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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retention status of household items for children and the real condition of

storage targeting dual career families of living in 3-bedroom apartment. To do this,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by

having subjects as 30 households of conforming with the requirements. This led to understanding kinds and

quantities of household items for children inside the residence and to surveying the present status on household

items of being stored by room, thereby having analyzed a difference in household items according to children's age.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ousehold items for children within dwelling were indicated to be totally 145 detailed items. In the

quantities of the detailed items, a great difference was shown by age in clothes, books, teaching aids, toys, and

stationery.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a place of being stored the household items for children, the

household items in great quantities were found in living room, room 1, and room 3 even in addition to room 2 that

is children's room. Third, in consequence of looking at the storage status of household items for children by age

level, it could be known that very different household items are being used depending on children's age, and that a

place of storing household items is much varied by age. This outcome could lead to being capable of knowing that

one-child families living in 3-bedroom apartment are using every room focusing on child, and that child's household

items are being disorderedly stored in each space, thereby requiring the systematic storage plans so much that

reflect the re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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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

이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늦은 혼인과 저출산

현상 등으로 인해 점차 부부와 한 자녀로 구성된 한자녀

가정이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2015년 기

준 서울시의 평균 가구원수는 2.41명으로, 싱글가구의 증

가와 자녀수 감소 현상 등이 가구원수를 낮추는 주요 원

인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출생아 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kschong@hanmail.net
** 이 논문은 2016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는 43만5천4백 명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0.2% 감소하였

으며, 평균적으로 가임여성 1명이 1.2명 정도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현상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중요성

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여러 차

원의 지원 및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나 자녀를 위한 생활용품 구매를 점차 늘려가고 있

다. 주거공간에서도 자녀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단

독주택을 선호하거나 주거내 실 구성에서 자녀방의 위

치, 자녀 활동별 공간분리, 프라이버시 확보 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2)

1) 이연숙, 김진구, 허혜영, 농촌 자녀양육 가구의 주거공간 실태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Vol.27, No.2, 2016,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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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성장기에 있는 자녀에게 주거환경은 직접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므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되어 왔다. 또한 아동은 주거 안에서 생활하는 행태와

시간, 사용하는 생활용품 등이 연령별로 매우 다르므로

그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주거환경이 다를 수 있다. 따

라서 자녀의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되

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별 생활 행태의 차이와 생활용

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별 생활 행태의 차이나 자녀의 생활재를 분

석하여 이를 수납과 디자인에 반영한 연구가 매우 미흡

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

로 주거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동의 생활재를 파악하

고, 이 생활재들이 수납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정형

태가 되어가고 있는 맞벌이 한자녀 가정을 그 대상으로

하여 주거내 생활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방

법으로는 현장실태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의 생활과

함께 주거내에 분포되어 있는 자녀의 생활재들을 상세히

조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주거공간에서 자녀가 사용하는 생활재의 종류 및 수

량을 파악한다. 둘째, 자녀 생활재의 수납위치를 파악하

여 주요 생활재가 어떤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본

다. 셋째, 연령별로 자녀 생활재의 수납위치를 비교하고

수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 이에 대한 제언을 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생활재 분석을 통해 주거내 아동의

생활, 공간 활용에 대한 현실성 있는 시각을 제시할 것

이며, 아동의 생활행태와 생활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 디자인 및 수납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

료로 정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아동과 주거환경

주거공간은 자녀의 성장 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한 공간

이다. 주거 공간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여러 물리적 환경 중에서도 주거는 자녀의 성

격형성과 정서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녀

는 또한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므로 그 단계에 맞는

주거환경을 요구한다. 자녀는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각

각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자녀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공간적인

2) 조자경, 주거공간에 나타나는 자녀세대 공간의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13, pp.103-104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3)

① 영유아기 : 출생으로부터 2~3세 까지의 시기로 성

장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독립된 개체로서 활동하는 기

초적인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집안에서 아

이가 탐색활동이나 신체적인 움직임을 활발히 할 수 있

도록 해주고, 발달 및 사고력을 증대시키는 놀이를 안전

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② 유아기 : 3~6세까지의 시기로 신체적 활동이 많아

지고 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이 형성되는 중요한 때이다.

