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4호 2012. 12, 논문 pp. 221~23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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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성장을 도모한 중년인구가 나이가 들어 고령층으로 들어섬에 따라 노년층 인구가
두터워지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3가
지 방법을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주거환경의 니즈와 불편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조사결과 중 가장 많은 불편도가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그들의 니즈를 적용한 주방, 욕실,
거실 및 침실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 후 시선생체계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시선생체계측시스템을 통한 사용성 평가 결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가구, 안전바, 홈 컨트
롤러가 노인주거환경에 필요한 니즈로 나타났다. 시선생체계측을 이용한 결과 가구의 반자동시스템, 안
전바, 홈 컨트롤러 시스템에서 시각적 반응이 높이 평가되었다.
주제어：노인주거실태, 노인주거지원, 시선생체계측, 사용성 평가
ABSTRACT：This stud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rom the elderly’s needs after researching
요약

the complaints of their current residential environment for a super-aged society of Korea. As the
middle-aged population who promoted the economical development in Korea gets older and the
elderly popul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this study was processed to make a foundation for their
housing environment. We carried out this study by 3steps. First, a survey was conducted of 60
aged people about discomfort and needs to their housing. Moreover, with the result of questionnaires,
we products were done product for kitchen, bathroom. And finally, analyses and evaluations with
this products were done through user test using eye-tacker system. Through this study we could
make conclusions as follows: up and down semi-automatic top shelf, safe bar, visual clarity of color
and home controller system were installed and we could find that semi-automatic top shelf and home
controller system were most satisfied through eye-tracker system.
Key Words Elderly Status analysis, Housing Policy, Eye-tracker, Usabil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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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농경사회에서산업화, 도시화를거쳐
급속한성장을이룬나라중하나이다. 국민의삶의
수준은 점점 높아졌으며, 경제성장을 도모한 중년
의 인구는 나이가 들어 노년층으로 접어듦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
이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
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여
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고2018년에14%를넘어고
령사회로, 2026년에20%를초과하는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8년만에 고령화사
회에서고령사회로그리고또다시8년만에초고령
사회로 이전하는 것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
리 사회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대
비가마련되어야할뿐아니라단순한노인복지수
요를 넘어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준비하여야한다. 초고령화사회진입준
비에앞서가장기본적인주거에대한기초를마련
해야 하며, 다양한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
해야한다. 따라서 노인의불편사항을분석하여노
인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주거환경의개선
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이를통해노인들도사회
의일원으로서삶의질을높이고, 노인의불편을최
소화한 고령친화적 환경 제공을 위한 기초적 토대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패턴을
조사하여노인이느끼는주거생활의불편사항을조
사한후, 현대노인의생활에맞는주거환경필요도
를분석하여제안함으로써노인주거환경에관한기
초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노년층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
해 현재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을 이해하
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니즈를 분석하여
제안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먼저 서울시에 거
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한 달간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거환경 개선 니즈
를 반영한 제품을 구성하여 17명의 표본을 선정
하고 시선생계측정을 이용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
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앞으로 노인들의 삶
속에서 주거환경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Ⅱ

. 이론적 고찰

1. 노인주거환경의 변화
노인인구 증가 추세를 통해 가족에 대한 개념
이 변화되어 전통사회의 대가족형태 가족환경에
서 핵가족화되는 형태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오
늘날 노인주거환경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노인 독립주거형태, 부부주거형태, 복지시
설을 이용한 제3의 노인주거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
인주거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들의 주
거환경에 대한 신체, 사회, 심리 환경적 변화 요
인을 고려한 환경개선대책을 제안해야 한다. 노
인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은 노인의 변화와 요
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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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요구사항
의료․보호
시설
환경의 개선
생계보호,
생산 활동
사회참여
교육․여가
활동

노인의 변화
신체적 변화
정신적․심리
적 변화
사회적․경제
적 변화
출처: 천진희(2008)
<그림 1>

노인 변화와 요구사항

2. 노인의 특징과 변화
1) 신체적 변화

노인의 변화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신체적 변화인 노화일 것이다. 점차 나이가 들
어 체력이 저하되고, 일상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
게 되어 삶의 변화와 연결된다. 노인들 중 80%가
기본적 생산활동에 제한을 받고, 50%는 관절염
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29%는 청력문제, 16%
는 정형외과적 문제, 17%는 백내장을 가지고 있
다고 한다. 또한 이뿐 아니라 악성신생물(암), 고
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 정신 및 행동
장애들이 인구 1,000명당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표 1>과 같다.
노인인구 1,000명당 유병률
악성 고혈압 뇌혈관 심장 당뇨 정신/
구분
신생물
질환 질환
행동장애
남 14.0 89.3 48.0 44.3 51.5 13.8
여 8.5 146.2 42.3 69.2 61.2 26.6

