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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ging society, providing comfortable and optimized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is essential task for
policy makers, designers, and research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in housing design
for the elderly, both domestically in South Korea and in international, in order to propose a future research and a
strategy for the research community. For this goal, we analyzed research documents publish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articles retrieved from Web of Science databases, using VOSviewer software for keyword cooccurrence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international studies categorized as follows: (a) systems, services, and
technologies, (b) care and health, (c) illness and life of the elderly (dementia, depression, etc.), and (d) macroperspective
(population, project, government,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domestic studies were categorized as (a)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environment, (b) studies on elderly care facilities, (c)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for the elderly, and
(d) user needs and design elements. Compared to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those of domestic research tended to lack
convergence of diverse areas and interest; thus, expansion of research interest towards more diverse disciplines including
technology, health, medicine, nursing, and policy is necessary. The results provide insights for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the aging society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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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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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동아시아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여러 사회경제적
부담, 즉 생산성 감소, 연금 증가, 돌봄 인력의 증가 등
***정회원(주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고령서비스-테크 융합
***전공 박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고령서비스-테크 융
***합전공 부교수
***정회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고령서비스-테크 융합전공 학
***술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Ji Young Cho,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AgeTech-Service Convergence Major), Kyung Hee
University, Korea. E-mail: jcho@khu.ac.kr
본 연구는 2020년도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사업
고령서비스-테크 융합전공으로 지원된 연구임(5120200313836).

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일, 사업 등 야외 활동
이 줄어들면서 삶의 중심이 가족 활동으로 이동하고 다
른 연령대에 비해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데, 이에 노후 주거설계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Kim & Choi(2008)는 노년기가 인
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 노인
들의 독립성 유지,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공간
의 질적 환경이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Ryu & Yang(2010)
은 우리나라의 대가족제도의 해체와 부모부양에 대한 의
식 변화 등으로 노인주거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좀
더 다각적인 접근에 기반한 사회·공간적 서비스와 주택공
급에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Son
et al.(2014)은 공간디자인이 사용자의 심리적·정신적 부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공간디
자인에 의해 심리적·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
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노인층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는
노년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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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거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주거 정책수립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까지 진행된 국내 노인주거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주거 전반에 걸쳐 시기별, 주제별
연구의 경향을 파악한 연구들(Jung & Jung, 1996; Ryu
& Yang, 2010), 노인 공간디자인에 관한 경향(Min & Lee,
2020) 등이 있다. 보다 세부적인 주제로는 노인 주택개조
관련한 연구경향(Park et al., 2017; Lee & Yoo, 2019, 공
간디자인 요소 중 노인색채와 관련한 연구경향(Son et al.,
2014; Kim & Kim, 2018), 그리고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헬스 케어 디자인의 연구경향(Lee et al., 2019; Lee,
2020)이 있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 공간구성의 연구동향
(Oh, 2017)을 파악하거나 치매노인 대상의 주거환경 연구
동향(Cha & Lee, 2020)을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주제별로는 노인주거, 노인 공간디자인,
노인대상 헬스케어디자인, 노인색채, 노인요양시설, 치매노
인주거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전반적인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경향과 더불어 보다 세부적인 주제를 대상으로 노인
주거디자인의 연구경향을 파악한 연구들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체계적 분석과 정리에 따른 노인주
거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는 ‘노인주거’라는 연구주제에 접
근하는데 기반이 되며 해당연구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탐
색하고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노인주거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국내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연
구주제의 동향을 파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이다. 특히 정보화기술을 바탕으로 빅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보습득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어 이들 정보를 포
괄적으로 탐색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에 따른 분석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한국의 노후 주거 디자인 관
련 연구의 발전 방향과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점을 파
악하고자 세계 및 한국의 기존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기존의 노인주거디자
인 연구 동향을 국내, 국제로 구분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
을 활용한 VOSviewer 프로그램을 통한 동시출현단어 분
석(co-occurrence analysis)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향후 노
인주거디자인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노인주거디자인과 관련된 국내와 해외에서
출판된 연구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주제와 형식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Web of
Science (WoS)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였다. WoS는 Clarivate
Analytics가 제공하는 인용색인 웹 데이터베이스로 그 중
Core Collection은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 & HCI (Art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Humanities Citation Index), ESCI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WoS에서는 국내
논문인 Korea Citation Index (KCI) 저널도 검색이 가능
하다. 이에 WoS에서 Core Collection (해외)과 KCI-Korean
Journal (한국국내) 논문을 검색하여 분석대상 데이터를 획
득한 후 연도별, 국가별, 연구 분야별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후 획득한 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 프로그램인
VOSviewer를 사용하여 키워드 동시출현분석을 진행하여
연구 주제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고령화 상태

