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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도시민의 행복 및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음 
 

▶ UN 산하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네트워크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행복 
보고서는 공공의 정책목표에서 경제적 성장보다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의 
성장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음 
 

▶ 세계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전세계 158개 국가 
중에서 2015년은 47위, 2016년에는 58위를 기록하여 행복수준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 

6-Sep-17 2 Source: The world happiness report (201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연구의 배경 

▶ 행복에 대한 연구는 사회ㆍ경제ㆍ심리학적 틀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비교적 
최근 물리적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짐(정창무, 
2007; 이영빈ㆍ정창무, 2013) 
 

▶ 공원체육시설, 사회기반시설, 문화공간 등 여가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시설 및 
공간이 행복과 연관성을 나타냈음 

6-Sep-17 3 Source: http://blog.cmiscm.com/?p=2869 & https://www.flickr.com/photos/onepointfour/13094234804 

http://blog.cmiscm.com/?p=2869


▶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장소 및 공간을 연구하여 공공의 측면에서 
제공해주는 것은 행복 도시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될 수 있음 
 

▶ 지금까지의 행복연구는 대부분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설문조사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연구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됨 
 

▶ 최근 스마트폰과 위치기반 소셜미디어(LBSN)의 광범위한 사용과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 자료, 텍스트 마이닝의 발전은 행복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복장소를 시각화 할 수 있는 웹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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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행복장소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이해하여 행복도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R을 활용하여 트위터 자료를 구득하였음 
(5월 9일, 13일, 14일, 18일, 19일, 20일, 21일)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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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Streaming API를 활용하였으며 요청값으로 
위치( 좌측상단[x1, y1], 우측하단[x2, y2] ) 입력함 
 

▶ 범위[좌상 ~ 우상]에 해당하는 트윗 자료를 주며 
한국어로만 된 트윗을 추출하였음 
 

▶ 실시간으로 구득되는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용하였으며 
중복되는 데이터는 삭제하였음 
 

▶ 정제된 트윗 데이터는 32,500개이며 하루에 
5,000~6,000개 정도임 
 

▶ 트위터 Streaming API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 전체 중 1%를 랜덤 샘플링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어 실제 트윗보다 적음 



필요한 데이터 구축 
( 데이터 위치, 내용, 날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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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축 

ID x y 트위터 내용 트윗 업로드 일시 

13 127.0398 37.5093 

선거날.  친애하는 신애동생네서 아내와 가볍게 낮술<ed><U+00A0><U+00BE><ed><U+00B5><
U+0082><ed><U+00A0><U+00BC><ed><U+00BD><U+00BA> feat. 시오니공주<ed><U+00A
0><U+00BD><ed><U+00B8><U+0085> #가로수길 #솔트 #홍신애 #모든메뉴가다맛있음<ed><
U+00A0><U+00BD><ed> 

Tue May 09  
07:53:19 +0000 2017 

26 127.05576 37.48856 
@sunshine_0114 와 반가와요 고미님 저도 성인에리예요 근데 제 바이오에 써져있긴한데 제가 캐
쥬얼한 ??쳰러라 ??쳰언급 간간히 있을 수 있어요 혹 불편하시면 부담없이 블언블 하셔도 됩니다 
( <U+0361><U+2565> <U+035C><U+0296> <U+0361><U+2565>) 

Tue May 09  
07:54:28 +0000 2017 

37 127.05576 37.48856 
@sunshine_0114 고마워요-♡잘 부탁드려요(●´ω ` ●)초멘나사이 없이 멘션 달아도 놀라지마세욧-
♡ 

Tue May 09  
07:56:25 +0000 2017 

51 127.0398 37.5093 

울 시온이 좀 더 크면 생에 첫 파스타는 신애이모가 해주기로 했어요
~<ed><U+00A0><U+00BD><ed><U+00B8><U+008B> #가로수길 #솔트 #홍신애 #시오니공주 
#그림이랑셋이묘하게닮았다<ed><U+00A0><U+00BD><ed><U+00B8><U+0084> @ 솔트 
https://t.co/oe0wL6puhP 

Tue May 09  
07:58:56 +0000 2017 

55 127.05576 37.48856 잠시 장보러 갑니다. 
Tue May 09  
07:59:56 +0000 2017 

93 127.05576 37.48856 이왕이리 된거 한통 더 해라. 7통 채우게 
Tue May 09  
08:08:10 +0000 2017 

109 127.05065 37.51823 
워커힐풀파티 2017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박조짐 약속합니다~  365일 파티섬 #ibiza 에서 현재 
플레잉하는 DJ와 컨텐츠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 !!… https://t.co/ifjKUqrMMl 

Tue May 09  
08:11:42 +0000 2017 

174 127.04091 37.52478 

#승리네라멘가게  
#일본맛 일본처럼 독서실 테이블ㅋㅋ 
맛있는데 짜다...  
시라김치? 부추김치는 추가했음 
다음엔 덜 짜게 해달라해야지. 
#아오리의행방불명 #라멘 
#아오리라멘… https://t.co/YE2yJRVs1m 

Tue May 09  
08:24:35 +0000 2017 

186 127.05576 37.48856 
@BLIDX @charisclinic 이제 심블리는 그만 미워하시고 부디 압도적인 차로 승리하셔서 승자의 여유
를 보여주시고 멋진 대통령 되시길...두시간 반 남았네요. 

Tue May 09  
08:26:32 +0000 2017 

236 127.05576 37.48856 생크림과 우유 그리고 돼지 앞다리 양파 마늘 다 샀다!!! 만세다 
Tue May 09  
08:34:22 +0000 2017 

254 127.03294 37.49523 I'm at 역삼1동 주민센터 in 서울 https://t.co/fJYL2BfwMl 
Tue May 09  
08:37:43 +0000 2017 

https://t.co/YE2yJRVs1m


종로구 

서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정리한 트윗 데이터 

32,500개 

데이터 기초분석 



• 텍스트마이닝 결과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음 

• 구득한 데이터 기간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음 

• 단어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감정이 잘 나타나지 않음 

• 따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행복” 단어 포함 트윗 > 

데이터 기초분석 

< 강남구 트윗 > < 마포구 트윗 > 



<구득한 트윗 데이터에서 발췌한 행복한 트윗 > 

행복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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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www.slideshare.net/RajivShah19/teaching-recurrent-neural-networks-using-tensorflow 

▶ 행복 트윗 문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머신러닝 방법을 
모색하였음 

▶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TensorFlow가 있으며 R과 연동이 가능함 
▶ 머신 러닝을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여 연구자가 트윗을 읽고 

행복 트윗을 구분하였음 

트윗 데이터 
1 

0 

< 트윗 행복 여부 판단 > 

결혼기념일~ 둘이서 시작하여, 
넷이되었으니!! 성공했지!!*^^* 

< 머신러닝 개념도 > < 트윗 행복 데이터구조> 

행복 소셜미디어 추출 방안 



머신러닝 Word2vec 

Word2vec이란? 

