

년에 사망함(사례 7거주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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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비닐하우스는 창고용으로도 활용하지만 동시에 농

사관련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헛간을 사용하는 사례는 2개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축

사와 비닐하우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

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물품을 수납하기에는

불편하였으며 물품을 늘어놓고 있거나 잠시 두는 방식으

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현재

의 용도를 고려하여 추후 창고로 계획되어야할 것이다.

창고용부속사

개수15)
창고용부속사 구성 유형 사례

1개 Ÿ 창고1개(3개 칸으로 분리) 5

2개

Ÿ 창고1개(1칸) + 축사
Ÿ 창고1개(1칸) + 비닐하우스
Ÿ 창고1개(2칸) + 비닐하우스
Ÿ 창고1개(3칸) + 축사
Ÿ 창고2개(2칸+2칸)
Ÿ 창고2개(1칸+1칸)

1, 6

2

9

11

7

3

3개
Ÿ 창고1개(4칸)+ 축사+비닐하우스
Ÿ 창고 2개+ 하우스

8

10

4개
Ÿ 창고1개(2칸)+비닐하우스+축사+헛간
Ÿ 창고1개(3칸)+비닐하우스+축사+헛간

4

12

<표 3> 창고용부속사 구성 분류

3.3. 창고용부속사 배치 및 면적

각 사례에서 본채와의 연결 동선을 고려하여 창고용

부속사의 배치를 살펴보면 5개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채와 창고용 부속사가 일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본채 입구와 창고 입구가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는

일자형 배치, 본채와 부속사의 입구가 90도 각도로 바라

보는 ㄱ자형 배치, 2개 이상의 부속사가 본채에 근접 배

치되는 ㄷ자형 배치와 ㅁ자형 배치, 본채의 전후에 2개

의 부속사가 배치되는 전후 배치형으로 분류되었다. 창

고용부속사 배치유형은 <표 4>와 같다.

12개의 사례 중에서 ㄱ자형 배치가 5 사례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이 ㄷ자형 배치로 4 사례가 나타났다. 따

라서 농촌주택의 창고용부속사는 대부분 ㄱ자형과 ㄷ자

형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례가 본채에서 외부공간을 거쳐 부속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된 것에 반해 일자형배치 중에서

사례 1은 창고가 본채에 직접 연결되어 창고에서 주택

내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거주자가 농산물이나 기타 물품을 본채에서 창고로, 창

고에서 외부공간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본채

와 창고용부속사가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물품

이동이나 작업에 편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15) 본 연구의 부속사 개수에서는 단일 건물의 부속사는 1개의 부속사

로 간주하고 단일건물이 벽에 의해서 3개의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

되어 있는 경우에는 3칸의 단일 부속사로 정의함. 칸수를 개별 창

고용부속사 개수로 사용할 경우 면적이 무시되어 실제 수납 가능

한 공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부속사 개수는 단독

건물을 단위로 하였음

일자형배치

사례 1 사례 7

면적 – 79.18㎡ 면적 – 41.76㎡

ㄱ자형 배치

사례 4 사례 5

면적 – 18.92㎡ 면적 – 33.06㎡

사례 9 사례 11

면적 - 6.75㎡ 면적 – 29.63㎡

ㄱ자형 배치 전후배치형

사례 12 사례 6

면적 – 56.7㎡ 면적 13.94㎡

ㄷ자형 배치

사례 2 사례 3

면적 – 45.17㎡ 총 면적 - 64㎡

ㄷ자형 배치 ㅁ 자형 배치

사례 8 사례 10

총 면적 – 37.18㎡ 총 면적 - 57.33㎡

<표 4> 창고용부속사 배치에 따른 유형

외부출입구(대문)에서 창고용부속사로의 수레, 트럭,

경운기 등, 운반수단의 접근의 용이성은 고령 거주자의

작업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외부출입구와 창고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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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사의 배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배치관계를 살펴

보면 창고출입구가 외부출입구와 마주보는 경우가 두 사

례(사례 1, 12)에서 나타나고 창고용부속사가 외부출입구

를 통과하여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5사례(사례 3, 4,

6, 7, 10), 왼쪽에 위치한 경우가 7사례(사례 2, 3, 5, 7, 8,

9, 11)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거주자들은 외

부출입구로부터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창고용부속사를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외부출입구로부터 창