<표 1>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작은 응급상황도 심각한 응급사항으로 쉽
게 전이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오감의 정보 능력이 저하되어 일어날 수 있는 상
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성이 저하된다. 인간
의 오감 정보섭취 능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감 정보섭취 능력
감각의 종류
정보섭취 능력(%)
시각(눈)
87.0
청각(귀)
7.0
후각(코)
3.5
촉각(피부)
1.5
미각(혀)
1.0
계
100.0
출처: 송춘의․김문덕(2007)
<표 2> 인간의

① 이동성: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계단을 사
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문턱을 보지 못해 큰 사
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사생활이 힘들게 되
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이
동성이 고려되는 환경재료를 고려하여 신체에 적
합한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신체 적합 치수를 보
면 <표 3>과 같다.
노인의 신체 각 부위 치수
항목
나이별
남자(mm)
60~69세
신장 70세 이상 1,660
1,624
눈높이 60~69세
1,529
60~69세
어깨높이 70세 이상 1,336
1,324
출처: 박철희(2005)
<표 3>

mm)
1,542
1,491
1,409
1,224
1,206

여자(

② 청각: 노인의 경우 시각감퇴와 청각감퇴가
진행된다. 이로 인해 소리의 높낮이에 대한 변별
력이 떨어져 라디오, TV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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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대화를 하는 것이 불편해짐에 따라 외
부인의 방문이 없는 생활의 격리가 일어나게 된
다. 또한 청각감퇴가 심해지면 대인기피증 및 우
울증이 유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③ 시각: 노인의 시각은 자연과의 변화에 적응
할수있도록유전암호가생기게된다. 시각감퇴의
경우 청각감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시각감퇴
로 시각환경이 좁아짐에 따라보는 감각뿐 아니라
사고 기능의 쇠퇴가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눈
부심과 색채 지각인지가 더디어지고 스펙트럼 하
위대인 보라, 남색, 파랑보다 상위대인 노랑, 주황,
빨강에 대한 색채의 구별이어려워지는 양상을 볼
수있게된다. 따라서노인주거환경은기존의주거
환경보다밝은색채를통해노인의인지를도울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4>

노인의 생리적 특성과 주거계획의 대응

노인성
문제점
대응계획
질환
따른 주거 환
축소 및 -노인환경에
성격의 작업영역의
경의
크기
능력의 -노인의 상태를 고려한 인
변화 운동동작
감소
체공학계획
안전사고 발생 -유니버셜을 적용한 가구
공격 및
및 공간계획
운동기관 이동 불편 -간호 및 보호 시스템
의 쇠퇴 가사일 불가 -안전시스템
-오토시스템
야간
시
기능
저하
조명계획
감각기관 가시거리 감소 -인공지능
-노인성
질환을
고려한 색
의 쇠퇴 독립화, 소외감 발생 채계획
-노인을 위한 적절온도성
호흡 동작이 완만 냉난방및온도, 습도오토
순환계 천식환자 발생 시스템
-자동환기시스템

출처: 박철희(2005)

④ 촉각: 노인은 나이가 듦에 따라 촉감이 둔
해지게 된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
므로 감각에 문제를 일으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건을 잡을 때 전이가 더디어 물건을 자주 놓치
게 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
니라 후각 또한 감퇴가 일어나 냄새에 둔해져 악
취를 느끼지 못해 비위생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온도 체감도 둔감해짐에 따라 환기 및 채광을 통
한 주거환경의 배려가 마련되어야 한다.
․

2) 정신적 심리적 변화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면 정신적․심리적 변화
의 자극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사람 만나기를 어려워하며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세대 차이의 갈등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예전에 비해 새로운 지식 및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함에 대한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
고독감, 체념, 비관적 태도가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노인의 정신적․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
는 주거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사회적 경제적 변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한 노인환경은 남성
이 크게 느끼는 환경이다.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변화로경제적능력을상실하고가정과사회
에 대한 참여가 줄게 되어 소외감을 느낀다. 여성
의 경우 신체의 체력감소가 여가문제에 대한 부
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사회 및 경제적 변
화에 따른 소외감이 관계적 단절, 육체적 단절,
정신적 고립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정부는 노
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노인사회
훈련과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의 참여를 적극 도
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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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분