2020년 기준 한국의 총 인구는 51,829,136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287,243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8%에
육박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여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1)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84.2세인데, 이
는 2050년 88.2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여성
의 경우 90.1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국가통계
청, 장래 기대수명/전국).
UN의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국의 중위
연령은 43.7세이다. UN의 World Median age 데이터와 비
교해 보면 세계 전체 중위연령이 30.9세, More developed
regions (선진국)의 중위연령이 42.0세로, 한국은 훨씬 높
은 수치로 가파르게 중위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9) <Figure 1>.

Figure 1. World Median Age of the Total Population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의료기술 발전과 사회 복지 정책
등으로 노인의 수명이 향상된 배경 뿐 아니라, 저 출산율
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UN의 2019년도의 Crude Birth
Rate 보고2)에 의하면, 비록 전 세계 인구 출생률이 감소하
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평균은 물론,
선진국 평균 출생률을 크게 밑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2005년을 기점으로 더욱 낮아지고 있다<Figure 2>.
1)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장래기대수명
2)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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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ily Time Allocation for Each Age of Korean
Daily Time Allocation for Each Age (Average Day & Gender Average）
Unit: hours: minutes
Item

Figure 2. World Crude Birth Rate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미래 인구구조 전망3)에 따
르면, Pyramid/900 2050년의 세계와 한국의 평균 인구구
조 분포를 비교했을 때 세계 인구구조도는 뒤집힌 팽이
모양, 한국의 인구구조도는 팽이모양으로 형태가 크게 차
이가 날 것이라고 한다. 세부사항을 관찰해 보면 <Figure
3>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30-39
40-49
50-59 65 years
20-29
years old years old years old years old or older

Personal time

11:42

11:23

11:15

11:19

12:10

Work

3:22

4:17

4:24

4:20

1:28

Learning

1:42

0:15

0:08

0:05

0:02

Home care

0:48

1:30

1:51

1:52

2:09

Caring for family
and members of
the household

0:12

1:11

0:31

0:08

0:08

Volunteer and
unpaid training

0:01

0:01

0:01

0:01

0:02

Fellowship and
participation
activities

1:02

0:45

0:50

0:57

1:23

Culture and leisure

3:28

2:52

3:10

3:35

5:26

Move

1:43

1:45

1:49

1:42

1:12

Note. Redrawn Based on Data Obtained From Statistics Korea6)

3. 동시출현단어 분석 Co-Occurrence Analysis

Figure 3. World & KOR Population in 2050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은 수명의 증가와 저 출산
율로 인해 앞으로도 고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노인주거디자인의 중요성