이 시기에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전신운동에 적합한 자유

롭고 넓은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고, 성격 형성이나

지적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적당한 공간 설비나 기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동기 : 만 6,7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시기로 자녀

가 성취감을 느끼고, 분주하게 놀며, 또래집단과 협동하

기도 하는 활동이 매우 왕성한 시기이다. 이때는 놀이 중

심에서 일(학습)으로 분화되는 시기이므로 놀이, 학습, 건

강에 대한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④ 청소년기 : 만 13세에서 19세까지의 시기로 청소년

기의 자녀는 자아성숙에 따라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

성이 발현되어 사고와 그에 따른 가치관이 성립되는 시

기이다. 이 시기는 학업과 관련된 외부 활동이 많은 비

중을 차지하게 되며 가족의 제한보다는 자유와 책임을

더욱 허용하도록 해야한다. 이 시기의 자녀방은 기능적

으로 조용하고 사생활이 배려되도록 하되 지나친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2.2. 주거내 아동실 현황

자녀의 독립적 생활공간인 아동실은 자녀의 세계이며

동시에 그 속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환경을 인식하고 자

신의 신체 및 정신적 세계를 완성시켜 나간다. 자녀 생

활의 종합적 기능을 수용하고 있는 아동실은 다음의 3영

역으로 구분된다.4) 첫째, 기본적 운동욕구를 충족시키는

놀이공간이며, 둘째, 점점 심화되는 학습을 위한 공간이

고, 셋째, 에너지를 재충전 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다.

이러한 세가지 기능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

해 줄 수 있는 적당한 공간 설비와 수납 시설이 필요하

다. 특히 수납은 공간의 기능성을 높이고 생활을 질서있

게 유지해주는 잠재적 기능이 있으므로 생활의 습관을

길러가는 시기인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동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보면 바람직한 아

동환경으로 아직 많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아동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에 불만이

3) 백영순, 가족생활 주기에 변화에 따른 가변형 주택 계획, 홍익대

석사논문, 2006, pp.15-17의 내용을 재구성함

4) 조은경, 아파트 거주 아동의 생활재 특성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2,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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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타났고(이연숙외 1985, 오혜경 1992, 황연숙외

1997), 이 외에도 수납공간의 부족, 놀이공간의 부족 등

이 불만사항으로 나타나(이연숙외 1985, 임미숙 1992) 이

러한 아동실의 요구가 아파트 계획시에 반영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5) 이와 함께 2000년대 이후에는 주거공간에

서의 아동친화적 환경을 위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김주연(2002)은 주택내에서 아동을 위한 안전 지침으

로 안전, 접근성, 수납, 조명, 마감계획에 대한 세부 지침

을 언급하였고, 정경숙(2009)은 아동 친화적 주거환경을

위한 디자인 계획에서 공간구분계획, 수납계획, 조도계

획, 안전계획, 설비계획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6) 한편,

조은경(2002)은 주거공간내 아동이 사용하는 생활재와

공간과의 대응 관계를 파악하여 아동의 생활재가 아동실

외부로 분산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자경(2013)은 자녀세대를 위한 주거공간을 설계한 단

독주택의 사례를 연구하여 다양한 연령의 자녀를 위한

공간 배려 요소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

과들을 볼 때 아동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어졌으나 아동의 발달과 생활을 고려한 아동 환경은

아직도 많이 미흡함을 알 수 있고, 적절한 공간의 규모

와 수납 계획, 아동의 행동과 물품을 반영한 공간 계획,

가족 구성원간의 생활 패턴과 생활재를 함께 고려한 공

간 설계 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3. 아동의 생활재 및 수납

수납의 대상이 되는 생활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하는 물품과 비품, 기기 등

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의미로 정의된다. 생활재의 종

류는 사용빈도, 사용방식, 생활재의 용도와 크기 등에 따

라 구분될 수 있다. 생활재는 사용빈도에 따라 정리형,

보관형, 장식형7)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용방식

에 따라 분산형과 집중형8)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9)

아동의 생활재는 개개인의 연령, 가치관과 생활방식,

취미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수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아

5) 류영순,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라 변화 가능한 아동실 계획, 가톨

릭대 석사논문, 1999, p.13

6) 이연숙, 김진구, 허혜영, 농촌 자녀양육 가구의 주거공간 실태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Vol.27, No.2, 2016, p.24

7) 정리형 생활재는 자주 이용되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쉬운 정리가 가능해야 한다. 보관형 생활재는 장기 보관을 하는 물

품으로 두는 장소를 구분하고 명시를 해 놓는게 좋다. 장식형 생활

재는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수

납한다.

8) 분산형 생활재는 물건을 사용하는 장소에 두는 것으로 사용상 편

리함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수납방식이 요구된다. 집중형 생활재는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한곳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집

중되어있는 생활재 중에 필요한 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수납방

식이 요구된다.

9) 조은경, 아파트 거주 아동의 생활재 특성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2, pp.15-16

동의 일상생활인 수면, 학습, 놀이, 휴식 그리고 생활유

지를 위한 활동 등에 따라 그 생활재들이 각 실에 배치

가 된다. 아동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아동실에는 의류,

문구류, 침구류 등이 많이 나타난다.