노인의 심리적 특성과 주거계획의 대응
문제점

노인의 -생활상의 부적응
심리적 -폐쇄성
특성
성격변화 -물리적․심리적환경

주거계획

-생활의 중심인 거실
고려
-공용공간의 배려
-노인을 위한 환경
계획
-노인을 위한 교육
시설
지적 -지적능력의 감퇴 -치매노인을 위한 단
특성 -치매 발생
위평면
-치매노인 Unit의 배
치방법 고려
출처: 박철희(2005)

3. 선행연구 동향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주거환경의 선행연구
동향을 적용하기 위해 선행 연구된 “주거환경 및
디자인” 영역을 조사하였다. 노인 색지각적 특성
을 고려한 유료 노인주거 실내공간의 설계지침에
관한 연구(송춘의․김문덕, 2007)에서는 노인의
경우 점차 시각과 관련된 영역의 인지가 저하됨
에 따라 노인시각인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 유사
조화보다는 대비조화가 좋으며, 한색보다는 난색
계열의 파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추출하였
다.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택의 욕실
계획 연구(권오정, 2003)에서 노인의 유니버셜환
경에 따른 요구를 조사한 결과 안전성 추구가 가
장 많았으며, 편리성․접근성 순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안전성 중에서도 미끄럼방지 재료의 욕실이
가장 높게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령친
화 주거디자인 개발을 위한 주거욕구 특성에 관
한 연구(류혜지, 2010a)를 통해 주거욕구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안전성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생리적 욕구, 사
회적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 주거디자인을
제안할 때는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뿐 아니라 주
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생활유형에 따른 노후 주거 선호특
<표 6> 선행연구 분석
구
분

연구자

내용

적용성

권오정(2003), 노인의 유니버셜 환경 안정성,
유니버셜 요구도는 안전성 추구가
디자인 개념을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편리성,
적용한 주택의 으로편리성, 접근성으로 접근성
추구
욕실계획 나타났음
송춘의․김문 시각관련영역의인지가
덕(2007), 저하됨에 따라 노인 시 대비조화
노인의 각인지에 대해 연구한 및
색지각적 결과 노인의 경우 유사 난색을
주 특성을 고려한 조화보다는 대비조화가 잘
거 유료 노인주거 좋으며, 한색보다는 난 인지함
계 실내공간의 색계열의 파악이 더 효
획 설계지침 과적이라는 결과
김미옥(2001),
거실은
고령자 설문을 통해 각실에 대 한색선호,
주거환경의 한 색채의 만족도 조사 침실은
실내색채에
핑크선호
관한 연구
태인성(2010), 개조, 작업대, 하부 노인을
고령자를 위한 동선
가전기기 설비시 위한
부엌디자인 개선,
설의
개선이
필요
부엌개조
연구
주거환경에 따른 선호 안전성,
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리적,
류혜지(2010a), 안전성 욕구, 생리적 욕 사회적
욕구,
고령친화 구, 사회적 욕구, 자아존 자아존중
주거디자인 중의 욕구로 제시되었 의욕구가
개발을
위한 음. 연구자는 이를 충족 반영된
환
주거욕구
특성 시킬 주거환경이 필요 주거환경
경
하다고 제시
특
필요
성
노후가 되면 현재 주거환 현 노인
류혜지(2010b), 경의 불편함으로 인해 거 주거를
생활유형에 주지를 이동해야 한다고 개선할
따른 노후 대답한 사람이 많음에 따 수 있는
주거 선호특성 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방안
하다고 제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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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한 연구(류혜지, 2010b)를 통해서는 현대
노인의 생활유형을 파악하여 노후 주거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노후가 되
면 현재 주거가 불편하기 때문에 신체적 특성에
맞는 주거형태로 거주지를 이동해야 한다고 대답
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노인주거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
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부엌 디자인연구(태인성,
2010)에서는 부엌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조사하
여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
해 조사된 결과는 동선개조, 작업대, 하부개선, 가
전기기 설비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자료의 고찰을 통해
미래의 고령화노인들을 위한 현 주거환경을 고찰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Ⅲ
1. 기초조사 개요
. 조사 및 분석