유엔은 1982년 고령문제 세계총회를 개최하여 주거관련
62가지의 이슈를 담은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고령문제 빈 국제행동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건강과 영양, 노인 소비자 보호, 주택과 환경, 가족, 사회
복지, 소득보장과 취업, 교육 및 연구 데이터의 수집과 분
석을 위한 구체적 액션을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4)
주거는 위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 중 하나로 고령화 사
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의 생활특성과 여가시간
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Kim & Kim(2019) 등의 연구
에서 알 수 있듯, 노인들은 TV등의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활동 시간이 매우 많다. 한국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연
령별로 하루를 보내는 평균시간을 보면,5) 65세 이상은 가
족관리·문화레저 활동시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이동시간은 현저히 낮아 전체적으로 주거·여가 비중
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Table 1>.
이에 노인주거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3) https://population.un.org/wpp/Graphs/DemographicProfiles/Pyramid/
900
4) https://www.un.org/zh/global-issues/ageing
5)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B.1&
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Grivell(2002)의 연구에 따르면 동시출현단어(Co-Occurrence)
란 정보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텍스트마이닝 방법 중 하
나로,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를 분석해 해당
분야의 지식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제목, 저자, 키워드, 요약(초록)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정보학 분야 뿐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Li & Pu(2016)의 도시설계의 영
문 문헌에 대한 현황연구, Lee & Yoo(2019)의 한국의 장
애인 공간 연구 경향, Kim et al.(2013)의 키워드를 통한
주거문화 분석 등의 논문이 있다. 또한 Lee et al.(2019)
등은 산지하천에 대한 국내 국제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
하였다.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이용하여 WoS의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으로는 Cabeza et al.(2020)의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기후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연구자들은 고급 검색
코딩 방식을 적용하여 같은 주제를 WoS와 다른 인용색
인 웹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에서 비교 분석하고 그 차
이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단계별 검색을 진행하였다. Zhao
et al. (2019)은 WoS 데이터를 통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영역 매핑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검색의 경우 Cabeza(2020)등이 검색 인코드를
이용해 분포 검색을 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에
서는 대체로 일반 검색으로 데이터를 얻었다. 일반검색이
란 검색어로 1회 이상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포검색
이란 편집한 검색코드를 거쳐 단계별로 출현하는 단어를
검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포검색을 사용
하였다.
6)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B.1&
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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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검색 대상

검색대상은 노인주거디자인에 관련된 연구들을 국내 KCI
(Korea Citation Index)논문과 이와 일치한 주제들의 연구
들을 비교하기 위해, 권위있는 국제 논문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용한 국제 논문 라이브러리는 WoS의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으로 A&HCI (1990-현재), ESCI (2015-현재),
SCI-Expanded (1990-현재)와 SSCI (1990-현재)의 논문 데이
터베이스를 포함하였다. 국내 논문 라이브러리는 1980년부
터 현재까지의 KCI Journal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로 하였
다. KCI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며 한국에서 출판된 학
술 문헌에 대한 서지 정보를 포함한다. WoS에서는 KCI논
문의 영어제목, 영어키워드, 영문초록 등이 검색 가능하다.
KCI논문을 WoS에서 검색한 이유는 국내와 국제논문의 데
이터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하여 비교
할 경우, 언어의 차이로 인해 검색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자 영어로 모두 검색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영문 데이터와 주제의 상관성 및 포
괄성을 높이기 위해 WoS쿼리(검색공식)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 여러 검색 과정의 시도 끝에 “노인” 관련 단
어가 함께 검색될 경우, 검색 결과에 의학 관련 논문들이
많이 나타남을 발견하였으므로, 주제에 적절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세 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주거’ 관련, 2
단계는 ‘디자인’ 관련, 3단계는 공간사용 대상자인 ‘노인’
관련 키워들들로 단계별로 검색하였다.
각 단계별로 사용한 검색어를 포함한 검색 절차와 연
구의 흐름은 <Figure 4>와 같다. 검색어에서 *는 어떠한
글자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apple*이라 적으면
단수인 apple과 복수인 apples 가 모두 검색된다.

2. 검색 절차

검색어 선정과 절차에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WoS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헌은 모두 영문 문헌이기 때
문에 검색 과정에서 영어를 키워드로 활용해 검색해야 한
다. 이때 언어적 특성과 WoS 사이트 알고리즘 문제로 인
해 다른 분야의 연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데이터 노
이즈라고 한다. 예를 들어, ‘건축’에 대응하는 영어는
Architecture인데, Architecture는 “구조 아키텍처”라는 의미
도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서는 Information Architecture
(정보 아키텍처), Software Architecture (소프트웨어 아키텍
처)가 검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키워드는 수집해야
할 분야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데이터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 최적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색어는 단일 단어보다는 2개 이상이 결합된 단어
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Design”이라는
단어는 디자인 학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의료 연구의
실험 설계에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어는 두 개
이상 조합된 어구를 “ ”(큰따옴표) 부호로 묶는 방식이
주제의 청정도를 높일 수 있다.
(2) 노인주거디자인은 노인이라는 한정된 대상의 사람과
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즉 본 연구의 노인주거디자
인의 “노인”은 “주거 디자인”의 대상 군으로, “주거”는
“디자인”의 전문적인 방향성을 한정한다. 각 국별 전문 어
휘에 대한 표현과 번역이 조금씩 다르기에, 보다 포괄적
인 WoS의 영문 자료 획득을 위해 ‘노인주거’는 노인, 고
령, 양로원에 대한 영문 표현을 포함하고, ‘주거 디자인’
의 경우 주거디자인, 주거환경디자인, 주거환경, 환경디자
인, 주거공간디자인, 실내디자인, 건축, 조경, 건축 조경에
대한 영문표현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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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earch Flow Diagram