주거공간 내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생활재와 공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조은경 2002) 아동실 내부로 다른 가족

의 생활재가 침해하거나 아동의 생활재가 아동실 외부로

분산되는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는 아동실의 환경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정리 상황을 만

들 뿐 아니라 집안 전체에서 각 실이 기능을 제대로 활

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가족

의 생활재는 공간과 수납체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

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성장하

는 아동의 생활재를 수용하는 아동의 수납공간은 아동의

생활, 필요한 생활재, 체격의 변화 등을 수용하는 충분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의 3침실형 아파트에 거주하

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공간내 아동관련

생활재 및 수납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서울시 3침실형 아파트의 평면 형태

와 아동 생활 및 생활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적합한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선정

하여 인터뷰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2015년 12월에 예비조사를 거친 후 인터뷰 설문지 및 조

사도구를 보완하여 2016년 1월~3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 방법은 사용자 인터뷰와 현장조사 방법을 병행하였

고, 가구배치도 작성 및 크기 실측, 사진 촬영, 생활재

기록을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아동실과 아동이 사용하

는 가구 및 생활재가 분포되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생

활재의 수량과 수납 실태가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서 3침실형 아파트

에 살고 있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1세~19세

이하의 자녀 1명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하여 총 30가구가

선정되었다. 이때 자녀의 연령대 별로 샘플수가 고른 분

포를 가지도록 층화표집을 하였고, 각 연령대별 조사 대

상의 구성 및 조사방법10)은 아래 <표 1>과 같다.

10) 일반조사에서는 사진촬영, 가구배치 스케치 및 크기 실측, 생활재

의 품목이 조사되었고, 상세조사에서는 생활재의 수량 및 수납 상

태까지 추가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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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주 중범주 세부유형

기기류

사무기기 PC류, 전선류, 배터리류, 저장기기류, 전자사전류(PMP)

영상·음향기기 음향플레이어류(라디오), 이어폰, 헤드폰

게임기기 게임단말기, 게임CD

생활기기 온풍기류, 가습기류, 전기매트류, 리모컨

여가기기 카메라류, 음악기기류(전자피아노,전자드럼)

조명기기 스탠드류, 라이트조명

의류·

기타

의류

외투 코트류, 잠바류(패딩), 자켓류

상의 원피스류, T셔츠, 블라우스, 한복, 교복, 베넷저고리

하의 바지류, 치마류

속옷
내의류(상,하의), 이너웨어 상(브레지어,런닝류),

이너웨어 하(팬티), 잠옷류, 속바지

양말 양말, 스타킹

기타의류
모자류, 허리띠류, 목도리(스카프), 장갑, 넥타이,

손수건, 장신구류

가방 여성용(핸드백), 배낭류

도구류
미용도구류 메이크업류, 손거울

헤어도구류 빗, 머리핀, 머리띠

이불류
이불 이불류, 매트류, 커버류

쿠션·방석류 베게류, 솜류, 방석류, 쿠션류

서적류

학습서적 아동학습서적류, 사전류, 학습인쇄물, 교육서적

일반서적 전집류, 일반서적류, 동화책류

기타서적 앨범류, 잡지류, 피아노서적, 종교서적

교구류

미술교구

채색용품(크레파스, 물감, 색연필,싸인펜), 채색도구

(붓,팔레트,물통), 종이류(색종이,지류), 만들기재료

(고무찰흙,클레이), 완성작품, 기타미술교구(이젤...)

음악교구
악기류(바리올린,기타), 음악교구(리코더,단소,실로

폰,캐스터네츠,멜로디언), 기타음악교구(보면대...)

교육교구
CD, 카세트류, 학습포스터(한글,영어), 지구본,

큐브, 돋보기, 지도

장난

감류

장난감
인형류, 로봇류, 보드게임류, 블록완구, 놀이교

구, 장난감류, 운동완구류, 완구보관함

대형놀이용품 미끄럼틀, 텐트, 볼풀

문구류

사무용

문구류

파일류(바인더), 정리용품(스텐플러,집게,클립),

테이프류, 재단용품(칼,자,가위) 수정용품(수정테

이프,지우게,화이트), 메모지류(포스트잇, 메모지,

스티커), 전산용품(계산기)

학습문구류 필통류, 사용펜류, 연필류, 공책류

기타문구류
포장재류(리본, 포장지, 봉투류), 편지지, 편지봉

투, 기타문구류

육아

용품

육아용품 기저귀, 턱받이, 포대기, 덮개류, 아기수건, 기타

육아보조

기구

보호매트, 보행기, 아기의자, 유아변기, 모빌, 유

모차, 유아변기

생활 생활소품 시계류, 달력류, 패브릭류(덮개, 깔개), 러그, 수

<표 2> 자녀용 생활재 리스트

품류

납함, 바느질류, 독서대

장식소품
액자류, 화초류, 상패(트로피,상장,메달), 종교용

품, 기타장식품

생활잡화 금융관련서류(통장,카드), 열쇠류, 저금통

용품류
운동용품 자전거류, 라켓류, 공류, 줄넘기류, 훌라후프류

여가용품 수영용품, 스키용품

내용

수납 현황

위치

물품 수납 이용
비고

분류 상세 수
부피

방식 이용
자

상용
도

[B-위]

