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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and Method: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victims 

living in the temporary house by the Pohang earthquake, and improvements were derived. Results: As 

a result, major improvements in terms of faciliti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xpand the toilet 

and cooking space, the existing inner gate and the wall are removed and the width of the toilet is 

expanded. Minimize the inconvenience by adding a cooking table as wide as the extended toilet. 

Second, a separate sleep compartment is set up to secure storage space in a limited area. And the storage 

closet is installed below and used as a storage space. At this time, the size of the sleeping space is set to 

double bed size. Third, curtains and blinds are installed on both windows to secure privacy, thereby 

protecting privacy and psychological stability. Conclusion: If the remodeling of the temporary house 

proposed in this study is utilized and applied, it is possible to provide a better living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pace and overcome existing 

spatial limitations by minimizing inconveniences reflecting the needs of th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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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방법: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설문·면담조사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지원하

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리모델링(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시설

적 측면에서의 각 공간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실·조리공간의 확장을 위해 기존에 

있던 중문과 가벽을 없애고 화장실의 폭을 확장, 화장실의 확장 폭 만큼 조리대를 추가 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둘째, 한정된 면적에서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별도의 수면구획을 설정, 하부에 수납장을 설

치하여 수면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때, 수면공간의 크기는 더블베드 사이즈로 설정한다. 셋

째,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양쪽 창문에 커튼·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사생활 보호는 물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리모델링(안)을 활용·적용한다면 보다 나

은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재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

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포항지진,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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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 배경 및 목적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총 9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일시대피자를 포함하여 최대 

1,500여명의 대피자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의 재난과는 다르게 많은 이재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임시주거시설 

개설은 물론 613가구에 대해 새로운 주거지원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국민임대, 전세임대는 물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또한 

100동 이상 지원되었다.

현재 재난 발생 시 정부에서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2007년 개발, 2008년 풍수해 피해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 포항지진 피해까지 약 10년간 재난피해자들에게 지원되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은 행정안전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주택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로 거주가 불가능하

거나 재해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된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제공 협의 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12개

월 이내에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때까지 지원하며, 필요시 연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노후화와 시설 사용상의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개선방안 및 이재민 니즈를 토대로한 리모델링(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범위 및 방법

이재민 니즈 및 불편사항 파악을 위해 2017년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른 재난과는 

다르게 포항지진의 경우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재민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포함하여 총 4타입의 조립주택이 지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는 재해구호협회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타입만을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보다, 타입별 조

사를 통해 시설형태별 장·단점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포항시 흥해읍 일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거주자 약110여 세대이며, 조립주택의 종류는 총 4타입 113동이

다. 조사는 110세대 중 96세대를 대상으로 설문·면담조사를 완료하였으며(Table 1 참조), 타입별 조사세대는 12세대∼30세

대로 편차가 크지만 이는 당초 타입별 임시주거시설 지원수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타입별로 80%이상의 응답률을 확보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진 이재민들에게 제공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특징을 토대로 이주단지용 조립주택, 임시주

거용 조립주택, 주거용 컨테이너Ⅰ·Ⅱ로 구분하였으며, 타입별 내외부 모습은 Fig. 1과 같다.

이주단지용 조립주택은 도심지 지진피해자들을 위해 조성된 이주단지(부지규모 14,507㎡)에 설치된 조립주택으로 총 32

동(31세대)가 설치되었으며, 크기는 3m×9m이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제

작·비축한 것으로, 3m×6m 크기의 조립주택이다. 주거용 컨테이너Ⅰ은 외부에서 기증받은 것으로 3m×6m 크기이며, 주거

용 컨테이너Ⅱ는 경북도청에서 실제 임시숙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크기 3m×7m, 옷장, 침대, TV 등 기본적인 가구가 설치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설문·면담조사는 총 110세대 중 96세대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설문·면담 문항을 통해 임시주

거용 조립주택의 시설·이용적 측면에서의 불편사항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세부항목별 불편사항과 만족도 및 

기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불편사항에 대한 세부항목은 출입공간, 싱크대, 화장실, 세탁실, 조리공간에 대한 것

이며, 만족도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크기(면적), 화장실, 조리공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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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us and question-and-answer rate of temporary house by type

이주단지용 조립주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주거용 컨테이너Ⅰ 주거용 컨테이너Ⅱ 합 계