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조사는 노인의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 유형별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을 분석하
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의 주
거실태에 따른 니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
다 편한 노인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내용

본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남
녀를 모집단으로 지정하였으며,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수

단적생활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기초적 근거를 두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인지가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1:1 설
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7>은 연구 분석을 위한 설문지
내용이다.
<표 7> 조사 내용
항목

조사내용

연령
동거형태
Ⅰ. 개인의 특성
거주형태
점유형태
건강상태
간병인, 도우미 필요도
Ⅱ. 건강상태
건강의 불편도
이용 보조기구
구조
거주 집구조
주방 불편도*
침실 불편도*
욕실 불편도*
거실 불편도*
Ⅲ. 주거환경 개선을 자택 사용 시 불편 여부*
위한 항목
자택 개선 방안 여부*
시스템
자택안전상태*
위급사항*
기능
제품 중요성 정도*
사용 어려움 정도*
* 1:1 설문 중 인터뷰 진행 항목

2. 기초조사의 노인 실태
․

1) 인구 사회적 특성

서울시에 거주하는 65~85세 노인들의 일상생
활을조사하기위해직접자택방문을통한1:1 설
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
인의 주거환경 조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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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로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연령층은70~74세
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동거의 형태는 배우자와
함께사는노인이44%로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
조사에응답한노인의경우일상생활은가능하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거환
경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의 비중은 4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졸이 34%였고 직업을 가
지지 않은 노인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8>

노인 주거환경의 개인 특성
전체

성별
연령별
동거형태
주거형태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업
2) 건강상태

남
여
65~74
75~84
85 이상
독거
배우자
배우자 외 동거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생활가능
건강양호
도우미 필요
이동불가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없다
있다

(단위: %)

<표 9>

노인 건강상태
전체

건강상태
도움 필요
불편함

100

29
71
63
32
5
39
44
17
60
19
15
4
42
30
14
14
34
29
29
8
88
12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득이 적은 노인의 건강상
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보조기구

(단위: %)

양호
중증
경증
항상
외출
주기적
기타
시각
청각
행태
기타
돋보기
지팡이
보청기
보행기
기타

100

50
15
35
17
2
50
5
28
30
23
18
45
23
10
7
15

노인의 건강상태는 양호 상태가 50%였으며,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노인들
은 50%였고,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는 청각
이라는 응답이 30%였고, 시각이 28%로 나타났
다. 이로 볼 때 현재 우리 주변의 노인들은 청각,
시각적 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며, 건
강상태를 고려한 디자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3.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1)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본 내용은 현재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로 노인들의 대답을 수렴한 결과이며
<표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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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현 주거환경의 실태 분석

빈도 %
칭
(복수)
서 있기 어려움 38/125 30.4
바닥 오래
다리가 아픔
운반할 때 어려 28/125 22.4
유효폭 그릇을
움
구
싱크대 개수대가 높아
조
어려움
40/125 32.0
가구 수납장이 높음
오래 서 있어 어지러움 8/125 6.4
허리 굽히기 어려움 11/125 8.8
주
조리 시 가스불 켜기 44/73 60.3
방
생 악력 어려움
활
설거지 시 수도꼭지 17/73 23.3
잠금 어려움
용
품 용품의 음식을 옮기거나 밥을 12/73 16.4
무게 먹을 때 팔이 아픔
음식을 올려 두고 46/59 78
시 기억력 불에
잊어버림
스 시력
템 저하 조리 시 잘 보이지 않음 13/59 22
목욕 시 미끄러움
39/202 19.3
바닥 바닥이 차가워 어려움 2/202 1.0
다리가 아픔
50/202 24.8
물건을
꺼낼
때
좁아서
구 유효폭 어려움
21/202 12.4
조
개수대, 세면대가 높음 49/202 24.3
시 어지러워 서 있 25/202 12.4
가구 목욕
기 어려움
허리 굽히기 어려움 16/202 7.9
욕
수전 위치가 높음
4/73 4.0
실생
용변
볼
때
물
내리는
활 악력 버튼 누르기 어려움 44/73 44
용
냉․온수 조절
20/73 20
품 용품의 샤워기를 오래들고 있기
5/73 5.0
무게 무거움
용변 볼 때 물 내리는
시 기억력 버튼을 눌렀는지 기억이 46/59 78
안남
스
템 시력 비누 놓는 곳 집중하기 13/59 22
저하 어려움