[B-a]

B-위 생활잡화 기타 부채 1 두다 공동 계절

생활소품 수납함 박스 410*50*340 두다 공동 일상

B-a 장난감 완구보관함 박스 270*230*240 두다 자녀 일상

가방 아동용가방 가방 1 쌓다 자녀 일상

구분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중고등기 합

상세조사 2(6.6) 2(6.6) 2(6.6) 2(6.6) 8(26.6)

일반조사 5(16.6) 5(16.6) 7(23.3) 5(16.6) 22(73.3)

계 7(23.3) 7(23.3) 9(30.0) 7(23.3) 30(100.0)

<표 1> 조사대상 구성 및 조사방법 구분 단위 :가구수(%)

3.2. 조사도구

현장실태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조사도구가 개발

되었다. 첫째는 주거공간에서 수납되고 있는 자녀용 생

활재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자녀의

생활재의 범주를 정하고 이를 분류하였다. 자녀용 생활

재 품목은 크게 11개의 대범주와 35개의 중범주, 그리고

상세한 품목을 명시하는 142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되었

다. 이 품목 리스트는 기기류, 의류․기타의류, 도구류,

이불류, 서적류, 교구류, 장난감류, 문구류, 육아용품, 생

활용품, 용품류로 구분하였고, 아래 <표 2>와 같은 자녀

용 생활재 리스트로 개발되었다.

둘째는 자녀용 생활재의 수납 현황을 체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아래 <그림 1>, <그림 2>와 같이 모든

실에서 가구 배치 현황, 생활재의 품목 및 수량, 수납 방

식 등을 기록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실 평면도 실 입면도

<방1-1>

<방1-2>

<방1-3>

가 구: 너비*높이*깊이(㎜)

①화장대 1000 1535 350

②협탁 460 360 445 <방1-4>
③침대 1600 50 1200

④옷장 3000 2200 600

⑤옷걸이 40 1760

<그림 1> 가구 현황 체크표

<그림 2> 생활재 기록표

4. 결과 및 분석

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가구특성

조사대상은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1자녀 맞벌

이 가정으로, 총 30가구가 조사되었다. 이 중 자녀의 연

령을 기준으로 영아기(1세~3세)가 7가구, 유아기(4세~7

세)가 7가구, 초등기(8세~13세)가 9가구, 중고등기(14

세~19세)가 7가구가 선정되어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지는 강북지역(은평구,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이 15가구로

50%를 차지했고, 강남지역(서초구, 강동구, 강남구, 송파

구, 구로구, 동작구, 양천구)이 14가구로 47%를 차지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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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분당지역에서 1가구(3%)가 포함되었다. 현 주거에서

의 거주기간은 1-3년이 11가구(37%)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4-6년이 9가구(30%)로 나타났다. 주거의 소유상태

는 자가가 16가구(53.3%)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구분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중고등기 합계

f % f % f % f % f %

주

거

특

성

거

주

기

간

1년 미만 1 14.2 1 14.2 1 11.1 2 28.5 5 16.6

1-3년 4 57.1 4 57.1 3 33.3 0 0.0 11 36.6

4-6년 2 28.5 1 14.2 3 33.3 3 42.8 9 30.0

7-9년 0 0.0 1 14.2 0 0.0 1 14.2 2 6.6

10년 이상 0 0.0 0 0.0 2 22.2 1 14.2 3 10.0

소

유

자가 4 57.1 1 14.2 5 55.5 6 85.7 16 53.3

전세 3 42.8 4 57.1 4 44.4 1 14.2 12 40.0

월세 0 0.0 2 28.5 0 0.0 0 0.0 2 6.6

주거 면적 81.1㎡ 91.4㎡ 92㎡ 90㎡ 85.25㎡

<표 3>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특성

(2) 주거공간 특성

조사 대상자의 주거 형태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침실이 3개인 아파트로 서울시 아파트에서 많

이 보이고 있는 7가지 대표평면 유형11)에 속하는 주거로

선정하였다. 총 30개 사례의 평균 거주면적은 85.25㎡이

며,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영아기 주거는 81.1㎡, 유아기

는 91.4㎡, 초등기는 92㎡, 중고등기는 90㎡로 나타났다.

영아기 유아기

Plan

평면

유형
2bay–B유형 (28.6%) 2bay–A유형 (42.9%)

초등기 중고등기

Plan

평면

유형
2bay–A유형 (44.4%) 2bay A유형 (42.9%)

<표 4> 자녀 연령별 주거 대표 평면

11) 정경숙,강혜연,이은주, 자녀 연령에 따른 주거공간의 사용 및 가구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5호,

2016

연령대별로 대표적인 평면 유형은 위 <표 4>와 같다.

