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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to furnish the data for the study of invigorating communities of various ages including old people

living alone. Furthermore, it seems that the laddering method and kj method can be useful for the study of

various attitude survey. This study attempted to extract necessary factors for space for community behavior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using laddering survey method and KJ rule on a sample of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in three different rental housings. The keywords that were drawn from the perception survey through

laddering were divided into small, middle and large classification using KJ rule. Mostly identical keywords were

extracted in the three complexes, implying that there is no difference of perception among the three complexes in

this survey. According to the large classification where KJ rule was applied, there were six necessary factors for

space for community activity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rental housing including spatial consideration,

communication, resting space, nature-friendliness, health promotion and Secure identity, which were the same for

all of the three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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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증가는 세계의 어느 나라와도 비

교 할 수 없이 속히 진행되고 있어 사회 반에 걸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속한 노인인구증가

추이에서도 특히 독거노인가구의 증가가 가장 뚜렷이 나

타나고 있다. 독거노인은 2004년의 20.6%에서 2009년

20.1%로 증가하 다(보건복지부, 2014). 한 2014년 통

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서는 독거노인가구는 2010년 102

만 가구에서 2020년 151만 가구, 2030년 234만가구로

증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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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4년도(사) 한국주거복지포럼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주생활에도 향을 미쳐, 홀로 시신이 되어 발견된 노인

의 안타까운 소식이 해지는가 하면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에 이르는 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독거노인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한 인식과 정비는 부족한 실정이며, 실제

로도 독거노인 일정 부분은 자녀, 친구, 단체 활동 참

여의 수 이 낮다고 한다.1)

한편, 임 주택단지의 독거노인의 비율은 일반주택단

지에 비해 높다.2) 건강상태나 경제수 한 낮다고 인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독거노인 일정부분은 자

녀와의 에서 69.5%가 주 1회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8.6%는

3개월에 1회 이하로 자녀와의 정도에 있어 편차가 크며, 친

구와의 은 41.0%가 친한 친구가 없고 16.9%는 1명에 불

과하다고 함. 한 단체활동참여는 36.0%가 주 2회 이상이지만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25.8%에 달하고 있어 자녀와의 도

가 낮은 노인, 친한 친구가 은 노인, 단체 활동이 없는 독거노인

의 사회 소외가능성이 높다고 함. 2011

2) 안기한, 2012년 5월말 기 으로 LH의 건설임 주택( 구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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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많아 사회 으로 소외감을 느끼

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소외감

을 최소화하기 해 다양한 세 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

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독거노인을 사회의 별개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포함시

켜 이들이 주로 개인공간에 제한되어 생활했던 과거의

환경과는 달리 망설임 없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커뮤니

티를 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 주택단지 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공간에 한 의식을 악하여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의 계획 필요요소를 도출하 고 앞으로의 방향성

을 제안하 다. 한 연구방법으로 사진을 이용한

laddering3) 조사방법과 KJ법4)의 분류방법을 용하여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KJ법의 보완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세 의 커뮤니

티 활성화 연구방법의 제안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laddering조사방법과 KJ법에 의한 분류 방법은 다양한

의식조사 연구의 정보가 될 것으로 본다.

1.2.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3개의 임 주택단지의 독거노인을 상으

로 사진을 이용한 laddering 이미지 조사와 KJ법의 분류

를 용하 다. 조사방법과 흐름은 표1에 정리하고 있다.

첫째, 련문헌조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어왔던 노인

들의 커뮤니티에 련한 연구와 독거노인을 다루고 있는

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이론 틀을 구성하고 있으

며, KJ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KJ법의 이해를

돕고 있다.

둘째, 3개의 임 주택단지를 상으로 노인들의 커뮤

니티행 의 발생 장소를 조사자가 지답사를 통해 악

하고 동시에 단지별로 리소장의 정보 제공과 장 안

내를 받아 27장의 사진을 어서(2014.08.15.∼2014.08.20.)

이미지조사도구로 사용하 다. 임 주택단지 독거노인에

게 장조사에서 은 노인의 커뮤니티 발생장소의 사진

을 보여주고 떠오르는 이미지에 하여 질문하 다. 노

인의 특성상 특정 질문에 답을 어려워하고 질문을 던졌

을 때 질문에 핵심을 잘 이해 못하여 다른 이야기를 많

이 늘어놓는 것을 보완하기 해 짧고 정확한 답을 구

임 ,50년공공임 ) 516,235호 거주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 는 약 9%로 46,339인이 거주하고 있음. 임 주택 유형별 독거

노인 거주세 로는 구임 27,348세 (19.2%),국민임 17,305세

(4.9%),50년 공공임 1,686세 (6.9%)순으로 나타남. 2013

3) laddering: 인간이 어떤 것에 한 평가를 내릴 때 어떤 의식에서

평가되고 있는지 잠재 이유를 악하기 한 평가그리드법의 방

법론 도출방식으로 피험자의 정서 , 심리 인 의식에 근 하기

해 ladder-up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4) KJ법은 문화 인류학자인 가와키타지로 (도쿄 공업 학 명 교

수)가 데이터를 집계하기 해 고안 한 방법이며, KJ법은 고안자

의 이니셜을 따서 명명한 것임.

1) 조사도구를

한 장조사

임 주택단지 3개단지를 방문하여 노인이 커뮤니티행 를 하고

있는 장소의 사진 었으며, 이 사진을 이용하여 laddering 조

사를 한 조사 도구를 만듦

2) laddering조사

조사 상인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커뮤니티행 가 발생

할 수 있는 장소 사진을 보여주고 이미지에 한 느낌을 질문

하여 더 이상의 상 이미지가 없을 때까지 질문하여 커뮤니티

행 를 한 공간에 한 그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함

3) KJ법을 통한

분류

사진 인터뷰 자료에서 언 된 키워드를 비슷한 키워드끼리 그

룹핑(분류)하여 커뮤니티를 한 장소에 한 필요요소를 3단계

(소분류, 분류, 분류)에 걸쳐 도출함

<표 1> 본 연구 조사 과정의 흐름

하기 해 사진을 매개채로 이용하 다.

셋째, 임 주택단지 독거노인을 상으로 커뮤니티행

의 발생 장소 사진을 보여주고 ladder up방식으로 인

터뷰조사(2014.08.25.∼2014.09.03.)를 실시하 다.

ladder up방식의 인터뷰는 더 이상의 상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질문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내 인

생각을 이끌어 내고 보다 많은 키워드를 도출하기 해

도입하 다.