▶ 자연어(단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벡터) 변환해 
주는 방법임 

좋다 

맛있다 

즐겁다 
짜증나 

싫다 
화나 

남성-여성 동태 긍정적-부정적 

▶ 예를 들어 man(0.685483), woman(0.534890) 등 숫자로 표현되며 각 단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다른 의미임 
 

▶ 예시로 나타내므로 차원이 적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차원이 존재함 
e.g., 좋다(0.345, 0.567, 0.112, …) 



행복 소셜미디어 추출 방안(Supervised Machine Learning) 

Source: http://www.whydsp.org/237 

트위터서버 
머신러닝 
모델 학습 

데이터 
수집 모듈 

트윗 
데이터 

< 학습 단계 > 

트위터서버 

데이터 
수집 모듈 

실시간 
트윗 데이터 

머신러닝 
모델 행복 트윗 

< 테스트 단계 > 

< 시각화 단계 > 

행복 트윗 

데이터 시각화 
모듈 

GIS 서버 
시각화 
웹 지도 



머신 러닝 학습 

트윗 데이터 1 

트윗 데이터 2 

트윗 데이터 3 

트윗 데이터 1 행복 

트윗 데이터 2 행복 

트윗 데이터 3 아님 

행복 소셜미디어 추출 방안(Supervised Machine Learning) 

기존 트윗 데이터로 
머신러닝 학습 

행복트윗 
구분 모델 

피드백 

Happy? 

가족들과 
즐거운시간~ 

데이터를 교체하며 
지속적으로 머신러닝 학습 

실시간 행복 트윗 데이터 
모델 결과 시각화 

실시간 트윗 데이터 
구득하여 시각화 

Text Road map 

실시간 트윗 



Sun May 21 06:28:18 +0000 2017 
 
동네카페 
<ed><U+00A0><U+00BE><ed><U+00B5><U+0
09B><U+2615><U+FE0F><ed><U+00A0><U+0
0BC><ed><U+00BD><U+00A6> 
이렇게 예쁜 카페들이 생기다니 행복 
#9cam #나인캠 #구캠 #9캠 #주말 #일상 
#daily #woodsidecoffee #우드사이드카페… 
https://t.co/kvpmF060iV 

Sun May 14 05:10:17 +0000 2017 
 
집앞에 이렇게 좋은곳이 있다는건 행복 
~~&gt;&lt; 혼자와도 매우 좋으다 지만 역시 
여기도 커플들이 가득 ㅋㅋ 그래도 뭐 
알콩달콩하니 좋고나 ㅎㅎ #맛스타그램 
#먹스타그램 #초밥… 
https://t.co/2KP8REALTM 

머신러닝 데이터 정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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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https:~~, "@#.,~-_" 등 어절로 볼 수 없는 단어는 제거 
 

머신러닝 데이터 정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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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데이터 정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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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https:~~, "@#.,~-_" 등 어절로 볼 수 없는 단어는 제거 
 

▶ 2. ㅋㅋㅋㅋㅋ, ㅎㅎㅎㅎㅎㅎ 등 ㅋ과 ㅎ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은 “$웃음”으로 대체 
 

머신러닝 데이터 정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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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든 트위터(4000개)에서 1번만 언급된 어절은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로 보고 제거 
 

▶ 위 과정을 거친 후 분석한 트위터 데이터에서 2번 이상 언급된 어절은 약 4000개임 
 

▶ 총 4,708개의 데이터 중 4000개를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고, 708개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음 



머신러닝 결과 및 웹어플리케이션 구축 

▶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머신러닝 모형은 행복 트윗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충분한 양의 데이터 확보를 통해 예측력을 올릴 필요가 있음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 조사장소: 광화문ㆍ경복궁ㆍ청계천ㆍ연남동 
 

▶ 조사방법: 인터뷰 
 

▶ 인터뷰 내용: 우선 행복과 장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임을 소개하였음 
 
1. 요즘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2. 이 장소가 서울 시민의 행복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3.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행복을 주는 다른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장조사(광화문ㆍ경복궁) 

행복을 주는 장소라는 표현은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즐거움을 주는 장소는 확

실한 것 같아요. 일단 색다르고 도시안에 있으면서 도시에서 벗어난 느낌? 어떻

게 보면 소소한 행복이네요.  

20대 여성 

30대 남성 
이런 역사적인 공간이 도심중앙에 있어서 시민들이 여가 시간이 생겼을 때 방

문할만한 장소가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

런 랜드마크가 있다는게 서울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

화문에 대한 노래도 많은 것 같아요. 

20대 여성 일단 광화문을 보면 탁 트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원 해요. 그리고 여기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행복하고 들뜬 기분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 장소가 서울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도시 안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도심 한복판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가 있으니까 사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고기

도 많더라구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보니

까 신기하기도해요 

50대 여성 

현장조사(청계천) 

20대 남성 여기 주변 직장인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고층빌딩 숲에서 근무

하다가 점심시간 같을 때 잠시 나와서 여유를 즐기면서 산책하면 좀 더 행복해 

질 것 같아요 

20대 여성 이 주변이 걸어 다니면서 볼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도심이라 차도 많고 딱히 

앉아서 쉴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계천이 있으니까 와서 앉아서 

휴식하면서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현장조사(연남동) 

여기서 한강까지 가려면 먼데, 연트럴파크처럼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잠깐 나와서 이렇게 

놀기 좋아요. 

20대 여성 

20대 남성 
제가 여기가 행복하다고 한 이유가 외국이랑 비슷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

는게 길에서 자유롭게 맥주 한 잔하면서 쉴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눈치

가 보여서. 이렇게 눈치를 안볼 수 있는 분위기가 잡힌 곳이 여기가 제일 좋

지않나. 

60대 여성 
여러 지역에서 연남동에 많이 와서 쉬고 하는걸보면 여러사람이 여유있을 

적에 여기와서 거리도 한번 걸어보고 그런 걸 보면 행복한 것 같아요. 

