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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사회는 세계 으로 출산· 고령· 성장 상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재 OECD회원국

최 수 이며, 30년 이상 출산 상(합계출산율 2.1미

만)이 지속되고 있고, 2001년부터 15년간 합계출산율(가

임기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 1.3명 미만인 출산

상이 지속되고 있어 ‘ 출산의 덫’이 우려되고 있는 실

이다(보건복지부, 2015). 국내에서는 출산 상에 비
���������������������������������������������������������������������������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음. (16AUDP-B068892-04#).

본 논문은 실내디자인학회 2016춘계학술발표 회 논문을 발 시켜 작성함.

하기 하여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려는 다양한 정책 시

행이 시도되고 있으나, 물리 측면에서의 출산 육아

를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의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출산과 육아에 한 역할 갈등을 해결하고 스

트 스를 여주기 해서는 신혼과 육아가구의 가정생

활이 일어나는 주된 물리 환경인 주거환경에 한 개

선 모색이 요구되며, 이러한 주거환경은 기혼취업여성

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해 수 있는 물리 체제로서

의 역할을 하여(이연숙, 1995) 가족이 안고 있는 문

제를 경감시켜 수 있어야 한다. 한, 주거환경은 아

동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서와 인성, 사회성의 발달

에까지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 부모세 에게

는 육아가 용이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 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계획할 필요가 있고, 국가 차원에

사용자혜택 이론에 따른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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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의 특성을 반 하여 어린이가 있는 사회취약계층

가구에게 차등화된 공공주택을 제공해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주거복지시

스템연구단을 출범시키고, 육아가구 맞춤형 공공지원주

택에서 활용할 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한 주택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 다. 이 육아가구지원 가이드라인은 총 345개의 항목

으로 이루어져있고, 발달과 양육의 2가지 개념을 포함하

고 있다. 개발된 육아가구 맞춤형 주택디자인 가이드라

인이 향후 설계 문가 주택 기획자들, 그리고 수요

자들에게 그 요성이 인지되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리 활용되기 해서는 각 가이드라인이 신혼 육아

가구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수 있는지 그 지원성을

악하여 가이드라인의 특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Murtha &

Lee의 사용자혜택이론 (User Benefit Criteria)을 활용하

여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을 분석하

는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들이 공간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환경 지원성의 특성을 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산 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실에서 환경

부담을 경감시켜 수 있는 육아가구를 한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소

통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주택개발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문헌고찰

2.1.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1)

본 연구의 상인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

드라인은 국토교통부의 R&D「주거복지구 을 한 정

책기반구축 주거환경개선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2015년에 개발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동육아 문가

들의 3차에 걸친 워크샵을 통해 개발되었는데, 워크샵의

논의를 해 내용이 참고된 아동과 공간환경에 련된

선행연구들은 <표 1> 에서와 같다.

자 선행연구 유형

이연숙(1997) 외국 어린이집 실내환경 디자인 지침의 체계화 서

황연숙(2002) 주택 아동실 환경특성과 아동 인성간의 상 성 연구 논문

정경숙(2009) 아동 친화 인 주거커뮤니티를 한 공간환경 디자인지침개발 논문

장재우(2015)
손자녀양육 조부모의 생활특성에 따른 서비스 통합 공용주

택 반응 연구
논문

<표 1> 가이드라인 개발에 활용된 주요 선행연구

1) 본 은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연구책임자: 이연숙) 가이드라인

보고서 (2016)의 내용을 참고함.

새롭게 개발된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

인의 이해를 돕기 해 구체 개발과정을 정리한 내용

은 <그림 1>과 같다. 먼 어린이환경, 아동 가족학

을 공한 교수, 표이사, 원장으로 문분야에 리 알

려져 있고, 아동 가족환경의 발 을 하여 사회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3인의 아동육아 문가들이 구성

되었고, 총 3단계로 진행된 패 워크샵 (Panel

Workshop)을 통해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 가이

드라인이 개발되었다. 패 워크샵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3회 진행되었으며, 최종 으로 총

345개 항목이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을 한 가

이드라인으로 완성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구조는

크게 ‘발달’과 ‘양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필수’, ‘선택’,

‘권고’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이 다루고

있는 공간의 범 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공간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주거공간에는 주차공간, 출입구, 복도,

,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발코니, 세탁실 다목

실이 있고, 커뮤니티공간에는 실내놀이터 보육실, 실

내부모교류공간, 실내커뮤니티식당, 옥외놀이터, 옥외화

장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인드라인의 개발과정

2.2.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의 주요개념

육아를 지원하는 주거환경의 개념은 크게 자녀발달·성

장을 지원하는 발달학 개념 (Developmentally Appropriate)

과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양육학 개념 (Care Appropriate)