3. 분석 내용

WoS 사이트의 Core Collection과 KCI-Korean Journal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문헌 데이터(제목, 저자, 키워드,
요약(초록), keyword plus)를 바탕으로 수집된 국내국제
연구논문의 연도별, 분야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VOSviewe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국제논문의 텍스트
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들을 살펴보는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4. VOSviewer 소프트웨어

동시출현분석에 사용하는 분석 소프트웨어로는
VOSviewer 또는 CiteSpace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VOSviewer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학지식지도 소프트웨
어 중 하나로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 과학연구센터(The
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CWTS)의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이용한 노인주거디자인 국내외 연구동향 비교

Van Eck와 Waltman이 2009년 개발한 JAVA 기반 소프
트웨어이다.7) 네트워크 데이터의 관계 구축, 가시화분석을
통해 과학지식 지도를 그리고 지식 영역의 구조, 진화, 협
력 등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대규모 데이터에 적합하다.

IV. 연구 결과
1. 검색된 논문 수량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서 2021년 8월 16일
까지 검색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1단계 검색 결과(‘주거’
관련 용어) 총 63,431편의 문헌데이터를 확보하였고, 2단
계 검색결과(‘주거’ 검색결과에 ‘디자인’ 관련 단어를 추
가) 총 1,793편의 문헌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3단계 검
색결과(‘주거’, ‘디자인’ 검색결과에 ‘노인’ 관련 단어를 추
가) 총 288편의 문헌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이에 위에 만
든 쿼리를 응용한 검색은 ‘노인주거디자인’를 주제방향으
로 총 288건의 문헌을 획득하였다.
국내연구물인 KCI는 WoS Core Collection 데이터베이
스와 동일한 검색 절차와 검색어 인코딩을 사용한다. 1단
계 검색 결과 총 6,444편을, 2단계는 총 308편을, 3단계
는 총 57편의 문헌데이터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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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2위는 중국 (36편), 3위는 영국 (29편), 한국은 13
편으로 세계 공동 8위를 차지하였다.
3. 연도별 분석

획득된 국제와 국내 연구목록을 출판 연도별로 살펴보
았다. WoS에서는 1991년부터의 자료들을 검색대상으로
하므로 1991년부터 2021년까지의 년도별 출판수를 <Figure
5>로 나타내었다. 국제논문 중 최초의 연구가 출현한 년
도는 1994년이었으며, 2009년도까지는 매년 0~4편씩 유
동적으로 소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10년부터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10여편씩 출판되었고,
2015년 이후는 2016년의 17편을 제외하고는 22편 이상씩
출판되었으며, 2018년 이후는 37편 이상씩 출판되고 있
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
로 상승세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2. 국제논문의 국가별 현황

획득한 논문을 다국적 연합의 연구가 겹치는 국가를 포
함해 연구기관 상위 20개국을 <Table 2>와 같이 정리하
였다. 노인주거설계 관련 연구는 미국이 50편으로 가장
Table 2. Top20 Research Quantity by Countries/Regions
Countries/Regions

Quantity

USA

50

PEOPLES R CHINA

36

ENGLAND

29

SPAIN

27

ITALY

21

SWEDEN

19

AUSTRALIA

18

GERMANY

13

SOUTH KOREA

13

NETHERLANDS

12

CANADA

11

NORWAY

11

GREECE

8

BELGIUM

7

JAPAN

7

PORTUGAL

7

SCOTLAND

7

TAIWAN

7

POLAND

6

TURKEY

6

7) https://www.vosviewer.com/

Figure 5. Amount of Research About Residential Design for the
Elderly in Web of Science’s Core Collection Research
Quantity

WoS 사이트에 기록된 KCI-Korean Journal의 국내논문
들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03년 데이터가 없었던 것
을 제외하고는 매년 1~6편의 KCI 논문이 검색되었다. 국
제 논문이 점차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에 반해 국내 논문
은 년도별로 소량이 검색되며 특별한 상승세나 하락세의
패턴이 뚜렷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Figure 6>.