넷째, 사진을 이용한 인터뷰(laddering) 언 된 키

워드를 비슷한 키워드끼리 그룹핑하는 방식으로 소분류,

분류, 분류(사진1) 하여 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의 필요요소를 도출(2014.09.08∼ 2014.10.17)하

다. 분류방법은 KJ법을 이용하 다.

<사진 1> KJ법에 의한 분류의 일부

KJ법은 각각의 구성 연구원이 토론과 견해에 의해 분류

작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 인 연

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독거노인

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에 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근하는 것에 그 목 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독거

노인의 의견을 연구자가 하나하나 되짚어 가며 서로의 의

견을 교환하면서 독거노인이 커뮤니티를 한 공간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에 하여

구체 으로 연구자 자신도 공부를 하면서 독거노인의 의

견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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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J법에 의한 임 주택단지 독거노인의 커뮤니티를 한

공간의 필요요소 도출 과정

2. 선행연구의 고찰

2.1. 노인의 커뮤니티와 련 된 선행연구

노인들의 커뮤니티와 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커

뮤니티시설과 환경에 하여 이용특성과 만족도, 의식에

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우선 강선주(2012)는 국민

임 주택 거주자의 수요특성 커뮤니티시설 설치기

의 법제 변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용 황을

악함으로써 련 법규 설계지침에 한 내용의 실효

성 검토와 거주자의 특성에 맞는 국민임 주택 커뮤니티

시설 설치기 개선방향을 제시하 고, 박정은(2012)은

주시내 구임 주택 사례를 심으로 입주자들의 임

주택 커뮤니티 시설의 배치 만족도 특성 커뮤니티

시설 로그램을 유형화 하 다. 이어 홍천기(2007)는 고

령화에 따른 커뮤니티 공간에 한 요구를 지원할 수 있

는 고령화친화 인 아 트 커뮤니티 공간계획을 한 방

안을 모색하 으며, 정소원(2007)은 아 트 단지 커뮤니

티 공간에 한 거주자들의 의식과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공간별 만족도와 계획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악하여 차

후 거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계획에

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시하 다. 한 임은정(2006)은

비 노인층을 상으로 재 주민공유공간의 이용실태

를 악하고 공유공간에 한 요구도를 분석하여 미래의

주민공유공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민경

(2006)은 노인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병고와

고독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바람직하고 실 으로 타

당한 모델을 제안하고 지속 이고 사회 상호작용을 통

한 교류 증 를 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계획하여 능동

인 사회참여를 한 계획 지침을 마련하 다. 이처럼

기존의 커뮤니티와 련 된 연구는 노인과 비노인을

상으로 커뮤니티 시설의 특성과 실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과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에 을 두어 이들을 상으로

커뮤니티 의식이나 행 그리고 커뮤니티 행 공간 등

에 해 연구 된 바는 아직 많지 않으며, 방법 한 인

터뷰와 설문조사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

주택단지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공간에 한 의식을

악하여 독거노인의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안을 제시하

고, ladder up방식의 인터뷰 조사와 KJ법을 이용한 새로

운 분석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2.2. KJ법에 련 된 선행연구

KJ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는 주로 건축과 경 분야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선행연구의 고찰은

주로 건축 분야를 다루고 있다.

건축분야에서의 KJ법은 건축론이나 건축가가 건축물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의 의도와 의식 등을 알아보기 해

도입하고 있다. 한 건축계획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이

나 사고를 분석하기 한 집계과정으로 쓰여 지고 있다.

吉見周平외(2009)는 의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하

는 표 메디아인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고층건축의 사회 이미지를 KJ법에 의해 고

찰하여 최근에 다가올수록 건축가는 건축 의의뿐만 아

니라 도시에 이르기까지 그 사고의 범 를 넓히고 있으며,

사회에 있어서 상업과 자본 이미지와의 련이 시되고

있다고 하 다. 한 澤秀俊 외(2009)는 일본의 건축

가에 의해 개발된 건축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품의 설계론

을 자료로 하여 건축가가 건축요소를 개발한 근거를 “생

산 시스템의 제안”, “표 화/규격의 창출”, “ 기술과 문

화의 통합”, “건축 성능의 확장”, “소재특성의 확장”, “공간

이미지의 실 ”, “공간의 구성 조작”, “외부환경과의

응”의 8개의 키워드로 분류하여 건축요소를 개발하는 자

체가 설계의 심 주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 다. 이어

佐久間護(2013)는 역 장의 쾌 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녹화기법 제안에 하여 KJ법을 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상 악과 본질추구를 한 토론회의에서 녹화를 도입

할 시에는 유지 보수를 포함한 총 비용의 악과 컨셉 만

들기가 요하다고 인식하 고 본질추구의 토론 결과에서

는 녹화 도입의 실시자가 녹화를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는 것과 녹화를 실시하는 계자들이 모두 납득 한 곳에

서 아름다운 녹화를 실시하는 것 등의 9개 항목의 이상형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최희원(2012)은 일본의 비수요층을

상으로 고령자시설 입소 후에 한 의식 조사를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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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laddering조사방법과 KJ법을 용한 분류를 통해

입소 후 생활상의 필요요소를 도출하 다. 본 연구는 최희

원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진을 이용한 laddering조사방법과

KJ법을 이용한 분류를 용시켜 임 주택단지 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의 필요요소를 도출하고 있다.

3. 조사 결과

3.1. 임 주택단지 노인의 커뮤니티행 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

커뮤니티행 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는 조사원이 임

주택단지를 방문하여 노인들이 있는 장소를 사진으로

었으며, 그 곳에서 어떠한 행 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한 왜 그곳이 커뮤니티행 발생 장소가 되었

는지 검토하 다.

상단지는 구임 주택단지 2곳과 국민임 주택단지

1곳이다. 구임 주택단지 A단지는 1991년, B단지는

1995년에 건설된 오래된 단지이다. 한 국민임 주택단

지 C는 고령자 용임 주택 2개의 동과 일반임 주택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는 2011년에 시작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고령자 용임 주택 2개의 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조사 상으로 하고 있다. 각 단지의 독거비

율은 A단지가 448세 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B단

지가 878세 로 38.21%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 노인독

거비율은 A단지가 270세 로 2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B단지가 468세 로 20.37%, C단지가 35세 (20.96%)를

차지하여 3단지 모두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 주택단지노인의 커뮤니티행 가 발생하고 있는 장

소는 <표 2>와 같다.