고용부속사에 수레, 경운기 또는 트럭 등의 직접적인 접

근이 가능한 사례는 4사례(사례 1, 3, 4, 12) 정도이며 부

분적으로만 가능한 사례가 2사례 있었다. 나머지 사례에

서는 외부로부터 운반수단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하여 물

품의 반입, 반출작업 시 힘이 들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외부출입구에서 창고용부속사의 출입구에 운반

수단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창고용부속사와 본채가 인접

하거나 동일한 지붕아래에 계획된다면 직접 무거운 물품

을 운반하는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기상조건

에 상관없이 각 공간으로 물품을 이동할 수 있어 결과적

으로 고령자에게 편리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창고용부속사는 본채와 외부공간에서 접근

하는 동선의 편리성과 거주자들의 익숙한 공간사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창고용부속사의 면적은 대지위에 계획된 것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출입문이 달린 창고는 14∼64m² 면적의 범

위에 이르러 그 면적이 사례마다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밖에 축사, 헛간, 비닐하우스를 포함할 경우

에는 면적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몇몇 사례에

서는 작업하는 농지 근처에 있어 측정이 불가하여 본 연

구에서는 창고 이외의 면적은 제외하였다.

3.4. 창고용부속사 내부 계획 분석

(1) 수납계획

각 사례는 평균 2.4개 이상의 창고용부속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종생활도구, 곡류, 농산물, 비료, 농약, 농사

관련비품, 농기구, 농기계, 사용하지 않는 살림살이, 잡동

사니 등의 보관 및 곡식 건조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창고용부속사가 단일 공간일 경우에 다양한 종류의 물

품을 함께 보관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몇몇 사례에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 보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보관 방식을 위하여 창고를 2∼4개의 칸으로 분

리하여 계획하고 있었으며 물품은 주로 곡식·잡곡류, 살

림살이·생활도구, 농약, 농기구·비료 등으로 구분하여 보

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일공간의 창고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함께 보관하고 있어 안전의 문제와 보관

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거주자 인터뷰에서

도 창고가 칸으로 분리되는 것이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

문에 분리계획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사례5, 10). 박

광범 외(2014)16)는 농약과 농산물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

한 창고 공간에 보관할 경우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창고는 물품을 종류별, 용도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표 5>의 사례

1, 6과 같이 정리는 잘 되어 있으나 단지 물품을 쌓아놓

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례3은 선반을 설치하여

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공간을 효율

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사례 2, 4, 11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물품을 분류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물품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로 창고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보관 방식은 찾고자하는 물품에

대한 시각적 접근성도 매우 낮으며 물품을 찾기 위해 과

도한 노동이 요구된다. 고령자의 경우에 자연스런 노화

의 과정으로서 기억력 저하, 시력 약화, 근력 감소 등의

변화를 겪게 되므로17) 이와 같은 보관방식은 고령자의

신체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작업을 초래하게 된다.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는 축사와 헛간은 비료, 농약, 농

자재, 농기계 등 농사관련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나 비교

적 큰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사례가 많으며 밀폐되지 않

은 공간이므로 보관하는 물품의 종류에 한계가 있었으며

체계적인 수납을 위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았고 비교적

많은 공간을 비워 두고 있었다.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는 나무, 지주대 등을 보관하거나 고추 또는

야채를 말리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창

고

수

납

수납

양호

사례

1 3 6

수납

불량

사례

2 4 11

창고외

부속사

수납

축사 헛간 비닐하우스

<표 5> 창고용부속사 수납현황

(2) 창고 출입구

사례의 창고 출입문의 재질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16) 박광범·김태익, op. cit., p.57

17) 김영주, 특수계층과 주거, 초판,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4.10,

pp.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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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례 사진

