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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복지 리빙랩으로써

SH청년건축가 프로젝트의 가치

The Value of the SH Youth Architects’ Project as the Space Welfare Living Lab
for the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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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ase of a start-up living lab led by SH Corporation, which can be operated by young architects 
and resident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ase of SH Corporation-led start-up Living Lab, 
which can be operated by young architects and residents together, and to suggest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processes. First, the definition and background of Living Lab were analyzed. Second, representative cases of domestic living lab 
operation was analyzed. Third, it reveale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H Youth Architect Project. Fourth, the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living labs operated by young architects were analyzed. Finally, the direction of living lab model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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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도시는 1970-1980년대 전면 재개발, 재건축 방

식을 통해 효율적인 경제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방식은 지역 원주민의 이탈, 

지역 정체성 상실, 개발 과정에서 주민 커뮤니티의 와해 

등, 지역이 가진 고유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주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재생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이 주체가 

되고, 공공이 지원하며, 전문가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사업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최근‘일상의 실험실’로서 주민 주체로 사회혁신

을 추구하는 리빙랩 모델이 도시재생 분야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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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H공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간복지를 목표로 지원하고, 이후 청년건축

가와 주민이 함께 공간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

은‘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를 소개하

고, 분석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복지 

리빙랩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선행연

구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분야에 리빙랩 모델이 도입된 

배경을 알아보고, 리빙랩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정의

들을 정리,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 대표적인 리빙랩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의 배경 및 목적을 밝혔다. 넷째,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 사례분석을 통해 현황 및 한

계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돕기 

위해 공간복지 리빙랩 모델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2. 리빙랩의 정의와 도입 배경

2.1 리빙랩의 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빙랩’은 분야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도시재생

이 아닌 타 분야에서는 단어 그대로 ‘일상의 실험실’

로 해석되어, 사용자가 직접 제품을 일상에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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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Definition

Kim et al. 
(2019)

Living lab means interactions between subjects 
that achieve social innovation based on user 
participation in real life space. It was applied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decisions 
related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k, J, A & 
Jeoung H, 
J(2019)

It is a civic-participatory innovation platform in 
which public, business, and citizens work 
together to solve problems of daily life in the 
community.

Park, J, H, 
Park, J, W & 
Nam, K, W 
(2019)

Living Lab is an open platform where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suppliers and users, 
jointly create innovation, initially applied 
mainly to product development, but is gradually 
expanding to new policies, systems, 
technologies, and services development. The 
key to living labs is to gather opinion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refine them to process or convert them into 
more meaningful information.

Leminen, S, 
W e s t e r l u n d , 
M, & 
N y s t r ö m , 
A.-G(2012)

Living Lab is defined as a 'live laboratory' or 
'user-participating innovation space' and is a 
new concept that attempts a user-driven 
innovation model, a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private and citizens, and an 
integrated model of science, society, and field

Dell’Era & 
Landoni(2014)

One of the research methodologies aimed at 
co-creation innovation with conscious users in 
a real-life environment

Table 1. Definition of Living Lab in Urban Regeneration

실험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강화

하는 제품 개발 모델의 한 종류로 정의된다. 이처럼 리빙

랩의 개념은 기업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 분야에서 시작

되었으나, 최근 제품 개발 뿐 아니라 도시, 사회, 정책개

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확대되고 있다. 

도시, 사회 혁신을 주제로 한 리빙랩 관련 선행연구에

서 찾아볼 수 있는 리빙랩 정의의 공통단어는 Table 1에 

표기한 바와 같이 ‘일상’, ‘참여’,  ‘사용자’, ‘혁

신’, ‘실험실’, ‘시민’ ‘공동’ 등이 있다. 제품 개

발에 초점을 맞췄던 초기 리빙랩의 개념이 지역 내 문제

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분야로 확산되며, 기존

의 리빙랩 특성과 더불어 부가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 

2.2 리빙랩의 등장 및 발전

리빙랩은 제품 개발, 사업화를 위해 사용자의 행동관찰

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에서 시작되었다(Dell’Era, C & 

Landoni, P, 2014). 이후, 현재 제품의 기획 및 개발, 사업

화단계까지 사용자가 참여하는 형식의 발전된 리빙랩 모

델로 구축되었다(Eriksson, M, Niitamo, V. P & Kulkki, S, 

2005). 최근에는 이런 리빙랩의 방법론이 새로운 지역혁

신 모델이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Seong, Song, & Park, 2014; Seong, & Park, 2016). 

한국은 20세기 중후반 현대화과정을 거치며 국가적 단위

의 사업에 필요한 몇몇 대도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였는

데, 이러한 결과로 지역 간의 불균형한 발전 문제가 야기

된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한 방

법으로써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왔다. 

하지만 ‘지방’의 개발은 그 자체로써 의미 있는 것

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정도

로 여겨져 왔다.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공급자 중심인 

중아 정부 중심의 정책들이 지방 지원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공급되어왔다. 획일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은 

채로 공급된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갖지 못했고 근본

적으로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목적에 힘을 실어주지 못

했다(Song et al., 2015). 하향식 정책 공급의 한계를 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상향

식 정책수립모델인 ‘리빙랩’이 사회혁신의 대체 모델

로써 대두되고 있다. 

