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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floor plan by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housing function and
preference of the living space in the post covid era for the echo-boomer generation. Through a survey of 300 echoboomer generation, the changes in the frequency of daily living activities after Covid 19 were identified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housing function, and the preference of the living space and the floor plan were investigated to propose
the floor plan. As a result of the study, ‘comfort’ increased the most in the housing function in the post covid era, and
the ‘open-seeking type’ and ‘layered home preference type’ were the most frequent for the residential function
preference. Accordingly, for the echo-boomer generation in the post covid era, floor plan elements such as a spacious
veranda, division of space according to function, disinfection space at the entrance, and convenient movement lines for
delivery were included. Including these floor plan elements, three floor plans were proposed for single-person households,
couples without children, and couples with children among the echo-boom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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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코로나19 이후 ‘7개월 만의 7년치 변화’로 불릴만큼 사
회환경이 급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더욱 빠른 속
도로 다가오고 있다(AlixPartners, 2020). 코로나 19는 포
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당길 뿐 아니라 도시, 주거, 교통,
라이프 스타일 등 많은 영역에서 큰 변화를 불러왔다. 그
중 단연 주거의 영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언택트
라이프(untact life)”, “홈 루덴스(Home-ludens)족”, “재택
근무의 상용화” 등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등장했다. 실내
활동 증가로 인해 바뀐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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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1년 (사)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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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고, 주거공간의 기능이 가정생활 중심에서 업무,
운동, 놀이와 쇼핑, 친목 교류 활동 등으로 확대되고 있
다(Korea Planning Association, 2021). 주거공간에서의 라
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주거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이러한 인식의 변
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포
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롭고 지속가능한 주거공간과 바뀐
주거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주거 시장에서도
생애주기에 따른 본격 수요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베이
비 붐 세대(1955-1963)는 점차 은퇴하고 에코부머 세대
(1979-1992)가 주거 시장의 주 소비계층으로 진입하고 있
다. 에코부머 세대는 현재 서울시 인구의 10명 중 2명 이
상을 차지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룹으로(The Seoul Institute,
2018), 이들은 최근 소득의 증가, 가구원 수 증가 등의 이
유로 주거 시장의 구매 수요자로 진입하고 있다(Kim &
Byun, 2016). 이들의 ‘집’에 대한 인식 또한 기존과는 다
르다. 에코부머 세대는 패션, 외식, 여행, 쇼핑등에서 사용
하는 소비 패턴들을 부동산 분야에 들여오고 있고, 이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 또한 재태크를 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한다(Cho, 2020). 이에 주거
시장의 새로운 주체가 될 에코부머 세대에 대한 요구·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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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주택시장의
주 소비계층이 교체되는 사회적 변화가 예측되는 현 시
점에서, 새로운 주거기능 정립과 더 나아가 실질적 도움
이 되는 단위세대 평면 제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
의 달라진 주거기능 정립, 둘째, 코로나19 이후 에코 부
머 세대의 주거 공간 선호 변화 파악, 셋째, 에코부머 세
대의 세대 평면 선호를 파악하여 코로나19 이후 에코부
머 세대를 위한 평면 요소를 규명 후 단위가구 아파트 평
면을 제안하여 공간 계획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코로나19 시기가 가져다 준 주거생활의 변화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
인 집계를 시작한 이후 급격한 확산세로 전파되어 전 세
계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
다. 사회 전반에 걸쳐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시도
와 노력들이 있어 왔고,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범정부. 범국민적 노력을 2년 가까이 기울여
오고 있다. 앞으로 언젠가 코로나는 종식되겠지만 코로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 예상되
고 사회 각 분야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
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Kang & Jang, 2021).
코로나19를 겪으며 언택트(untact) 사회로의 이행이 가
속화됨에 따라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
겨났다. 대표적인 큰 변화로 주거 공간 내 업무와 학습공
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팬데믹의 위험성 때문에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부득이하게 선택해야 했고, 학교 수업
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학령기의 자녀, 대학생 및 취업
을 준비하는 자녀까지 모두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별도의 업
무와 학습공간이 필요하게 되자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거
나 때로는 불필요한 가구와 살림을 정리해 새로운 공간
을 확보해야 했다. Park(2020)은 주거환경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학습은 학업수행능력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학습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 또 이전에 외부에서 이루어지던 업무와 학
습이 집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
간이 늘어나므로 적절한 주거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
우, 자칫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
발할 수도 있다(Lee, 2021; Lee et al. 2021).
한편, 집에서의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Embrain Trend
Monitor, 2020)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영향이 큰
분야는 ‘여가생활(70.7%)’이라고 응답하였다. 코로나 이전
여가시간을 즐기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이 집 안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옮겨오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화초, 채소, 과일 등의 식
물을 키우는 홈 가드닝(home gardening)이나 집에서 새로
운 요리를 시도해 보는 홈쿡(home cooking), 홈카페 등
이 인기를 누렸고(Kim, 2021), 공연장이나 영화관을 찾는
대신 OTT 서비스를 통한 컨텐츠 소비를 집에서 즐기게
되었다(Na, 2021). 또 피트니스 센터 등 밀폐된 운동시설
을 이용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
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의 인기 현상이 확산되었다
(Asiatoday, 2020).
이외에도 집이 갖는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루한 공간에 활력을 주려는 경향이 늘고, 감각적인 소
품이나 가구 등을 손쉽게 온라인에서 구입,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Na,
2021). 또,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의 여파로 사무기능이
첨가되고, IT 기술이 융합된 가구와 시스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Jo & Seo, 2021). 입지나 외부 구조 요
인에 대한 선호 또한 코로나 이후 변화하였는데, ㈜직방
에서 어플리케이션 접속자 1,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Zigbang, 2021)에서 주거공간 선택 시 중요하게 생
각하는 외부구조 요인으로 쾌적성-공세권-숲세권(공원, 녹
지 주변) 응답비율(31.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발코
니, 테라스, 마당, 다락에 대한 응답비율(22.8%)이 높아
접근성이나 교통을 중시 여기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
타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로 들어서며 전통적
인 주거 공간의 성격과 주거의 기능은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분명 있으며 이에 따라 거주자의 니즈에 맞춰 주거
트렌드 또한 변화할 것임이 예상된다.
2. 에코부머 세대의 특성과 주거선호