40대 여성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공원이 생기고나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

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술이나 밥을 먹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나와서 걸으

면서 얘기해요. 사람을 더 많이 만나니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 바른먹거리 실천협회 

• 문화유산 연구회  

• 페어 트레블 

행복한 서울 이야기  

서울 남촌(나대장골)의   

 보물 찾기  



목    차  

1. 연구 배경 
 

2. 연구 결과   

  - 최초 기획 

  - 전문 자문단 자문내용(최초, 중간)  

  - 수정된 연구 계획  

  - 연구 결과  
 

3. 서울 남촌(나대장골)의 보물 이야기 

행복한 서울 이야기  



연구 배경  

은퇴한 50+세대, 초등 ~ 대학생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는데  

막상 마을에 정착하려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행복한 서울 이야기  

50+ 센터에서 활동중인 6개 커뮤니티 소속 활동가들이 
콜라보레이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음   

이들에게 우리 동네만이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이야기를 

50+세대가 찾아서 들려주고 안내해 준다면 

50+ 세대와 학생들 : 내가 사는 동네에 편안하게 정착      

보물을 찾아 주는 50+ 세대 : 동네 어른의 역할, 일자리 창출  

들려주는 과정 : 기성세대와 다음세대의 소통의 장 

다음세대, 50+ 세대 모두 행복한 동네ㆍ서울 살이 될 것임 



최초 기획 

1. 연구 범위 : 서울 남촌 전체  

   ~ 회현동, 명동, 필동, 남산, 서울역고가도로 연결 

  ※남촌 : 청계천의 남쪽 촌락을 일컬음(북쪽은 북촌임) 

행복한 서울 이야기  

2. 연구분야 :  

   남촌의 문화유산과 남촌 선비 및 선비 정신  

   먹거리 문화,  

   산책(여행) 코스,  

   베스트 포토 존,  

   생활풍수 



행복한 서울 이야기  

전문가 자문단 자문내용(최초) 

  ⊙ 공통사항 

   - 서울시민의 행복을 주제로 연구과제 내용 재구성 

   - 문헌 및 정책 검토보다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과제 수행 

   - 연구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연구의 범위 조정 

 ⊙ 행복한 서울이야기 

   - 서울시민의 행복을 주제로  

     연구내용 구체화 및 연구범위 축소 필요 

   - 먹거리, 명소, 투어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기보다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진행 



행복한 서울 이야기  

전문가 자문단 자문내용(중간) 
 

  ⊙ 공통사항 

   -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 주제에 맞게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조정 

 ⊙ 행복한 서울이야기 

   - 연구내용에 맞게 연구제목 수정 

   - 연구범위를 축소하고 연구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연구 수행 
   - 50+세대 뿐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의 행복 고려 필요 
   - 먹거리, 문화유산과 지역주민, 방문자들 간의 행복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 진행 



연구 계획(수정된) 

1. 연구 범위 : 서울 남촌 중 남산동(나대장골)으로 한정   

2. 찾을 보물 : 남촌 선비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 먹거리 문화, 

                  문화와 먹거리를 연결하는 산책탐방 코스   

3. 찾은 보물을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여 행복한 서울 이야기                                                                      

   로 엮음 

4. 우리가 엮은 행복한 서울 이야기에 대해  

   현재 주민의 이야기 들어 보고 다듬어 마무리 

5. 최종 완성되면 책으로 엮어 각 종 기관에 제공 

행복한 서울 이야기  



연구 결과 : 찾은 숨은 보물 

1. 남촌(나대장골에) 선비들의 삶을 재조명 할 수 있는  

   인물(선비)과 그들의 문화유적 발굴  

    : 11명 대표 인물과 그들의 선비 정신 

행복한 서울 이야기  

2. 남촌(나대장골) 선비들의 먹거리 문화 발굴  

    : 시대별 대표 먹거리 총 12개 발굴 

3. 발굴한 보물을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여  

   행복한 서울 이야기로 엮음  

    : 2개 코스  



행복한 서울 이야기 

서울 남촌(나대장골)의 보물 

행복한 서울 이야기  



서울의 남촌은 청계천 남쪽          

1. 남촌은  

남촌 : 현재 회현동, 명동, 필(붓)동, 남산동  



남촌의 풍수 
   

서울 사대문 안은 명당이다. 
서울은 무학대사를 통하여 도읍지로 결정한 최고의 명당.  
사대문 안쪽이 핵심, 북쪽의 북한산과 삼각산, 남쪽의 남산(일명 낙타산),  
서쪽의 인왕산과 안산이 마치 병풍으로 둘러싸여 있는 듯한 지세  
여기에다 한강이 도도해지게 흘러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명당  
사대문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삶을 영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과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수도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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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락한 양반이 전형적인 남촌 선비(허생전의 주인공 선비) 

 - 깐깐하면서 지조를 중시하는 남산골 샌님(양반), 딸깍발이 

  ‘남산골 샌님이 자기 벼슬은 못 챙겨도 다른 이 벼슬 뗄 재주가 있다’ 

     (비록 가난했지만 북촌 권세가의 부정부패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유배를 보내기도 한 남촌 선비들의 대표 정신이 배어있는 속담)  

 -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오늘날  

   ‘고시촌’역할의 주막도  

   많았음(숙종때 민담)       

2. 남촌의 선비는  



남촌의 대표 샌님 

이인상  ~ 남촌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조선선비의 표상  

  가정 형편이 궁핍하고 몸은 병약했으나 성격이 고결하고 강직하였음.   

  시·서·화 삼절(三絶)로 널리 추앙, 조선 후기 문인화의 일맥을 형성에 기여 

박제가와  이덕무 
 ~ 신사조를 받아 들여 문학사 사상사의 독보적 지위 마련  
남촌에서 처음 만나 서로의 개성을 마모시키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튀어 오르게 함 

한음(漢陰) 이덕형(李德馨), 백사(白沙) 이항복(李恒福)  
남촌 출신으로 선조 때 영의정에 오름  

퇴계 이황, 서애 류성룡, 문인⋅화가였던 표암 강세황,  
다산 정약용 등도 남촌의 대표 인물  

한치윤(韓致奫) ~ 대표 실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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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갓끈 떨어진 선비들이 모여 산 곳이 남촌. 
 - 남산골 샌님들은 빈곤하여 거지 신세나 진배없으나  
   목숨 걸고 체면과 자존심을 지켰다. 
 

   (양반들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 치지 않으며, 얼어 죽어도 곁 불은 쬐지 않았다. 
    소나기가 와도 팔자걸음을, 며칠 굶어도 책만 읽음 
  ‘속대발광욕대규’(束帶發狂欲大叫)를 참았으며,  
   일제 강점기 때는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며 항거했다. ) 
 

시대에 뒤떨어지고 앞 뒤 막힌 게 선비 같지만  
    조선을 지켜온 정신이 선비정신,  
    한류의 세계화에 한 뿌리가 되었음 

 - 남촌은 재야 선비들의 주거지 였으며(북촌은 현직관료들 거주)  

 - 실학과 서민문학 등 대항문화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3. 남촌 샌님의 선비 정신은  

열정적으로 시대를 이끈 지식인이자 문학인, 정치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사랑에 헌신했던 로맨티스트인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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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촌의 나대장골에 숨겨진 보물 

무신이야기 - 백동수와 나홍좌  

나대장골은  현재 중구 남산동 1가에 있던 마을로, 羅洞이라  했는데  

그곳에 조선 후기 羅弘佐 장군이 살았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고.  