A단지는 경로당(사진 1), 주민운동시설공간(사진 2, 3),

개인텃밭(사진 4), 어린이 놀이터(사진 5), 자연 으로 발

생한 장소(사진 6, 7, 8, 9, 10) 등 이었다. 이 단지는 외

부 환경을 개선하기 해 벽화그리기(사진 9, 10), 기둥

칠하기(사진 7) 등 단지 내 환경 개선을 실행한 곳으로

조사원이 A단지를 방문했을 때는 벽화가 그려있는 곳에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함께 담소를 나 고 있는 모습들

이 보 다. 벽화가 그려있는 장소는 1층의 주출입구의

테라스(사진 9, 10)로 아래층의 발코니가 햇볕을 가려주

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 동에 사는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모여 커뮤니티행 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단지 내의 주민운동시설공간과 어린이

놀이터에서 커뮤니티행 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운동하는

사람과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외에 노인

들이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모이면서 자연 으로 발생한

모임장소(사진 6, 7, 8)는 주로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의자

가 놓여 있는 곳을 선택하고 있었다.

B단지 노인의 커뮤니티행 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로

는 어린이 놀이터(사진 11, 18), 정자(사진 12), 산책길(사

진 13), 공용텃밭(사진 14), 복지 2층 카페(사진 15,

16), 교육을 한 공간(사진 17), 주민운동시설공간(사진

19), 자연 으로 발생한 모임 장소(사진 20) 등으로 나타

났다. 산책길(사진 13)은 노인들이 걷기에 좋은 평지로

길 양 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몇몇 노인들이 산책

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B단지 주민운동시설

공간(사진 19)도 다른 단지와 마찬가지로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보거나 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산책길 의 정자(사진 12)는 노인이 선호하

고 있는 장소로 지붕이 있어 그늘이 지며, 앉아서 놀기

에 합하다고 한다. 복지 2층에 마련되어 있는 카페

(사진 15, 16)는 이용하는 노인이 소수 으며, 이는 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 노인들이 근하기가

꺼려진다고 한다. 오히려 복지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

아 커피 자동 매기를 이용 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았으

며, 그 이유는 커피를 싸게 마실 수 있고, 앉아서 이야기

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한다. 공용텃밭(사진 14)은 신청한

노인들만 한정 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C단지노인의 커뮤니티행 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는

복지 (사진 21), 어린이놀이터(사진 22), 소공원(사진 23,

24), 경로당 출입구(사진 25), 사활동을 한 비실(사

진 26, 27) 등 이었다. 이 단지는 외부시설이 다른 단지

에 비해 어 노인의 커뮤니티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

한 었다. 복지 은 2층에 치하고 있었고 규모는 작

았지만 많은 노인들이 모여 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었

다. 어린이 놀이터(사진 22)와 소공원의 정자(사진 23)는

다른 단지와 동일하게 앉아서 쉬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사활동을 한 비실(사진 26, 27)은 노인들의

사활동과 학습을 할 때 이용한다고 한다. 한 복지

출입구(사진 25)에는 노인들의 유모차가 을 지어 놓여

있으며, 이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A, B, C 임 주택단지노인의 커뮤니티행 가 발생하

고 있는 장소는 앉을 수 있는 장소와 그늘이 진 장소,

나무가 있는 장소 등 이 다.

3.2. 임 주택단지 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공간에

한 이미지 조사

조사 상은 구임 주택단지가 각각 14명, 17명이며,

국민임 주택단지의 고령자 용임 주택이 16명으로 총

47명의 독거노인이다. 이들을 상으로 커뮤니티행 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 사진 27장을 보여주고 어떠한 이미

지가 떠오르는지에 해 질문하 고 더 이상 상 이미

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 다.(ladder up 방식

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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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조사 상 단지의 커뮤니티행 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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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상의 개요

<표 3>은 각 단지의 조사 상자의 개인 특성과 특

이사항에 해 정리한 것이다. A단지의 조사 상자는 몸

이 불편하여 홈닥터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을 상

으로 하고 있다. 연령 도 비교 높고 소득이 낮은 노

인들이며, 독거기간은 매우 길고, 그 에는 60년 이상

독거생활을 한 노인도 4명이나 있으며, 몸이 불편하여

집안에서의 생활시간이 긴 노인도 8명이나 되었다. B단

지의 조사 상자 한 소득이 낮고 독거기간은 A단지

에 비해 짧으나, 이 곳 역시 거동이 불편하여 집안에서

의 생활을 주로 하는 노인이 8명이었다. A단지와 B단지

는 최 소득층의 주거로 경제 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많

아 기 수 자가 많았다. 한 신체 으로 몸이 불편하

여 주로 집안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 으로 어려워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 해 둔 것이 장애로 이어진 사례가 많

았다는 것을 인터뷰 조사에서 알 수 있었다. C단지의 조

사 상자는 A단지와 B단지와는 달리 신체 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많았다. 독거기간도 다른 단지에 비해 짧은 노

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 도 70 가 많았다.

이 단지는 국민임 주택으로 소득 1-4분 계층을 한

주거안정을 목 으로 건설되어 구임 주택보다는 다소

경제 으로 안정된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경제 조건과 신체 조건의 차이가 있는 구

임 주택단지와 국민임 주택단지 독거노인의 커뮤니티

행 를 한 공간에 한 의식차이를 검토하고자 하 다.