공
명
간
명

구분

내용

<표 10 계속>
공
명
간
구분
명

칭

침
실
및
거
실

내용

방문 시 잘 들리지
유효폭 외부인
않음
잠이 오지 않음
구 바닥 잘 때 통증을 느낌
조
옷 갈아입을 때 미끄러움
갈아입을 때 중심 잡기
가구 옷어려움
벽 잠잘 때 외부 소음
생 악력 전원버튼을 누르기, 차단
시 어려움
활
용 용품의 청소할 때 허리를 숙이기
품 무게 어려움
불을 켰는지 껐는지
시 기억력 가스
기억
없음
스 시력
템 저하 불에 눈이 부심

빈
복
14/97
25/97
18/97
19/97
21/97
11/60
35/60
43/88
14/88

도
( 수)

%

13.1
23.4
16.8
17.8
18.7
18.3
40.3
38.1
12.4

이는 정성조사 100명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시
답한 불편사항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
자료는 노인의 니즈와 요구를 반영한 제품 개발
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제품개발을
통해 시선생체측정 시스템을 통한 정성적 사용성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본 분석에서는 Spss
17.0을 통해 가장 많은 응답자의 불편사항을 빈도
분석하였다.
(1) 주방
노인의 주거환경 중 주방구조의 불편사항으로
오래 서 있기 힘들고, 설거지 및 조리 시 다리가
아프고(38), 싱크대 높이와 넓이가 불편하다(40)
고 대답하였다.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있기 편한 마감재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
의신체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상하조절이가능
한 제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주방 생
활용품 영역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악력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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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가스 불
을켤경우힘이없어가스를켜지못하고(44), 수
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어렵다(17)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악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의 부착이필요할 것으로생각된다. 시스템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인지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
다. 불에대한인지가약해져위험에노출될수있
어 불안감을 가지고있다(46)고 응답하였고, 조리
시 잘 보이지 않고(13), 냄새에 대한 감각이없고,
온도에 대한 인식을 어려워하였으며, 늘 불에 대
한공포로생활에대한어려움을겪는다고답하였
다. 전자의불편사항은 생명과연관되는환경이므
로안전을고려한시스템을도입하여야할것으로
판단된다.
(2) 욕실
욕실은 노인 주거환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이므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노인시설은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설문 결과 개수대가 높고(49), 미끄럽
고(39), 다리 아프고(50), 어지러워 위험하다(25)
고 응답했다. 욕실은 안전에 가장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노인 보행이 가능할 수 있는 마감재
와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생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욕실 생활용품의
불편은 목욕 시 어지럼증(25), 버튼 조작(44), 세
면대 높이(49), 찬물과 따뜻한 물 인지(20)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악력을 고려한 용품의 디자
인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욕실환경을 통해 사
용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 안전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철저한 준비
를 해야 한다. 시스템에 대한 노인 니즈를 파악한
결과 기억력이 떨어져 물 내리는 것을 잊어버리
거나 바깥 상황을 인지 못해 불안하다(46)고 대

답하였다. 비누를 놓는 작은 일도 시력 저하로 어
렵고 불편하다(13)고 응답하여 개선책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3) 거실 및 침실
거실 및 침실은 노인이 여가 휴식장소로 머무
르는 곳이다. 하지만 신체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대한 불편 해소를 고
려해야 한다. 설문 결과 불면증(25)으로 어려움
을 호소하며, 소음(21)으로 인한 문제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몸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쉽게 잠을
청할 수 없고(25), 옷을 갈아입을 때 어지럼증이
생겨 자유롭지 못하다(18)고 불편함을 호소하였
다. 따라서 거실 및 침실에서는 기능의 수축으로
인한 위험상황에 노출될 상황을 고려해 시스템적
방법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기초조사 소결
기초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
인들의 니즈를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분
석하였다. 주거환경에 따라 노인의 불편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구조, 시스템, 생
활용품의 3영역으로 분석하여 노인의 환경에 적
합한 주거환경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시선/생
체 측정장치를 통하여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의 사용성을 분석하였다. <표 11>은 노인 주
거환경 니즈의 설문 분석 자료이다. *와 음영부분
은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발항목으로 채택한
항목들이다.
점차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환경이 변화되므로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사항을 고려한 주거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 결과를 분석하여 노인들의 불편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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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분석