한동안 주거시장을 주도했던 베이비붐 세대들(1955-1963)
이 은퇴시기로 접어든 가운데 그들의 자녀인 에코부머 세
대들(1979-1994)이 본격적으로 주거를 포함한 경제활동 주
요 계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간의 주역으로서 ‘에코부머
주연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Maeil Economics,
2019). 우리나라 에코부머 세대는 2021년 기준 약 99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3%를 차지하고, 서울시 거주 에코
부머 세대는 약 204만 명으로 서울 인구의 약 21.3%를 차
지한다. 가구 유형으로는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Opensurvey, 2021). 오픈서베이의 2020 주거생활 트랜드
리포트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에코부머 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983-1992년생은 ‘아파트/주상복합(62.8%)’에 가
장 많이 거주하고, 점유유형으로 ‘자가(48.8%)’ 거주 비율
이 높다. 이러한 에코부머 세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
근의 주택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데, 그저 잠만 자는
공간 혹은 재테크 수단 정도로 바라보던 주거에 대한 시
선을 거두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
는 중요한 공간으로써 집을 인식하기 시작했다(Hankookilbo,
2020). 더리서치그룹이 실시한 미래 주택 소비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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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2019)에서 주택 구매시 40-60대는 ‘단지 배치와 향’
을 우선순위로 선택하였던 것에 반해 20, 30대는 ‘인테리
어’를 가장 우선으로 골랐으며 빌트인 가구나 가전도 중요
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Realcast, 2020).
이처럼 기존 세대와는 다른 소비 특성과 집에 대한 가
치관, 선호를 지닌 에코부머 세대에게 있어 최근 코로나
19 라는 큰 사회적 변화가 맞물려 향후 이들이 주도해 나
갈 주택시장이 어떻게 또 한번 변화할지를 주목하고 전
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에코부머 세대의 코
로나19 이후 주거생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거기능의 변
화, 선호하는 주거 등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주거평면
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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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기능과 주거공간의 평면을 제안하기 위한 관련 항목
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생활 행위 변
화 59문항,2) 평면을 제안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주거 공
간 선호 15문항, 세대 평면 선호 30문항3)으로 구성하였
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및 주거 특성 9문항으로 구성
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를 이용해 평균, 빈
도분석, 요인분석, 독립표본 t-검정, 교차분석, 일원 분산
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에코부머 세대(1979-1992)이다.
2020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에코부머 세대는
1인 가구(30.36%)와 부부+미혼자녀세대(40.75%)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 부부세대(8.33%)가 많다.1)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에코부머 세대 전체를 다루기 보
다는 에코부머 세대 중 1인가구 100명, 자녀 없는 부부
100명, 자녀 있는 부부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2. 연구 방법

먼저 설문 조사 도구 개발과 신뢰성 검토를 위하여 각
1시간 가량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
다. 본 심층 인터뷰는 에코부머 세대(1979-1992년생)의 개
괄적인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주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조
사도구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7월 9일부
터 7월 2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1인 가구(2명), 자녀 없
는 부부 가구(2팀), 자녀 있는 부부 가구(2팀)을 인터뷰하
였다.
예비 조사의 분석내용을 조사 도구에 반영해 설문 조
사도구를 작성하였고, 본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로 진행
하였다. 2021년 07년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시행되었으
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에코부머 세대(1979-1992년생) 30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00명의 조사대상은 에코부머 세
대의 대표적 유형인 1인 가구(100명), 자녀 없는 부부 세
대(100명), 자녀 있는 부부 세대(100명)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내용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
1) 에코부머 세대 가구별 인구 분포(주민등록인구통계, 2020)
Year