Figure 6. Amount of Research About Residential Design for the
Elderly in Web of Science’s KCI-Korean Journal
Quantity

4. 연구 분야별 분석

다음으로 국제, 국내의 연구 분야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WoS Core Collection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WoS에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분야별 분포를 보면, 본 분석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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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논문들의 연구 분야는 <Table 3>과 같다. 논문의 연
구 방향이 서로 중첩될 수 있지만, 공학 분야가 가장 많
고, 컴퓨터 과학, 노년학, 공공환경 직업 건강, 환경과학
생태계, 텔레커뮤니케이션, 건설기술, 계측, 화학, 도시 연
구, 건축 등이 뒤를 이었다. 건축은 10위권에 들어있지 않
았고 디자인 분야는 검색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과학기
술의 발전 및 학문 융합으로 노인주거디자인 분야의 연
구가 융합, 확장되고 있음과 동시에 지능화 관련 연구가
많아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과학
을 활용한 노인주거디자인을 연구한 Convergence Research
Directions in Cognitive Sensor Networks for Elderly
Housing Design (Suh et al., 2015), 환경과학을 활용한 주
거연구인 Wood and Its Impact on Humans and
Environment Quality in Health Care Facilities (Veronika
et al., 2019)가 있다. 아울러 환경 디자인 외에 노년학,
간병과 건강 등 생리적, 기술적 연구가 일정한 방향을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Research Areas of KCI-Korean Journal
Research Areas
Arts Humanities Other Topics

Quantity
20

Science Technology Other Topics

11

Architecture

10

Engineering

8

Art

3

Agriculture

1

Automation Control Systems

1

Business Economics

1

Computer Science

1

Government Law

1

2편의 연구논문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검색된 논문들의 분
야는 디자인, 건축 공학, 생명 과학 등에 집중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Table 5>
Table 5. Categories of KCI-KJD Categories

Table 3. Top20 Research Quantity by Countries/Regions

KCI-KJD Categories

Quantity

Design

20

Engineering

67

Architectural Engineering

10

Computer Science

57

Life Sciences

9

Geriatrics Gerontology

54

Engineering

8

Public Environmental Occupational Health

37

Art

2

Environmental Sciences Ecology

30

Arts In General

1

Telecommunications

27

Business Management

1

Construction Building Technology

24

Computer Science

1

Instruments Instrumentation

20

Control And Instrumentation Engineering

1

Chemistry

19

Interdisciplinary Research

1

Urban Studies

17

Landscape Architecture

1

Architecture

15

Law

1

Public Administration

15

Natural Science General

1

Business Economics

10

Psychology

9

Nursing

8

Geography

7

Research Areas

Quantity

Health Care Sciences Services

7

Medical Informatics

7

Neurosciences Neurology

6

Science Technology Other Topics

6

WoS에서 자동으로 분류된 KCI 논문 데이터의 연구 분
야를 살펴보면, 예술인문 분야 20편, 기술관련 11편, 건
축 관련 10편, 공학 분야 8편 등의 네 가지 주요 방향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분야는 예술 관련을
제외하고는 모두 1편에 불과하였다<Table 4>.
국제연구에 비해 국내연구는 주로 예술 인문, 과학 기
술, 건축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WoS
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다른 분류법인 KCI-KJD
Categories 분류에 의하면, 디자인 분야 20편, 건축공학 분
야 10편, 생활과학 분야 9편, 공학 분야 8편, 예술 분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5. 동시출현단어 분석