외여닫이

출입문

90 x 180 (cm) 85 x 210 80 x 170 85 x 180

90 x 210 90 x 210 90 x 200

Ÿ 외여닫이문 설치-출입구의 협소한 폭

Ÿ 높은 문턱- 출입의 어려움

Ÿ 창고 전면의 협소한 공간- 차량의 접근성이 나쁨

쌍여닫이

출입문

180 x 210(cm) 180 x 210 180 x 200

180 x 210 180 x 210 170 x 200

Ÿ 쌍여닫이문 설치- 넓은 출입구의 폭을 확보

Ÿ 창고 전면의 넓은 공간으로 차에 대한 접근성이 좋음

조명

Ÿ 어두운 실내

Ÿ 눈부심을 유발하는 조명

환기

및 통풍

곰팡이 핀 사례 창에 먼지 쌓임 적극적 환기 시도

<표 6> 창고용부속사(창고) 내부계획 분석같이 목재, 철재,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철

재문을 사용하고 있었다. 문의 종류는 외여닫이문과 쌍

여닫이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외여닫이문이 8사례18)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문의 형태는 유리를 끼운 문과

패널문의 형태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플러시문

(flush door)의 형태를 사용하였다. 문의 열림 방향은 외

여닫이 문일 경우에 모든 사례에서 오른손잡이에게 유리

하도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리도록 되어있었으며 쌍

여닫이문은 양쪽방향으로 열림이 가능하여 모두 사용하

기가 편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창고용부속사의 출입문은

대부분 문턱이 10cm 이상으로 계획되어있어 출입 시에

위험 할뿐만 아니라 물품을 운반하는 경우 물품의 무게

와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단차를 인지하지 못해 낙상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출입문의 치수는 <표 6>과 같으며 쌍여닫이문을 설치

하여 출입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 사례도 있으나

80∼90cm사이의 외여닫이문의 형태를 제공한 사례가 더

많아서 고령자가 물건을 들고 드나들기가 불편하였다. 7

개의 사례에서는 협소한 마당의 크기와 창고의 위치로

인해서 트럭이나 경운기가 창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물

품 운반에 힘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황조사에서 나타

나는 창고의 높은 문턱 높이, 충분하지 않은 출입문의

폭, 창고 앞의 협소한 공간 등은 고령자가 창고를 사용

하기에 매우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3) 조명

<표 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사례 창고에

서는 백열등 1개, 형광등 1개가 직접조명 방식으로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있어 눈부심 현상(glare)이 발생되고 있

었다. 또한 창고 구석에 놓인 물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명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조명을 등지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에 그림자를 생성시켜서 어두움을 강화시키는 경

향이 나타났다. 고령자는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젊은 사

람보다 높은 조도를 요구하여 60세의 경우 20대보다 3배

의 조도를 요구하고 눈부심에 대한 민감도도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 창고의 내벽은 3개 사례를 제외하고는

시멘트 색이 그대로 드러나 내부 공간을 더욱 어둡게 만

들었다. 실내 마감재가 어두운 경우 상호반사가 많지 않

아서 밝기의 대비가 높아지며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19)

따라서 노화된 시력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밝기를 얻

기 어렵기 때문에 창고 내부에 추가 조명과 배플(baffle)

등을 설치하여 어두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눈부심 현

상을 없애며 균일한 조도를 제공할 수 있는 조명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8) 7개 사례에서 외여닫이문을 사용하고 1개 사례에서 외여닫이와 쌍

여닫이가 모두 사용됨.

19) 게리고든, 디자이너를 위한 실내조명디자인, 백지혜 외 1인 역, 초

판, 교문사, 2013.8, p.32

(4) 환기 및 통풍

창고는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이지만 특히 농촌

에서는 곡식류를 포함하는 농산물을 보관하는 장소이므

로 원활한 환기 및 통풍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본 사례에서는 1개의 사례에서만 두 짝 미세기창을 마주

보는 벽에 각각 설치하여 환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례를 제외한 11개의 사례

에서는 한쪽 벽의 윗부분에만 작은 규모의 두 짝 미세기

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4개 사례에서는 창고내부로 진입

했을 때 습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표 6>의 사례와 같

이 벽 전체에 곰팡이가 핀 사례도 있었다. 곰팡이는 마

감재 또는 구조체의 결로로 인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농촌의 창고용부속사에는 다양한 물품이 보관되고

있으며 특히 농사활동에 의해서 곡식 및 채소류 등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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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고 있으므로 내부에 결로 및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

록 환기 및 통풍을 이용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주택 건설 시부터 적절한 단열재 시공을 통해

서 벽체의 결로를 방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내부공간과 근접하도록 구획된 벽체의 경우는 온도의 차

가 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벽체의 단열에 주의

해야 할 것이다.