1인 가구

부부

부부+미혼자녀

전체

30-34

618,401명

169,035명

299,655명

1,333,934명

35-39

497,117명

150,568명

792,729명

1,788,768명

40-43

427,295명

103,642명

978,472명

1,959,372명

합

1,542,813명

423,245명

2,070,856명

5,082,074명

서울시에 거주하는 에코부머 세대 300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를 가구 유형(1인 가구, 자녀 없는 부부 가구,
자녀 있는 부부 가구)으로 구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을 분석한 결과<Table 1>, 전체 대상자의 경우, 성별은 ‘여
성’(55.7%), ‘남성’(44.3%) 순으로 여성이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7.1세로 연령은 ‘35-39세’(39.3%)가 가장 많았으
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79%)이 가장 많았다. 월 가구
소득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32.7%)가 가장 많
았으며, 그 뒤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6.7%), ‘700
만원 이상’(23.3%), ‘300만원 미만’(17.3%)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 중 1인 가구는 ‘여
성’(54%)이 많았고, ‘30-34세’(39%)가 가장 많았으며, 월
가구 소득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42%)이 가장
많았다. 자녀 없는 부부 가구는 ‘여성’(61%)이 많았고, ‘3539세’(41%)가 가장 많았으며, 월 가구 소득은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34%)이 가장 많았다. 자녀 있는 부
부가구는 ‘여성’(52%)이 많았고, ‘40-43세’(41%)가 가장
많았으며, 월 가구 소득은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과 ‘700만원 이상’(32%)이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주거 특성을 조사한 결과 주택 유형은
‘아파트’(60%) 거주자가 가장 많았고, ‘다세대, 연립 주택’
(22%), ‘일반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및 기타’(18%) 순이
었다. 점유 형태는 ‘자가’(49.7%)가 가장 많았고, ‘전세’
(30.7%), ‘월세’(9%), ‘무상’(0.3%) 순이었다. 주택 규모는
‘20평대’(38.7%)가 가장 많았고, ‘30평대’(28.3%), ‘10평대
미만’(26.7%), ‘40평대 이상’(6.3%) 순이었다. 거주 기간
은 ‘2년 미만’(36.3%)이 가장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아파트’(35%) 거
2) 일상행위 59문항은 통계청의 2019 생활시간 조사(KOSIS 2020.
2019 Life Time Survey Results)를 참고하여 주거공간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추리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완해 개인 유지 관련 8문항,
업무 및 학습활동 관련 10문항, 가정 관리 활동 관련 12문항,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활동 관련 10문항, 문화, 여가 및 친목 활동 관련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세대 평면 선호에 관한 문항은 집의 구조, 크기 관련 9문항, 거실
관련 5문항, 부엌 및 식사 공간 관련 7문항, 침실 관련 4문항, 화장
실 관련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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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 가장 많았고, ‘10평대 미만’(50%) ‘전세’(41%) 거
주, ‘2년 이상 5년 미만’(34%) 거주 기간인 자가 가장 많
았다.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아파트’(67%) 거주자가 가
장 많았고, ‘20평대’(45%) ‘전세’(54%)거주, ‘2년 이상 5
년 미만’(36%) 거주 기간인 자가 가장 많았다. 자녀 있
는 부부가구는 ‘아파트’(78%) 거주자가 가장 많았고, ‘30
평대’(44%) ‘자가’(70%)거주, ‘2년 이상 5년 미만’(31%)
거주기간인 자가 가장 많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 Features

(N=300)

Group 1 Group 2 Group 3 Total
(n1=100) (n2=100) (n3=100) (%)
Gender

Age

Male

46

39

48

44.3

Female

54

61

52

55.7

30~34

39

32

15

28.7

35~39

37

41

40

39.3

40~43

24

27

45

32.0

~2mil. won

9

2

2

4.3

28

8

3

13.0

42

25

31

32.7

Household 2mil.~3mil. won
monthly 3mil.~5mil. won
income 5mil.~7mil. won

14

34

32

26.7

7mil. won~

7

31

32

23.3

Detached house

12

3

4

6.3

Multi-household,
multiplex housing

28

23

11

20.7

35

67

78

60.0

8

6

7

7.0

Studio flat

14

1

0

5.0

etc.

3

0

0

1.0

Owned

36

43

70

49.7

41

54

27

40.7

Housing Apartment
type
Townhouse

House
ownership Leased

Monthly rent

21

3

3

9.0

Gratis

2

0

0

0.7

Housing Less than 10py
size
20py~29py

50

26

4

26.7

31

45

40

38.7

30py~39py

16

25

44

28.3

40py~

3

4

12

6.3

Less than a year

16

19

6

13.7

26

27

15

22.7

1~2years
Duration of
2~5years
stay
5~7years
7years~

34

36

31

33.7

9

13

22

14.7

15

5

26

15.3

Note. Group1=One-person household, Group2=Married couple without
children, Group3=Married couple with children