유아기와 초등기, 중고등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평

면은 2bay-A유형으로 전면에 거실과 침실1이 배치되고,

후면에 부엌을 사이에 두고 침실2와 침실3이 배치되는

타입이다. 영아기에서는 전면에 거실과 침실1이 배치되

고, 후면에서 침실2와 침실3이 인접해 있고 부엌이 한쪽

에 배치된 2bay-B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4.2. 자녀용 생활재 보유 현황

주거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녀용 생활재의 종류와

보유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연령별로 2가구씩 총 8가구

에 대해 상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세조사에서는 각 실

에서 공간 및 가구에 수납되어있는 모든 생활재를 기록

하고 사진으로 촬영하며,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량을 체

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자녀용 생

활재를 직접 측정해 본 결과, 각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자녀용 생활재의 보유량은 각 가정의 생활 습관 및 구매

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지만, 그 중 연령에 따라 뚜

렷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들도 존재하여 이를 주요 생활

재로 명시하고 다음 <표 5>에서 살펴보았다.

자녀용 생활재의 11가지 범주 중에서 특히 의류, 서적

류, 교구류, 장난감류, 문구류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의류는 가구마다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항목으로 연령

별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가방과 같은 품목에서는

초등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육용 가방으로 인하여

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적류에서는 학습 서적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

량이 많이 늘어났다. 영아기에 한글쓰기, 유아기에 학습

동화, 학습지가 많이 나타났으며, 초등기에 학교 교과서,

문제집, 학습지 등이 추가되고 중고등기에 이르러서는

교과서나 문제집 이외에도 사전이나 외국어 학습을 위한

서적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화책이나

전집류 등을 포함하는 일반서적도 연령과 상관없이 보유

량이 매우 높아 자녀용품에서 서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구류는 유아기와 초등기

에서 높게 나타났다.

장난감류에서는 영, 유아기에서 높은 보유율을 보이다

가 초등으로 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장난감의 종류 및 크기 등에서 연령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영아기와 유아기의 장난감은 블록 장

난감이나 낱말 맞추기와 같은 놀이형 장난감이 많았고,

초등기로 갈수록 악세서리 인형, 모형 자동차 등 자녀의

취향을 반영하는 장난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영아기에는 대형 장난감류가 많아 좁은 주거공

간에서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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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주 중범주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중고등기

A-1 A-2 B-1 B-2 C-1 C-2 D-1 D-2

의류 ·

기타

의류

외투 5 17 9 0 8 15 0 21

상의 44 99 38 32 28 25 83 30

하의 36 70 26 10 15 9 29 14

속옷 13 52 46 27 13 32 30 22

양말 14 41 15 23 29 38 18 29

기타의류 8 5 13 8 35 4 20 6

가방 0 2 3 1 4 1 5 1

서적류

학습서적 0 68 126 67 189 70 391 37

일반서적 19 570 347 281 547 289 240 113

기타서적 0 0 0 0 0 0 32 2

교구류

미술교구 0 35 81 46 77 7 9 1

음악교구 0 0 1 2 2 10 4 4

교육교구 0 17 19 7 4 123 4 1

장난감

류

장난감 17 160 39 223 93 31 15 16

대형놀이용 1 5 0 0 0 0 0 0

문구류

사무문구류 0 0 2 0 18 3 39 5

학습문구류 0 0 22 12 90 44 104 16

기타문구류 0 0 4 0 5 0 0 3

<표 5> 주요 자녀용 생활재 보유 수량 단위 :개

대범주　
방1 방2 방3 거실

N (%) 강도 N (%) 강도 N (%) 강도 N (%) 강도

기기류 1 (3.3) ○ 15 (50.0) ◎ 1 (3.3) ○ 4 (13.3) ○

의류·기타의류 11 (36.7) ◎ 25 (83.3) ● 15 (50.0) ◎ ９ (30.0) ◎

도구류 0 (0.0) ○ 4 (13.3) ○ 1 (3.3) ○ 2 (6.6) ○

이불류 16 (53.3) ◉ 19 (63.3) ◉ 2 (6.7) ○ 1 (3.3) ○

서적류 4 (13.3) ○ 22 (73.3) ◉ 10 (33.3)　 ◎ 19 (63.3) ◉

교구류 5 (16.7) ○ 20 (66.7) ◉ 10 (33.3) ◎ 18 (60.0) ◉

장난감류 11 (36.7) ◎ 26 (86.7) ● 11 (36.7) ◎ 22 (73.3) ◉

문구류 0 (0.0) ○ 17 (56.7) ◉ 4 (13.3) ○ 14 (46.7) ◎

육아용품 5 (16.7) ○ 10 (33.3) ◎ 7 (23.3) ○ 11 (36.7) ◎

생활품류 2 (6.6) ○ 22 (73.3) ◉ 6 (20.0) ○ 16 (53.3) ◉

용품류 1 (3.3) ○ 14 (46.7) ◉ 7 (23.3) ○ 7 (23.3) ○

<표 6> 자녀의 생활재 수납위치

의류 서적류 교구류

장난감류(대형) 장난감류 문구류

<그림 3> 자녀용 생활재의 종류

4.3. 자녀용 생활재의 수납 위치

자녀용 생활재가 어느 장소에 수납되어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전체 30가구의 생활재 위치를 파악해 보았다.