<표 11> 니
공
간
명

구분

현 주거실태

바닥* 오래 서 있기
유효폭 물건 운반
싱크대 높낮이
가구* 수납장 높낮이
어지러움
주 악력* 불 켜기
방
수도꼭지 사용
용품의 사용 용품 무거움
무게
기억력* 가스불 인지 못함
시력
저하* 조리 시 잘 안 보임
미끄러움
바닥* 다리가 아픔
차가워 이용 못함
유효 물건 꺼내기
폭*
개수대, 세면대
높낮이
가구* 어지러움
욕
굽히기 어려움
실
수전 위치 높이
악력* 용변레버 위치
냉․온수 조절
용품의 샤워기 무게
무게
기억 레버 기억 없음
시력* 중심점이 없음
방문 시 잘
유효폭* 외부인
들리지 않음
잠이 오지 않음
침 바닥 잘 때 통증 느낌
실
및
미끄러움
거 가구 중심 기구
실
벽
외부 소음
전원버튼
누르기/
악력
차단
용품의 청소할 때 허리를
무게
숙이기
가스
기억력* 껐는지불을기억켰는지
없음
시력
눈부심
저하*
* 시선생체계측 실험 항목

%

30.4
22.4
32.0
26.4
8.8
60.3
43.3
16.4
78.0
22.0
19.3
24.8
1.0
12.4
24.3
12.4
7.9
4.0
44
28.6
5.0
78
22.5
13.1
23.4
16.8
17.8
18.7
18.3
30.3
38.1
12.4

버

실 타운
요구사항

노인용 바닥재
공간접근 용이
높낮이조절
안전바
악력 낮은 제품
근육량 낮은
제품
안전신호시스템
시각보호시스템
노인용 바닥재
온도 고려 바닥
높낮이 조절
안전바
노인 환경
고려한 용품
노인용 바닥재
악력 낮은 제품
UI개발
근육량 낮은
제품
시스템
시각 고려 용품
공용공간
출입/접근 용이
수면 환경 고려
바닥재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안전바
보조기구
방음벽
악력 고려 용품
환경 고려 용품
안전장치시스템
시각안전조명

순위를 추출, 노인들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개
발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정
량적인 시선생체계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문에
참여한 노인 중 모집단을 추출하여 실험 Task에
따라 인지율, 수행시간, 편의성, 성공률, 수행평가
등 5가지의 분석지표를 가지고 사용성 평가 테스
트를 실시하였다.

Ⅳ

. 시선/생체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 분석

1. 실험개요
기초조사한 내용 중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항
목을 추출하여 제품을 제작하였다. 설문에 응답
한 노인 중 17명을 선발하였으며, 건강상태는 양
호, 경증으로 구분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내
용은 1차로 기존의 주거환경 요소로 진행하고, 2
차로 유니버셜을 적용한 제품으로 진행하여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실험프로세스
험 진행과정

<표 12> 실
구분

내용

⋅캘리브레이션 작업(피험자 시선과 카메라를 일
치 작업)

장비
착용
연습 ⋅장비착용이 피험자에게 어색함 및 부자연스러운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연습 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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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계속>
구분

Task
수행

<표 13 계속>
내용

⋅본 실험은 주방, 욕실, 침실 세 공간에서의 주
거 환경에 대한 테스트 진행
⋅사용자 경험은 시선추적영상 장치를 통해 녹
화되었으며, 사용자 행동은 관찰 카메라 녹화

⋅Task 수행직후주거환경편의성에대한설문및
인터뷰 실시
⋅테스트 중 나타났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경험 기록
평가

실험 ⋅모든 Task 수행 후 장비 탈착 및 전반적인 사
종료 용성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3. 실험설계
험
바닥을 컬러, 재질
봅니다. 테스트(Eye
벽을 Tracking)
봅니다.
싱크대로
이동하여
물을 수전냉․온수
틉니다. 인지테스트
가스불을 상․하부장
켜봅니다. 높낮이편의
상부장에 성테스트
서냄비를
꺼냅니다.
방과 거실 홈컨트롤러
에 조명을 인지․편의
켭니다. 성 테스트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표 13> 실 설계
1
2