Co-occurrence 분석을 위해 상기에서 검색된 노인주거
디자인 관련 국제 288개의 논문과 국내 57개 논문의 데
이터들(제목, 저자, 키워드, 요약, Keywords Plus)를
VOSviewer 소프트웨어로 각각 불러왔다. Keywords Plus
란 WoS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논문 제목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색인 용어를 말한다. 키워드의 출현기준은 최소 5
회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국제 논문의 경우, 텍스트 분석
을 통해 총 8,286개의 용어가 추출되었으며, 73,622개의
링크가 형성되었다. 이 중 5회 이상 출현기준에 부합된
단어들은 599개였으며 최적화를 거쳐 <Figure 7>과 같은
4개의 어휘그룹을 생성하였다.
각 그룹에 속한 용어수가 많았으므로 출현 횟수
(occurrences) 순위를 매겨 상위 20위 안에 드는 단어들을
정리하였다<Table 6>. 그 결과, 그룹 1의 어휘 집단군의
연구 경향은 “시스템, 서비스, 기술”, 그룹 2는 “돌봄 및
건강”, 그룹 3은 “질병과 노인의 삶 (치매, 우울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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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lassification of Research Areas in WoS Studies
Table 6. WoS Core Collection Topical Keywords
List of Keywords for Elderly Residential Design in WoS Core Collection Typical Keywords for Each Group
Group 1: Systems, services and
technologies
keywords

occurrences Relevance

Group 2: Care and health
keywords

Group 3: Illness and life of the elderly

occurrences Relevance

keywords

occurrences Relevance

Group 4: Macro perspective
keywords

occurrences Relevance

system

259

0.7123 care

126

0.0885 life

128

0.0819 population

69

0.0367

environment

218

0.0711 place

121

0.1922 dementia

96

0.741

project

67

0.0465

resident

172

0.2563 research

107

0.0236 patient

79

0.0416 process

52

0.0388

architecture

164

0.2313 space

97

0.0227 effect

63

0.1937 perspective

32

0.0238

home

160

0.0569 health

88

0.1346 intervention

60

0.1114 nature

26

0.103

quality

144

0.5044 time

66

0.0384 group

55

0.1411 construction

21

0.1557

service

144

0.1587 relationship

59

0.0462 participant

52

2.0108 control

19

0.0302

data

143

1.2584 work

53

0.042

33

0.0415 government

17

0.3005

need

124

0.0329 evidence

49

0.0305 scale

28

1.6285 interest

15

0.0458

older person

112

1.095

48

0.0809 light

26

0.0658 retirement village

13

2.1328

experience

unit

model

111

0.4243 way

47

0.0668 measure

25

0.0404 industry

11

1.3979

analysis

104

0.6173 context

46

0.0312 qol

24

2.3562 basis

10

0.0176

elderly person

103

0.1473 practice

43

0.1154 depression

22

3.2191 option

10

0.0778

activity

101

1.3858 solidarity

39

0.2371 disease

22

0.0325 operation

9

0.0551

facility

93

1.2482 term

38

0.0965 association

21

0.1708 circumstance

7

0.1028

technology

91

0.6615 city

37

0.1711 sleep

20

0.7726 ppp

7

3.2667

19

ppp rental
1.6118
village

7

3.0846

18

0.0978 concession period

6

3.0704

5

0.9546

5

3.3525

approach

85

0.1634 community

37

nursing home
0.0732
resident

nursing home

83

1.1632 room

37

0.0399 end

user

81

0.7821 importance

35

0.0545 symptom

18

biophilic
2.5549
experience

factor

80

0.2319 interaction

34

0.0505 treatment

18

2.4154 rental village

룹 4는 “거시적 관점(인구, 프로젝트, 정부, 민관협력)”으
로 정리할 수 있었다.
국내 데이터의 경우 총 1,740개의 용어가 추출되었으며,
3,767개의 링크가 형성되었다. 이 중 5회 이상 출현기준
에 부합된 단어들은 116개였으며 최적화를 거쳐 <Figure
8>과 같은 4개의 어휘그룹을 생성하였다.
국제 논문 데이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현 횟수