2. 일상생활 행위 변화와 주거기능의 변화

1) 코로나 19 이후 일상생활 행위 변화
코로나19 이후 주거 내 일상생활 행위가 얼마나 변화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참고해 주거 공간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추출하고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보완해 총 5개 항목(개인 유지, 업무
및 학습활동,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문화·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가·친목활동)의 세부 행위 59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측정
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행위의 빈
도 변화가 매우 줄어듦(-2점), 줄어듦(-1점), 변화 없음(0
점), 늘어남(1점), 매우 늘어남(2점)으로 조사하였다. 집에
서의 일상생활 행위 영역별 개별행위 수행의 증감을 살
펴보면 <Table 2>와 같다.
먼저 5개 영역 중 가장 크게 증가한 행위 영역은 ‘가
족 및 가구원 돌보기(0.58점)’와 ‘가정관리(0.57점)’로 나
타나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는 행위가 함께 증가하였음을
알수 있었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개인 유지 활동의 빈
도 변화에서는 ‘환기, 소독, 살균 등의 빈도(0.96점)’, ‘샤
워, 목욕 등의 개인위생 관리 정도(0.70점)가 가장 크게
증가하여 개인위생과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
비하려 함을 알 수 있었고, 업무 및 학습활동 영역에서는
집에서 하는 ‘일, 회의(0.40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강의 수강(0.34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
활동 영역에서는 ‘배달음식 주문(0.97점)’, ‘온라인 장보기
(0.92점) 및 쇼핑(0.75점)’이 크게 증가하여 다중이용시설
의 제한으로 인해 외식이나 오프라인 쇼핑 등이 줄어든
대신 배달음식을 주문하거나 온라인 쇼핑의 빈도가 늘어
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가정식을 만듦(0.61점)’, ‘식사
준비 및 식후정리(0.59점)’, ‘청소 및 정리정돈(0.55점)’, ‘쓰
레기 및 분리수거(0.50점)’, ‘청소기, 세탁기 등의 가정용
품 관리(0.50점)’의 빈도도 다소 증가하여 청소, 요리 등
의 일상적인 가사 행위 또한 늘어났음을 파악할 수 있었
다.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영역은 조사 대상자 중 자녀
가 있는 부부가구 100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영유아 및 초등생 자녀와 놀아주거나 함께 활동(각 0.95
점, 0.88점)’, ‘영유아 및 초등생 자녀 훈육 및 학습지원
(각 0.78점, 0.70점)’ 빈도가 크게 증가하여 학교나 기관
에 가지 못하는 어린 자녀의 돌봄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문화·여가 및 친목 활동 영역에서는 ‘동영상 플
랫폼 시청(0.91점), ‘TV시청(0.73점), ‘인터넷 정보검색(0.72
점)’ 빈도가 크게 증가하여 여가시간에 즐기던 외부의 문
화 활동들을 하지 못해 집에서 지내며 잉여시간이 늘어
남에 따라 이러한 가정 내 문화 여가 활동들이 늘어났음
을 알 수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 일상생활 행위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 결과 업무 및 학습활동, 가정관리 활동, 문화. 여가
및 친목 활동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먼저, 업무 및 학습활동 영역의 세부 행위 중 ‘구직
활동’의 경우, 1인 가구는 그 빈도가 감소한 반면, 자녀
있는 부부가구는 빈도가 증가하였고, ‘자율학습 활동’의
경우 1인 가구는 감소, 자녀 있는 부부가구와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관리 영역 중
배달 음식 주문 행위의 경우,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장보기를 제외한 온라인 쇼핑은 자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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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the Frequency of Daily Activities at Home
after Covid19

Personal Maintenance
(Totla Mean: 0.38)

Daily life activities*
Mean
Sleep time
0.20
Meal time
0.20
Frequency of eating
0.34
Frequency of snacking
0.45
Personal hygiene management frequency
0.70
Frequency of ventilation, disinfection
0.96
Frequency of visiting hospital
-0.15
Purchasing sanitary appliances
0.38
Work, meeting, etc.
0.40
Provision of space and home appliances for work
0.19
Job search
0.07
Start-up activities
-0.02
Attending school class
0.01
Break during school
-0.06
Self-study
0.17
Make space for learning
0.19
Take online lectures
0.22
Take classes through an online platform
0.34
Meal preparation, cleanup
0.59
Order food delivery
0.97
Making home-cooked meals
0.61
Making Snacks
0.41
Washing and drying clothes
0.42
Cleaning and tidying up
0.55
Garbage disposal
0.50
Household Care
0.50
Online shopping (Except food)
0.75
Online shopping (food)
0.92
Get Household Care Services
0.28
Interior replacement
0.33
Infant care
0.70
Disciplining or teaching infants
0.78
Playing with infants or playing sports
0.95
Elementary student care
0.64
Disciplining or teaching elementary student
0.68
Playing with elementary student or playing sports
0.88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 care
0.22
Disciplining or teach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0.70
Playing wi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or playing sports 0.00
Caring for adults
0.26
Watching a movie
-0.58
Watching tv
0.73
Watching performances, exhibitions, sports events, etc. -0.71
Other cultural and hobbies (crafts, making, etc.)
-0.41
Reading books, newspapers, magazines, etc.
0.21
Learning for the purpose of liberal arts in leisure time 0.13
Watch video platforms (YouTube, Netflix, etc.)
0.91
Listening to music (radio), sound sources, and records
0.43
Internet information search
0.72
SNS activity
0.38
Home training
0.47
Online game
0.32
Group games and play
-0.08
Growing plants, horticultural activities
0.20
Caring for pets
0.14
Do nothing and rest
0.51
Spending time with family
0.45
Invite family and acquaintances to your home
-0.21
Spending time with acquaintances non-face-to-face
0.35
*The shaded items have an average score of 0.5 or more and -0.5 or less.

는 부부 가구 보다 자녀 있는 부부가구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여가 및 친목 활동 영역에서는 ‘인
터넷 정보검색’과 ‘집단 게임 및 놀이(예. 보드게임)’ 행
위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인 가구와 자녀 없는 부부가
구 보다 그 빈도가 증가하였고, ‘SNS 활동’, ‘반려동물
돌봄’ 행위는 1인 가구에 비해 자녀 있는 부부가구에서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홈 트레이닝’과 ‘가족과 시
간을 보냄’ 행위는 1인 가구에 비해 자녀 없는 부부가구
와 자녀 있는 부부가구에서 더 많이 증가하였다.

Work or Study
(Totla Mean: 0.21)

Table 3. Changes in Frequency of Daily Activities at Home after
Covid 19 by Group
Group 1 Group 2 Group 3
(n1=100) (n2=100) (n3=100)
Work or Start-up activities
study Self-study
Order food delivery

Home
care Online shopping
(except food)

M

D

-0.1

a

Home Care
(Totla Mean: 0.57)

Spending time with
family

D

M

F

D

0.14 ab 0.19

b

-0.08 a

0.28

b

0.33

b

4.257*

0.79

1.02

b

1.09

b

3.876*

0.75 ab 0.63

a

0.88

b

2.436

a

0.88

b

2.915

Internet information
0.65
search
SNS activity
Culture,
leisure Home training
and
Group games and
social play
acitivity
Caring for pets