(2) laddering에 의한 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

간의 이미지 조사 과정

임 주택단지노인의 커뮤니티행 가 발생하고 있는 장

소사진27장5)을 이용하여 ladder up 방식으로 독거노인에

게 인터뷰조사를 실시하 다. <그림 2>의 단지외부공간<표

2의 사진 4, 6, 12, 13, 14>과 <그림 3>의 주민운동시설공간

<표 2의 사진 2, 3, 19>을 더 이상의 상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문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와 <그림 3>은 A단지 독거노인의 단지외부공

간과 주민운동시설공간의 하 이미지에서 상 이미지의 내용

을 통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외사진의 장소도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 다. 화살표의 방향은 하

이미지에서 상 이미지로 가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단지 독거노인의 단지외부공간의 이미지는 ladder up

해 감에 따라 처음에는 사진속의 사물과 느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다음은 마음의 편안함, 사람들과의 교류,

아이들과의 교류에 한 의식이 커졌고, 그 후 건강, 즐거

움, 외로움의 해소 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A단지 10장의 사진, B단지 10장의 사진, C단지7장의 사진을 합친

27장의 사진

단지 성별 연령 독거
기간

평형 특이사항

A
단지
(14명)

여성 89세 70년 13평 같은 동 친구와 복지 동행, 이야기 등을 함

여성 81세 4년 10평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로그램 활동을 하
지 못함

여성 87세 60년 10평 이웃과 집에서 이야기 함

여성 77세 30년 10평 복지도우미가 방문함

여성 89세 50년 13평 주로 집안에서 생활함

여성 90세 38년 13평 주로 집안에서 친구와 이야기 함

여성 74세 30년 13평 허리가 아 서 아무데도 못 감

여성 84세 39년 13평

여성 84세 39년 12평 이웃과의 교류가 없음
과거 이웃에게 좋지 않은 경험이 있음

여성 89세 60년 12평 종교(성당) 활동이 많음

여성 91세 70년 12평
외부 교류가 없음
27세에 혼자 북에서 내려옴

여성 88세 18년 12평 교회 활동 왕성함

여성 79세 50년 12평 수술을 많이 해서 거동 불편

여성 82세 63년 12평

B
단지
(17명)

여성 74세 11년 10평 경로당에서 화투를 자주 침

여성 81세 11년 10평 주로 집안에서 지냄

여성 67세 7년 10평 사활동을 함

여성 83세 35년 10평 딸이 밥을 해 옴

여성 68세 24년 10평 주변 공원에 자주 감

여성 66세 4년 10평 복지 에 물리치료 감

여성 92세 30년 10평 복지 과 리소 정자 자주 감

여성 80세 11년 10평

여성 74세 30년 12평 다리가 불편하고 성당에 다님

여성 83세 2년 10평 2년 까지 손자 키움, 경로당을 매일 다님

여성 68세 17년 14평 암수술과 무릎수술로 거동 불편

남성 74세 2년 14평 지체장애 2 , 거동이 불편

남성 86세 10년 13평 노인 일자리( 등학교 식) 활동하고 있음

여성 79세 1년 12평 과거 취로사업 참여

여성 68세 7년 12평
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함
동 표로서 단지주민에 한 정보가 많으
며 사활동 참여가 높음

여성 91세 10년 12평
딸이 경제 여유가 있어 용돈을 매달 송
해 주고있음

여성 78세 20년 12평 노인 일자리(환경지키미) 활동하고 있음

C
단지
(16명)

여성 77세 4년 10평 시니어클럽에서 문화해설자 활동하고 있음

남성 77세 10년 10평 과거 시니어 사 부회장 역임

여성 78세 20년 15평 외부 복지 서 노래교실 다님

여성 79세 30년 13평

여성 84세 3년 22평 체조, 요가, 노래교실 등 참여

여성 92세 30년 14평 다리가 불편하여 경로당도 못 가고 있음

여성 79세 8년 14평
경로당 화장실 청소하고 한달에 50,000원
받고 있음

여성 76세 40년 23평 경로당 도우미를 하고 있음

여성 77세 5년 14평 친구들과밥 먹고이야기하고 복지 도가고 함

여성 79세 10년 16평 윷놀이 자주 함

남성 80세 7년 10평 친구와 술자리를 자주 함

여성 74세 4년 10평 경로당 친구가 어울림

여성 84세 3년 21평 경로당에서 화투를 자주 함

여성 75세 10년 13평 자원 사 활동을 하고 있음

여성 78세 11년 16평 친구들과 화투치기를 즐겨함

여성 86세 36년 23평 교회도 다니고 윷놀이, 화투 등을 즐겨함

* 색이 있는 부분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집 안에서의 생활이 긴 노이들을
표시한 것임

<표 3> 조사 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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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지외부공간의 laddering 결과

<그림 3> 주민운동시설공간의 laddering 결과

한 주민운동시설공간에 한 사진에서는 주로 운동기

구가 놓여 있는 장소의 환경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

다. 그 내용을 보면 운동 장소는 건강에 좋다, 여러 종류

의 운동기구가 있어서 좋다, 앉아서 운동하는 사람을 본

다, 앉아 있을 의자가 있어서 좋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며, ladder up 해 나감에 따라 공기가 좋다, 건강해

진다, 기분 환이 된다, 앉을 수 있다 등의 이미지를 이

야기 하고 있었다.

이처럼 각 단지 독거노인에게 커뮤니티행 를 한 장

소의 사진을 이용한 laddering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여기

에서 얻어진 모든 키워드6)를 KJ법을 이용한 그룹핑을 하

다.

(3) KJ법에 의한 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의

필요요소 도출

이 장에서는 KJ법에 의해 소분류, 분류, 분류한

키워드를 나타내고 있다. 분류과정에서 정 키워드,

부정 키워드로 그룹핑 되었다.

분류과정에서 소분류는 임 주택독거노인의 커뮤니티

행 공간에 한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를 상세 필요요소로 정의하 으며, 이를 그룹핑하여 독

거노인의 커뮤니티행 공간에 한 필요요소로 정의하

다. 한 분류는 그들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의

6) ladder up을 이용해서 얻은 체 키워드 결과는 참고자료에 첨부

하고 있음.

모든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어 의식이라고 정의하 다.

1) A단지

<표 4>는 A단지 내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의 분

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미지 조사를 통해 295개의 키워드를 소분류한 결과

이웃과 아늑함, 밝은 색깔, 정리정돈 리, 모일 수 있는

장소, 쉴 수 있는 곳, 수목, 소일거리 제공 등 35개의 키

워드로 그룹핑되었다. 소분류의 부정 키워드(★)로는

운동에 한 칙칙한 분 기, 복잡함, 어두운 색깔, 주민

교류에 한 부정 인식, 공간의 부정 조건, 운동에

한 거부감, 배움에 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한 분

류 에서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 기이다, 쾌 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좋다, 의자/테이블이 있는 공

간이 좋다, 식물이 있어야 좋다 등의 15개의 키워드로

나 수 있었고 분류에서는 다른 단지와 같이 공간

배려, 교류, 쉼터, 자연 친화, 건강증진, 정체성 확보의 6

개의 키워드로 그룹핑되었다.