으로 나눠볼 수 있다.<그림 2> 구체 으로 생활지원의

개념인 안 과 건강 그리고 상황변화 응을 지원하

는 융통성의 개념이 발달과 양육의 두 가지 큰 개념에

공통 으로 포함된다. 이외의 세부 개념에는 자아존 감,

통제, 안락성, 부드러움, 이동성, 질서, 라이버시, 도 ,

찰성, 질서성, 편리성, 라이버시가 있다. 본 개념에

한 구체 정의는 <표 2>와 같다.(주거복지시스템연구

단 가이드라인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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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발달학
으로
합한

주택계
획의
주요
개념

안
(Safety)

안 한 아동 활동 공간은 기구나 설비들이 안 하게
정비되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 공간의 상황에
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
(Health)

건강 생의 차원에서 아동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해 인공재료보다 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융통성
(Flexibility)

다양한 구성과 융통성 있는 환경은 아동기의 다양한
심리운동기술(Psychomotor Skill) 발달을 조장한다.

자아존 감
(Confidence)

아동에게 활동의 목 과 계획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이 공간 치에 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통제
(Control)

아동은 주변의 정보를 인지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을 발
달하는 과정 이며, 작은 신체에 맞춰 환경스 일을
이는 것은 체와 부분과의 계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안락성
(Comfort)

안락성을 만족시키기 한 개념으로 환경 내에 존재하
는 특성 간 동질성, 마감재, 공간 다양성, 조명의 4가
지 요소를 들 수 있다.

부드러움
(Softness)

부드러운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감각 경
험에 바탕을 둔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아동은 즐거움
을 느끼는 동시에 재료의 특성을 학습하게 된다.

이동성
(Mobility)

바람직한 환경의 조성을 해서는 근육 활동을 제한할 것
이 아니라, 찰이나 리가 용이하면서도 아동의 움직임
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 환경을 조성하고 그 범 내에
서 아동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질서
(Order)

양육환경은 아동 활동의 자율성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생활과 활동을 한 규범,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
간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복합 인 요구는 질서 있는
공간구성과 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라이버시
(Privacy)

공간 내에 라이버시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며, 이런
라이버시를 한 물리 경계는 시각 혹은 청각
분리를 통해 가능하다. 사회구성원의 개별성에 한 인
식이 확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요
구된다.

도
(Challenge)

아동은 탄생과 함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러가지 시도와 실수를 통해
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한 인
식하여 자신의 신체, 사회 인 조 능력과 단력이
증진된다. 따라서 아동의 학습과 도 경험에 의거해
그들의 발달단계에 합하면서도 안 한 방식으로 제
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양육이
수월한
주택계
획의
주요
개념

안 ·안심성
(Safe·Feeling)

안 성은 사고, 낙상, 화재와 같은 물리 험으로부
터의 안 책에 의해 주어지며, 여기에 공간의 구조,
내부 창문과 문, 구성재들의 특성, 각종 하드웨어 인
특성, 재료의 특성, 험 방지 시설물의 특성 등에
향을 받는 인지 , 심리 으로 느껴지는 안 감의 확보
가 요하다.

건강
(Health)

건강한 상태라도 주택의 구조나 구성, 재료 자체가 건
강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와 생활행 에 따라 환경이
생 일 수 있도록 잘 처리되어 있는 경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이는 건물의 구조 특성과 재료, 가구, 설비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향을 받는다.

융통성
(Flexibility)

공간 구조 으로 융통성이 있는 경우에서부터 이동식
가구를 통하여 공간사용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까
지 다양할 수 있다. 이는 공간의 크기, 구조, 존재여부,
구성패턴, 수납시설의 유무와 구성특성 등 다양한 요소
등에 따라 향을 받는다.

찰성
(Observability)

건물의 구조 특성과 내부 가구설비 특성, 구체 으로
공간의 배치, 벽의 유무, 간벽의 높이, 벽의 재료, 가구
높이 등 다양한 요소 등에 따라 향을 받는다.

질서성
(Order)

건물의 구조 특성과 내부 가구설비, 구체 으로 공간
의 크기와 배치, 수납시설의 융통성, 가구배치 크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향을 받는다.

편리성
(Convenience)

건물의 구조 특성과 내부 가구설비 특성, 구체 으로
물품의 배치, 재료, 시설물 설치, 기기 배치 등 다양한
요소 등에 따라 향을 받는다.

라이버시
(Privacy)

건물의 구조 특성, 내부가구 설비, 공간배치, 공간구
성, 문디자인, 벽의 유무, 칸막이높이, 벽의 재료 등 다
양한 요소에 따라 향을 받는다.