M

a

a

0.64

3.398*

0.22

a

0.33 ab 0.57

b

4.146*

0.25

a

0.58

b

0.59

b

4.443*

-0.2

a -0.23 a

0.18

b 4.907**

-0.04 a

0.17 ab 0.32

b

3.596*

0.05

0.6

b

13.683
***

a

b

0.68

Caring for the Family
(Totla Mean: 0.58)

Note1. Group1=One-person households, Group2=Married couple without
children, Group3=Married couple with children
Note2. Only case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re
included.
Note3. p*<0.05, p**<0.01, p***<0.001

Culture,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Totla Mean: 0.23)

2) 일상생활 행위 변화에 따른 주거기능의 변화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변화로 인해 주거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전의 주거기
능 관련 선행연구4)들을 조사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를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거기능 개념을 추가하
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주거기능을 재정립해 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주거기능은 안
전성, 쾌적성, 편리성, 사회성, 휴식성, 다기능성이며 각각
의 주거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구별하였다. 안정성은 기본적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집의
기능으로, 기후적·물리적·사회적 위험 등으로부터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말
하며 편리성은 주거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행위를 기능적
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것으로 편리한 동선, 알맞은 공간
구성 등을 포함하는 기능이다. 사회성은 주거를 기반으로
4) Cho & Kim(1976), Yoon(1995), Yoon(1997), Kang et al(1997),
Park & Shin(2012) 의 국내 주거기능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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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classification of Daily Life Activities at Home by
Housing Function

Personal Maintenance

Housing function*
1 2 3 4 5 6
Daily life activities
Sleep time
●
Meal time
●
Frequency of eating
●
Frequency of snacking
●
Personal hygiene management frequency
●
Frequency of ventilation, disinfection
●
Purchasing sanitary appliances
●
Work, meeting, etc.
●
Provision of space and home appliances for work
●
Job search
●
Start-up activity
●
Attending school class
●
Break during school
●
Self-study
●
Make space for learning
●
Take online lectures
●
Take classes through an online platform
●
Meal preparation, cleanup
●
Order food delivery
●
Making home-cooked meals
●
Making Snacks
Washing and drying clothes
●
Cleaning and tidying up
●
Garbage disposal
●
Household Care
●
Online shopping (Except food)
●
Online shopping (Food)
●
Get Household Care Services
●
Interior replacement
●
Infant care
●
Disciplining or teaching infants
●
Playing with infants or playing sports
●
Elementary student care
●
Disciplining or teaching elementary student
●
Playing with elementary student or playing sports
●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 care
●
Disciplining or teach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
Playing wi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or playing sports
●
Caring for adults
●
Watching a movie
●
Watching tv
●
Watching performances, exhibitions, sports events, etc.
●
Other cultural and hobbies (crafts, making, etc.)
●
Reading books, newspapers, magazines, etc.
●
Learning culture in leisure time
●
Watch video platforms (YouTube, Netflix, etc.)
●
Listening to music, sound sources, and records
●
Internet information search
●
SNS activity
●
Home training
●
Online game
●
Group games and play
●
Growing plants, horticultural activities
●
Caring for pets
●
Do nothing and rest
●
Spending time with family
●
Invite family and acquaintances to your home
●
Spending time with acquaintances non-face-to-face
●
*1=Safety, 2=Comfort, 3=Convenience, 4=Sociability, 5=Restability,
6=Versatility

밖’에서 수행하던 활동들을 코로나 이후 ‘집 안’으로 들
여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
업, 운동, 문화생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주거기능의 변화 파악은 이와 같이 분류한 6개 주거기
능을 기준으로 하여 변화된 세부 일상생활 행위들을 재
분류하였으며<Table 4>, 이를 다시 분석해 6개 주거기능
의 변화정도가 어떠한지 파악한 결과 <Figure 1>과 같다.

Work or Study
Home Care
Caring for the Family
Culture,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한국주거학회논문집

Figure 1. Changes in Housing Function after Covid19

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로 인해 주거기능은 ‘쾌적성
(0.65점)’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컸으며 안정성(0.42점)
>편리성(0.37점)>사회성(0.30점)>휴식성(0.24점)>다기능
성(0.21점) 순으로 나타났다. 에코부머 세대의 가구 유형
별로 주거기능의 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Figure
2>와 같다. 1인가구는 쾌적성>안정성>편리성>휴식성>
다기능성>사회성 순으로, 자녀없는 부부가구는 쾌적성>
안정성>편리성>다기능성>사회성>휴식성 순으로, 자녀있
는 부부가구는 쾌적성>사회성>안정성>편리성>휴식성>
다기능성 순으로 주거기능이 변화하였다. 즉, 모든 가구유
형에서 ‘쾌적성’이 가장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도 자녀있
는 부부 가구의 쾌적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자녀있는 부부가구의 ‘사회성’이 두드러지게 증
가하였는데, 이는 자녀있는 부부가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증가하였고 가족원과 함께 하는 시
간이 길어져 코로나19 이후 주생활에서 가장 많은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Figure 2. Changes in Housing Function after Covid19 by Group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기능 변화와 공간선호 - 에코부머 세대를 위한 평면제안 -