3.5. 창고용부속사에 관한 거주자조사 내용

창고용부속사20) 공간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현재 규

모에 대한 만족수준,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 사례

주택의 고령거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

다. 창고용부속사 공간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든 사례 거

주자는 농사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를 통해 농사활동에 종사하는 거주자들에게 창고역할

을 하는 부속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창고용부속사 계획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창고용부속사에 대한 거주자 인터뷰결과 도출된 의견

을 종합하면 <표 7>과 같다. 현재 창고용부속사의 규모

즉, 크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으

나 “창고는 아무리 많아도 쓰임이 많다”는 응답을 하여

많을수록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규모에 대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거주자는 3개의 사례

에서 나타났으나 그 내용은 면적측면에서의 규모 확대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창고의 개수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1개의 넓은 창고 공간보다는 여러 개의 창고가 계획되거

나 창고가 여러 칸으로 분리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본 연구의 사례 창고의 내

부 현황조사에서 2∼4개의 칸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

는 거주자가 있는 것과 일치한다. 주택 근처에 창고 개

수가 부족한 경우에 대지 밖이나 농토 근처에 창고가 있

어 같이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창고 개수를 보완하고 있

다는 응답도 있었다.

창고 배치에 관해서는 창고가 본채와 인접하거나 바로

연결되기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것은 고령에 의

한 체력저하로 무거운 물건을 주택 본채 또는 창고로 옮

길 때 어려움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특히 비가 올 경우에

도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창고를 사용하고 싶어 하였

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에서 고령자의 활동을 지원하기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창고 공간 출입에 관해서는 출입문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다. 출입문이 외여닫이문일 경우 폭이 좁아서 물건

20) 인터뷰조사에서 창고용부속사에 관한 질문은 본래의 용도를 고려

하여 사례 주택의 창고만을 대상으로 진행됨.

을 들고 드나들기 불편하여 쌍여닫이문, 쌍미닫이문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사례 7, 8의 거주자는 “비료를 한

꺼번에 구입할 때나 곡식이 담긴 자루를 반출할 때 트럭

의 진입이 어려워 힘들다”는 응답이 있어서 물건을 싣고

나르기 쉽도록 경운기 또는 트럭이 창고 입구까지 접근

할 수 있는 공간 계획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거주자들

이 고령이지만 대부분의 가구에서 차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거주자가 소유한 차량, 경운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반입, 반출하고 있었다.

창고 내부계획에 관해서는 창고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납계획에 대한 요구가 많

았고 적절한 선반이 설치되지 않아서 공간 사용의 효율

성이 낮다는 응답을 하였다. 현황조사에서도 거주자가

선반을 설치한 사례의 경우에 비교적 공간 활용과 수납

정리 측면에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맥락

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수납물품의 종류와 크기를

고려하고 고령자의 신체치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선반을 설치하고 선반들 사이의 사용자의 활동공간을 제

공하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창고 규모에

대한 만족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넓은 면적의 단일 창

고보다는 물품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여

물품을 보관함으로써 수납의 효율성, 안전성 등이 확보

된 창고계획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환기 및 통풍에 관해서는 한 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거

주자들이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현장조사에서 벽체에

곰팡이가 생긴 사례를 포함하여 4개 사례에서 출입문을

열었을 때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으나 거주자는 환기

및 통풍이 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조명에 대해서는 창고에 드나들 때 짧은 시간 동안 전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지만 구

석에 놓여있는 물품을 꺼내거나 적재한 경우 아래쪽에

놓인 물품을 찾거나 물품이 놓인 장소를 몰라서 찾을 때

에는 내부공간이 어둡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창고 내부에 어두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눈부심 현상

을 없애고 균일한 조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명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사례에서 거주자들은 창고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창고의 배치, 창고의