3

4
5

6
7

바닥을
봅니다.
벽을
9
봅니다.
세면대로
가서비누
10 를사용하
여손을씻
습니다.
수납장에서
11 수건을
꺼냅니다.
변기에
12
앉습니다.
8

컬러, 재질
테스트(Eye
Tracking)
수전냉․온수
인지테스트
-비누거치
대 편의성
테스트

-변기레버
물을
안전바 인
13
내립니다. 지․편의성
테스트
14 침실로 이동합니다.
15 침대에
높
앉습니다. 침대의
낮이
편의
켭
16 TV를
니다. 성 테스트
관찰자는
피실험자
17 에게초인
종을들려
줍니다. 홈컨트롤
인지․
누가왔는 러편의성
18 지확인합 스트 테
니다.
다시 침대
19 로와서눕
습니다.
조명, 홈컨
인
조명을
끕
20 니다. 트롤러
지․편의성
테스트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 준비가 다 되었는지
21 확인합니다. 가스 불을
켜놓지는않았는지? TV
가 켜져 있지는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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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분석 기준
사용자 평가 결과는 인지율, 수행시간, 편의성,
성공률, 수행평가 등 5가지로 분류되어 개별적/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후에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행시간에 있어
서는사후에다소많이소요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상부장의높이를피험자의기준에맞추기위
한 작업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 것으로 보였다.
부

<표 14> 분석기준지표

인지율

수행
시간

편의성
성공률
수행
평가

과제 수행 시 대상이 얼마나 쉽게 눈에 띄었는가
를시선추적을통해측정한다. 인지율(%)=(시야
에노출된시간중대상을본시간(대상을본시간
(초))/(시야에 대상이 노출된 총시간(초))×100
과제를 얼마나 빨리 수행하였는지 행동관찰을
통해 반응 시간을 측정한다. 수행시간(초)=과
제 수행 소요시간을 측정
과제 수행 시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지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편의성(점)=100점
만점 기준
과제 성공 여부를 행동 관찰을 통해 측정한다.
성공률(%)=(성공한 피험자(명))/(전체 피험
자(명))×100
과제 수행 시 나타나는 피험자의 행동을 전문가
가 행동 관찰을 통해 평가한다. 수행평가(점)=
100점 만점 기준

5. 실험 결과
- 부

1) 주방 상 장

싱크대 상부장은 사전 대비 사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수행시간은 사후에 다
소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부장에서 냄비와 요리 재료를 꺼내는 과제
수행에 있어 사전에는 총 17명 중 7명이 실패한
반면 사후에는 전원 성공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상부장의 높낮이 조절 기능 추가에 의한 것
으로 사전 대비 사용 편의성을 40점 증대시켰다.
평소 높은 상부장의 위치로 인한 공간 사용의 제
한적부분과사용성에대한불편함을해소시킨것
으로볼수있었다. 상부장높낮이조절기능유무
에 대한 인지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

험

<표 15> 주방 상 장 실 결과

-바닥재

2) 주방

싱크대 바닥재는 Task 특성상 인지율/성공률/
수행시간 측정은 불가하였으나 편의성 및 전문가
평가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닥재 소재에 따른 편의성은 사전 대비
사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주방

바닥재 실험결과

* Task 특성상 인지율/성공률/수행시간 측정 불가
3)

욕실-변기레버

화장실 변기레버 위치 변화에 따라 사후 편의
성과 수행평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
면, 인지율과 성공률은 사전 대비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익숙하지 않은 위치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충분한 교육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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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변기레버 위치 변경에 대한 과제 성공률은 사
후 총 17명 중 2명이 실패하였으나, 사전보다 사
후에 대한 편의성이 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사후
측면에 설치된 변기레버는 평소 허리를 굽혀 사
용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허리에 대한 무리가
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변기레버 위치 변경
에 대한 과제 인지율은 사전에 92%, 사후에는
37%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시간 또한 사전 대비
사후에 다소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결과는 평소 익숙하지 않은 위치 및 기존 학
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충분한 이해만 있다면 보다 사용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욕실-안전바

안전바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전원 과제 성공
률을 보였으나, 안전바 설치 후 사용 편의가 보다
증가되었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피험자에
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전바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전원이 과제를
성공하였으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안전바
설치 후 30점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피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인되
었다. 화장실 안전바에 대한 인지율은 92%로 나
타났으며, 수행시간은 안전바 설치 유무와 상관없
이 엇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17>

욕실 변기레버 실험결과

<표 18>

욕실 변기레버 실험결과

-

템

5) 침실 및 거실 가스안전시스

홈 컨트롤러 사용 전 가스 불을 켜 놓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몇몇 있는 반면 홈 컨트롤
러 사용 후 전원이 성공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
다.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사후 편의성이 보다
증가하였으며, 기억력의 감퇴로 인한 화재의 위
험성으로부터 안전 및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템 실험결과