3. 주거공간 및 세대평면 선호

1) 주거공간 선호
코로나19 이후 에코부머 세대의 주거공간 선호는 어떠
한지 15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를 요인분석(베리맥
스 회전방식의 주성분 분석)하였고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
한 후 최종적으로 11개 문항 4개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Table 5>. 4개 요인은 개방 추구형, 변화 추구형, 미니
멀리즘 추구형, 레이어드홈 추구형으로 명명하고 각각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개방 추구형이란 집 내부에 창문
이나 야외공간이 있는 것을 선호하고 평면구조가 개방형
인 것, 변화 추구형은 인테리어, 가구배치 등을 상황에 맞
게 바꾸거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미니멀리즘 추구형
은 집 분위기에 맞게 장식적인 요소를 배치 또는 덜어내
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고, 레이어드 홈 추구형은 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
이다.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평균 Cronbach alpha
값이 0.87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주거공간 선호를 살펴보면 세 가구 유
형의 선호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개방 추구형(0.62
점)>레이어드홈 선호형(0.55점)>변화 추구형(0.39점)>미
니멀리즘 추구형(0.3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
반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내공간에
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공
간이 다기능을 지니면서도 필요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
는 방향으로 공간선호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앞으로의 주거공간에는 베란다, 테라스, 넓은 창 등
야외와 접할 수 있는 공간적 요소가 필요하고 기존의 주
거기능 외에 업무, 학업,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가구 유형별로 주거공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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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평면 선호
에코부머 세대의 세대 평면 선호를 조사하기 위해 주
거공간을 실 별로 다섯 가지 구역(방의 크기, 구조, 거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침실)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선호
도 조사하였다. 또한, 각 가구 유형 별로 세대 평면을 제
안하기 위하여 가구 유형별 선호도를 분석하였다<Table 6>.
에코부머 세대 전체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먼저 구조에
있어 3bay(38%), 3개의 방 개수(54.7%), 집 규모 30평대
(44.7%)와 20평대 미만(38%), 거실과 주방이 부분적으로
트인 구조(53.7%)를 선호하였다. 거실은 2면(48,3%)이나
3면(42.7%)이 트인 구조, 아트월 비선호(44.7%) 또는 아
트월+수납공간(48.3%)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부엌 및 식
사 공간에 대해서는 4인용 테이블(49.7%)에 식탁의 용도
를 식사 용도만이 아닌 다용도(62.7%)로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구조에 있어 오픈형 구조(66.7%)의 ㄱ형
(36.7%), ㄷ형(45%) 부엌을 선호하였다. 화장실은 2개
(70.7%)를 원하며 건식 화장실(57.3%)에 대한 선호가 높
았다.
에코부머 세대 가구 유형별로 세대 평면 선호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bay의 개수, 방의 개수, 집 규모,
식탁 크기, 화장실 개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1인 가구는 2bay에 방의 개수는 1, 2개, 집의 규
모는 20평대 이하를 선호하였다. 또, 식탁 크기는 4인용
에 화장실은 1개 또는 2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구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거
실의 2면이 트인 구조, ㄱ형 부엌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4bay에 방의 개수는 3개, 집의
규모는 30평대와 20평대 미만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식
탁 크기는 4인용, 화장실 개수는 2개를 선호하였다. 다른
가구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차는 없었지만 거실 2면이

Table 5. Post Covid Housing Preference
Post Covid housing attitudes
Factor 1.
Open house type
(Mean: 0.62)

Factor 2.
Change-seeking type
(Mean: 0.39)

1

0.633 .773

I have come to prefer a house with many windows.

0.650 .769

2

3

4

α
.892

I have come to prefer having a separate veranda in the house.

0.653 .724

I have come to prefer a house that is open and have more light.

0.523 .623

I have come to periodically change the position of furniture in the house

0.293

.779

I have come to prefer a house that has a flexible structure that can change the use
(function) of the space.

0.363

.671

In order to protect the environment, I have taken strict measures such as separate
collection and refraining from food delivery.

0.510

.618

Factor 3.
I realized that I needed a separate space for studying or hobbies in the house.
Layered home preferred
I realized that I needed a space where I could work from home.
(Mean: 0.55)
Factor 4.
Minimalist
(Mean: 0.37)

Mean

I prefer to have a lot of light in my bedroom.

.892

0.530

.820

0.573

.791

.893

I came to prefer a minimalist interior by leaving only the minimum number of appliances/
0.450
furniture needed for the house.

.820 .894

Built-in furniture became a preference.

.622

Cronbach α

0.280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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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loor Plan Preference after Covid19 of Echo Boomer Generation
Total
(N=300)
Number
of
bays
Number
of
rooms
Structure
Size
of
house
Living
room-kitchen
placement
Exposure
to
open air
Living
Artwall
type

Size
of
dining table

Kitchen and
dining area

Usage
of
dining table
Access to kitchen

Type

Toilet

Number
of
toilet
Type

Group1
(n1=100)

Group2
(n2=100)

Group3
(n3=100)

2 bays

90

(30.0)

44

(44.0)

27

(27.0)

19

(19.0)

3 bays

114

(38.0)

38

(38.0)

35

(35.0)

41

(41.0)

4 bays

96

(32.0)

18

(18.0)

38

(38.0)

40

(40.0)

Less than 2

85

(28.3)

51

(51.0)

22

(22.0)

12

(12.0)

3

164

(54.7)

39

(39.0)

65

(65.0)

60

(60.0)
(28.0)

More than 4

51

(17.0)

10

(10.0)

13

(13.0)

28

Less than 29py

114

(38.0)

64

(64.0)

41

(41.0)

9

(9.0)

30~39py

134

(44.7)

27

(27.0)

46

(46.0)

61

(61.0)

40py~

52

(17.3)

9

(9.0)

13

(13.0)

30

(30.0)

Open

104

(34.7)

31

(31.0)

36

(36.0)

37

(37.0)

Partially open

161

(53.7)

54

(54.0)

51

(51.0)

56

(56.0)