2) B단지

B단지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에 한 키워드는

718개로 이를 소분류 하여 46개의 키워드로 그룹핑 되었

다.<표 5> B단지가 다른 단지에 비해 많은 키워드를 나

타내고 있는 것은 다른 단지에 비해 조사 상자가 많았

고 부분이 건강노인이었기 때문이다. 얻어진 소분류의

키워드를 다시 18개로 분류 하 다. 소분류의 키워드

를 보면, 화사함, 밝음, 아늑함/편안함, 자연스러움, 화기

애애함, 길이 곧음 등으로 그룹핑 되었고, 부정 키워드

(★)로는 인 주변 환경, 리소홀, 운동에 한 근

성 부족 등으로 그룹핑되었다. 한 분류에서는 목

에 따른 효율 공간이 필요하다, 걷기 좋은 길이여서

좋다, 생활에 필요한 지원과 일거리가 있으면 좋다 등으

로 그룹핑 되었다. 분류는 다른 단지와 마찬가지로 6

개의 키워드로 그룹핑되었다.

3) C단지

C단지에서 얻은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에 한 키

워드는 288개로, 34개의 키워드로 그룹핑 되었으며, 14개

의 키워드로 분류 하 다. <표 6>은 C단지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단지의 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에 한 키워드의 그룹핑에서 나타난 것은 체

로 다른 단지와 비슷하나 소분류 키워드로 사/타인을

도와 이라는 키워드는 다른 단지에는 없는 키워드로,

이는 C단지독거노인이 신체 으로 건강한 노인이 많고,

사 활동을 하는 노인이 있어 키워드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활동은 주로 경로당의 화장실과 복도청소를

하고 있었으며, 본인들이 출입하고 있는 경로당에 한

애착이 크다는 것을 인터뷰 조사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키워드로는 아늑함/편안함, 화려한 색깔, 상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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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식)
분류(필요요소)

소분류

(필요 상세 요소)

공간

배려

아늑하고 편안한 분 기임
아늑함

안락/편안함

밝은 분 기임
밝은 색깔

칙칙한 분 기(★)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어 잘 리 됨
정리정돈 리

복잡함(★)

쾌 해야 함

마음이 맑아짐

상쾌함

시원함

공간 으로 개방성이 있어야 함

탁트임

넓음

바라보는 즐거움

화려한 색이 좋음
화려한 색깔

어두운 색깔(★)

교류

서로 배려하고 주민간의 갈등이 없음
주민교류에 한 부정 인식

(★)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좋음
모일 수 있는 장소

이웃과 어울리기 좋은 환경

여럿이 먹기에 편한 공간이 좋음 다과를 나 수 있는 공간

쉼터 의자/테이블이 있는 공간이 좋음

쉴 수 있는 곳

그늘이 있는 곳

앉을 수 있는 곳

자연

친화

채소를 재배하고 수확함 채소재배/원 활동

식물이 있어야 좋음

수목

키 작은 식물(꽃, 화 , 잔디 등)

자연과의 조화로움

건강

증진
신체 으로 한 운동기구가 필요함

운동

신체에 맞는 운동기구

공간의 부정 조건(★)

운동에 한 거부감(★)

정체성

확보

높이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터득함

쉬운 가르침

유능한 선생님의 확보(친 한)

배움에 한 부담(★)

일거리가 있어야 함

사/타인을 도와

소일거리 제공

개인 역

6개 15개 35개

※★: 부정 키워드

<표 4> 커뮤니티행 발생공간에 한 분류 결과-A단지

공간 조건, 모일 수 있는 장소 등으로 그룹핑되었다.

부정 키워드(★)로는 칙칙한 분 기, 외로움, 어두운

색깔, 주민에 한 간섭과 참견, 신체 불편함, 배움에

한 어려움 등으로 그룹핑되었다. 분류에서는 다른

단지와 부분이 동일하게 분류되었고 분류 한 동일

한 키워드로 그룹핑되었다.

4. 결론

지 까지 사진을 이용한 laddering 인터뷰조사와 KJ법

에 의한 분류를 통하여 임 주택단지독거노인의 커뮤니

티행 를 한 공간의 필요요소를 도출하 다. 이에 따

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임 주택단지노인의 커뮤니티행 의 발생 장소는 단지외부

공간, 운동 공간, 카페, 자연 으로 발생한 모임장소, 경로당, 단

지 내 놀이터, 소일거리 장소, 교육 공간 등에서 볼 수 있었으

며, 주로 의자, 그늘 진 곳과 나무가있는 곳을 선호하고 있었다.

분류

(의식)
분류(필요요소)

소분류

(필요 상세 요소)

공간

배려

분 기가 좋아야 함

화사함

밝음

외로움(★)

편안한 것은 좋음
아늑/편안함

화기애애함

공간이 정리정돈이 잘 리 되어

야 함

자연스러움

정리정돈 리

복잡함(★)

공간이 쾌 해야 함

상쾌함

시원함

기분이 좋아짐

답답함(★)

넓은 공간이 좋다 넓음

목 에 따른 효율 공간이 필요함
공간의 목 성

공간의 부정 조건(★)

화려한 색체가 좋음

화려한 색깔

칙친한 분 기(★)

어두운 색깔(★)

보는 것은 재미있음 바라보는 즐거움

교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음

모일수 있는 장소

이웃과 어울림/이야기 나눔

주민교류에 한 부정

인식(★)

공동식사/식음

좋은 곳에서 함께 먹어 좋음
탁트임

고 스러움

휴식

공간
의자/테이블이 있는 공간이 좋음

인 주변환경(★)

리소홀(★)

그늘

쉴 수 있는 곳

앉을 수 있는 곳

자연

친화

키우고 수확하는 것은 재미가 있음
채소재배/원 활동

취미활동/여가

자연은 좋음

수목

키작은식물(풀, 화분, 잔디등)

자연과의 조화로움

건강

증진

걷기 좋은 길이여서 좋음
길이 곧음

거동 불편(★)

노인 신체조건에 맞는 운동을 하

고 싶음

운동

운동에 한 근성 부족

(★)

정체성

확보

높이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지식

과 기능을 터득함

배움의 효과

배움의 기

배움에 한 어려움(★)