리빙랩 모델이 대두된 사회적 배경으로, 영국의 사회 혁

신가 제프 멀건 (Geoff Mulgan)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시

급한 현안들 중 일부는 현재의 체계나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urray, Caulier-Grice & Mulgan, 2010). 이처럼 더 이상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공급으로는 변화가 시급한 사회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와 더불어 

시민의 창의성과 집단지성 등 사회가 가진 역량을 활용하

려는 새로운 흐름이 발생했다(Seong, Han, & Park, 2016). 

시민이 적극적으로 사회혁신의 주체 역할을 맡게 되는 

리빙랩 모델은 Table 2의 내용과 같이 공급자, 사용자 양

쪽 모두에게 효율적이다. 도시의 사용자인 시민이 더 이

상 공급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혁신의 

주체가 되어 사회를 혁신하고 개발함으로써 그 결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Lee et al., 2016). 

효율성의 측면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 측면의 이점도 

있다. 시민이 수동적 입장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직접 주

체로써 정책과 지역 혁신의 주체로써 참여함으로써 시민

은 그들이 가진 고유한 권리를 정당하게 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Seong et al.(2017)은“사회혁신은 지금껏 

정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난제를 사회적 자

원의 창조적 재결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협동)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라

고 말하고 있다. 사회혁신에서 리빙랩 모델은 도시정책 

수립과 사용의 효율성 강화 측면 뿐 아니라, 시민사회 성

숙의 기반이 되는 사회 전반적인 발전방향의 하나로써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Division Characteristics

U s e r 
( c i t i z e n s , 
consumers, 
etc.)

- Empowering users to actively engage in 
innovative activities away from the perspective of 
simple users
- Increased influence on innovation development
Make better use of developed innovation results.

Provider
(developers, 
p r o v i d e r s , 
etc.)

- Easy to leverage user experience.
- Ease of cooperation between other companies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developing, utilizing, and practicalizing ideas for 
innovation development (high efficiency of 
development models)

Researcher
( r e s e a r c h 
institutions, 
s u p p o r t 
institutions, 
etc.)

- Experiment can be challenged in new areas 
based on the collaboration of living lab 
participants (e.g. easy to collect and utilize 
extraction data)

(Source : Lee et al, 2016)

Table 2. Benefits to Stakeholders from Participating in Liv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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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시재생 리빙랩은 Table 3의 내용과 같이 수행

유형, 주도도직, 범위, 위치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Seong, Han, & Park, 2016). 리빙랩 의 목적 및 위치, 상

황에 알맞은 유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각 리빙랩 유형

의 장,단점 및 특징을 정리하고 조합함과 더불어 세부적

으로 유형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다. 

Division Contents
Type of 
Led

Public-led type, Civilian-led type, Complex 
type

A leading 
organization

Research institute-led type, Local 
government-led type, Civil society-driven 
type, Enterprise-driven

The sphere 
of activity

Village unit, city and county units, Wide 
Area Unit, Building Units

Location 
a residential complex, a factory complex, 
Health and Welfare Facilities, school, City, 
Rural

(Source : Seong, J, E, Han, K, Y, & Park, I, Y, 2016)

Table 3. Type of performance and organization for living labs

3. 리빙랩 사례 분석

3.1 리빙랩 관련 선행연구 

리빙랩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Table 4의 분류와 같이 

사회학, 건축, 도시, 행정,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

행되고 있다. 그 중 도시재생 및 사회혁신과 관련된 리빙

랩 연구는 크게 사례중심 연구, 유형화 연구, 평가지표 

연구, 그리고 ‘스마트 리빙랩’으로 불리는 기술과 관련

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사례분석 유형인 Daniel Kim, Seong(2015)의 연구는 독

일 보트롭 지역에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

한 새로운 에너지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시

민참여의의 과정과 결과, 의의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22,000명의 시민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2011년 프

로젝트가 시행된 이후, 2013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적극

적인 참여로 7.82%의 개보수가 일어났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Seong, Han & Jeoung(2016)은 국내에서 시행된 북

촌 리빙랩, 성대골 리빙랩, 건너유 프로젝트를 분석함으

로써 국내 리빙랩 사업들의 진행과정과 의의, 한계점에 

대해 분석했다. 