Covered

35

(11.7)

15

(15.0)

13

(13.0)

7

(7.0)

1 open side

27

(9.0)

13

(13.0)

7

(7.0)

7

(7.0)

2 open side

145

(48.3)

50

(50.0)

50

(50.0)

45

(45.0)

More than 3

128

(42.7)

37

(37.0)

43

(43.0)

48

(48.0)

Artwall

34

(11.3)

11

(11.0)

13

(13.0)

10

(10.0)

Artwall+storage

132

(44.0)

46

(46.0)

33

(33.0)

53

(53.0)

Not preferred

134

(44.7)

43

(43.0)

54

(54.0)

37

(37.0)

For 2

35

(11.7)

24

(24.0)

8

(8.0)

3

(3.0)

For 4

149

(49.7)

52

(52.0)

57

(57.0)

40

(40.0)

For 6 or more

114

(38.0)

24

(24.0)

35

(35.0)

55

(55.0)

Not needed

2

(0.7)

0

(0.0)

0

(0.0)

2

(2.0)

Only dining

106

(35.3)

42

(42.0)

38

(38.0)

26

(26.0)

Versatile

188

(62.7)

56

(62.7)

60

(62.7)

72

(62.7)

6

(2.0)

2

(2.0)

2

(2.0)

2

(2.0)

Open

200

(66.7)

67

(67.0)

67

(67.0)

66

(66.0)

Covered

100

(33.3)

33

(33.0)

33

(33.0)

34

(34.0)

‘ㄱ’ shape

110

(36.7)

43

(43.0)

31

(31.0)

36

(36.0)

‘ㄷ’ shape

135

(45.0)

38

(38.0)

53

(53.0)

44

(44.0)
(20.0)

Not needed

‘ㅡ’ or ‘ I I’ shape

55

(18.3)

19

(19.0)

16

(16.0)

20

1

67

(22.3)

47

(47.0)

18

(18.0)

2

(2.0)

2

212

(70.7)

48

(48.0)

79

(79.0)

85

(85.0)

More than 3

21

(7.0)

5

(5.0)

3

(3.0)

13

(13.0)

Wet toilet

128

(42.7)

43

(43.0)

40

(40.0)

45

(45.0)

Dry toilet

172

(57.3)

57

(43.0)

60

(40.0)

55

(45.0)

χ2

20.590***

46.869***

67.504***

3.804

4.433

8.422

40.702***

6.137

.030

4.988

65.757***

0.518

Note 1. Group1=One-person households, Group2=Married couple without children, Group3=Married couple with children
Note 2. All shaded indications indicate higher frequency.
Note 3. ***p<0.001

트이고, 아트월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에 ㄷ형 부엌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있는 부부가구는 3bay와 4bay 모두 선호하였고,
방의 개수는 3개와 4개, 집의 규모는 30평대·40평대 모
두를 선호하였다. 또 테이블 크기는 6인용을, 화장실 개
수는 2개 또는 3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거실에 아트월+수납 형태
로 된 구조, 주방은 ㄷ자 형을 선호하였다.

부머 세대의 변화된 생활행위와 주거공간 선호를 반영하
여 가구 유형별로 평면요소를 도출하고, 59, 85 m2 두가
지 규모의 4개 평면5)을 제시하였다<Table 7>. 이는 자녀
유무나 자녀수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 또는 라이프 스타
일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변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평면이다.
1) 1인 가구를 위한 59 m2 평면 제안
1인 가구를 위한 평면의 컨셉은 ‘Home-ludens6)’로 집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면제안

5) 59 m2 평면은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치 팰리스(2015년)’, 85 m2
평면은 ‘래미안 센터피스(2019년)’의 평면을 참고하였고, 분석에서
추출한 계획요소들을 평면에 반영하였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코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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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lan Proposal for the Echo Boomer Generation
Size

Con
cept

Plan Elements

Plan

2

B. Easy delivery
① Easy to move delivery: Move deliveries directly
② Pantry located in the middle: Close to entrance (easy to move)
③ Connected to the Kitchen: Connected to kitchen and entrance
C. Virus-free zone
① Laundry Styler in the entrance: Hygienic movement and storage
② Easy to wash: Hygiene management as soon as entering the house
③ Convenient route: Connected to the hallway, living room and
bathroom
A. Personal space
① Separation of individual space: Personal space exists to increase
comfort
② Veranda space to relax: Spacious enough veranda space to relax in
each bedroom
B. Virus-free zone
① Clean zone by the front door: Hygiene management as soon as you
enter the house
② Laundry Styler in the entrance: Hygienic movement and storage
C. Home office
① Separation of space by function: Available for work such as
telecommuting and multi-purpose rooms for each function
A. Home cinema
① Home Cinema: When installing the window side screen in the
couple’s bedroom, it is possible to watch movies

Work & Life

85 m

2

B. Home bar
① Spacious Veranda: Contact with the outdoors through the wide
veranda and folding door is possible, and a spacious living room also
② Home bar: Place for the couple

>>>>> Flexible according to Life Cycle >>>>>

Married couple without children

Separately & Together

59 m

2

Home Ludens

59 m

One-person households

A. Home ludens
① Spacious Veranda: Outside space indoors
② Home cafe: Restable indoors
③ Home garden: Enjoy one’s hobby indoors