<표 19> 침실 및 거실 가스안전시스

*Task 특성상 인지율 측정 불가(사전 홈 컨트롤러 없음)

홈 컨트롤러 사용 전 가스 불을 켜 놓은 것을
인지하고과제를성공한 사람은총17명 중7명으
로 나타났으나, 홈 컨트롤러 사용 후 전원이 성공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편의성에 있
어서도 사전 대비 60점이 증가하였으며, 기억력
감퇴로인한화재의위험성및불안감을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홈 컨트롤러 사용 전
에는 가스 불을 켜 놓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된 반면, 홈 컨
트롤러 사용 후에는 인지율이 94%로, 재빨리 인
지하고 과제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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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침실 및 거실 방문자

홈 컨트롤러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방문자 인
지 여부에는 전원 성공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편
의성 측면에서는 홈 컨트롤러 사용 전 대비 40점
의 증가를 보였다. 홈 컨트롤러 사용 후 방문자
확인에 대한 인지율은 92%로 나타났으며, 수행
시간은 홈 컨트롤러 사용 전 37초, 사용 후 10초
로 약 3배 이상 단축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험

<표 20> 침실 및 거실 방문자 인지 실 결과

* Task 특성상인지율측정불가(사전 홈컨트롤러 없음)

-

7) 침실 및 거실 조명

홈 컨트롤러사용유무와상관없이 조명on-off
과제는 전원 성공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편의성
측면에서는 홈 컨트롤러 사용 전 대비 60점의 증
가를 보였다. 홈 컨트롤러 사용 후 조명 on-off 인
지율은 79%를 보였으며, 홈 컨트롤러 사용 유무
에 따른 조명 on-off 수행시간은 약 50% 정도의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험

<표 21> 침실 및 거실 조명 실 결과

* Task 특성상인지율측정불가(사전 홈컨트롤러 없음)

Ⅴ

. 결론 및 제언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고령인구 비
율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베이비붐으로
태어난현사회활동계층이고령화됨에따라나타
나는현상으로판단할수있다. 본연구는기존노
인층의 주거환경을 조사하여 노인주거환경의 현
실태를파악하고주거환경의질적향상을위한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주거환경의 니즈를 반영
한제품개발을통해사용성평가를실시하였다. 본
연구는기초조사와사용성평가로구분할수있다.
기초조사에서는 노인주거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과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사항 및
니즈를조사하였다. 그결과대부분의노인들이노
인성 질환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
는주거환경을원하였다. 이를크게주방, 욕실, 거
실및침실로나누면다음과같다. 첫째, 주방은노
인의 신체적 반응을 고려한 바닥재와 공간인지가
가능한구조와노인성질환에대비한가구의높낮
이가고려되어야한다. 또한생활용품의경우노인
들이 사용 가능한 무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시스
템은기억력저하및시력을고려한안전구조, 조
명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욕실은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으므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게 제안되어야 하며, 노인
성질환을고려한가구의높이, 넓이가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잦은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설치하여 노인의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노인은 악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생활용품의
무게나힘의조절부분에세심한배려가고려되어
야할것이다. 셋째, 가장많은시간을머무르는공
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청각과 시각이
저하됨에 따라 시스템적 사항이 고려되어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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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념할 수 있도록 설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노인들의 니즈사항을 접목한
주거환경을구성한후사용성평가를실시하여이
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주방은 상부장이 일반
고정식일 때와 상하 반자동 시스템을 장착하여
Task를수행하도록실험하였을때, 후자의경우가
인지율, 성공률, 편리성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
다. 욕실의경우변기의스위치위치를조정하였을
때성공률과인지율은 높지않았으나, 사용후만
족도는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욕실안전바
의 경우도 현 주거환경에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Task 시 이용도는높지 않았으나, 사용 후 만족도
는 높아 노인주거환경에 있어 필수설치 제품이라
고 판단되었다. 침실 및 거실의 경우 홈 컨트롤시
스템을 주거에 장착하여 효율성이 편리하도록 제
안하였다. 이는모든노인의인지성을높이기위해
제공하였으며, 홈컨트롤러사용만족도는모든실
험중가장높은결과를나타낸것으로보였다. 본
연구는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노인의 필요를 반영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노인주거환경의 현 실태
를파악하고니즈를반영한환경에대한노인들의
정성적 만족도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였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다
양한 각도로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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