생활에 필요한 지원과 일거리가

있으면 좋음

개인 역

무료함(★)

소일거리

로그램(생활지원 등)

6개 18개 46개

※★: 부정 키워드

<표 5> 커뮤니티행 발생공간에 한 분류 결과-B단지

이는 노인이 커뮤니티행 를 한 장소를 선택할 때

신체 으로 허약하기 때문에 앉아서 주 의 경치와 타인

의 행동을 찰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들은 과 여름, 가을

에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경로당뿐으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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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식)
분류(필요요소)

소분류

(필요 상세 요소)

공간

배려

밝고 분 기가 좋음

아늑함/편안함

밝음

넓음

칙칙한 분 기(★)

외로움(★)

화려한 색체가 좋음
어두운 색깔(★)

화려한 색깔

공간이 쾌 해야 함
상쾌함

시원함

노인에게 합한 공간이 좋음
공간 조건

공간의 부정 조건(★)

공간이 정리정돈이 잘 리 되어야 함
복잡함/정리되어 있지 않음

(★)

교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음

모일 수 있는 장소

이웃과 어울림/이야기 나눔

공동식사/식음

보는 것은 재미있음 바라보는 즐거움

휴식

공간

쉼터에서 사람들 오가는 것을 보는

것이 좋음

주민에 한 간섭과 참견

(★)

탁트임

그늘

밝은 곳에서 앉아 쉬는 곳이 좋음
쉴 수 있는 곳

앉을 수 있는 곳

자연

친화

키우고 수확하는 것은 재미가 있음

개인 역

채소재배/원 활동

어릴 추억/ 은 시 회상

자연이 가까이 있으면 좋음

수목

키 작은 식물(화분 등)

자연과의 조화로움

건강

증진
자연을 보면서 운동하는 것이 좋음

운동

신체 불편함(★)

정체성

확보

배우는 것은 좋음

배움의 기

배움의 효과

배움에 한 어려움(★)

일을 하면서 보람과 경제 도움이 됨
사/타인을 도와

소일거리 제공

6개 14개 34개

※★: 부정 키워드

<표 6> 커뮤니티행 발생공간에 한 분류 결과-C단지

임 주택단지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사진 ladder up

인터뷰 조사에서는 3개 단지가 부분 동일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한 KJ법을 이용한 그룹핑에서도 단지별 차

이가 없어 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의 이미

지는 부분이 동일하다고 단된다. 한 임 주택단지

독거노인의 KJ법을 이용한 분류에서는 소분류에서 단지

별로 약간의 차이가 보여 졌으나 상 분류의 키워드로

흡수되면서 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에 임 주택단지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

간의 키워드를 종합 으로 정리해 보면 분류에서는 편

안한 분 기여야 한다, 화려한 색체가 좋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쾌 한 공간, 의자/테이블이 있는 공간

이 좋다, 자연이 좋다, 사람들과 교류 할 수 있어야 한

다. 등으로 분류되었고, 분류에서는 3개의 단지 모두

공간 배려, 교류, 휴식공간, 자연친화, 건강증진, 정체

성 확보, 6개의 키워드로 그룹핑되었다.

한 부정 키워드 그룹핑에서는 칙칙한 분 기, 복

잡함, 어두운 색깔, 인 주변 환경, 리소홀, 운동에

한 근성 부족, 외로움, 주민에 한 간섭과 참견, 배

움에 한 어려움 등의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다.

지 까지 임 주택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

간의 이미지를 조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키

워드로 그룹핑하여 필요요소를 도출하 다. 앞으로 이러

한 필요요소는 임 주택단지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을 계획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항목이라 볼 수

있으며, 의 분류(의식)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임 주

택단지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의 방향성

을 제시하 다.<그림 4>

먼 , 공간 배려에서는 쾌 성, 편안함 추구, 정리/정

돈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 기,

밝은 공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공간, 다양한 원색

을 사용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휴식공간으로는 녹지와 정자 등이 있는

곳으로 앉아서 놀 수 있는 정자/평상, 의자/벤치 등을 설

치하여야 할 것이다. 정체성 확보는 교육, 사/일거리

등이 도출되어 이를 해서는 높이 교육을 통한 다양

한 지식과 기능 터득, 일거리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한 건강증진에서는 산책로, 실외 운동기구로 분류되었고

이를 해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기구와 걷기 좋은 평

지 등이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

다. 교류에서는 경로당, 주민공용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를 해 주민간의 갈등 없는 공간 계획이 필요 할 것으

로 본다. 자연 친화에서는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녹

지가 형성된 공간을 들 수 있고 필요요소로는 녹지, 그

늘과 의자/테이블이 있는 공간으로 모든 사람이 사용 할

<그림 4> 임 주택단지 독거노인의 커뮤니티행 를 한 공간의

방향성 제안

수 있도록 리하는 것과 술과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

는 규칙에 한 운 방침도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방법인 사진을 이용한 laddering

조사와 KJ법은 조사 분석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 이

나타났다. 사진 laddering조사에서는 사진이 무 많아

장시간의 조사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노인들이 힘들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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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어울림/이야기 나눔

여럿이 어울려 있다(10), 만나서 이야기 나 수 있다(15), 혼자가 아니라

얼굴보고 서로 만난다(3), 얼굴보고 이야기 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생활에 활기가 된다. 카페에 가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

다. 함께 어울릴 수 있어서 좋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 만나면 안이 된다

(6), 여럿이 앉아 이야기 하면 외롭지 않다(7)

모일수 있는 장소

노인들이 이야기 나 는 장소이다(19), 모이는 장소가 있어 여럿이 이야기

나 수 있다(4), 회의할 때 가는 곳이다(2),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모여서

차도 마시고 놀 수 있는 장소이다, 텔 비 이 있어 모이기 좋은 장소이다

상쾌함

상쾌하다(8), 깨끗하다(8), 단정하다, 쾌 해 보인다(3)

시원함

시원해 보인다(14), 시원하다(9), 마음이 시원해진다(2)

넓음

공간이 넓다(18), 길이 넓어서 좋다(12), 넓어서 답답하지 않다(2), 넓고 밝

아서 좋다

아늑/편안함

아늑하다(13), 안락하다(3), 따뜻하고 따사롭다(3), 편안하다(12), 내집(우리

집)같은 분 기다(2), 포근하다(8)