(occurrences) 순위를 매겨 상위 20위 안에 드는 단어들을
정리하였다<Table 7>. 그룹 별 어휘를 종합해보면 그룹 1
은 “주거환경특성”, 그룹 2는 “노인요양시설연구”, 그룹 3
은 “노인을 위한 건축 및 실내디자인”, 그룹 4는 “사용자
요구 및 디자인요소” 연구 성향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WoS Core Collection과 KCI-Korean Journal의 같은 주
제와 검색 코드에서 얻은 데이터를 보면, 동시출현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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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lassification of Research Areas in KCI Studies
Table 7. WoS KCI-Korean Journal Topical Keywords
List of Keywords for Elderly Residential Design in KCI-Korean Journal Database Typical Keywords for Each Group
Group1: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environment
term

Group2: Study on elderly care
facilities

occurrences Relevance

environment

63

0.102

analysis

35

housing

term
space

Group3: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for the elderly

occurrences Relevance

term

Group4: User needs and design
elements
term
occurrences Relevance

occurrences Relevance

93

0.0879 age

16

3.0838 need

36

0.7233

0.1039 facility

90

0.0645 room

15

0.7943 space design

20

0.3272

31

0.6972 research

42

0.2313 age group

13

3.1474 element

19

0.1781

resident

28

0.2567 nursing home

24

0.5086 architecture

13

0.5263 home

17

0.6804

concept

22

0.3288 data

21

0.3012 color

13

0.6865 program

16

0.9061

service

22

0.2643 house

21

0.4407 development

13

0.191

13

1.5945

dementia

21

environment
0.3838
al design

19

0.4104 direction

13

0.2972 number

11

0.1898

community

16

0.5604

elderly care
facility

18

0.3962 interior design

13

2.097

demand

10

0.388

quality

16

0.512

case study

15

0.6041 old person

13

2.868

person

10

0.6656

13

0.4595 year

9

0.8706

13

1.7682 consideration

7

0.8832

design
guideline

15

0.8527 model

15

residential
0.9075
space

health

15

0.615

15

0.6162

paper

traditional
korean house

design element

problem

14

0.3882 care

13

0.5105 bedroom

12

4.7618 outdoor space

7

1.1198

safety

14

0.3751 elderly

13

0.2594 elderly person

12

0.3782 asc

6

1.6676

elderly
housing

13

0.9241 japan

13

1.1695 level

12

0.3458 hierarchy

6

2.7265

population

12

0.3744 activity

12

0.7691 living room

12

3.6376 treatment

6

0.5485

living space

10

0.4664 theory

12

0.5573 residence

12

0.1791 addition

5

0.5213

increase

10

0.4608 interview

9

0.4907 bathroom

8

1.422

importance

9

0.3701

furniture
design

8

2.9417 interior style

8

6.6467

place

9

0.2532 way

8

0.5376 difference

7

2.0574

third

8

0.5572 furniture

7

0.7675 kitchen

7

0.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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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으로 파악한 연구 주제의 그룹들은 국제와 국내 간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8>과 같이, 국제
연구의 경향은 1.시스템, 서비스, 기술, 2.돌봄 및 건강, 3.
질병과 노인의 삶 (치매, 우울 등), 4.거시적 관점(인구,
프로젝트, 정부, 민관협력)이다. 반면 국내논문의 기존 연
구 경향은 1.주거환경 특성, 2.노인요양시설 연구, 3.노인
을 위한 건축 및 실내디자인, 4.사용자요구 및 디자인 요
소이다.
국내 연구들보다 국제 연구들이 과학기술과 융합에 더
욱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
계 학습 기술을 통한 주거환경에서 노인의 인지능력 향
상에 대한 연구(Delmastro, F et al., 2020)와 가상현실을
이용한 요양시설에서 우울증 및 기분의 치료방법 연구
(Zhai, K et al., 2021)이다. 국제적으로 노후 주거 디자인
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와 융합되어 기술적으로 이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룹 2는 건강한 노인, 그
룹 3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제였으나,
전반적으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룹 4는 비교적 거시적으로 정부와
사회단체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 연구를 통한
노인주거환경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연구들은 국제 연구들에 비해 각 그룹의 주
제가 노인을 위한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룹 1은 환경, 집, 안전, 서비스, 커뮤니티 등 주
거환경의 특성을 주로 다룬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룹 2는 노인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것 위주이다. 그룹 3은 색채·건축·실내 디자
인 등 공간 설계에 대한 연구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룬
것들이다. 그룹 4는 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와 디자인
요소에 집중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연구보다 국제 연구 범위가 넓고, 학
문적 융합성이 높았다. 한국의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검
색된연구는 구체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로 연구의
융합다양성은 국제 연구에 비해 적다고 하겠다. 최근 20
년간 국내의 관련문헌을 대상으로 노인의 시지각 특성과
관련된 공간디자인의 연구경향을 파악한 Min & Lee(2020)
의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논문에서 키워드를 추출, 정리하
여 분석하였는데,8) 키워드는 ‘노인요양시설’이 가장 많았
고, ‘유니버설디자인’, ‘치매’, ‘치매요양시설’, ‘노인주거시
설’, ‘노인주거’, ‘색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논문에
서 나타난 결과에서처럼 주거 및 시설의 건축 및 디자인
측면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제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거주환경으로서 노인주거가 단순히 물리적 하드웨
어 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연
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8) 대상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Gephi ver.0.9.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검색 키워드는 “노인공간” AND “시지각”, “색채”, “조
명”으로 총 544개 문헌 중 총 125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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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WoS Core Collection and KCI-Korean Journal Research
Trends Contrast
Group