리빙랩 유형화 연구인 Seong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국내 리빙랩의 현황을 토대로 유형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Kim, E, J & Park, Y, I(2019)는 도시재생 리빙랩의 평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스마트리빙랩이 도시재생분야에서 대

두됨에 따라 IOT기술을 접목한 리빙랩 연구도 다수 진행

되고 있었다. Lee & Park(2019)의 연구는 스마트 도시재

생사업에서 리빙랩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제안하였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국내에 적합한 

유형의 리빙랩 모델을 제안하는 유형의 연구는 부족하다

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2019년 이후 리빙랩 관련 연구

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Type Author
(Year) Issue

A case 
study

Daniel Kim, & 
Seong, J, E 

(2015)

Living Lab for Sustainable 
Energy System Transformation

: German Botrop Case of 
SusLab NWE

Seong, J, E, 
Han, K, Y. & 
Jeoung, S, H 

(2016)

A Case Study of Living Lab in 
Korea for Resolving Regional 

Problems

Seong, J, E, & 
Han, K, Y 

(2017)

Exploring the Living Lab Status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Potential 
Development as a Platform

Analysis 
of Living 
Lab Types

Seong et al. 
(2017)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Living Lab in Korea

Evaluation 
Indicatiors

Kim, E, J & 
Park, Y, I 

(2019)

 A Study on Development of 
Urban Living Lab Evaluation 

Indicators

Han, K, Y & 
Lee, J, S(2019)

 A study on Deriving key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Urban Living Lab

IOT 
(Smart 
Living 
Lab)

Lee, E, K & 
Park, E, S 

(2019)

A Preliminary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iving Lab in 

Smart Urban Regeneration 
Project

Choi, K, B & 
Park, T, W 

(2020)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ampusTown with the 

Connection of Smart Living Lab,

Jo, J, H 
(2020)

Living Lab Key Components and 
their Effects for the Smart 
Urban-regeneration Projects

Table 4. Precedent Domestic Research Types of Living Lab 

Related to Regional Problem Solving 

3.2 국내 리빙랩 운영 사례

국내의 대표 리빙랩 사업으로는 Table 5의 내용과 같

이 종로구 북촌 IOT사업,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 전환, 대

전 건너유 리빙랩 프로젝트, 독산동 행복주차 프로젝트가 

있다. 

대전 건너유 리빙랩 프로젝트는 대전 유성의 물고기다

리의 우기 범람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인

근 대학인 카이스트, 충남대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카

메라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리의  범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한 사례이다. 본 사례는 행정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리빙랩 개념과 

IOT의 기술이 적합하게 융합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우수

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부재로 인해 비인가 

시설로 철거되었던 상황은 관련 법규의 부재로 인한 새

로운 시도의 한계점을 보였다.1)  

동작구 성대골은 2012년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된 이

후 지역 내에서 각종 에너지 교육,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교육프로그램과 옥상 거치형 미니 태양광 키트 제작, 

태양광 패널 설치 후 발생한 전기로 차감한 전기요금으

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우리집 솔라론’이란 금융상

품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 전환을 시도하

였다. 기존에 지역 내에 있던 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1) 철거된 이후 2018년 유성천 전용 보도교 8억원의 예산을 지

원받아 재설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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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ame Bukchon IOT Project, Jongno-gu Dongjak-gu Seongdae-gol 

Energy Conversion Project
"Ghun nor  you" Living 

Lab Project, Daejeon
Doksan-dong Happiness 

Parking

Purpose Resolving inconveniences for 
residents and tourists

Attempt to introduce 
eco-friendly energy

Resolving Safety Accidents 
Caused by Heavy Rain

Troubleshooting local 
parking

Main Agen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Community of local 
residents

KAI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Team, 

Resident
Government

Technology Leverage IOT technology Utilize the Community 
Network

Citizens-led problem solving, 
leveraging IOT technology Leverage IOT technology

Image

(Source : Bloter) (Source : http://sdgpeople.or.kr/) (Source : Naver news) (Source :https://donghun.kr/2732) 

Table 5. Analysis of Korea's Representative Living Lab

종로구의 북촌에 관광객이 모이며 소음, 쓰레기, 주차 

등 거주민들의 불편과 이용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북촌을 

사물인터넷 1단계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북촌 전 

지역을 무료 Wi-Fi구역으로 형성하고 지능형 CCTV를 설

치하였다. 더불어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거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토록 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는 하였

으나 정부에 의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정부 주

도의 리빙랩 운영사례에 가까우며 리빙랩과 IOT의 융합

사례로써 의의가 있다. 

2016년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해법 창

출을 위해 서울혁신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독산4동의 

‘행복주차’ 골목 만들기가 시행되었다. 지역의 주차문

제를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골목길 주차구역에 차량감지 

보드를 설치하여 주차정보를 거주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시스템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해당 사업 

이후 골목을 드나드는 차량이 약 30% 감소하였다. 4천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행정 중심의 문제 

해결을 벗어나 주민과 함께 하는 중간조직 주도의 지역 

혁신 모델을 보여줬다는데 의의가 있다. 소개한 네 개의 

사례들은 사업기간동안 주민네트워크 구축을 기본으로 

IOT기술을 도시재생에 접목하여 지역혁신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구축한 결과물들이 현재 지역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결과물

을 지역 내에서 운영 가능한 조직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는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갖는다.