<표 2> 발달과 양육을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념정의 (이연숙, 2016)

<그림 2> 발달과 양육을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념 (이연숙, 2016)

2.3. 사용자혜택이론 (User Benefit Criteria)

Murtha & Lee(1998)는 디자인된 환경이 성공 이기

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한 지원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환경이 갖추어야 할 지원성

체제를 사용자가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개념으로 체계 으로 정리하 다. 사용자혜택이론(UBC)

은 환경행태 혹은 환경디자인 연구 분야에서 환경 계획

평가에 련된 내용을 다룬 연구들에서 범 하게

검토되었으며, 그 결과가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이 이론

에 따르면, 사용자가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행동의 용이성(Behavioral Facilitation)’, ‘생리 유

지 (Physiological Maintenance)’, ‘지각 유지(Perceptual

Maintenance)’, ‘사회 용이성(Social Facilitation)’의 개

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다시 여러개의 세부개념으로

구성된다. 이 이론은 포 인 개념으로 연구자 혹은 디

자이 가 상이 되는 환경에 응용할 수 있어 그 활용도

가 높다. 사용자혜택이론의 체계에 따라 ‘노인주택 실내

디자인 지침(이연숙, 1993)’, ‘어린이집 실내환경디자인

지침(이연숙, 1997)’ 등이 개발된 바 있다(이연숙, 1998).

사용자혜택이론은 사용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환경의

역할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 환경 특성에 따라 요

시되는 사용자혜택 기 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가

특수한 경우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기 이 있는데, 다양한

사용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강조되는 사용자혜택 특성

을 통하여 상이 되는 환경, 건축, 공간, 제품, 디자인 등

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사용자 지원성을 체계 으로

악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 정성

일 수 있는 환경특성을 정략 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기 으로서 사용자혜택이론은 본 연구에서 신혼·육아가구

를 한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의 분석틀로 활용하

다. 사용자혜택이론의 구체 개념과 정의는 <표 3>과 같

으며, 주개념과 세부개념으로 나 어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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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의

주요 지원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발달’과 ‘양육’ 으로

구성된 총 345개 가이드라인 항목 ‘선택’과 ‘권고’를 제외

한 ‘필수’ 140항목을 연구 상으로 하 다.2) 분석된 가이드

라인은 크게 주거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의 범 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범 를 기 으로 옥외와

실내로 구분하여 4가지로 범주를 구분하여 각 항목들을

분석하 다. 각 공간별 항목(수)는 <표 4>와 같이 주차공

간(3), 출입구(11), 복도(7), (9), 거실(19), 주방(13), 침

실(14), 화장실(5), 발코니(1), 세탁실 다목 실(6), 실내

놀이터 보육실(30), 실내부모교류공간(3), 실내커뮤니티

식당(10), 옥외놀이터(5), 옥외화장실(4)이다. 연구방법은

각 항목들에 해서 사용자혜택 이론의 주요 개념인 4가

지 항목, 즉, ‘행동의 용이성(BF)’, ‘생리 유지(PhM)’, ‘지

각 유지(PM)’, ‘사회 용이성(SF)’의 내용을 기 으로

한 분석틀을 통해 <표 5>에서의 와 같이 가이드라인의

항목들이 가지는 지원 특성들이 각각 분석되었고, 각 공

간 범주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이 악되었다. 가이드라인

의 분석을 해서는 연구자 3인3)이 분석표를 체크하고, 평

정자간 신뢰도(Inter-raters' Reliability)를 구축하 다.

가이드라인 필수항목들에 한 분석은 주요소와 부요소

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는데, 사용자혜택이론의 한 개념에

주로 해당된다고 분석된 경우는 ●, 부수 으로 해당된다

고 분석된 경우는 ○로, 해당없음은 –로 표기하여 분석하

2) ‘발달’과 ‘양육’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악하기

해 ‘선택(175)’과 ‘권고(30)’을 제외한 ‘필수(140)’항목을 분석하 음.

3) 실내건축 공 교수와 학원생으로 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선정함.

다. 이때 부수 요소는 하나 이상의 복 선택이 가능

하도록 하 다. 를 들어 ‘주동출입구의 출입문은 문턱이

없도록 한다’ 항목의 경우, 사용자의 험을 규제하는 ‘생

리 유지(PhM)’가 주된 요소(●)인 동시에, 출입문의 연결

성은 간 으로 사용자의 행동에 향을 수 있어서

‘지각 유지(PM)’를 부수 인 요소(○)와 ‘행동의 용이성

(BF)’에도 (○)로 이 표기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주요소와 부요소의 빈도분석과 4가지 공간의 범주에 따른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사용자혜택 이론에 따른 신혼·육아

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의 특성이 분석되었다.