이는 각 실에서 자녀용 생활재의 유무를 체크한 것으로

수납되고 있는 생활재의 양과는 무관하게 분석되었다.

각 방의 용도로는 방1이 주로 부부침실로 사용되고 있었

고, 방2가 자녀방으로 사용되었으며, 방3은 서재나 드레

스룸과 같은 복합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를 방별로 살펴보면, 부부침실로 사용되는 방1에서

는 자녀용 이불류가 53.3%가 수납되고 있었고, 자녀의

의류나 장난감류도 많이 나타났다. 방2는 주로 자녀방으

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자녀용품이 가장 많이 수납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실에서 많이 수납되는 자녀

용품은 서적류나 교구류, 장난감류, 생활품류로 50% 이

상의 가정에서 거실에 자녀용품을 다량으로 수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0~25%), ◎(26~50%) , ◉(51~75%) , ●(76~100%)

이를 통해 볼 때 거실이나 방1, 방3에서 자녀의 주생활

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생활재들은 매우 부적

절한 방식으로 기존 가구에 수용되거나 자리를 잡지 못

하고 분산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자녀의 생활이

전 주거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실에서

의 자녀의 생활을 지원하고 생활용품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수납 체계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4.4. 연령별 자녀용 생활재의 수납 현황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생활재가 어느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중고

등기로 나누어 방1, 방2, 방3, 거실에서 발견되는 주요

자녀용 생활재의 유무와 수납 현황을 조사하였다.

(1) 영아기

부부침실인 방1에서는 자녀용 이불(85.7%)이 가장 많

이 수납되었고, 의류와 장난감류, 육아용품(42.9%)이 그

다음으로 많이 수납되고 있었다. 이는 자녀가 아직 어리

고 밤중 수유도 하는 시기이므로 자녀와 함께 취침하고

이와 관련된 육아용품도 함께 수납하기 때문이다. 방2에

서는 의류나 장난감류, 육아용품(71.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적류(57.1%)가 많이 나타났다. 방3에서도

자녀용품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장난감류(71.4%)가 가장

많았고 의류나 교구류, 육아용품류가 57.1%의 가구에서

나타났다. 이는 자녀방이 아닌 방3 역시 자녀의 물품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생활재는 육아용품과 장난감류

(71.4%)였고, 의류, 교구류가 57.1%의 가구에서 나타났

다. 이는 어린 자녀를 돌보고 아이가 놀이 활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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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재
보유율

사진
% 강도

방1 이불류 85.7 ●

방2

의류·기타의류 71.4 ◉

서적류 57.1 ◉

장난감류 71.4 ◉

육아용품 71.4 ◉

방3

의류·기타의류 57.1 ◉

교구류 57.1 ◉

장난감류 71.4 ◉

육아용품 57.1 ◉

거실

의류·기타의류 57.1 ◉

교구류 57.1 ◉

장난감류 71.4 ◉

육아용품 71.4 ◉

<표 7> 영아기 실별 주요 생활재 수납 현황

실 생활재
보유율

사진
% 강도

<표 8> 유아기 실별 주요 생활재 수납 현황

방1

의류·기타의류 71.4 ◉

이불류 100 ●

장난감류 57.1 ◉

방2

의류·기타의류 57.1 ◉

서적류 57.1 ◉

교구류 57.1 ◉

장난감류 71.4 ◉

육아용품 57.1 ◉

생활품류 57.1 ◉

방3 의류·기타의류 57.1 ◉

거실

서적류 85.7 ●

교구류 100 ●

장난감류 100 ●

문구류 71.4 ◉

육아용품 57.1 ◉

실 생활재
보유율

사진
% 강도

방2

기기류 66.7 ◉

의류·기타의류 100 ●

이불류 77.8 ●

서적류 77.8 ●

교구류 77.8 ●

장난감류 100 ●

문구류 77.8 ●

생활품류 100 ●

용품류 66.7 ◉

방3

의류·기타의류 66.7 ◉

서적류 55.6 ◉

생활품류 55.6 ◉

거실

서적류 77.8 ●

교구류 55.6 ◉

장난감류 77.8 ●

문구류 66.7 ◉

생활품류 66.7 ◉

<표 9> 초등기 실별 주요 생활재 수납 현황

주요 공간이 거실이므로 사용되는 생활재를 모두 수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아기