3.3 국내 리빙랩의 한계와 시사점

국내 사례분석을 통해 리빙랩 관련 사업이 도시재생과 

맞물려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IOT분야와 연계

된 스마트도시를 향한 방향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 종료 후 운영 및 유지 관

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한계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리빙랩 사업이 종료 후에도 거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연계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의 

주체로서 생각을 공유하는 주민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유지하고 확산시킬 중간

조직의 필요성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중간조직은 전

문가로써 리빙랩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주체적

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이질적인 그룹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형성된 주민 네

트워크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서 리빙랩의 필요성

과 의미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

부 및 지자체는 중간조직과 주민들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제 완화 및 예산, 행정 지원을 제

공해야 할 것이다. 

4.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

본 연구의 대상인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노후 단독주택

지 내 SH 소유의 반 지하 공간을 주거가 아닌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거주민을 위해 운영된다는 측면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중간조직

으써 공공이 아닌 청년건축가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 특

이 할 만한 사항이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 리빙

랩 모델로써 의의가 있기에, 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4.1 사업 개요

SH청년건축가2)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2019년 3

월, 저층공공주택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공간복지 모델을 

주제로 Figure 1과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최한 ‘제

5회 SH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의 특전 사업이다.

2)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을 명명

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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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Training Course (Sep, 2019 – Dec, 2020) 

<1.Program 
Planing >

<2.Space 
Design and 

Planing>
<3.Space 

Operation>
<4.Administra
tive Affairs 
Processing>

Site Survey 
and Concept 

Planning.

Make a Plan 
for Floor 

planes, 
elevations 

planes, and 
sections 
planes.

Sharing 
Information 
by Team 
through 
Monthly 
Regular 

Meetings.

Budget 
Handling.

 

A Plan to 
Build a Local 

Community 
Network.

Modify and 
Complement 

Designs.

Once a 
Month, a 
Dedicated 

Mentor Gives 
Feedback on 
the Progress 

of Each 
Team.

Report 
Creation.

How to Build 
a Local 

Network to 
Related 
Agency.

Working 
Design Stage.

24×7 
Feedback 

from 
Dedicated 
Mentors.

Preparation of 
a Project 
Proposal.

Case Study, 
Workshop.

Efficient 
Design for 

Space 
Operations.

Support for 
Administrative 
Affairs such 
as Budget 
Handling.

Support the 
Making of 

Presentation.

Table 6. Curriculum for Participants in the SH Youth Architect 

Project

Progress of the SH Youth Architecture Project
Phase 1 Phase 2 Phase 3

Selection of 
Participants through 

the Competition.

Space Planing, 
Design and 

Operation Training.
Actual Operation

Mar, 2019 – Aug, 
2019

Sep, 2019 – Mar, 
2020

Apr, 2020 – Dec, 
2020

Table 7. The Progress of the SH Youth Architecture Project

Figure 1. 2019, 2002 Youth Architects Competition Poster

(source : www.i-sh.or.kr)

해당 사업은 총 3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노후한 공공주택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거공간을 

제안. 둘째, 생활SOC를 공급하여 공간복지를 실현. 셋째, 

SH청년건축가들이 SH지역건축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해당 공모전에서 입

상한 총 7개의 팀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

아 총 6개의 팀이 최종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3) 사업

은 Table 6과 7에서 표기된 내용을 순서로 하는 3단계로

써 사업 참여 인원을 선정하는 설계공모전 1단계, 참여인

원들이 지정된 멘토와 함께 공간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간을 조성하는 2단계, 참여 인원들이 리모델

링한 반지하 공간을 복지공간으로 운영하는 3단계로 구

성되었다. 

3) SH도시연구원, https://www.i-sh.co.kr/shuri/index.do

4.2 민-관-학 협력 모델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Figure 2의 

내용과 같이 관(SH, 지자체)과 민(주민), 학(다수의 참가자

가 대학생)의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통한 복지공간 운영

을 시도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기간 동안 참가

자들에게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운영 예산을 

지원하였다. 운영되는 공간의 실질적인 기획과 운영을 담

당하는 참가자들은 2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과정 동안 지

역 활동 전문가 그룹4)의 교육, 코칭을 받음으로써 리빙랩 

분야에 있어 준전문가로 육성되었다. 이러한 모델은 공공

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자 그룹과 함께 다양한 실험의 

피드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리빙랩 중간조

직의 역할과 유사하다. 참가자들이 지역 내에서 복지공간

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하며 발전해

나가는 해당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리빙랩이 가진 기본적

인 성질인‘일상의 실험실’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부분

이 많다. 