분리 유무에 대해서는 관심과 요구가 많았으나 창고의

조명, 환기 및 통풍에 대해서는 불만이 별로 없었다. 이

것은 거주자들이 창고를 사용하는 방식, 물품을 수납하

는 방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의 거

주자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수납하느냐하는

것이 내부 환경보다는 큰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창

고는 농사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가구에게 충분하게 그

리고 공간사용행태를 반영하여 편리하고 신체적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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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항목 인터뷰 내용

창고용부속사의

필요성

Ÿ 모든 사례의 응답자가 창고용부속사는 반드시 필요하

다고 응답함

창고용부속사

규모에 대한 만족도

Ÿ 9개의 사례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개의 사례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Ÿ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창고의 면적보다 창고의 개수가

적은 것과 창고가 칸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

만족이 컸음

Ÿ 본채 근처의 2개 창고로는 부족하지만 대지 밖의 외부

창고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있음

창고용

부속사에

대한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배치

Ÿ 창고를 본채 가까이에 배치하여 다용도실(곡식 및 채소

저장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싶음

Ÿ 창고가 본채에 가깝게 배치되면 좋겠음

Ÿ 창고까지 거리가 멀어서 비가 오면 창고를 이용하기가

불편함

Ÿ 창고와 주택이 직접 연결되거나 인접하도록 배치되면

좋겠음

출입구

Ÿ 물건을 옮기기 쉽도록 창고 출입구가 넓으면 좋겠음

Ÿ 짐을 싣고 내리기 쉽도록 트럭, 경운기가 창고 출입문

까지 들어 올 수 있으면 좋겠음.

Ÿ 출입문이 두 짝으로 설치되면 좋겠음

Ÿ 창고 진입부에 문턱이 낮거나 없으면 좋겠음. 물건을

옮길 때 발이 걸린 적이 있음

내부

계획

Ÿ 창고 내부가 수납이 쉽도록 계획되면 좋겠음

Ÿ 선반이 없어서 수납이 어려우며 물건을 자꾸 쌓아두게

되어 찾거나 꺼낼 때 힘이 듦

Ÿ 창고가 여러 개의 칸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좋겠음

환기
Ÿ 창고에 습기가 차거나 곰팡이 생김

Ÿ 별 불만이 없음

조명

Ÿ 물건을 찾을 때 내부가 어두워 불편함

Ÿ 중앙부분은 밝지만 그 외 부분은 어두워 밝고 어두움

의 차이가 큼

Ÿ 등을 쳐다 볼 때 눈이 부심

<표 7> 창고용부속사에 관한 거주자 인터뷰 내용

4. 현황조사 및 거주자인터뷰조사 결과에

근거한 창고용부속사 예시도면

현황조사에서 파악된 결과와 거주자의 요구사항에 근

거하여 농촌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자가 거주하

는 주택의 창고용부속사 평면을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

다. 예시도면은 25평(82m²) 고령자 주택을 기준으로 하

며 주택 대지에 계획되는 창고를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현황조사에서는 주택이 위치한 대지를 벗어난 곳에 설치

되어 있는 창고용부속사가 있었으나 본 예시도면은 고령

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계획하고자 한 것이므로 주

택이 계획된 대지만으로 한정하여 창고를 계획하고자하

며 축사 또는 비닐하우스도 현황조사에서 창고용부속사

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본래의 용도에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시도면에서는 창고만으로 한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예시도면은 <표 8>과 같다.

현황조사에 따르면 사례 주택의 창고는 2∼4개로 분리

된 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거주자 요구조사에서 칸으로

분리된 창고를 선호하며 2개의 창고로는 부족하다는 등

의 응답이 있어서 창고 평면 예시에서는 3개의 칸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창고개수는 거주

자의 요구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 창고 유형은 창고

를 완벽하게 3개로 분리한 채로 사용하는 고정형 창고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공간 분리 및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창고로 제시하였다. 가변형은 3개의 공간으

로 활용하는 가변형 1과 크기가 다른 2개의 공간으로 활

용하는 가변형 2로 제시하였다. 현황조사에서 나타난 것

과 같이 수납물품들을 쌓아 올려 두는 방식으로 수납함

으로써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령자가 물품을

찾거나 꺼낼 때 과중한 힘이 요구됨으로 내부공간에 선

반을 배치하여 수납 시에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고 출입구는 일반적인 외여닫이문보다 더 넓은 폭을

확보하여 드나듦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창고 건물에 화

장실도 설치하여 작업 중에 고령자들의 빈뇨 문제를 해

결하기 용이하도록 하였고 수전도 설치하여 작업 중에

또는 외부작업에서 돌아왔을 때 씻기 쉽도록 하였다.