공간유형 항목 개수

주거공간

진입
공간

주차장 3

출입구 11

실내
생활
공간

복도 7

9

거실 19

주방 13

침실 14

화장실 욕실 5

발코니 1

세탁실 다용도공간 6

커뮤니티공간

실내
커뮤니티
공간

실내놀이터 보육공간 30

실내부모교류공간 3

실내공동식당 10

옥외
공간

옥외놀이터 5

옥외화장실 4

합계 140

<표 4> 분석 상 공간별 가이드라인 항목

4. 분석결과

4.1.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의

사용자혜택 특성

주개념과 정의 세부개념과 정의

행동의 용이성
Behavioral
Facilitation
(BF)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자가 여러 행
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거나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환
경 특성이 갖는
지원성

반 일치 Overall Conformance 사용자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본 인 조건으로서 환경의 특성

기능 일치 Functional Conformance 환경의 물리 구성요소들이 사용자의 행태를 기능 으로 보조해주는지의 특성

조작 일치 Operational Conformance 물리 요소를 조작하는 사용자가 환경을 효율 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의 특성

자극의 일치 Stimulus Conformance
사용자 행동이 원활히 수행되기 해 필요한 정보가 재 제공된 환경특성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효율 으로 일치하는지의 특성

공간 일치 Spatial Conformance 기존 공간구성과배치가그공간에서기 되는행동의체계화효율 으로일치하도록되어있는지의특성

가변성의 일치 Contingent Conformance 미래에발생할지도모르는사용자의행동변화를수용할수있도록환경을융통성있게조 할수있는지의특성

생리 유지
Physiological
Maintenance
(PhM)

행동을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의 생
리 생물학 쾌
성이나 건강을
지속되게 해주는
환경의 지원성

지지 일치 Support Conformance 공간에 놓여 있는 물리 요소가 작업하는 사용자의 신체를 히 지지해 주는지의 특성

기후 일치 Climate Conformance 환경의 기후 요소가 사용자를 생리 으로 편안하게 해주는지의 특성

자극의 규제 Stimulus Regulation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생리 불편함을 래하는 실내의 자극이 규제되었는지의 특성

외부요소 규제 External Regulation 사용자에게 생리 불쾌감 험을 래하는 외부요소를 통제해 주었는지의 특성

험의 규제 Hazard Regulation 환경으로부터 상해나 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 요소가 없는지의 특성

내구성 지속 Physical Endurance 변화나 변형됨으로써 발생 가능한 미래의 험 요소가 방되었는지의 특성

지각 유지
Perceptual
Maintenance
(PM)

사용자의 심리 쾌
감과행동과신체
건강에 향을

미치는환경 형태
가사용자에게
히 달되는환경의
지원성

지각 일치 Perceptual Consonance 외 인 디자인이 환경에서 기 하는 특성에 부합되도록 계획되었는지의 특성

행동 유인 Operational Initiation 환경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암시를 주도록 디자인되었는지의 특성

감각의 유인 Sensory Initiation
환경이 일어나는 배경으로서 환경이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주된 활동을 한 지각

배경으로 감각 으로 잘 들어오는지의 특성

감각의 조화 Sensory Conformance 사용자의 흥미를 지속시켜 수 있는 공간 내의 자극요소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되어 있는지의 특성

사회 용이성
Social
Facilitation
(SF)

사회 상호작용
을 조 하여 바
람직한 수 으로
까지 진시키는
환경의 지원성

사회 유인 Social Initiation 환경이 바람직한 사회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지의 특성

사회 찰성 Social Observability
사회 상호작용을 효과 으로 하기 해 외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한 정보를
지속 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지의 특성

사회 집 성 Social Convergence 한 사회 상호작용을 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는지의 특성

사회 고립 Social Isolation 원하지 않는 사회 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공간이 계획되어 있는지의 특성

사회 편익성 Social Accommodation 환경 특성이사회 상호작용과커뮤니 이션을 효과 으로수행하도록 보조해주고 있는지의특성

<표 3> 사용자혜택이론(Murtha & Lee, 1998)의 개념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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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 가이드라인의 140개

항목에 한 사용자혜택이론(UBC)의 주요 4개념 기 에

따른 분석결과는 <표 6>과 같이 정리되었다. 가이드라

인 항목별 빈도분석의 결과, 주요소와 부요소 합계의 경

우, 사용자의 생리 쾌 성이나 건강을 지속되게 해주

는 환경의 지원성인 ‘생리 유지(PhM)’와 환경 형태

가 사용자에게 히 달되는가에 련된 ‘지각 유

지(PM)’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이 나타났다.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 가이드라인의 필수항목은

반 으로 ‘생리 유지(PhM)>지각 유지(PM)>행동

의 용이성(BF)>사회 용이성(SF)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소와 부요소에 따른 각각의 분포 비율 분석결

과는 <그림 3>과 같다. 신혼 ·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

가이드라인 항목들 주요소로 분석된 UBC개념 분포는

생리 유지(96), 지각 유지(26), 행동의 용이성(26), 사

회 용이성(2)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요소의 경우, 지각

유지(88), 행동의 용이성(42), 생리 유지(19), 사회

용이성(1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와 아동발달을

한 주택계획에 있어서는 행동을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의

생리 생물학 쾌 성이나 건강을 지속되게 해주는 안

한 환경으로의 지원성이 가장 주된 특성으로 분석되

었으며, 부수 으로는 주택환경의 형태가 사용자에게

히 달되는 지와 련된 지각 특성이 가장 크게 강

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UBC 각 주요개념 내 세부개념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면 ‘ 험의 규제’, ‘지

각 일치’, ‘기능 일치’, ‘사회 찰’ 범주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각각 4개 개념별로 두드러진 경향이 있었다.