Figure 2. The Governance Composition of the SH Youth 

Architects Project

4.3 운영공간 개요 및 리모델링 방향

사업 초기,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도봉, 마포, 

서대문, 성북, 양천, 은평구의 23개 공간이 후보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후보대상지들의 공통사항은 첫째, 공실상태

인 반지하 공간이라는 점.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1980-1990년대에 건축된 노

후건축물이란 점이다. 이같은 공통사항은 해당 사업이 도

시재생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 반지하 공실의 활용을 목표로 함을 의미한다. 참가

팀들은 8주 동안 후보 대상지들의 사회, 문화, 경제적 특

성, 물리 및 인적 인프라, 향후 발전 가능성, 필요성, 부

합성 등에 대해 분석과하는 과정을 통해 구로구, 양천구, 

성북구의 최종대상지 6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4) 자문 전문가 그룹으로 블랭크건축사사무소, 도시공감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SH 해당 팀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자, 교수 등을 

자문단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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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ocation of SH Youth Architects Projects

 

1번 대상지의 경우 인근 대로 쪽으로 유치원과 병원이 

밀집해있을 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용공간이 부재

한 특징을 보인다. 2번 대상지는 SOC 시설이 300m 내에 

부재한 상황을 보인다. 주택 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3번 

대상지 또한 SOC 시설이 인근에 부재한 모습을 띈다. 대

학교 인근에 위치한 4번 대상지 인근은 대학교 바로 맞

은편에 위치함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5번 대상지 주변의 인프라 

또한 몇 개의 공원과 유치원에 그친다. 6번 대상지의 인

프라는 맞은편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8에 표시된 것처럼 6개의 대상지 모두 저층주거

지에 위치할 뿐 아니라 복지시설들이 주로 위치하는 주

택단지 중심부가 아닌 외곽부에 위치하여 존재하는 복지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 Sosohandam 2. A Small Forest Hideout

3. Inner Garden 4. Jeongneung Base

5. Sipssamwol 6. Oryujang

Table 8. Location and Conditions of Projects

Table 9에서 정리된 배치도 분석을 통해 이용자 접근

성, 공간 인식, 주차편의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1번 대상지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보행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반지하가 갖는 공간 인식의 제약

을 일정 부분 감쇠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었다. 2번 대상

지는 사방으로 건물에 둘러싸여 있고 건물들 사이의 좁

은 계단을 통해 공간에 접근해야하므로 공간이 보행자에

게 인식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3번 대상지는 좁은 골목

에 위치하여 보행자가 공간을 인식하기 힘들고 전용주차

공간이 부재하여 차량 접근의 어려움이 있었다. 4번 대상

지는 넓은 면적의 빌라 반지하에 위치하여 넓은 주차면

적을 갖는 이점을 띄지만 빌라가 지역 내에서 비교적 외

떨어져 있었고, 대상지가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보행자

나 방문자가 공간의 유무를 인식하기거나, 도보로 접근하

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5번 대상지는 좁은 골목길이

긴 하나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삼거리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여 보행자들이 공간을 인식하는데 용이하였다.  6

번 대상지는 대로변에서 주택단지로 들어오는 초입에 위

치하여 공간 인식 및 보행자 접근에 용이하였다.  

대상지들은 각기 다른 특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

적으로 위치상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특히 대다수가 반

지하공간이거나,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골목길에 위치하

여 주민들이 공간 유무를 바로 인식하는데에 한계가 있

었다. 또한 전용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차량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점, 주요상권과 접하지 않아 네트워크 발달이 

어렵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었다.

1. Sosohandam 2. A Small Forest Hideout

3. Inner Garden 4. Jeongneung Base

5. Sipssamwol 6. Oryujang

Table 9. Siteplan of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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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공간개선(리모델링)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번 사례는 공유주방을 컨셉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

였다. Table 10에서 정리된 것처럼 기존에는 중앙공간이 

거실과 주방, 식사 공간 역할을 겸하고 있었는데, 더 전

문적인 요리와 식사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중앙공간을 

취사공간으로, 좌측의 방을 식사공간으로 변경하였다. 좌

측방과 거실을 분리하고 있는 문을 제거하여 취사공간과 

식사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2번 사례는 지

역주부들을 위한 모임공간을 컨셉으로 리모델링을 진행

하였다. 거실에서의 주방 기능을 축소시키고 접해있는 좌

측방의 문을 제거하여 공간을 확장, 개방성을 높여 많은 

인원의 모임공간으로써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하였다. 

1. Sosohandam
Before After

2. A Small Forest Hideout

Table 10. Remodeling Direction (Case 1-2) (source : Photo by 

www.facebook.com/shyoutharchitect)

3번 사례는 실내정원을 컨셉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

다. Table 11에서 정리된 것처럼 기존 3개의 방의 문을 

제거하여 좁은 실내공간을 최대한 넓게 하나의 공간으로

써 이용하고 식물생장을 위한 환기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거실공간의 확장을 위해 싱크대를 제거하여 주방 

기능을 제거하고 좌측방의 미닫이문을 철거하였다. 4번 

사례는 청년 예술공간으로써 리모델링되었다. 주방의 기

능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으나 약해지며 거실에서 식사공

간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3개의 방 중 2개의 방의 문을 

제거하여 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개방된 전시공간을 

운영하였다. 