현재는 남산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런 이름의 유래 때문인지 무사와 남산 초등학교 출신의 장군도 있고  

깐깐한 선비의 뒤를 있는 저명 인사들도 많다 

 나홍좌(羅弘佐, 1649∼1709) 장군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훈련도감 중군, 훈련대장  
겸 총관, 총융사, 훈련도정 겸 주사당상 등과   
외직으로는 정주목사, 함경남도병마절도사를  
거쳐 삼도통제사 등 역임  
충효가 돈독하고 식견과 도량이 넓고 깨끗하며  
소송을 공평히 하여 지방의 황폐한 곳을 잘 다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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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백동수(1743~1816) 
 
절충장군(折衝將軍) 백사굉(白師宏)의 아들이며,  
이덕무의 처남으로 나대장골 출신의 무신이다.  
 ‘검선(劍仙)’인 김광택에게 조선검법을 전수받고,  
전통 단학으로 내공을 쌓고 의술까지 익히며,   
무협의 세계에 빠져들어 주위의 우려를 삼.  
연암 박지원, 이덕무 등 좋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과에 급제했으나  
 
   관직 수가 부족해 벼슬을 얻지 못하였다.  
   가난으로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낙백 시절을 보내다가  
   정조 때 창검의 일인자로 추천 받아 검서관(檢書官)이었던  
   이덕무, 박제가와 함께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에 참여하며  
   벼슬 길에 올랐다.  
   2011년  S 방송국의 “무사 백동수”로 시청률 21% 



역사를 꿰뚫어 본 실학자 한치윤 

한국사의 참모습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실증에 의거한  

한국사 저술에 착수하여 10년 만에 《해동역사(海東繹史)》 본편 70권을 저술 

〈지리고(地理考)〉부분은 조카 한진서(韓鎭書)가 15권을 속편으로 완성.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역사서를 편찬, 일부 중국의 사료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우도 범함  

나름대로의 역사 해석과 고증을 시도하는 등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이 의의 

해동역사에 기록된 천금채(상추)  
고구려에서 사신이 가지고 온 상추 씨앗을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했다고 해서  
천금채(千金菜 ·천금만큼 귀한채소)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을 거쳐 들여온 상추 씨앗이 고구려에서 
우량품종으로 육성돼 역수출도 되었다. 



5. 남촌의 숨겨진 보물  

- '福泉岩‘ 바위 ~ 남산동 2가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이름 

- 호위청골 : 호위청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 

- 이덕형 집터 ~ 오성과 한음의 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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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패 시장터 ~ 미곡, 포목을 팔던 한양 3대 시장 중 하나 

- 안중근 기념관  

- 남대문시장, 신세계백화점, 옛 제일은행 본점 등  

- 남지터 ~ 관악산 화기를 막기 위해 조성한 연못 터 중 하나 

- 탑골 모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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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금 나대장골은    “남산초등학교” 

•1924년 경성남산공립 
  심상소학교(일본인 소학교) 
   로 개교 
 
•1945년 서울남산국민학교 
  로 재개교 
 
•1969~89년 청계초 일신초,    
  남대문초, 영희초교  
  등을 폐교로 분리 수용 
 
•1996년 3월 1일 :  
  서울남산초등학교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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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소방대 시범학교            
  선발 수상(‘96) 
 
- 한강 헤엄쳐 건너기 행사 
 
- 육군 제6군단과 자매  
  결연 
 
- 남산 역사자료관 완공 
 
- 육군 중장을 배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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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판이 가득 찬 bar 음악실  

이용학원이 대학으로 
재미로 등 길에 테마를 붙여  
관광을 유도하지만  
 
남산동 주민들에게는  
거부감만 생기고  
골목마다 아이들 상대의  
떡복기집, 라면집, 봉제 등 소규모 
제조업이 임대료에 밀려 없어지고 
  
그 자리엔 게스트하우스 등이  
자리잡는 등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행복한 서울 이야기  

남산 토박이 채춘자 여사(87세) 
남산동에서 태어나 남산초교 2학년 때 
6 25 전쟁 발발로 지방으로 피난생활  
피난 복귀후 지금까지 남산동 거주 
아들도 남산초등학교 졸업(44세)       

남산 토박이들과 여행객 

지금은 
보신탕 집이었으나 지금은 
점심 때는 돈까스집으로 
밤에는 bar 123으로 운영중  

“지금은 아이들도 없고  
집주인들도 다 이사 가고  
임대료가  비싸니   
유지하기 힘들고 ~~ 
동네도 예쁜 골목들이  
개발바람으로 없어지고 
외지사람들이 이사오면   
자기네 고향사람끼리   
고향의 풍습을 따르다 보니  
원래 남산동은 사라지고”        



남산 토박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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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촌과 명례방 먹거리 



전통으로 먹는 먹거리 : 서울의 대표 음식 

- 조선시대 음식 솜씨가 좋은 세 곳 : 서울, 개성, 전주 

   서울이 꼽히게 되는 이유 

   오백 년 이상 이어온 궁중의 음식 문화,  

   유교의 영향으로 격식을 중시하고 음식에 치장을 많이 함  

   부유해서 고기, 생선, 채소 등이 고루 쓰이는 찌개 등이 발달 

대표 음식 

- 설렁탕 : 왕이 2월 상재일 제를 올릴 때 먹은 음식 

    처음에는 선농단에서 끓인 국이라 하여  

    선농탕이라 하다가 설렁탕이 됨  

    고기 등을 푸짐하게 넣어  

    서울 특유의 음식문화가 잘 스며있다. 



- 열구자탕 
   화통이 달린 냄비에 산해진미 재료를 넣어서  
   끓이는 음식으로 신선로로도 불린다. 
   입을 즐겁게 해주는 탕이라는 뜻이다.  

                                            - 갈비찜  
  좋은 재료와 고기를 사용하는 등 사치스럽고  

  화려한 서울 향토음식으로 평민들은 먹기 힘든 
  궁중음식들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음식이 됐다.. 

   
   
   
   
   
   
   
   
   

남주북병(南酒北餠) ~  
 술은 남촌에서, 떡은 북촌에서 빚은 것이 맛있다  



- 탕평채 
탕평책을 논할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탕평채. 
탕평채를 채 썰어 볶은 고기와 데친 숙주, 

미나리 등을 초장으로 무친 음식으로, 
여름에 먹기 좋은 시원하고 입맛을 돋구는 

향토음식이다. 