창고를 본채와 연결하는 방식은 본채와 창고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본채와 인접 배치하는 방식을 제시하였

다. 요구사항 조사에서 창고를 이용할 때 눈·비와 같은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있었으

며 본채와 직접 연결되거나 가능한 한 인접한 것을 선호

하였다. <표 8>의 본채와 창고가 직접 연결되는 예시도

면에서는 창고의 수납 물품을 본채로 옮겨와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창고의 전면에는 넓은 공간을 계획하여 트럭이나 경운기

와 같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고 전면

공간에 지붕을 만들어 눈·비가 오더라도 물품을 싣고 내

리기에 편리하도록 계획하였다.

본채와 인접한 창고계획은 현황조사에서 이미 가장 많

은 고령자 주택 사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ㄱ자형 창고 배

치 특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현재의 거주자들은

주택 대지위에 창고의 출입문이 본채를 향하는 배치방식

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익숙해져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간

배치방식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러나 사례 주택과 달리 창고의 출입문 앞에 충분한 공간

을 제공하여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또

한 다용도실과 창고를 일직선으로 배치하고 출입문을 마

주보게 배치함으로써 창고에서 본채로의 물품의 접근성

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창고전면의 공간위로 지붕을 설치

하여 눈·비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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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유형

고

정

형

가

변

형

1

가

변

형

2

본채와 창고와의 연결 관계

직접

연결

인접

배치

<표 8> 농촌 고령자용 주택 창고용부속사 예시도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21)에서 농사를 짓는 고령자를 위한 농업

가구형 평면에서는 획일적으로 1개의 창고만이 계획되어

있다.22) 이러한 표준 설계도는 추후에 고령자의 생산활

동의 특성과 창고사용방식의 특성을 반영할 것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농촌 지역의 초고령화 진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농촌 고령자들의 자립적인 생산활동 참여를 지원

하기위한 주거환경 계획의 일환으로 농사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창고용부속사 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된

계획지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장조사와 거주자 인터

뷰를 이용하여 도출된 계획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고령자 주택의 창고용부속사는 3개 이상의

칸으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하여 보관 물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창고용부속사는 본채와 인접하도록 배치하여 접

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본채

와 직접 연결하는 계획도 고려하여 최대한 동선을 줄이

고 날씨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례 주택의 대부분의 고령 거주자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창고용부속사 전면

에 넓은 공간을 계획하여 창고용 부속사의 물품 반입과

반출이 용이하도록 운반수단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물건

운반으로 인한 고령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한다.

넷째, 창고용부속사 내부에 선반과 같은 수납시설을

계획하여 수납물품의 보관 및 이동 등, 관리를 보다 수

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노화된 신체적 특성

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창고의 출입문은 쌍여닫이문을 계획하거나 일

반적인 외여닫이문보다 넓은 폭을 확보하고 문턱을 제거

하여 드나듦이 용이하도록 한다. 문턱을 계획하더라도

외부바닥과 문턱은 1.5cm 이하23)로 하고 문턱 양면에 경

사판을 설치하여 단차를 줄이도록 한다. 조명은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조명방식은 피하고 노화된

시력을 보완하기 위해 충분하고 균일한 조도를 제공하도

록 한다.

본 연구는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농촌주

택의 창고용부속사를 현장조사하고 고령거주자를 인터뷰

한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이므로 농촌 고령자주택의

표준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

구결과는 충청도 지역 농촌고령자주택의 창고용부속사만

을 대상으로 도출된 것이므로 모든 농촌고령자주택으로

21) http://www.welchon.com

22) 이윤재, op. cit., p.129

23)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노인환경디자인, 초판, 기문당, 2008,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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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향후 타 지역 사례를

추가 조사하여 일반화된 자료로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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