3. Inner Garden
Before After

4. Jeongneung Base

5. Sipssamwol

6. Oryujang

Table 11. Remodeling Direction (Case 3-6) (source : Photo by 

www.facebook.com/shyoutharchitect)



양지원․유해연

82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37 No.3 (Serial No.389) March 2021

Living Lab 
Name 1. Sosohandam 2. A small forest 

hideout 3. Inner Garden 4. Jeongneung 
Base 5. Sipssamwol 6. Oryujang

Purpose Expansion of Community Welfare Space

Location
45-136 

Jongam-dong, 
Seongbuk-gu, 

Seoul

318-5 in 
Gaebong-dong, 
Guro-gu, Seoul

523-29 Mok 
2-dong, 

Yangcheon-gu, 
Seoul

646-2 
Jeongneung-dong, 

Seongbuk-gu, 
Seoul

71-16 
Shinwol-dong, 
Yangcheon-gu, 

Seoul

156-43 
Oryu-dong, 

Guro-gu, Seoul

Team Name / 
Occupation

House+X 
/University 

student

For-Rest 
/University 

student
Gongchaeum / 

University student
Jeongneung Base 

/University 
student

samchason / 
Office Worker 
(Architecture)

Seesaw / 
Office Worker 
(Architecture)

Goal

Village design 
work to discover, 

record and 
continue local 

values

Self-development 
space and 

communication 
space for young 

housewives

Create a local 
community by 

providing 
residents with the 

various 
equipment, space 

and education 
programs needed 

for gardening.

Creating a 
community 

between residents 
and young people 
by holding events 

for residents

Operation of 
Regional-linked 

Exhibition Space 
for Young Writers

Operation of 
Community 
Architecture 

School for the 
Formation of 

Local Community

Major Visitors 20-30s 
Young people

20-30s 
Housewife

40-60s 
Housewife

20-30s 
Young people

10-40s 
Residents

40-60s 
Housewife

Space Concept a shared kitchen Housewives' 
Meeting Space Guarding Space Youth Sharing 

Space
an indoor art 

exhibition space Education space

How it works Irregular opening
A manager 

resides in the 
space.

a weekly regular 
visit Irregular opening a weekly regular 

visit
A manager 

resides in the 
space.

Regional 
Network 

Collaboration
Local Cultural 

Foundation
Community of 

local housewives
Local Cultural 

Foundation
Local Cultural 

Foundation, 
Merchant

Local Cultural 
Foundation Architect

Activity

Table 12. Characteristics by Regional Living Lab (source : Photo by www.facebook.com/shyoutharchitect)

5번 사례는 예술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되었다. 좁은 공

간 내에서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실에서 주방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거실과 맞닿은 1개의 방의 문을 제거

하여 거실과 확장된 전시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나머지 1

개의 방은 예술작업을 준비하는 예술가의 작업실로 설정

하였다. 6번 사례는 주민 모임공간 및 교육공간을 컨셉으

로 리모델링 되었다. 거실의 주방기능을 축소하고 베란다

공간의 미닫이문을 철거하여 모임공간인 거실의 크기를 

확장하였다.  전시공간인 2개의 방은 문을 철거하여 개방

성을 높이고 작업공간인 1개의 방은 문을 보존하여 운영

자의 사적영역을 확보하였다.

각 대상지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사

항은 개방성 확보를 위한 방의 문 제거와 거실에서 주방

기능의 축소이다. 이는 분리되어있던 주거공간들을 하나

의 역할로써 통일하고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가진

다. 분절된 방 체계를 기초로 하는 주거공간이 다수의 모

임공간으로써 이용되는데 발생하는 제약을 탈피하기 위

한 시도로 보인다.

리모델링 된 6개의 사례 모두 유사한 유형의 반지하 

공간이었으나 Table 12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청년건축가

들의 기획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제의 공간으로 변화하였

다. 기존의 복지공간들은 사용자 범위의 확장을 위해 일

반, 보편적인 성격의 띈 반면, 해당 대상지들은 지역 맞

춤의 복지공간으로써 기획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5. 사업의 의의

5.1 공간 운영 중간조직‘청년건축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구축된 결과물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SH청년건축가들을 공간 운영의 중간조직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

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참여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총 16명이 약 1년 반의 기

간 동안 Figure 4에서 명시된 내용과 같이 지역의 문제 

파악, 공간 컨셉 및 프로그램 기획, 공간 실시 설계, 실제 

운영, 예산 처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주민복지공간을 운영

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교육받았고, 실제 운영은 현

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Figure 4. Space Operators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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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민 및 지역 이해관계단체 네트워크 구축

리빙랩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 지역과의 네트

워크가 기본적으로 구축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서울시 양

천구 목2동에서 가드닝을 컨셉으로 하는 ‘이너가든’ 

공간을 운영 중인 공채움 팀을 대표사례로 하여 SH청년

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Figure 5. Image of Inner_garden

(source : Photo by authors) 

공(共)채움팀의 이너가든은 Figur 5,6의 장면과 같이 실

내에서 분갈이를 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과 장비를 제공

하며 방문자들에게 작은 식물을 나눠주는 활동, 식물키트

를 나눠주는 봉사활동, 주민모임공간 대관 등을 진행하였

다.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총 278명이 공식적

으로 공간에 누적 방문자수이다. 5) 

Figure 6. Residents plant plants in indoor flower beds 

(source : Photo by authors, May. 2020 – Sep. 2020)