 -  너비아니 
쇠고기로 하는 불고기를 가리키는 말로  
조각을 너붓너붓하게 썬 것에서  
너비아니라는 이름이 유래됨   
등심이나 안심을 약간 도톰하게 저며 칼집을 
내고, 갖은 양념을 버무려 재워서 구운 음식 
오래 재우거나 구우면 고기가 질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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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유혹의 맛, 복어국                              

복어는 한강에서 잡은 것이 맛있다 -  봄철 잠시 맛볼 수 있었던 별미 

회귀성 어종인 복어가 가장 많이 잡히고 맛이 좋은 
지역이 한강 하류 지역이다.  
“하돈은 한강에서 나는 것이 맛이 좋은데 독이 있어 
사람이 많이 죽는다.  
영동 지방에서 나는 것은 맛이 조금 떨어지나 독은 
없다”라고 함  

정선, ＜행호관어>, 이병연 제화(題畵), 간송미술관 소장.  
1741년에 지금의 행주대교 일대 한강에서 복어와 웅어를 잡는  
수많은 고깃배의 모습을 묘사했다. ＜출처: 네이버 미술검색> 

죽을 때 죽더라도 하돈 맛을 어찌 지나치랴  
결국 복어국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둘로나뉨 
시인 신위(申緯, 1769~1845)는  
“서글퍼라! 하돈 맛도 모르고 지났구나”란 시를 짓기도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sm=ncc_clk&where=kdic&ie=utf8&query=%EC%8B%A0%EC%9C%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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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먹는 먹거리 : 일제 강점기 먹거리 

 문인과 예술가들의 둥지 다방 
   : 낙랑팔러(1930년 개업), 봉선화(해방후 최초개업), 
     에덴, 도루췌(돌체) 다방 등 

192, 30 년대에 가장 성행한 
다방과 카페. . .  
다방은 차 마시고 쉬는 
장소이자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및 발표의 종합예술 역할을 
카페는 술과 웃음을 파는 
유흥문화의 첨병역할을 했다. 
남촌의 은좌(銀座, 충무로), 
바론(baron, 영락정, 현 저동), 
마루비루(명치정, 현 명동) 등이 
가장 유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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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후 일제의  

관청으로 유입된 

신문물의먹거리 

1934년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법인 
‘조선시가지 계획령’으로 시역이 확장됨. 
  

- 청계천 남쪽인 남촌은 일본인, 
  북촌은 조선인이라는 거주민 구성변화와  
 

- 개항기 이후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대중화되어 일상생활 속으로.  
 

- 신 문물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었다.  
- 서양식 모던세대가 거리를 활보하고  
   화장품과 향수,  
 

- 커피와 홍차, 맥주와 포도주, 초콜릿과  
   캐러멜 등 서양과자(먹거리)가 수입됨 



행복한 서울 이야기  

관청 주변의 식당가 

- 남촌은 내지인(조선거주 일본인)과 식민정부를 위한  
  가로망이 확장 신설 
- 동양척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조선은행 등 식민금융기관과 
  신식상점, 백화점 등이 어우러져 관청 주변의 먹거리 문화가  
  발달  

◀동양척식회사 
 1908년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고 경제권 이득을 
 착취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회사. 
(외환은행 본점이었다 하나은행으로 바뀜)  



행복한 서울 이야기  

일본 덮밥집 돈부리  

아직도 흔적이 보이는 일본식 덮밥 집과 라면집  

일본식 라면집 



행복한 서울 이야기  

삶으로 먹는 현재 먹거리 : 명동의 먹거리 문화 

상인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남대문시장 배달의 기수,  
밥집 아줌마. 
 ~ 택배, 배달의 원조 
 ~ 남대문시장의 바쁜 일상이  
   뒷모습에 모두 담겨 있다. 



행복한 서울 이야기  

남대문 시장과 먹거리 

남대문 시장의 
명물 잡채호떡 



행복한 서울 이야기  

남대문시장은 의류, 섬유 제품, 주방용품, 가전제품, 
민예품, 토산품, 먹거리 등 웬만한 물건은 다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다. 

남대문 시장의 이동 가게 



행복한 서울 이야기  

남대문시장의 대표 명소 : 갈치 골목과 칼국수 골목 
 갈치골목 ~ 1980년대 값싼 갈치를 조려 내놓은 것이 입소문을 타 유명해졌다. 
 칼국수 골목 
  ~ 칼국수 가게 열 곳이 오밀조밀 붙어 있다. 
    즉석에서 국수를 썰어 끓여준다. 찰밥, 보리밥도 인기가 많다. 

주변의 먹거리  



8. 남촌의 행복한 이야기 탐방 코스    

1. 만화의 거리부터 남산옛길까지 
  - 명동역 3번 출구 ~ 서울애니메이션센터까지가 만화거리(재미로)  
    뽀로로, 둘리, 달려라 하니, 키오카 등과 마주할 수 있다.  
  - 매년 서울 국제 만화 애니매이션 페스티벌이 열림 
  - 만화 캐릭터로 동심을 느껴 보는 행복한 시간  

나대장골 



행복한 서울 이야기  

 
 



2. 명동옛길 : 명동역 10번 출구 ~ 창고극장 , 명동성당   
   

명동옛길(명동성당) ~ 명동예술극장, 중국대사관을 거쳐 명동역 6번출구  

- 명동옛길은 18세기 조선의 숨은 이야기가 있는 거리다.  정약용과 윤선도 옛집과  
체재공이 살던 보은단동의 의리와 선비의 풍류가 서려있고, 18세기 변화를 주도한 
선비들의 이야기가 숨어있다  

 - 예술가의 자유로운 영혼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명동예술극장과 창고극장이 있다.  



행복한 서울 이야기  

 
 



9.  향후 계획  

- 발굴한 보물에 대한 검증 

- 최종 확정된 남촌의 보물에 대해 책으로 발간 

- 지자체와 남산초등학교 등에 제공 

- 남산동 50+ 대상으로 마을 해설사 양성   

- 남산동 각급학교( 남산초교, 정화예술대학)에 

  마을 해설프로그램 및 봉사 프로그램 제공 



문화유산연구회(김태휘) 

행복한 먹거리 실천협회(곽병호)  

페어 트레블(서정화)   

행복한 서울 이야기  

감 사 합 니 다  ^_^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1. 사업성격 : 서울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단) 

1. 사업기간 : 2016년 8월 – 현재 

2. 참여대상 : 신체 건강하고 육아 경험이 있으며 아이를 사랑하는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시니어 90명 

4. 주요업무 : 가정방문 아이돌봄(등하원, 단시간), 부모모임활동지원 

5. 대상지역 : 영등포권(구로`강서`서대문), 동북권(강북`성북), 성동권  

                        (성동`광진)   및 인근 자치구 

6. 사업목표 : 시니어에게 경제활동 기회 부여 /  아이돌봄 사각지대 축소 

                         세대간 통합 / 시니어 인적 자원 개발 



“우리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 40시간 기본교육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력 – 나는야 돌봄교사!” 



교육은 나에게도 행복  

: 동화구연,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우리 일은 우리가! 