　
행동의 용이성

(BF)

생리 유지

(PhM)

지각 유지

(PM)

사회 용이성

(SF)

주요소 (●) 26 (18.6%) 96 (68.6%) 26 (18.6%) 2 (1.4%)

부요소 (○) 42 (30.0%) 19 (13.6%) 88 (62.9%) 10 (7.1%)

해당없음 (-) 72 (51.4%) 25 (17.9%) 26 (18.6%) 128 (91.4%)

합계 140 (100%) 140 (100%) 140 (100%) 140 (100%)

<표 6> 사용자혜택이론 주요 4개념에 따른 가이드라인 분석결과

공간 코드 공간별 가이드라인 항목 제
사용자혜택 개념

BF PhM PM SF

주

거

공

간

진입

공간

PS3 주차공간은 부모와 아동이 진입할 때 혼동하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 ● ○

PS5 주차공간에 외부소음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조경을 계획한다. - ● ○ -　

PS8 주차공간의 바닥은 인체에 무해한 표면과 재질을 사용한다. - ● -　 -　

실내

생활공간

LR1 거실은 PC사용 역을 수용할 수 있게 계획한다. - - ●　 ○

LR3 거실의 모든 출입문은 문턱이 없게 한다. ○ ● ○ -

LR4 거실의 모든 문은 감속장치, 도어 클로 , 완충장치 등 안 장치를 설치한다. - ● ○ -

LR5 거실의 모든 문에 손가락 끼임을 방지하는 고무패킹을 설치한다 - ● ○ -

LR6 거실은 청소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한다. - ● ○ -

LR7 거실은 인체에 무해한 표면과 재질을 사용한다. - ● ○ -

LR9 거실의 바닥은 미끄러질 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 ● ○ -

LR10 거실의 바닥, 천정, 벽은 소음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

LR11 거실의 모든 실내 벽과 부속품의 표면은 청소가 용이한 것으로 계획한다. ○ ● ● -

LR12 거실의 조명스 치는 아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 ○ -

LR13 콘센트는 아동의 손이 닿지않는 곳에 있거나, 보호덮개를 설치한다. - ● ○ -

LR14 거실의 가구설비는 견고한 것으로 계획한다. ● ○ - -

LR15 거실의 가구설비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 -

LR16 가구설비는 쉽게 기울지 않으며 날카로운 모서리, 부서진 조각이 없게 한다. - ● ○ -

LR17 거실 가구설비는 유독한 표면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설치한다. - ● ○ -

LR18 거실 가구설비는 어른과 아동의 치수에 맞도록 디자인한다. ● - ○ -

LR19 거실 가구설비는 융통성이 있으며 조 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 ○ -

LR20 거실 정리장 등 가구들은 바닥과 벽에 안 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 ● ○ -

LR21 거실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는 모서리가 둥 고 표면이 매끄럽도록 한다. - ● ○ -

커

뮤

니

티

공

간

실내

커뮤니티공간

IP9 실내 부모교류공간의 문은 천천히 닫히도록 감속장치, 도어클로 , 완충장치 등의 안 장치를 설치한다. ○ ● - -

IP10 실내 부모교류공간의 문에 손가락 끼임을 방지하는 고무패킹을 설치한다. ○ ● - -

IP11 실내 부모교류공간은 모든 출입문은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으며, 안쪽에서 잠기지 않도록 한다. ○ ● - -

옥외

공간

OW2 옥외 화장실은 청소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인체에 무해한 표면과 재질을 사용한다. ○ ● - -

OW6 옥외화장실의바닥표면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하거나, 미끄럼방지처리, 미끄럼방지매트설치등안 조치를한다. ○ ● ○ -

OW10 옥외 화장실 문손잡이는 유아, 아동이 조작하기 쉬우며, 손이 닿는 한 치에 설치한다. ● - ○ -

OW12 옥외 화장실의 수건과 휴지걸이, 거울 등의 시설은 아동이 사용하기 쉽도록 설치한다. ● - ○ -

●: 주요소 / ○: 부요소 / -: 해당없음

<표 5> 사용자혜택이론 주요 4개념에 따른 가이드라인 공간별 분석 제

<그림 4> 사용자혜택이론 주요 4개념에 따른 가이드라인 공간별 주요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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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자혜택특성 분포 (좌: 주요소/ 우: 부요소)

4.2. 공간별 사용자혜택의 특성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 가이드라인의 지원

특성을 공간별로 구분하여 UBC의 주요 4개념으로 분석

하 으며, 각 공간별 주요소(●)와 부요소(○)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정리되었다.