크기(면적) 3m×9m(8.18평) 3m×6m(5.45평) 3m×6m(5.45평) 3m×7m(6.36평) -

총 세대 31 31 33 15 110

조사 세대 27 27 30 12 96

응답률(%) 87.1% 87.1% 90.9% 80.0% 87.3%

Temporary house of moving 

housing complex 
Temporary house Residential container (Ⅰ) Residential container (Ⅱ)

Fig. 1. Status of temporary house by type

이론적 고찰

임시주거시설의 개념

임시주거시설은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

시시설 등에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훈련·연수시

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 3

에 따라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그 외 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로 체육관과 같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주택유실·전파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산사태 등으로 매몰·파괴되어 이웃집·인근마을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장애

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차상위자,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및 이에 준하는 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거주상황 등을 감안하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다. 임시주

거용 조립주택은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는 임시주거시설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성격 및 형태는 다르다. 

현재 이재민들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법정 구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확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별도 외부 기증이 아닌 이상 통상의 주택지원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본 연구 대상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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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인 2013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임시주거시

설’이라는 명칭으로 체육관·경로당 등의 대피소와 공간구획용 텐트 및 파티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등 저자에 따라 다른 의

미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최유라 외1인은 대피소 개념의 임시주거시설에 적용가능한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에 대한 지침 연구를, 김미경 

외1인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미국 임시주거시설의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연구하

였다. 김경희 외 3인은 흥해 실내 체육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진입공간, 등록 및 대기공간, 취침공간 등 각 공간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염태준 외 4인은 고령자를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경로당을 선정하여, 임시주거시설로서의 활용 가

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임시주거시설을 이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간구획용 텐트, 칸막이로 정의하고 시설의 디자인과 방향

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송영학 외 2인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 33세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거주인원수별 유닛 모듈러를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문정인 외 3인은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공, 운반상의 개선사항 

및 행정절차·유지관리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김민석 외 3인은 국내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사례를 토대로 운송, 재사용

성 및 보관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임시주거시설·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용어자체

의 혼선은 물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시설 자체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대상으로 포항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설문·면담 조사

를 통해 기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개선방안 및 이재민들의 니즈를 적용·반영한 시설상의 

리모델링(안)을 제시하여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도모하였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이재민 대상 설문 분석 결과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출입공간에 대한 불편사항

출입공간에 대한 불편사항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설문결과 전체 83.3%가 출입공간에 대한 불편사항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용 컨테이너Ⅰ의 경우 차양막과 신발장 부재로 우천시 출입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거주자에 따라서는 판넬 등을 이용하여 출입구 부분을 추가 시공 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임시주거용 조

립주택의 경우 실외 출입구에 현관이 존재하며, 차양막이 있으나 길이와 넓이가 충분하지 않아 우천 시 들이치는 비로 인하

여 신발을 실내에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세부 불편사항은 복수응답으로 응답하였으며, 출입공간 불편사항으로

는 신발장 부재(48명, 50%) > 기타(차양막 관련 33명, 34.4%) > 방충망 부재(17명, 17.7%) > 문 크기(16명, 16.7%) > 출입구 

높이(15명, 15.6%) > 도어손잡이(8명, 8.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Fig. 2는 차양막 부재로 인한 주거용 컨테이너 Ⅰ의 출입

구 추가 시공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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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estion response rate of Inconvenience in the entrance

이주단지용 조립주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주거용 컨테이너Ⅰ 주거용 컨테이너Ⅱ 합 계

조사세대 27 27 30 12 96

응답률(%) 17 (54.8%) 23 (74.2%) 30 (100%) 10 (83.3%) 80 (83.3%)

Fig. 2. Construction of additional entrance to Residential container

화장실·세탁실에 대한 불편사항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경우 화장실 면적 협소에 따른 불편이 88.8%로 가장 많은 반면, 주거용 컨테이너Ⅱ는 8.3%(1명)에 

불과하여 10배 이상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Table 3). 이주단지를 제외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는 별도의 세탁공간 부재로 

세탁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주단지 또한 화장실 내 세탁공간이 존재하여 공간 협소 문제를 가중시켰다. 이에, 실측을 통해 화

장실 면적을 확인한 결과 조립주택 타입별 화장실 크기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화장실의 면적은 세탁실을 제외한 0.8평 이상을 최적 면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화장실·세탁실 관련 불편사항은 복수응답으로 

세탁실 부재(69명, 71.9%) > 공간협소(63명, 65.6%) > 세탁실 위치(7명, 7.3%) > 수납공간 부족(4명, 4.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Question response rate of toilet and laundry room inconvenience