- 나도 팀장이야^^ ” 

“친교는 새로 찾은 나의    

  자존감, 나의 행복＂ 



  

65세는 일선에서 은퇴해야 할  

진짜 노인이 아니고 

젊은 노인 즉, Active Senior이다. 

 

65세의 기준은 127년전 평균수명이 60세일 때  

독일에서 세워진 기준일 뿐이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현실과 안 맞는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율 

- 여성노인의 급속한 증가 

- 빈곤 

- 사회관계의 축소 

- 건강, 상실감, 낮은 자존감 

- 사회적 갈등 

- 삶의 질 저하 

…………… 

“일”은 시니어에게 

어떠한 

의미일까? 

 

“일＂은 시니어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나의 노년과 일, 그리고 행복”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것들 

취창업경험 빈도 비율 

취직경험 있음 22 33.3 

창업경험 있음 3 4.5 

없음 41 62.1 

합계 66 100.0 

취직경험 

음식점, 식당 주방, 

어린이집 조리사,  

단순경리업무,  

콜센터 상담원 

노인돌봄, 요양보호사 

생산직, 봉제 

아이돌봄, 베이비시터 

시식 알바, 미화원 

창업경험 피부미용, 해물포차, 장사 



참여 동기 빈도 비율 

생활비 마련  12 8.7 

용돈 마련 22 15.9 

여가 활용 14 10.1 

친구를 사귀려고 0 0 

건강유지를 위해서 10 7.2 

전문지식을 활용하려고 4 2.9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23 16.7 

합계 138 100.0 일의 효과 빈도 비율 

경험·전문성 활용의 자부심  26 23.9 

생활비 또는 용돈 마련  26 23.9 

활동을 통한 건강유지  18 16.5 

동료 간 관계 및 친교 9 8.3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도울 
수 있다는 보람 

30 27.5 

합계 109 100.0 



“아이 엄마가 아이를 성심성의껏 돌봐줘서 감사하고  

저를 믿고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때 

돌봄교사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 생활에 활력이 생겼으며 자부심도 생기고  

손주들한테나 자식들한테도 떳떳함을 느낀다” 

“돌봄교사를 하면서 웃고 귀여운 아기를 생각하면 

나의 힐링이라고 생각되어 보람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고 

마음과 몸이 건강해졌다” 

“젊은이들이 육아하면서 가정 살림하는데 꼭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으며,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이해해줘야겠다＂ 

“아이들을  
보면서  

내 성격도 더 
밝아졌어요”

＂ 



1. 노인일자리사업에 돌봄서비스 및 전문 비영리기관 진입 적극 촉진 

 

2. 단순봉사가 아니라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3. 저소득가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이용권 확대 

“나이 먹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남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용돈도 생겨서 보람됩니다.” 
  

“무료한 삶을 활동함으로써 도움이 됩니다.” 
 

경력 기반 전문교육 – ‘돌봄교사’ – 체계적 사업 시스템 – 품질과 신뢰 

일은 나의 행복, 나의 힐링  
“계속 일하고 싶어요” 



시니어의 행복과 

세대간 연대는 

지속가능사회의 토양입니다 



아동의 행복 기초기술 

- 스포츠 프로그램 -  

함  은 주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의 행복 인식은? 

 2017년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 88점. 

  OECD 22개 국가 중 20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6년엔 82점으로 최하위인 22위 

 - 주관적 건강, 건강행동(운동)지수도 하위 

 

 행복하기 위한 조건? 

 화목한 가정, 가족관계  

  돈 



행복이란, 살아가는 자세 

 행복하게 만드는 긍정적 삶
의 태도 배우기 

 행복은 배워나가는 것,  그
리고 관계를 잘 맺는 것 

 (연세대학교 염유식 교수) 

 

 행복의 조건(조지 베일런트) 

 - 역경에 대처하고 이겨내는 
능력 

 - 규칙적 운동 

 - 평생에 걸친 교육 등 



스포츠와 행복 

 스포츠의 본질 

 - 제도화된 규칙 + 경쟁 + 놀이 + 신체
활동 

 

 놀이와 신체활동량의 차이는 행복과 
건강의 차이  

  즐거움(오락)과 신체적 건강 

 

 스포츠의 규칙에 기반한 경쟁적 신체
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즐거움, 그리고 
건강한 관계에 기여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스포츠 

소프트 

스킬 

성격 

형성 

규율성 

관계 

신체적 

발달 

정직, 책임, 성실, 
인내, 용기, 도전… 

신뢰, 협동, 단결, 
소속감, 애국심… 

규칙, 질서, 준법 등 

체력, 신체에 대한 
인지, 신체사용 능
력의 발달 



 그러나, 저소득/소외계층의 아동은 행복하기가 쉽지 않
다.  

 

 건강한 관계 맺기를 위한 부모(어른의 부재)와 환경의 
부재, 교육격차 등이 배경 

 스포츠 참여 기회 결여 

빈부
격차 

학력 

문화/
건강 직업 

기회격차 

행복격차 



 Putnam(2015) 

 - 스포츠와 같은 과외활동은 균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기능
을 한다. 

 

 저소득/소외계층 아동이 행복을 위한 삶의 자세를 배우고 
행복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스포츠 프로그램은 
더욱 필요하고 중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소외계층 아동 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
으로  

 

전문적/지속적 

스포츠 프로그

램이 아동에게 

주는 행복 찾기   



 스포츠 프로그램 진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사례 발굴 

 

 지역아동센터 방문 수업 관찰 및 면담 진행  

 - 기관(센터장) & 아동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스포츠 프로그램 사례 분석 

 - 경험과 변화 



지역아동센터 스포츠 프로그램 활동 사례  

 두날개 지역아동센터(영등포구 대림동) 

  

- 축구(매주 금요일 오후 4시) 

 - 2016 대한체육회 행복나눔생활체육교실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진행. 2017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센터장 및 센터
내 자원봉사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 

 - 주변 대림운동장 사용 

 

 - 탁구(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매주 5명씩 돌아가며 활동) 

 - 영등포구 보건소의 신체활동 지원사업으로 강습비 정도 
지원 받고 있음.  

 - 같은 건물 내 탁구장 이용 

 



 청솔지역아동센터(관악구 신대방동) 

 - 농구(매주 금요일 4시) 

 - 자생한방병원 지원으로 휴브(스포츠강사 지원) 통해 스
포츠 프로그램 진행 

 - 이 외, 탁구/볼링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음. 