                                            ●: 주요소 / ○: 부요소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 가이드라인의 공간별

주요소와 부요소에 한 지원 특성의 분포는 각각

<그림 4>와 <그림 5>과 같이 나타났으며, 각 공간에

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입공간

주차장 출입구에 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주요소가

‘생리 유지(PhM)’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주차장 67%,

출입구 64%로 분석되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그

내용으로는 ‘생리 유지’의 세부개념인 ‘외부요소 규제’

에 해당하는 항목들로 “주차공간에 외부소음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조경을 계획한다” 등이 있었고, ‘ 험의 규제’에

해당하는 “주동출입구의 바닥은 미끄러질 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등의 항목들이 있었다.

이 공간에 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부요소가 ‘지각 유

지(PM)’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주차장 33%, 출입구 73%로

분석되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그 내용으로는 ‘지

각 유지’의 세부개념인 ‘지각 일치’에 해당하는 항목들

로 “주차공간은 부모와 아동이 진입할 때 혼동하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등이 있었고, ‘행동 유인’에

해당하는 “주동출입구의 실내공간과 옥외공간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등의 항목들이 있었다.

‘진입공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 항목들에서는 주로

외부요소를 조 하고 험을 통제하는 ‘생리 유지

(PhM)’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부수 으로는 지각이

수월한 환경 특성이 사용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지각 유지(PM)’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실내생활공간

실내생활공간에 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주요소가 ‘생

리 유지(PhM)’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복도 71%,

78%, 거실 63%, 주방 62%, 침실 57%, 화장실 욕실

60%, 세탁실 다용도공간 83%로 분석되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그 내용으로는 ‘생리 유지’의 세부개

념인 ‘ 험의 규제’에 해당하는 항목들로 “부엌의 콘센트

는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거나 아동을 보호하기

한 덮개를 설치한다”, “침실 아동실의 문에 손가락

끼임을 방지하는 고무패킹을 설치한다”, “욕실 화장실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하거나 미끄럼방지

매트 등 안 조치를 한다” 등이 있었고, ‘자극의 규제’에

해당하는 “세탁실은 어른이 없을 경우, 아동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계획한다” 등의 항목들이 있었다.

공간

유형
항목

사용자혜택 개념
BF PhM PM SF

● ○ ● ○ ● ○ ● ○

주
거
공
간

진입
공간

주차장 0/3 0/3 2/3 0/3 1/3 1/3 0/3 1/3
출입구 3/11 3/11 7/11 3/11 3/11 8/11 0/11 0/11

실내
생활
공간

복도 1/7 0/7 5/7 2/7 5/7 2/7 0/7 1/7

1/9 1/9 7/9 2/9 1/9 7/9 0/9 0/9
거실 5/19 2/19 12/19 1/19 3/19 15/19 0/19 2/19
주방 4/13 1/13 8/13 1/13 1/13 11/13 0/13 0/13
침실 4/14 3/14 8/14 1/14 2/14 10/14 0/14 2/14

화장실 욕실 2/5 1/5 3/5 0/5 0/5 4/5 0/5 0/5
발코니 0/1 0/1 0/1 1/1 1/1 0/1 0/1 0/1
세탁실

다용도공간
2/6 2/6 5/6 0/6 0/6 3/6 0/6 0/6

커
뮤
니
티
공
간

실내
커뮤
니티
공간

실내놀이터

보육공간
2/30 15/30 22/30 7/30 7/30 15/30 0/30 2/30

실내부모교류공간 0/3 3/3 3/3 0/3 0/3 0/3 0/3 0/3
실내공동식당 0/10 7/10 10/10 0/10 0/10 7/10 0/10 0/10

옥외
공간

옥외놀이터 0/5 2/5 2/5 1/5 2/5 2/5 2/5 2/5

옥외화장실 2/4 2/4 2/4 0/4 0/4 3/4 0/4 0/4

합계

(%)

26

(18.6)

42

(30)

96

(68.5)

19

(13.5)

26

(18.5)

88

(62.8)

2

(1.4)

10

(7.1)
총계 (%) 68 (48.6) 115 (82) 114 (81.4) 12 (8.5)

<표 7> 사용자혜택이론에 따른 가이드라인 항목 분석 (해당항목/ 체항목)

<그림 5> 사용자혜택이론 주요 4개념에 따른 가이드라인 공간별 부요소(○) 분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5호 통권118호 _ 2016.10          69