C. Home gym
① Home gym
② Stretching area: Designed for exercise in outdoor spaces

Clean & Nurture

85 m

Married couple with children

2

A. Work space
① Work space: A work space where you can focus
② Space separation: Space is separated by a temporary wall to separate
work and rest
B. Healing zone
① Massage chair: Relieve fatigue by creating a space for a massage
chair(one of the echo-boomers' preferred home appliances).
C. Kids safe zone
① Various route: Maintain cleanliness with two washing areas in the
entrance
② Separate washstand: Simple hygiene management possible
③ Separate toilet: Separate wet toilet for easy raising of children

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집에서 취미와 취향을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1인 가구를 위해 집에서도 여러 가
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미룸을 배치하였다. 온라
인 장보기, 온라인 장보기, 배달 음식 주문 등의 비중이
높아 1인 가구를 위해 현관에서 팬트리 그리고 주방까지
6) Home-ludens: 집을 뜻하는 홈(Home)과 ‘유희’, ‘놀이’를 뜻하는
루덴스(ludens)를 합친 말로, 자신의 주거공간 안에서 휴가를 즐기는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Naver)

의 동선을 편리하게 연결하였다. 베란다를 확장해 홈 카
페와 홈 텃밭을 배치했고, 침실에도 베란다를 그대로 두
었다. 현관에는 바로 옆 의류 관리기와 건식 세면대가 있
어 집의 중문을 넘어가기 전에 한 차례 소독 및 살균을
할 수 있다.
2) 자녀 없는 부부가구를 위한 59 m2 평면 제안
자녀 없는 부부가구를 위한 평면의 첫 번째 컨셉(59 m2)
은 ‘따로 또 같이’로 공간을 기능별, 개인별로 나누어 불
제33권 제2호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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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함을 없애 따로 또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다. 베란
다가 있는 두 개의 침실로, 개인별 공간 분리를 통해 각
자의 공간이 필요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기능적으로 분
리된 또 다른 방은 재택근무 공간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
능하다. 또한, 현관에 클린존을 계획해 쾌적성을 높였다.
이 평면은 1인 가구를 위한 59 m2 Type 평면과 같은
골격으로, 생애주기가 바뀔 시 가변형 구조로 변화를 줄
수 있다. 거실이 넓었던 1인가구를 위한 59m2 Type 평면
과는 달리 거실의 면적을 줄이고 재택 근무 공간을 구성
할 수 있다. 또한, 부엌은 필요와 선호에 따라 ㄱ형에서
ㄷ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3) 자녀 없는 부부가구를 위한 85 m2 평면 제안
자녀 없는 부부가구를 위한 평면의 두번째 컨셉(85 m2)
은 ‘Work & Life’로 집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평면형이다. 부부의 침실 외에도 두 개의 방이 있어
하나는 업무를 위한 공간, 다른 하나는 홈 짐 등 취미 생
활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부부 침실 내에 동
영상 플랫폼,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부부만의 공간을
별도로 구성 가능하다. 확장된 베란다와 현관의 클린존이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4) 자녀 있는 부부가구를 위한 85 m2 평면 제안
자녀 있는 부부가구를 위한 평면의 컨셉은 ‘Clean &
Nurture’로 깨끗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공간
으로 구성하였다. 현관에 건식 세면대와 의류 관리기를
배치해 소독 및 살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옆에 아이
를 편리하게 씻길 수 있는 습식 화장실을 배치하였다. 또,
부부 침실 안에 베란다를 두어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가벽으로 업무 공간을 배치해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베란다를 확장하여 개방된 공간
을 구성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앞당겨진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대응하여 에코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 유형별로
변화된 주거기능을 정립하고, 세대 평면 선호 요소를 파
악하여 이에 맞는 평면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생활 행위 변화 중 ‘쾌
적성’의 기능에 해당하는 행위의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
하였다. ‘배달음식 시키기’, ‘온라인 장보기’ 등 집 안에
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행위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Kim and Kim(2018)은 우리나라 아파트 발전 시기에 따
른 주거기능 변화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 아파트 개발
시기별로 도입기(편리성), 성장기(유지비용 관련 경제성,
기업형성·품위 등의 사회성), 전환기(휴식성, 투자가치의
경제성), 발전기(첨단시스템 등의 편리성, 커뮤니티 등의
사회성, 멀티룸·친환경 등의 휴식성)에 따라 주거기능이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공간의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요구와 선호는 변화하며 주거의 기능도 변화하게 된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변화 속에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
도,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주거 공
간에서의 쾌적성을 높이는 요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코부머 세대의 주거공간 선
호는 ‘개방형 공간’과 ‘레이어드 홈’이 가장 많았다. 집에
서도 발코니, 큰 창과 같은 개방적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
기능적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집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을 넘어, 집 내부에서도 쾌적한 환기,
바깥 공기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집 안의 야외 공간’
과 기존의 ‘집 밖’ 활동으로 수행하던 일들을 집 내부에
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에코부머 세대가 요구하는
평면은 각 가구 유형(1인 가구, 자녀 없는 부부가구, 자
녀 있는 부부가구)마다 세부 요구사항에는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큰 맥락에서는 유사하였다. 즉, 이들은
위생 및 살균을 위한 공간 계획, 개방적 구조, 배달 및
택배를 위한 편리한 동선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
어 평면계획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 가변형 구
조를 활용해 개별 가구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생애
주기에 따라 변화되는 공간적 요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에코부머 세대의 주거내 일
상생활 변화를 근거로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기
능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구유형별 공간 선호를
종합하여 평면계획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에코부머
세대 주거선호 관련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하겠다. 다
만, 서울시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지
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 거주 주택유형, 선호
주택유형, 점유형태 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
와 주거선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향후 연구
에서 이러한 변인들을 다양하게 반영한 후속연구들이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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