 - 도림천 공원(신대방역) 이용 

 

 가재울지역아동센터(서대문구 북가좌동) 

 - 농구, 축구 외 다양한 프로그램 

 - 놀이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 휴브가 제공하는 프
로그램과 강사지원으로 프로그램 운영 

 - 센터 옆 북가좌 초등학교 운동장 이용 



지역아동센터의 스포츠 프로그램 활동 



행복이 보이나요?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 

 - 리더십, 중재 및 조절 능력, 그리고 즐거움 

 - 자신감 

 

 극히 일부 지역아동센터만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후원 및 시설, 강사 등 인프라 부족 

 행복에도 노력과 투자가 필요 

 

 

http://sports.media.daum.net/sports/worldsoccer/newsview?newsId=20160902132505465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 

 어마어마한 행복에 도달한 그 순간이 아니라 행복을 위
해 노력하고 배우는 과정이 바로 행복 

 

 행복근육 키우기 

 - 근육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만들어짐 

 - 근육은 신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건강하게 만든
다. 

 - 행복은 근육처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 행복근육을 만드는 기초 기술 트레이닝! 

    스포츠 프로그램 



스포츠문화연구소 함은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소영



사)마을탐사단 청바지



[ 출처: 한국방정환재단, 
2016년 제8차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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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을탐사단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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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방정환재단, 2016년 제8차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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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을탐사단 청바지

가족소통검사.mp4
부모대화법.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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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을탐사단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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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활동

사)마을탐사단 청바지



.

청바지활동

사)마을탐사단 청바지



.

청바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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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들의행복한화학작용, 
쉐어하우스청년들
-강북구의자생적쉐어하우스 청년들의 사례를중심으로-

홍종원, 박철우, 원석현

(가칭. 강북연구원)

170907 서울형행복연구



집단인터뷰



집단인터뷰



연구배경

 본연구팀구성원은강북구에서자발적인쉐어하우스에 주거

 쉐어하우스의 경험을공유하는과정에서무수한그리고다양한
갈등과타협과정확인

 강북구의자생적쉐어하우스에살고있는청년들이어떤배경속
에서함께살게되었는지를고찰해보고쉐어하우스를 통한행복
감과삶의만족도를분석해본다면행복한함께살이로서쉐어하우
스확산가능

 이러한과정이정책으로반영된다면단순히함께사는것만을목
표로하지않는함께행복하게살수있는방식의정책개발기대



연구과정

■주제에 대해문헌조사와인터뷰를통한질적연구

○청년쉐어하우스정책조사연구고찰

- 청년의주거문화및형태문헌고찰

○포커스그룹 인터뷰

- 강북구에있는세곳의자발적쉐어하우스에사는청년들 FGI진행
를통한행복감탐구

○심층인터뷰
- 쉐어하우스 거주청년개인에대한심층인터뷰



선행연구검토1

○청년들의 쉐어하우스가늘어나며관련연구가증가하는 추세

- 한온라인검색서비스(DBPIA)를 이용해서 “셰어하우스”를 검색하
면 2012년 이전에는연구가전무했고 2012, 2013년 각 1건, 
2014,2015년 각 3건, 2016년 4건의논문이발표된것으로확인됨

- 동일한검색서비스에서 “쉐어하우스”로 검색하면 2010년 이전연
구는없고 2013년 7건, 2014년 8건, 2015년 2건, 2016년 9건의논문
이발표되었음

→ 즉, 셰어하우스에 대한관심은 2010년 이후의비교적최근현상
이며추세적으로점차관심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음. 



선행연구검토2

○조창희(2016), “쉐어하우스에살지마세요!: 사람이그립지않다
면”, 건축60(6)

- 조사를통해현실적어려움을드러냄. 예를들어, 자신의기준을
강요하거나 공용공간의상시점유또는 1인실안에서만생활하는
모습, 청소불참등구성원간의협력이부족한것으로나타남. 

○박형수(2013), “공유문화로서의쉐어하우스”, 건축 57(11)

- WOOZOO 4호점에대한연구를통해거주자들이점차공유공간에
서의할애시간이늘어나고있음을밝히고지식에대한공유에서라
이프스타일의 공유로쉐어하우스거주가공유문화확산에기여하
고있음을 드러냄.



선행연구검토3

○박종현・이종렬(2014), “쉐어하우스를통한 1인주거체제의 현
실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 1인주거가점차늘어나는현실을지적하면서커뮤니티, 소통, 관
계를특징으로하는사람공유(human sharing) 개념과쉐어하우스가
연계되면사회적고립등 1인주거의문제점을해결하는데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



영상: 원자들의행복한화학작용, 쉐어하우스청년들



분석1 : 그들은왜함께살게되었을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함께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혼자 살면
재미도 없고 심심해서 , 같이 살면 말동무도 있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등장하는단어들

- 혼자살면재미도없고불행하고심심하다 → 심리적요인

- 출근길, 시간, 교통비 → 지리적요인

- 경제적부담, 비싼생활비, 혼자서감당하기어렵다→ 경제적요인

- 고시원은못살겠다 → 주거환경요인

- 함께일하고있다, 일을함께할사람 → 노동요인



분석2 : 행복한함께살이유인요인

○ Co-enjoying → Co-working → Co-housing 선순환

- 무업사회에서 청년들은여러가지형태로새로운활로를 모색하
고있음

- 함께살이의 두가지의미
- 우선, 함께즐겁게놀고, 보다원활한코워킹을지원하며

- 둘째, 코워킹이코하우징으로이어져다른청년들을유인하는효과

-함께사는것으로인해행복감증진



정책적함의1

“쉐어하우스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까요? 동
아리 활동을 지원을 하여 자연스럽게 쉐어하우스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집을 싸게 제공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을
잘 맺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짜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 동호회활동을했던것이쉐어하우스로이어짐

- 삶을나누는공동체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면신뢰의문제
를극복하고행복한함께살이로발전가능

- Co-enjoying, Co-workin과 Co-housing의 선순환구조만들기

: 번화가에멋진커다란코워킹공간을만드는것보다청년들이밀
집한동네에작은코워킹공간을여럿만드는것은어떨까? 



“저는 여러 사람들이랑 모여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집에 여러 사
람이 모여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만의 축제를 하고. 하나
의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청년에만 구속되지 않고 하나
의 마을로서 서로 행복을 함께 나누고 즐겁게 사는 것이 꿈입니
다.”

- 청년들의쉐어하우스가 지역사회에녹아지역사회의 공동체문화
를만드는 역할, 행복한마을공동체확산기대

정책적함의2



http://www.shinyoungbok.pe.kr/index.php?mid=calligraphy&category=649&page=4&document_srl=725

감사합니다. 
maeulclinic.blog.me

maeulclinic@naver.com



회색청년의
행복한
서울살이

회색청년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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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청년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

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됐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회색청년???