이주단지용 조립주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주거용 컨테이너Ⅰ 주거용 컨테이너Ⅱ 합 계

조사세대 27 27 30 12 96

화장실 21 (77.7%) 24 (88.8%) 21 (70.0%) 1 (8.3%) 67 (69.8%)

세탁실 20 (74.1%) 25 (92.6%) 26 (86.6%) 10 (83.3%) 81 (84.4%)

Table 4. The toilet area by type

이주단지용 조립주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주거용 컨테이너Ⅰ 주거용 컨테이너Ⅱ

크 기 1,400mm×2,000mm=2.8㎡ 1,100mm×1,650mm=1.815㎡ 1,400mm×1400mm=1.96㎡ 1,300mm×2,000mm=2.6㎡

화장실/총 평수 0.85/8.17 0.55/5.45 0.59/5.45 0.79/6.35

화장실 면적 협소에 대한 불만도가 가장 높았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과 불만도가 가장 적은 주거용 컨테이너Ⅱ의 화장실

은 사진으로도 면적 비교가 가능하다(Fig. 3). 또한, 세탁실 부재로 인해 외부에 별도의 수도관을 연결하여 세탁기를 사용하

는 모습이 다수 확인 가능하였다(Fig. 4). 이는 우천 시 세탁기의 고장을 유발하는 등 불편상의 문제 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

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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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gure of toilet by temporary house type

      

Fig. 4. external washing space caused by absence of laundry room

싱크대·조리공간에 대한 불편사항

싱크대·조리공간의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결과는 싱크대 87.5%, 조리공간 85.4%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세부 결과는 다

음 Table 5와 같다. 지원된 조립주택 모두 싱크대와 조리공간 일체형이며, 주거용 컨테이너Ⅱ의 경우 별도의 공간구획 없이 

방 내부에 싱크대 및 조리공간이 존재하여 냄새로 인한 불편사항이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모든 타입에서 싱크대 수납공간

이 부족하여, 큰 그릇 및 냄비를 수납할 공간이 없어 별도의 선반·벽걸이용 수납대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공간협소 및 조리시 발생하는 냄새로 외부에 가스렌지를 설치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사례는 물론 싱크대 개수대의 공간 

협소로 외부에서 설거지를 하는 이재민의 사례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5). 싱크대 관련 불편사항으로는 면적협소(79명, 

82.3%) > 수납시설 부족(39명, 40.6%) > 싱크대 높이(16명, 16.7%) > 수전설비(6명, 6.3%) 순으로 나타났다. 조리공간 관련 

불편사항으로는 면적협소(78명, 81.3%) > 설치위치(21명, 21.9%) > 가열기구 부재(16명, 16.7%) > 음식물쓰레기 처리(11

명, 11.5%)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간협소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불편사항을 제기하였다.

Fig. 5. Inconvenience due to narrow cooking space and sink

Table 5. Question response rate of inconvenience in sink and cooking space

이주단지용 조립주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주거용 컨테이너Ⅰ 주거용 컨테이너Ⅱ 합 계

조사세대 27 27 30 12 96

싱크대 22 (81.5%) 26 (96.3%) 26 (86.6%) 10 (83.3%) 84 (87.5%)

조리공간 21 (77.7%) 24 (88.8%) 27 (90.0%) 10 (83.3%) 82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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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만족도 조사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면적에 대한 것으로 세부항목으로는 전체, 생활공간, 화장실, 조리공간에 대해 설

문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Table 6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전체 크기(면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로, 총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크기에 (매우)불만족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매우 불만족의 비율은 ｢재해구호

법｣에 근거하여 재해구호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48.1%로 가장 높아 개선의 필요성·시급성을 재확

인 할 수 있었다.

Table 6. Satisfaction with the area of temporary house 

이주단지용 조립주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주거용 컨테이너Ⅰ 주거용 컨테이너Ⅱ 합 계

매우 불만족 4 (14.8%) 13 (48.1%) 10 (33.3%) 1 (8.3%) 28 (29.2%)

불만족 6 (22.2%) 8 (29.7%) 7 (23.3%) 5 (41.7%) 26 (27.1%)

보 통 10 (37.0%) 4 (14.8%) 11 (36.7%) 4 (33.3%) 29 (30.2%)

만 족 7 (26.0%) 1 (3.7%) 2 (6.7%) 2 (16.7%) 12 (12.5%)

매우 만족 0 (0.0%) 1 (3.7%) 0 (0.0%) 0 (0.0%) 1 (1.0%)

생활공간 면적에 대한 만족도

전체 응답자의 66%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의 크기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이주

단지용 조립주택(3m×9m)과 주거용 컨테이너Ⅱ(3m×7m)의 경우 3m×6m 크기의 주택보다는 불만족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7).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으로부터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있었으나, 이는 재난의 유형이 지금껏 경험

하지 못한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라는 것과 정부·지자체 지원에 대한 개인적 만족에 의한 것으로 면담조사를 통해 이 정도의 

지원도 감사하다는 의견에 따른 응답이었다.