이 공간에 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부요소가 ‘지각 유

지(PM)’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복도 29%, 78%, 거실

79%, 주방 85%, 침실 71%, 화장실 욕실 80%, 세탁실

다용도공간 50%로 분석되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그 내용으로는 ‘지각 유지’의 세부개념인 ‘지각 일

치’에 해당하는 항목들로 “복도 통로는 안내 , 조경, 개방

구조물, 바닥차 변화 등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침실 아동실의 조명은 부심을 방지하기 해 원

이 직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욕실 샤워문은 욕실

쪽으로 열리도록 한다” 등이 있었고, ‘감각의 유인’에 해당

하는 “ 의 조명스 치는 아동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다”, “거실의 가구설비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 “주방에는 그릇, 기타 주방용품, 기기를 한 넓은 수

납공간을 제공한다” 등의 항목들이 있었다.

‘실내생활공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 항목들에서는

주로 험과 자극에 한 규제로 사용자의 안 을 도모

하는 ‘생리 유지(PhM)’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부

수 으로는 외 인 환경특성이 사용자의 행동과 일치

되거나 배경 환경이 사용자의 감각에 부합되게 하는

‘지각 유지(PM)’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3) 실내커뮤니티공간

실내커뮤니티공간에 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주요소가

‘생리 유지(PhM)’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실내놀이터

보육공간 73%, 실내부모교류공간 100%, 실내공동식당

100%로 분석되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그 내용으

로는 ‘생리 유지’의 세부개념인 ‘ 험의 규제’에 해당하

는 항목들로 “실내공동놀이 보육공간의 바닥은 발을

다칠 수 있는 험요소(가시, 틈새 등)가 없도록 계획한

다”, “실내부모교류공간의 문은 천천히 닫히도록 감속장

치, 도어클로 , 완충장치 등 안 장치를 설치한다” 등이

있었고, ‘자극의 규제’에 해당하는 “실내공동식당 카페

테리아에 날카롭거나 험성 있는 조리도구는 아동의 손

이 닿지 않는 곳에 보 한다” 등의 항목들이 있었다.

이 공간에 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부요소가 ‘행동의

용이성(BF)’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실내놀이터 보육공

간 50%, 실내부모교류공간 100%, 실내공동식당 70%로

분석되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그 내용으로는 ‘행

동의 용이성’의 세부개념인 ‘ 반 일치’에 해당하는 항

목들로 “실내공동놀이 보육공간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소재로 하며,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한

다” 등이 있었고, ‘조작 일치’에 해당하는 “실내 부모교

류공간의 모든 출입문은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으며, 안

쪽에서 잠기지 않도록 한다”, “실내 공동식당 카페테

리아의 보일러실은 유아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등 항목들이 있었다.

‘실내커뮤니티공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 항목들에서

는 험요인과 자극을 조 하여 불편함을 이는 ‘생리

유지(PhM)’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부수 으로는 사

용자의 행동과 반 인 환경조건이 일치되게 하여 지원성

을 부여하는 ‘행동의 용이성(BF)’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4) 옥외공간

옥외공간에 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주요소가 ‘사회 용

이성(SF)’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옥외놀이터 40%, 주요소

가 ‘행동의 용이성(BF)’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옥외화장실

50%로 분석되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그 내용으로

는 ‘사회 용이성’의 세부개념인 ‘사회 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옥외 놀이공간에는 아동의 찰을 어렵게 하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없도록 한다” 등이 있었고, ‘행동의 용

이성’의 세부개념인 ‘조작 일치’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옥외화장실 문손잡이는 유아, 아동이 조작하기 쉬우며, 손

이 닿는 한 치에 설치한다” 등의 항목들이 있었다.

이 공간에 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부요소가 ‘지각 유

지(PM)’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옥외놀이터 40%, 옥외화장

실 75%로 분석되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그 내용

으로는 ‘지각 유지’의 세부개념인 ‘감각의 조화’에 해당하

는 항목으로 “옥외 놀이공간의 놀이터는 비교 조용한

곳에 계획한다” 등이 있었고, ‘감각의 유인’에 해당하는

“옥외화장실 문손잡이는 유아, 아동이 조작하기 쉬우며, 손

이 닿는 한 치에 설치한다” 등의 항목들이 있었다.