만 35~39세의 연령집단

자료 : 통계청(2016), 인구총조사

3,852,007명으로 전체 인구의 7.7%이며
전체 연령집단 중 인구수 5위

서울의 경우 773,379명으로 전체 인구의 8.2%이며
전체 연령집단 중 인구수 2위



사회적 인식

통상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는 시기로서

본격적 “어른”으로 인식하는 경향

하지만만 35~39세의미혼인구가 26.1%에달함
자료 :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경계

스스로 청년과 중장년 어디에도포함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

“저희 나이 대 회사 다니는 사람이결혼을 보통 33,34,35 이 때 해요. 

그래서 아직밑에 애들은 결혼을안했어요. 그래서편하게 놀고그러는데

저희는 걔네들한테놀자고 할수도없고심지어 옛날사람들은와이프, 애

어쩌고 간에그냥 밑에 사람들하고윗사람들하고술 먹는 게 되게

자유로웠던것 같아요. 지금의모습들을보면. 그런데저희는 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중견기업과장 L씨, 1982년생)



제도적 애매함

제도에 따라 청년이 되기도 청년이 아니기도한 현실

구분 청년연령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

15-29세

15-34세(공기업채용의경우)

청소년기본법 9세-24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39세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행복주택: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의자금을지원받아대학생,

사회초년생,신혼부부등젊은층의주거안정을목적으로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19-39세

서울시청년기본조례 만15-34세

수원시청년기본조례 만19-39세

성남시 만19-24세

곡성군 만19-49세

정당 민주당,자유한국당만 45세미만,국민의당만 40세미만

청년기본법(안) 만39세와만34세로청년기준이각기다름



서울을 떠나는 청년들



회색청년은…

만 35~39세의 연령대 사람들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호명되지 못하고

장년정책의 대상자도 아니며,

청년과 장년 사이에 끼어 있거나

청년으로 인식되는 게 어색한 세대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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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청년
FGI



FGI 개요

직장인
남성
기혼

망원동
여성+남성
미혼

주부
여성
기혼

회색청년 FGI



회색청년 FGI [1]

직장인, 남성 5명, 기혼

서울 내 대기업 근무자 및 전문직 종사자

키워드 : 직장, 결혼생활, 자기계발, 주거문제, 불안정 등



회색청년 FGI [1]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는 내가 쓸모가 있고 일을 한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일 자체도 끝나지가 않고. 내가 소진 되가고 있는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런 것을 느끼며 내가 조직에 없어도 굳이 상관없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얻는 기쁨이라고는 월급밖에 없더라.”

“무조건 서울에서 살고 싶었다. 공부도 여기서 했고, 자라고, 직장도 다니고

했으니까...외국여행다녀와서 서울 매연냄새 맡으면 집에 온 느낌이 든다. 서울이

나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다.”

“서울시가 집값을 잡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도 인프라가 거

의 비슷하다. 다른 지역 가도 크게 안 불편할 것 같다. 구조적으로 서울의 밀도와 지방

의 밀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방의 쾌적함을 서울이 따라갈 수는 없는 것.”



망원동, 여성+남성 5명, 미혼

마포구 망원동에 거주하는 미혼 1~2인 가구

키워드 : 1인 가구, 결혼, 건강, 모임, 고독사, 외로움 등

회색청년 FGI [2]



회색청년 FGI [2]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내가 40, 50이 되어서도 이렇게 혼자 있게 되면 고독사가 굉

장히 걱정되요. 내가 챙겨야하는 거라 비타민 영양제도 3종류 먹고 있고, 운동도 하

고, 이게 미용보다는 진짜 고독사에 대한 걱정 때문예요”

“모임도 모두 육아에 관한 모임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치우치니까 결혼을 안 한 이정

도 나이 때에는 낄 만한 어떤 모임이 없다.”

“지금은 결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직은 제가 더 중요

해요. 예전에는 사회적인 기대? 이런 거에 좀 얽매여서 살았다면, 지금은 제가 원하

는 게 뭔지 좀 더 집중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욱 지방에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되는 게 더 외진 곳에서는

혼자선 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공연이나 문화적인 것도 활성화 되어있어서

늙기 전까진 서울에 살고 싶어요.”



주부, 여성 4명, 기혼

아파트에 사는 전업주부, 아이 1~2명

키워드 : 보육&교육, 경력단절, 파트타임, 주거문제, 잊혀짐 등

회색청년 FGI [3]



회색청년 FGI [3]

“저희한테는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해요. 항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

며느리 이런 삶으로 10년을 살다 보니까 이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청년 이런 것들

이 많이 어색해요. 그래서 보면 사회 정책에서 우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건, 사실 육

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만 주부들에 대한 어떤 정책 같은 것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맞벌이를 안 하면 그게 무능력자고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 아이를

맡기면 되게 나쁘게 되고. 요즘은 아이한테 좋은 정서를 주려면 적어도 3세까지는 엄

마 품에서 키워야 하고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렇게 못하면 엄청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살고 싶은 욕심 그 1%를 나머지 99%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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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청년
실태조사



실태조사 개요

응답자 52명

남자, 

41명, 

79%

여자, 

11명, 

21%

성별

서울, 

25명, 

50%

비서울, 

25명, 

50%

출생지

미혼,

23명, 

44%기혼,

29명, 

56%

결혼여부



실태조사 결과 1

39명(75%)

13명(25%)

본인이 청년이라고생각하나요?

예 아니오



실태조사 1 : 청년이라고생각하는이유

미혼 나를 인식하는 유일한 정체성 나이

청년의 문제에

공감이 된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기
불안정함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 1 : 청년이아니라고생각하는이유

청년도 아닌 그렇다고 청년이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

청년이라기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버텨야해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에

청년이라 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 대학생, 20대, 미혼



실태조사 2

10명(19%)

42명(81%)

만 35~39세에게적용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실태조사 3

22명(42%)

24명(46%)

6명(12%)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무응답



실태조사 3 : 서울에계속살려는이유

고향

편함

서울에 가장 일자리가많고,

친구들도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문화, 환경, 교통, 편의시설이좋고,

직장이 서울이기때문.

만족함



실태조사 3 : 서울에서이사 가려는이유

너무 사람이 많다.

주거비 부담.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살이가 힘들어서

자연에 가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

주거비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공기도 안좋고
아이들 학교나 편의시설 등 다른 요인이
경기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함.



실태조사 4

2명, 4%
3명, 5%

28명, 54%

15명, 29%

2명, 4%
2명, 4%

당신의 서울살이는얼마나 행복한가요?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보통이다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무응답



4
회색청년의
행복한

서울살이를위하여



복합적 어려움에 빠진 회색청년

일

주거

결혼
보육
교육

관계



서울의 대표적 청년정책

2020 서울시 청년보장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꿈꾸는 청년가게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허브



회색청년의삶도다른청년의삶과다르지않다.

그러므로청년정책의수혜자로써관심이필요하다.

발견(發見) 호명(呼名)

[명사]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

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

[명사] 이름을 부름.



“사회가나를잊지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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