Table 7. Satisfaction with the area of living space 

이주단지용 조립주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주거용 컨테이너Ⅰ 주거용 컨테이너Ⅱ 합 계

매우 불만족 6 (22.2%) 17 (63.0%) 12 (40.0%) 4 (33.3%) 39 (40.6%)

불만족 7 (26.0%) 7 (25.9%) 8 (26.7%) 3 (25.0%) 25 (26.0%)

보 통 8 (29.6%) 1 (3.7%) 8 (26.7%) 4 (33.3%) 21 (21.9%)

만 족 6 (22.2%) 1 (3.7%) 2 (6.6%) 1 (8.4%) 10 (10.4%)

매우 만족 0 (0.0%) 1 (3.7%) 0 (0.0%) 0 (0.0%) 1 (1.1%)

화장실 면적에 대한 만족도

화장실 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가 (매우)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재해구호협

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경우 매우 불만족 74.1%, 불만족 14.8%로 총 88.9%가 화장실 크기에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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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atisfaction with the area of toilet

이주단지용 조립주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주거용 컨테이너Ⅰ 주거용 컨테이너Ⅱ 합 계

매우 불만족 10 (37.1%) 20 (74.1%) 11 (36.7%) 0 (0.0%) 41 (42.7%)

불만족 9 (33.3%) 4 (14.8%) 9 (30.0%) 1 (8.4%) 23 (24.0%)

보 통 4 (14.8%) 1 (3.7%) 8 (26.7%) 10 (83.3%) 23 (24.0%)

만 족 4 (14.8%) 1 (3.7%) 2 (6.6%) 1 (8.3%) 8 (8.3%)

매우 만족 0 (0.0%) 1 (3.7%) 0 (0.0%) 0 (0.0%) 1 (1.0)

실제 화장실 규모 실측 결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화장실 크기는 1,100mm×1,650mm으로 가장 협소하여 불만족 응답

률이 높게 나왔으며, 주거용 컨테이너Ⅱ의 경우 실질적인 화장실 면적이 0.79평(1,300mm×2,000mm)에 달해 상대적으로 

불만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Table 4 참조)

조리공간 면적에 대한 만족도

조리공간 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2%가 (매우)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임시주거용 조

립주택의 4가지 타입 중에서 재해구호협회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조리공간에 대한 불만족도가 81.5%로 가장 높아 다른 

공간과 함께 조리공간 또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Satisfaction with the area of Cooking space

이주단지용 조립주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주거용 컨테이너Ⅰ 주거용 컨테이너Ⅱ 합 계

매우 불만족 9 (33.3%) 22 (81.5%) 15 (50.0%) 6 (50.0%) 52 (54.2%)

불만족 9 (33.3%) 2 (7.4%) 8 (26.7%) 5 (41.7%) 24 (25.0%)

보 통 6 (22.2%) 1 (3.7%) 6 (20.0%) 1 (8.3%) 14 (14.6%)

만 족 3 (11.1%) 1 (3.7%) 1 (3.3%) 0 (0.0%) 5 (5.2%)

매우 만족 0 (0.0%) 1 (3.7%) 0 (0.0%) 0 (0.0%) 1 (1.0%)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개선사항 및 리모델링(안)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개선방향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재난발생 시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2007년 개발 후 120동을 제작하

여 현재 약40동이 구호협회의 물류창고에 남아있다.

이에 신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제작에 앞서 기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을 모색하였다.

이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만족도 수준을 올리는 것 보다 불편사항·불만족도를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라 판단하여, 시설전반에 걸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4타입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면담조사를 실시하고, 타입별 비교를 통해 재해구호법에 근거하여 재해

구호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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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내·외부 리모델링(안)

개선사항으로는 크게 화장실 및 조리공간 확장, 수납공간 배치, 커튼 설치를 통한 프라이버시 확보를 들 수 있다. 이에 기존

에 있던 중문과 가벽을 없애고, 화장실과 조리공간을 확대하였다(Table 10, Fig. 6 참조). 