영아기 가구의 방1에서는 모든 가구에서 자녀용 이불

류(100%)가 수납되고 있었고, 의류가 71.4%, 장난감류가

57.1%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아기보다도 더 높

은 비율로 자녀가 취침과 일상생활을 부모와 함께 방1에

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인터뷰한 결과 맞벌

이 가족의 자녀가 유아기인 경우, 부모는 낮동안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한 부분을 저녁동안 보상해주려는 마음이

있고, 아이도 부모에게 더욱 애착이 강해져 방1에서 많

은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하였다. 방2에서는 이 시기가 물

품이 많이 증가해가는 시기이므로 장난감류(71.4%)가 가

장 많이 나타났고, 의류나 육아용품, 생활용품(57.1%)이

많이 수납되고 있었다. 유아기에서 가장 많은 생활재 수

납량을 보이는 곳은 바로 거실이었다. 교구류나 장난감류

(100%)는 모든 가정에서 나타났고, 서적류(85.7%)가 매우

높은 보유율을 보였으며, 문구류(71.4%), 육아용품(57.1%)

역시 많이 나타났다. 오히려 자녀방인 방2보다도 더 많은

자녀용 생활재가 거실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녀의 주

요 생활이 거실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자녀의 활동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납도 거실에서 이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영아기에 비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서

적류나 문구류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이 시기부터 책읽는

습관을 키워주고, 학습을 부모가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이

러한 생활재를 거실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3) 초등기

부모와 자녀의 취침이 분리되는 시기인 초등기에는 방

1에서 자녀의 이불류가 33.3%로 낮게 나타났다. 방2는

자녀용 생활재의 수납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의류, 장난

감류, 생활용품류가 100%로 나타났고, 이불류, 서적류,

교구류, 문구류가 77.8%로 많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각종 생활재가 너무 양이 많아 방안의 가구나 수납용품

으로 수납이 어렵고, 바닥이나 벽, 가구의 상판 위로 물

건이 나와있는 경우가 많았다. 거실의 경우, 서적과 장난

감류가 77.8%의 가구에서 보였고, 문구류나 생활용품류

도 66.7%의 가구에서 나타나 초등기 역시 독서나 놀이,

학습활동을 거실에서 많이 하고 있음으로 보인다.

(4) 중고등기

중고등기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자녀와 부모의 생활이 점차 분리되는 양상을

생활재의 분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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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재
보유율

사진
% 강도

방2

기기류 100 ●

의류·기타의류 100 ●

이불류 100 ●

서적류 100 ●

교구류 100 ●

장난감류 100 ●

문구류 100 ●

생활품류 100 ●

용품류 85.7 ●

거실

서적류 57.1 ◉

교구류 57.1 ◉

장난감류 71.4 ◉

문구류 71.4 ◉

생활품류 57.1 ◉

<표 10> 중고등기 실별 주요 생활재 수납 현황

녀용 생활재가 방2에 집중되어 있고, 거실에 생활용품류

가 57.1% 정도 나와 있으며 서적류나, 장난감류, 문구류

등(42.9%)이 일부 나와 있었다. 하지만 거실에 나와있는

생활재들도 평소에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초등기 시기에

있던 생활재들이 그대로 보관되고 있는 수준이었다.

4.5. 실별 자녀용 생활재의 수납 변화 및 제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용 생활재의 종류와 수납되는

장소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실에서 영

아기, 유아기, 초등기, 중고등기로 나누어 수납물의 차이

를 살펴보고, 시기별 수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방1

부부의 침실인 방1에서는 영아기와 유아기에 자녀의

이불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실명 자녀용 생활재 보유율

방1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중고등기

<표 11> 방1의 연령별 생활재의 변화

작은원 (26-50%) 중간원(51-75%) 짙은원(76-100%)

취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불류는 바닥에

펼쳐져 있거나 부부침대 위에 함께 놓여있어 수납 방법

이 적절치 못해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녀와의 동

반 취침을 위한 침대와 수납가구의 적합한 제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아기에는 이불류 이외에도 장난

감류와 의류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 이 시

기에는 취침 뿐 아니라 놀이나 일상생활을 부모와 같이

하고자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방1에서 자녀의 머무르

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기에 일시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난감 및 의류 수납장 계획이 필

요하다고 보인다.

(2) 방2

주로 자녀방으로 사용되는 방2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용 생활재의 보유율이 높아지고, 물품의

종류에 있어서도 자녀의 생활과 취향을 알 수 있는 생활

재들이 많이 나타났다.