주민들이 주로 방문하는 이유는 5월부터 12월까지 지

속적으로 식물을 무상으로 방문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는 점, 주민 모임 대여공간으로 사용된 점이 있다. 방문

하게 되는 패턴은 주로 기존에 공간에 방문한 인원이 자

신의 지인에게 홍보하여 다음번에 함께 방문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의한 부분은 재방문율이 20%였다는 

점이다.6) 

5) 월별 방문자수 : 6월_7명, 7월_45명, 8월_59명, 9월_35명, 10월

_40명, 11월_84명, 12월_17명

6) 공간 운영은 2020년 5월에 시작되었으나 방문자 집계는 2020

년 6월부터 진행하였다. 방명록만을 통한 집계하였다. 공식적으

로 집계되지 않은 방문객까지 합산하면 누적 방문객은 약 330명

이다. 

온라인 홍보도 진행하고 있으나 Figure 7에서 알 수 있

듯이 주 방문 층이 40-60대라는 점에서 지인을 통한 홍

보 효과에 비하면 미비한 상황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공

간이며 공간 관리 문제로 인해 주 1회만 공간 운영하였

음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많은 주민이 공간을 방문하

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민과 주민, 주민과 청

년건축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공간에 익숙해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간에 대

한 피드백을 내고 있는데, 이 점은 주민이 지역 내 새로

운 공간의 주체로써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었다.

Figure 7. Visitors' book of Inner Garden 

(source : Photo by authors)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됨에 따라 Figure 8,9와 같

은 주민센터, 문화재단, 지역복지센터, 지역봉사기관와 같

은 지역 내의 이해관계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계는 향후 청년건축가들이 지역 내에

서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커뮤니티 기반의 공간운영 뿐만이 아닌 지역문제를 해결

하는 리빙랩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Figure 8.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 

Consultation with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May.2020)

(source : Photo by Authors)

  

Figure 9. Inner Garden promotional Video with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Sep. 2020) / Support for local children's 

centers (Aug. 2020) (source : Photo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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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 Survey of Local Residents on the Desired Space 

within the Area (Sep. 2019) (source : Photo by Authors)

Phase 1 Images Phase 2 Images

Field 
Survey 

Building 
Actual 

Measureme
nt

Sep. 2019 Sep. 2019
Phase 3 Images Phase 4 Images

Draft 
Drawing 
Creation

Creating a 
Space 

Operation 
Schedule

Oct. 2019 Nov. 2019
Phase 5 Images Phase 6 Images

2nd 
Drawing 
Creation

Contract 
Drawing 
Creation

Jan. 2020 Feb. 2020
Phase 7 Images Phase 8 Images

Demoliti
on and 
Major 

Facility 
Changes

Interior 
Change

Feb. 2020 Mar. 2020
Phase 9 Images Phase 10 Images

Complet
ion Space Use

Mar. 2020 May. 2020 – Dec. 
2020

Table 13. Overall Process of Remodeling 

5.3 물리적 공간 개선 및 활용

본 프로젝트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

주택의 반지하 공간을 물리적으로는 리모델링, 개념적으

로는 청년건축가들의 기획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열악한 주거의 역할만 주어졌던 

반지하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하지만 습기, 누수, 채광량과 환기량의 부족과 

같은 반지하 공간의 물리적인 취약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데 치명적인 한계이므로 향

후 사업 발전과정에서 필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개선을 위한 실측과정과 도면화과정은 다음과 같

다. 6개 사례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래의 

Table 13는 이너가든(공채움)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source : Photo by Authors)

5.4 비(非)도시재생사업지역 내 활성화 도모

해당 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6개의 공간은 모두 

도시재생사업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외 기타 주거지역에서도 지역

현안 발굴, 지역 내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거주미간의 네

트워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SH의 청년건축가 주도

형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이 같은 측면에서 매우 시사하

는 바가 크다.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사회혁

신, 지역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리빙랩의 운영과

는 목적이 다르나 주민이 프로그램 참여의 주체가 되

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기초

가 된다는 측면에서 리빙랩과 유사한 방향성을 갖는

다. 해당 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기획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잘 나타난다. 참가팀들은 공간 계획 과정에서부

터 Figure 10과 같이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의 이해관계자

들을 만나고 사진을 찍으며 기본조사를 함과 더불어 지

역주민들에 대한 공간선호도 설문조사 및 선호조사를 진

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에 각 지역의 팀들은 일률적인 

공간을 계획하지 않고 각기 다른 컨셉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다. 공간의 기획단계부터 협력했던 주민들의 모임

은 시공 후, 공간의 활용 및 운영단계까지 연계되었다. 

그들은 공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써 활동

하였다. 