기존의 화장실은 1,100mm×1,650mm에 불과하여 간단한 샤워조차 어려움을 야기함에 따라, 2,000mm×1,650mm(1평)

으로 확대, 세면대와 샤워기를 이동·설치하여 공간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벽걸이형 세탁기 설치로 세탁실 부재로 인한 불

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타입별 조사를 토대로 설정한 것으로, 현행법상 주거용 화장

실의 최소 면적기준은 없으나, 설문조사 결과 0.79평의 면적을 가지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불만족도가 최저(Table 4, Table 8 

참조)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면적을 상정하였다.

화장실 벽면 길이(2,000mm)만큼 조리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조리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기존의 임시주거

용 조립주택에서는 좌측에 개수대가 있었으나, 조리 및 수납공간 추가 배치로 개수대 사용에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개수대의 

위치를 바꾸어 배치(좌측→우측)하였다. 이를 통해 싱크대 수납 부족을 극복하고, 조리공간을 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조

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납공간 배치는 기존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크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수면 공간구획 설정을 통해 하부 수납 

기능을 추가하였다. 수면 공간의 설정은 2인용 침대인 더블베드 사이즈로 폭 1,400mm, 길이 2,000mm로 상정하였다. 

이때 수면 공간의 높이는 60∼69세 남녀의 앉은 오금높이의 평균값 392.0mm, 16∼69세 남녀의 앉은 오금높이의 평균 

409.5mm를 토대로 높이 400.0mm로 설정하였다. 하부에는 수납장을 설치하여 수면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 공간 프레임의 연장으로 수면공간의 전면은 TV선반으로 활용, 벽면에는 폭 500mm의 선반을 두어, 화장대 혹

은 좌식책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였다. 공간활용을 위해 선반의 하부는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관리기관과 지원기

관이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019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즉, 3명이 거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1인 또

는 2인이 구획된 수면공간에서 수면을, 나머지 인원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면 공간을 더블베드 사이즈로 

설정하였다. 또한,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양쪽 창문에는 커튼을 설치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심리적 안락함, 외부로

부터의 바람을 막는 역할까지 도모하였다.

현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크기의 한계로, 실내 현관 배치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기존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신발

을 벗고 실내로 들어오는 형태를 유지하되, 차양막의 폭과 길이를 늘리고 출입구쪽 신발장 설치로 우천시 불편 최소화를 도

모할 필요가 있다.

Table 10. Comparison table for improvement of temporary house

구 분 기 존 변경(안)

가로×세로×높이 6,000mm × 3,000mm × 2,200mm (18㎡≒5.45평)

화장실 1,650mm × 1,100mm 1,650mm × 2,000mm

조리공간 1,300mm × 680mm 1,300mm × 680mm + 추가(1,300mm × 500mm)

중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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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of temporary house Remodeling of temporary house

Image of existing temporary house Living space·Toilet and Cooking space

Fig. 6. Comparison image for improvement of temporary house

결 론

본 연구는 재난발생 시 이재민들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거주자들의 불편사항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니즈를 반영한 리모델링(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설적 측면에서의 각 공간별 주요 개선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실·조리공간 확장을 위해 기존에 있던 중문과 가벽을 없애고 화장실의 폭을 900mm 확장, 화장실의 확장 폭 만

큼 조리대를 추가 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둘째, 한정된 면적에서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별도의 수면 구획을 설정, 하부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수면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때, 수면공간의 크기는 더블베드 사이즈로 설정하되, 높이는 남녀의 앉은 오금높이를 고려하여 400mm로 상정한다.

셋째,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양쪽 창문에 커튼·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사생활 보호는 물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현재도 약 40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재해구호협회의 물류창고에 적재되어 있으며, 언제·어디서 발생할지 예측 불가

능한 재난의 특성상 신규 주택의 제작에 앞서 기존에 건축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이재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리모델링(안)을 활용·적용한다면 보다 나은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재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진 이재민에 한정해 조사를 실시하여 다소 표본수가 적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은 12개월 이내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현재의 지원 제도상 앞서 발생한 재난(2016년 경주지진, 2017년 강릉산불 등) 피해자

들을 설문·면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향후 리모델링(안)을 적용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시 기존 설문조사지를 활용, 불편사항 및 만족도를 재조사하여 기

존 응답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리모델링(안)의 실효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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