WoS Core Collection

KCI-Korean Journal

1

Systems, services, and
technology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environment

Care and health

Study on elderly care facilities

2
3

4

Illness and life of the elderly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Dementia, depression, etc.)
for the elderly
Macro perspective
(Population, project,
government, public-private
partnership)

User needs and
design elements

V. 결 론
본 연구는 검색코드를 통해 Web of Science에서 Core
Collection과 KCI-Korean Journal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를 동일한 방식으로 획득하여 연도별, 국가별, 분야별 분
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 프로그램 중 하나
인 VOSview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학을 응용한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의 경향 분석을 실
행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전 세계적으로 노인주거디자인에 대한 연구 수는 해
마다 증가하고 있다.
(2) WoS Core Collection에서 한국의 노인주거디자인에
관한 연구의 양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 노인주거설계 관
련 연구가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WoS Core Collection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국
제연구들은 타 분야 과학 기술과의 융합과 확장을 보여
주고 있으며, 1. 시스템, 서비스, 기술, 2. 돌봄 및 건강,
3. 질병과 노인의 삶, 4. 거시적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WoS KCI-Korean Journal 데이터베이스의 국내 연구
는 비교적 구체적인 주제로 분류가 되었으며 1. 주거환경
특성, 2. 노인요양시설 연구, 3. 노인을 위한 건축 및 실내
디자인, 4. 사용자요구 및 디자인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5) 국제적으로 노인주거디자인 연구의 방향은 학문의
융합 추세에 있다. 국내 논문의 데이터 검색 결과 융합
논문이 아직은 부족하므로 공학, technology, 의학, 간호
분야 등과의 융합적 연구에 관심을 두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논문의 경우 시스템, 서비스, 기술, 돌봄
및 건강 등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생활·복지 서비스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된 반면, 국내논문의 경우 주거
및 시설의 건축 및 디자인측면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
제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측면의 연구가 다소
부족하였다.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및 정책의 방향이 물
리적 환경으로서의 주택확보 및 공급에서 서비스 중심으
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노인주거디자인에 있
어서도 이러한 서비스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
의 방향, 정책,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 등 보다 거시적 관
점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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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서 한국과 국제
의 노인주거디자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경향 분석을 진
행하고, 이를 통해 추후 한국 국내의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빅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분석방법을 모색하여 텍
스트마이닝 프로그램인 VOSviewer을 사용한 동시출현단
어 분석을 시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의 한계로는 문헌계량의 가시화 그래프 기법을 사
용하여 연구 추이를 분석하였으나 국가별로 언어를 사용
하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검색어 사용에 의한 미묘한 차
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 3단계의 쿼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그럼에도 노인주
거설계 분야를 일컫는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특정 언어로 검색 시 데이터를 얻는 동시에 일부 데
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다. 추후 DBpia등의 국내용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결과와 WoS를 통한 본 연구의 데
이터를 비교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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