특히 목2동 이너가든의 사례를 보면, 공간 운영 초반에

는 청년건축가가 제안한 ‘식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Table 14의 내용과 같이 주

민들이 공간에 방문하는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요구사항

이 증가하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추가

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Table 15와 같은 화분도예

수업, 봉사활동, 아카이빙, 공간대여사업와 같이 확장된 

프로그램을 진행되었다. 결국 지역의 주민은 단순히 참여

하는 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운영하는 참여주

체로써 역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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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pinion

Program

I hope there are other programs to participate in 
besides distributing plants.
Let's do volunteer work together.
I wish I could receive various kinds of plants.
If young people do profit business here, it will 
work out well.

Spatial

It's hard to find the space in the corner, so I hope 
there's a sign.
It will be easy to find it if you promote it with the 
street name address.

Operation
I want to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space.
It would be safer if there was a thermometer.

Table 14. Visitor’s Feedback for the Inner Garden

Programs Images

Pottery 
Class for
Residents 

(23.Nov.2020 / 30.Nov.2020 / 7.Dec.2020)

Gardening 
Workshop 

for 
Volunteers

(23.Jul.2020 / 23.Nov.2020) 

Archiving 
Space 

(Nov.2020 - Dec.2020)

Table 15. New Programs at the Inner Garden 

(source : Photo by Authors)

6. SH청년건축가 사업의 한계 및 발전방향

6.1 사업의 한계

본 사업은 공간복지 개념과 리빙랩을 결합하여, 공공이 

지원하고, 청년이 전문가로서 활동한 실험적인 사례로써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현 방향에 있어 두 

가지 한계점을 보인다. 

첫째,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부족이다. 본 

사업은 2020년도 12월 사업 종료 예정이나, 종료된 후 공

간 활용방안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사업에 참여팀들의 경우, 공간을 계획하고, 운영하

는 동안에도 향후 방향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

웠고, 이는 공간의 정체성 부족 및 참여팀의 참여 동기를 

저하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경제적 지원의 부재였다. 공공의 공간이다 보니, 

공간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고, 결국 공

공의 지원금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환원하는데 1년의 

비용을 모두 소진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지원이 종료된 

시점에서, 각 공간을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비용조달방

안, 그리고 운영주체에 대한 인건비의 고려가 부재한 상

황이었다. 사업 초기 구상시 공공성만을 강조하다보니, 

결국 자생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육성하는 방안은 모색

되지 못했고, 공공의 지원이 끊기는 시점에서 사업에 참

여한 청년건축가들과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함께 저하되

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6.2 발전방향

공공이 지원하는 이와 같은 공간복지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용, 운영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간 활용의 장기적 가이드라인 생성의 필요성이

다. 일정기간 동안 협약된 사업이 종료된 후 청년건축가

들이 사업에 연장 참여하여 공간을 운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할 

주체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로 된다. 인근 지역의 지자

체, 도시재생 현장도시재생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공간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지역 이해관계자들, 주민모임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 기간 종료 후 청년건축가들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 운영의 전문가로 육

성된 청년 건축가들이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역 

안에서 활동가로써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장하거나, 

유사 사업에 청년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던 

자문단과 멘토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

티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주민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사

업기간 동안 구축된 주민간 네트워크, 청년과 주민간의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위해서 활동가 집단이 필요하다. 그

리고 이를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것이

다. 주민, 지역관계자 네트워크는 지역의 문제 해결을 목

적으로 하는 리빙랩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장

기적으로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역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공간을 활용한 수익창출 수단의 확보이다. 청년 

건축가들이 지역 안에서 SH 청년건축가 사업만을 생업으

로 삼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청년건축가들이 온전히 지

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가로써 일할 수 있도록 경제

적 수익 창출을 보장해야 한다. 리빙랩 공간을 장기적인 

청년건축가 자신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단순히 공간 운영자가 아닌, 지역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 예산이 개인 혹

은 일부 주민의 수익창출로 연결된다는 점이 보편적이진 

않은 상황이나, ‘공간복지형 리빙랩’으로 활용될 경우 

법적으로 주거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 완화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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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최근, 리빙랩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리빙랩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9 SH청년건축가 공간

복지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한 모델로써 분석하고, 리빙랩 

사업으로서 한계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목

적이 있다. 리빙랩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요한 요

소인 네트워크 구축과 중간조직으로 청년건축가들을 육

성하는 프로그램이 SH청년건축가 프로젝트(사업)에서 진

행되는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였고, 대표적인 사례인 공

(共)채움팀의 목2동 「이너가든」 공간을 대표사례로 하

여 그 과정을 통해 사업의 의의와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공간을 기획, 설계, 운영하는 전 과정에 

청년 건축가를 주체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중간조직으로 

양성하였다는 것, 공간의 운영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

민, 도시재생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청년건축가들 간의 인

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계획 부재와 법적 제약으로 인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따라서 공간복지 리빙랩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확장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간 활용의 장기적 가이드라인 구

축, 둘째, 사업 기간을 통해 지역 공간운영의 전문가로 

양성된 청년건축가들과의 장기적 협업 방향 고려, 셋째, 

구축된 주민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방안구축, 넷째, 공간

을 활용한 수익창출 활동 보장 등의 개선방향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함으

로써, 리빙랩은 지역 내 주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간으

로 작용함과 동시에 추후 지역 내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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