‘옥외공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 항목들에서는 주로

사용자의 찰을 용이하게 하여 안심할 수 있는 커뮤니

티를 형성하게 하는 ‘사회 용이성(SF)’과 사용자가 수

월하게 환경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의 용이

성(BF)’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부수 으로는 지각

으로 안 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의 감각에 부합하게

하는 ‘지각 유지(PM)’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5.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UBC의 주요 4개념을 기 으로「신혼·

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의 공간지원성을

주요소와 부요소로 분석하 다. 주요소에 해당하는 항목

들의 비 은 ‘생리 유지(PhM)>지각 유지(PM)>행동

의 용이성(BF)>사회 용이성(SF)’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요소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비 은 ‘지각 유지(PM)>

행동의 용이성(BF)>생리 유지(PhM)>사회 용이성

(SF)’순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반 인 가이드라인

항목들의 비 은 ‘생리 유지(PhM)>지각 유지(PM)>

행동의 용이성(BF)>사회 용이성(SF)’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각각의 개념에 한 비 은 다르지만

다른 일반 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특

성을 지니는데, 이는 환경 인 특성이 특정한 사용자의

행 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 반 으로 ‘생리 유지(PhM)’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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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각 유지(PM)’의 비 이 강조되어 나타났다(<표

8>)4).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주택계획에 있어서 어린이에게는 안 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환경 지원성인 ‘생리

유지’의 개념이, 보호자에게는 일과 업무 등 다양한 활동

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는 환경 지원성인 ‘지각 유지’의 개념이 특히 부각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UBC
공간

행동의 용이성
(BF)

생리 유지
(PhM)

지각 유지
(PM)

사회 용이성
(SF)

진입공간 ○ ● ● -

실내생활공간 ● ● ○ -

실내커뮤니티공간 ○ ● ● -

옥외공간 ○ ● ● -

<표 8>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의 사용자혜택특성

●: 1순 매우강조, ●: 2순 강조, ○: 3순 보통, -: 4순 약함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의 사용자혜

택 특성은 아동의 생활지원을 한 안 과 건강을 한

개념으로 ‘생리 유지’와 ‘사회 용이성’의 특성이, 아

동 성장과 발달측면에서 한 지원을 한 융통성의

개념으로 ‘지각 유지’와 ‘행동의 용이성’의 특성이 나타

나고 있다. 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수월한

개념으로는 부모가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험으로부터

안심하게 하는 환경 개념으로 ‘지각 유지’와 ‘생리

유지’의 특성이, 한 부모가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하게 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의 개념으로 ‘행동의 용이

성’과 ‘사회 용이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은

신체 발달단계에 있고 부모는 바쁜 일상과 분주한 생

활을 하는데, 이들의 생활을 다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육아생활은 가정

인 특성이 강하지만 ‘사회 용이성’에 한 선택과 지원

이 추가된다면 보다 안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거지역 내 육아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제언

출산과 육아에 한 부담으로 한국의 출산 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한 다양한 해결책 모색이 요구

된다. 특히, 주거환경은 육아를 비롯한 가정생활이 이루

어지는 근본 인 물리 환경으로서, 출산 상을 겪

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경

감시켜주는 하나의 지원체계로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이 개발한「신

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이 공간 사용

자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Murtha & Lee의

사용자혜택이론을 활용하여 주거환경의 지원 특성을

4) 주요소 부요소의 빈도를 합산하여 강조된 특성의 비 을 나타내었음.

분석하고, 이에 한 지식을 체계화하 다.

본 연구 결과,「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

라인」의 필수 가이드라인이 공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아동 발달 과 부모 양육 에서 ‘생리 유

지’와 ‘지각 유지’라는 개념을 심으로 정립되었음이

나타났다. 한, 주거환경의 실내와 옥외의 지원 특성

은 다르게 나타났다. 실내공간에서는 사용자의 생리

쾌 성이나 건강을 지속되게 해주고 험에 한 안 을

강조하는 ‘생리 유지’ 개념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옥

외공간에서는 사회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수 으로 조

는 진시키는 환경의 지원성인 ‘사회 용이성’과

사용자의 행동 수행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행동의 용이성’ 개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우리나라 육아가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내

환경의 안 문제와 사회 교류를 통한 아동의 발달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옥외공간의 요성을 보여 다.

본 연구의 상인 신혼·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

라인은 ‘필수’, ‘선택’ 그리고 ‘권고’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혜택이론에 따른 특성을 명확히 악

하고자 ‘필수’ 항목만을 분석하여, ‘선택’과 ‘권고’의 차이에

따른 내용 등을 포함하는 포 연구로 그 범 를 확장하

지 못했다는 한계 을 가진다. 후속 연구를 통해 신혼·육아

가구 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의 구조 구분에 따른 특

성을 포함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가이드라인이 지니

는 발달과 양육에 한 지원성 개념에 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는 출산 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실에서 육아가구를 한 맞춤형 주

택계획 가이드라인이 어떤 측면에서 사용자의 삶을 지원하

는지에 한 체계 정보를 담음으로써, 육아가구의 환경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주

거환경에 한 기본 이해의 바탕을 제공하여 디자이 의

문성을 높여 수 있으며, 향후 새로운 주택개발을 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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