화사함

환하다(8), 화사하다, 밝다(6)

밝음

밝은 색이 좋다(9), 색깔이 환하다(5), 화사한 색이 좋다

마음이 맑아짐

마음이 밝아진다(2), 머리가 맑아진다

화려한 색깔

화려한 색이 좋다(8), 란색은 활력이 생긴다(4), 록이 좋다(3), 알록달록

한 색이 좋다(5),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이 좋다(3), 색깔이 원색이 좋다(2)

고 스러움

여유롭다(3), 우아하다(2), 고 스럽다(7), 멋있다(2)

탁트임

시야가 확 탁트 다(22), 막힌공간보다 개방 이다(2), 환하게 트여있다(6),

창문이 하고 크다(4), 창문이 많다(2), 막힘없이 쭉 뻗어 있다, 길이 쭉

뻗어 있으니 마음이 확 트인다

화기애애함

아기자기하다, 화기애애하다, 활기있다(3), 하지 않다(4)

<참고 1> 조사 상 3단지의 독거노인의 커뮤니티 장소에 한

정 키워드 ( 호 안 복 횟수)

정리정돈 리

깨끗이 잘 정리되어 있다(18), 리가 잘되어 깨끗하다(4), 정리가 잘되어

있으면 보기 좋다(4), 잘 꾸며져 있는 곳이다(16), 공간이 깔끔하다(9), 깨끗하

니 환해보인다

앉을 수 있는 곳

의자가 있어서 편하게 앉는다(24),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놀 수 있다(6),

소 가 편하다(4), 의자가 있어서 좋다(4), 의자가 있어서 쉴 수 있다(10), 의

자에 앉아서 이런 런 구경을 할 수 있다(4), 소 가 있어서 앉기 좋다(2),

의자와 테이블이 있어서 편하다(4), 의자가 있어서 조용하게 생각할 수 있다

(3), 의자가 있어서 기 고 얼굴보고 앉아 있을 수 있다(11)

운동

운동할 수 있어 활기 있다(4), 운동하면 안 아 서 좋다(24), 허리가 좋아

진다. 걸을 수 있어서 좋다(2), 산책하며 걷는 것을 보면 건강해 보인다(13),

산책은 건강을 해서 좋다(6), 운동기구가 있어서 건강해지는 것 같다(18),

운동기구는 노인에게 좋다(3),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4),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다(2),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4), 함께 운동하면 의욕이 생

긴다, 운동하는 것을 보면 건강해지는 느낌이다(4)

공동식사/식음

이웃과 함께 식사하면 좋다(13), 여럿이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좋다(2), 나

와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즐겁다(14),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나

눠먹는다(3), 친구와 나눠먹을 수 있다(4), 여럿이 먹으면 밥을 남김없이 먹

게 된다(2), 여럿이 먹으면 맛있게 먹는다(8)

쉴 수 있는 곳

오가다 쉴 수 있다(19), 앉아 기 어 쉴수 있다(10), 힘들면 앉을 수 있다

(3), 모여 놀면서 쉴 수 있다(14), 차 한잔 마시며 쉴 수 있다(7), 쉬면서 읽을

곳이 있다, 쉬면서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다(17), 자연과 어우러진 쉼터는 마

음이 편하다(8), 비 안 맞고 쉴수 있는 곳이다(2), 늙으면 앉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정자 같은 것이 좋다(4)

아이들 보는 즐거움

애들 뛰어노는 것 보면 외롭지 않다(2), 아이들 노는 보면 즐겁고 기분이

좋아진다(233), 애들을 보면 잡념이 없어진다, 애기들은 사랑스럽고 쁘다

(4), 놀이터가 있어 어린이 노는 것을 보며 함께 놀 수 있다(2),

바라보는 즐거움

은이들 오가는 것을 보고 좋다,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다(5),

한가로 구경할 수 있다(4), 오가면서 좋은 조형물을 볼 수 있다(4), 다른 사

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재미있다(5). 할머니들이 모여서 노는

것을 보면 보기 좋다(5), 미술 같아서 감상하는 것이 좋다. 밖의 날씨를

한가롭게 감상할 수 있다(3)

사/타인을 도와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수 있다는 것은 보람이 생긴다(6), 남들 도와

주는 것은 즐겁다(8)

치미활동/여가

취미활동은 생활을 재미있게 한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5), 시간을 유

익하게 보낸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배움의 기

공부할 수 있고 책을 읽으면 좋다(9), 책에는 지식이 있다, 늙어도 배우는 것

이 좋다(29), 배우면 머리가 좋아진다(6), 하나라도 배우면 지식이 는다(2), 어려운

사람들 비용들이지 않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좋다(7), 배우면 치매가 안 생긴다,

배움의 효과

배움은 용기를 다, 배움을 생활에 활력을 다(4), 다른 사람들과 화

가 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3), 배운은 깨닫는다(4), 배움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뜻을 알아간다(9), 배우는 것은 은이들과 소통하는 것 같아 마음이

어진다(2), 배우면 안 답답하다, 배움은 앞일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2)

기분이 좋아딤

기분이 좋아진다(2), 걱정이 없어진다(2), 마음이 편안하다(19), 한가로이

편하다(4), 나쁜 기억을 지울 수 있다,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3), 조용하다

(8), 마음의 로가 된다, 마음에 여유가 느껴진다,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공간의 목 성

다목 사무실이 필요하다, 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2), 사람

들이 토론하고 모임할 수 있는 강당이 있다(3), 각각 특성을 살린 공간이 있

다.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 조건

기구가 좋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3), 기구가 많아서 좋다, 좁은 공간

이지만 효율성 있기 만들었다, 언덕이 없는 평지로 된 산책로라서 좋다(3),

바닥이 넘어져도 안 다치게 되어 있다. 손잡이가 있어서 좋다(2), 걸어 다니

는데 보조기구가 있어서 좋다(2)

어릴 회상/ 은 시 추억

농사했던 추억이 생각나서 좋다(8), 아이들 키우던 생각이 나서 즐겁다,

옛날 어릴 기억에 재미있다(5), 건강했던 시 이 생각나서 좋다(4), 은

시 생각이 난다(4)

으며, 사진의 이미지가 비슷하여 다양한 키워드를 뽑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 언어의 장벽이 있는 조사 상

자는 키워드 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 KJ법은

조사 상이 무 많으면 분류과정에서 혼동이 올 수 있

다는 것이 지 되었다.

본 조사방법은 독거노인의 정신 , 심리 의식에

근하기 해 시도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키워드

를 도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조사 분석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 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여 연구방법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한 조사 상자 수에 따라 키워드의 수도 비례하며,

조사 상자가 많으면 다양한 키워드를 얻을 수 있지만

조사 상이 무 많으면 키워드 수도 증가하여 분류를

하는데 있어 혼동이 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에 KJ법을 사용한 그룹핑은 정한 조사 상을 선

정하는 것이 섬세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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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나무가 있어서 시원하다(6), 나무가 있어서 공기가 좋다(20), 나무가 많아

서 좋다(38), 나무가 있어서 안정감이 있다(2), 나무가 있어서 경치가 좋다(6),

나무가 있어서 상쾌해진다(11), 나무가 많으면 머리가 맑아 지는 느낌이 든

다(3)나무가 있어 마음이 편안하다(5), 나무가 있어 기분이 좋아진다(9), 나무

가 있어 건강해진다(2), 나무가 있어 마음이 확 트인다(3)

소일거리

일할 수 있어서 좋다(10), 활동하는 것은 활기를 느낀다(6), 움직일 수 있

게 해주는 것은 좋다(4), 일하면서 경제 소득이 생기면 좋다(3), 할 수 있

는 일이 있으면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간다(2), 일을 하면 사회일원으로 도움

이 된다(4), 자발 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소일거리를 하면서 시간

을 유익하게 보낸다(2). 일을 하면서 먹거리가 생긴다

로그램(생활지원 등)

양을 갖춰 식사를 제공한다, 혼자서 굶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다, 세민들에게 식사제공은 좋다(2), 무료세탁서비스는 혼자사는 노인들에

게 도움이 된다, 없는 사람들이 나눠 쓰는 장터는 도움이 된다(2), 필요한

것을 교환하여 쓸수 있는 장터가 있다,

그늘

그늘이 앉아서 더 를 피할 수 있다(6), 그늘이 있어서 시원하다(31), 그

늘지고 아늑하다(6), 그늘에 앉아 놀기 좋다(5), 정자나 의자 그늘막이 있

어 좋다(4), 나무가 있어 그늘져 걷기 좋다(3)

키작은 식물(풀, 화분, 잔디 등)

풀이 많아 좋다(2), 식물과 화분이 많아서 좋다(11), 녹색정원이 있다(1),

식물이 있어서 좋다(2)

자연과의 조화로움

자연과 어우러진 건물을 보면 상쾌해진다(2), 호수가 있고 물이 있어서

좋다(3), 물이 있고 나무도 있고 자연이 시원하고 좋다(6), 나무와 돌, 물 자

연이 어우러져 좋다(19), 돌과 자연이 있다(3), 자연이 많고 조화로운 곳은

마음이 편하다(5), 나무와 꽃이 보기 좋게 어울려 있다(2), 자연과 그림이 조

화롭다(2), 어우러진 풍경이 좋고 망이 좋다(12), 자연이 많고 친환경 이

며 아름답다(11), 자연을 소재로 한 그림은 보기 좋다(8), 자연이 있고 쉴 곳

이 있고 사람이 오가는 곳이 좋다, 바람이 있어 좋다, 자연스럽다(2)

채소재배/원 활동

수확하는 재미가 있다(8), 손으로 작업하며 재배할 수 있다(4), 키우고 돌

보는 재미가 있다(7), 식물을 가꾸면 마음이 편해진다, 수확해서 먹을 수 있

다(27), 키우고 자라는 것을 보면 생명력이 있고 활기 있다(12), 식물들이 자

라는 것을 보면 즐겁고 보람을 느낀다(19), 수확할 때면 성취감을 느낀다(4),

개인 역

개인 이라 마음이 편하다, 개인 일이라 싸우지 않아서 좋다(2), 나만의

것이라 치 안 도 될 것 같다(2)

참고문헌

1. 정경희,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11

2. 정경희 [외 ],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공편]. 보건복지부, 2014

3.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2호, 2011.1.28

4. 안기한, 구임 주택 거주 독거노인가구의 주거복지서비스 개

선 방안에 한 연구, 앙 석사논문, 2013

5. 강선주, 거주자의 수요특성을 고려한 국민임 주택 커뮤니티시

설 설치기 개선방향, 고려 석사논문, 2012

6. 김민경, 노인 요양시설의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한 건축

계획에 한 연구, 남 석사논문, 2006

7. 임정은, 비노인층을 배려한 미래 커뮤니티센터의 개발방향에

한 연구 : 장년층 주부를 상으로. 연세 석사논문, 2006

8. 정소원, 거주자 만족도 향상을 한 아 트 단지 커뮤니티 공

간 계획 방안에 한 연구. 연세 석사논문, 2007

9. 홍천기, 고령친화 인 아 트 커뮤니티 공간 계획에 한 연구.

연세 석사논문, 2007

10. 박정은, 임순정, 이효원. 공공임 주택 커뮤니티 시설의 배치

만족도 특성 커뮤니티 시설 로그램 유형 연구 : 주시내

구임 주택 사례를 심으로,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

11. 최희원, 일본 고령자시설의 서비스 방향성의 재검토에 한 연

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

12. 吉見周平, 奥山信一, 四ヶ所高志, 超高層建築の社会的イメージ

と建築家の設計意図}現代社会における超高層建築の存在意義に

関する研究(2),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梗概集,（東北）, p

809-810 2009年 8 月

13. 澤秀俊, 奥山信一, 塩崎太伸, 四ヶ所 高志, 開発考案された建築

要素に関する創作の根拠建築家により考案された建築要素に関す

る研究(1),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梗概集（東北）, p823-824

2009年 8 月

14. 佐久間護, 槌尾健, 加瀬 史朗, 坂本 圭司, 亀田 暁子, 冨永 真広,

伊藤 紘章, 駅コンコースの快適性向上に資する緑化手法に関する

研究 その１,－ ｢駅の緑化のあるべき姿｣の累積KJ 法による討議－,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梗概集（北海道）, 2013 年 8 月

[논문 수 : 2015. 12. 02]

[1차 심사 : 2016. 01. 25]

[2차 심사 : 2016. 02. 06]

[게재확정 : 2016. 0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