실명 자녀용 생활재 보유율

방2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중고등기

<표 12> 방2의 연령별 생활재의 변화

작은원 (26-50%) 중간원(51-75%) 짙은원(76-100%)

영아기에는 의류나 장난감류, 육아용품이 많이 나타나

고 있으며 자녀의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생활재를 보관

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유아기에도 장난감

류 수납이 가장 많고 교구류가 새롭게 등장하며 영아기

보다 더욱 다양하고 많은 수납량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

서 영아기와 유아기의 자녀용 생활재에 맞는 적절한 보

관형 수납 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초등

기에는 취침, 학습, 놀이를 위한 생활재들로 방2의 수납

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이불

류, 문구류, 교구류, 장난감류, 서적류, 생활용품류가 모

두 75% 이상 나타나며 혼란한 수납 상태를 이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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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자녀용 생활재 보유율

거실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중고등기

<표 13> 거실의 연령별 생활재의 변화

다. 이러한 자녀 초등기 시기의 다양한 생활재와 생활

패턴을 수용할 수 있는 정리형 수납 체계가 매우 필요해

보인다. 또한 초등기의 자녀방은 생활재의 수납 뿐 아니

라 자녀의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충분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함께 수납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중고등기는 초등기와 비슷한 물품

들로 채워지나 특이한 사항은 도구류나 용품류가 더 많

이 나타나는데, 이는 미용도구나 헤어도구와 같은 여학

생용 미용도구나 운동기구와 같은 남학생용 용품류가 증

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용품을 위한 체계적인 수납도 필

요해 보인다.

(3) 거실

거실은 가족의 단란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동시에 자녀

의 놀이, 학습, 일상생활이 주로 이뤄지는 장소임이 생활

재의 분포를 통해 나타났다. 영아기는 장난감류와 육아

용품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아직 자녀가 어리므로 부

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생활용품들을 거실에 배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적절한 수납 시스

템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생활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기

인 유아기에서는 교구류나 장난감류, 서적류가 매우 많

았고 이는 거실의 다른 가구와 함께 배치되기가 어려워

보였다. 특히 대형 장난감류는 거실 규모에 비해 크기가

매우 커서 자녀가 활동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

다. 따라서 공간에 비해 지나치게 부피가 크고 양이 많

은 이 시기의 생활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해법과

수납적 체계가 매우 필요해 보인다.

작은원 (26-50%) 중간원(51-75%) 짙은원(76-100%)

초등기 역시 거실에서의 자녀의 활동이 매우 많은 시

기로 보인다. 장난감류나 서적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문구류나 생활용품류(66.7%)도 많이 나타나 자

녀의 놀이 뿐 아니라 학습이 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놀이 및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및 수납체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가구가 거실의 일반 가

구들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되어야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보편적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

는 맞벌이 한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용 생활재의 보

유 현황과 연령별 수납 장소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자

녀용 생활재는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른 종류들을 보유하

고 있었고, 주거내에서 수납하고 있는 장소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의 생활재

가 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별로 어떤 생활재가

분포되어 있고 연령별로 생활재의 수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조사된 연구 결과 및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주거공간에서 수납되고 있는 자녀용 생활재의 품

목은 총 142개의 품목으로 매우 많은 생활재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세조사를 실시한 8가구를 통해 세부 품목의 수

량을 파악해본 결과, 의류, 서적류, 교구류, 장난감류, 문

구류에서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수량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의류와 서적류로 서적은 자

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용 생활재가 수납되어 있는 장소를 살펴보

면, 자녀방으로 사용되는 방2 이외에도 거실 및 방1, 방3

에서 자녀용 생활재가 다량 발견되었다. 이는 자녀의 생

활재가 주거 전반에 걸쳐 수납되고 있으며, 각 실에서

자녀용 생활재를 수용할 수 있는 수납체계가 매우 필요

함을 보여주었다. 부부침실인 방1에서는 주로 이불류와

의류, 장난감류가 많이 나타났고, 방3에서는 의류, 서적

류, 교구류, 장난감류가 많이 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녀용 물품의 가장 높은 보유율을 보이는 거실은

서적류, 교구류, 장난감류, 생활품류 등이 높게 나타나

거실에서 자녀의 생활이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셋째, 연령별로 자녀용 생활재의 수납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매우 다른 생활재를 사용하

고, 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재를 수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아기는 취침을 부모와 함께 하므로 방1

에서 이불류가 같이 수납되었고,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거실에서 장난감류나 육아용품이 주로 수납되고 있었다.

유아기는 부모와의 밀착된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로 방1에서 이불류나 의류가 높게 나타나 취침과 일

상 생활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거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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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류, 교구류, 장난감류와 같은 학습과 놀이용품이 매

우 높게 나타났다. 초등기에는 자녀방인 방2에서 의류나

이불류, 서적류, 교구류, 장난감류 등이 높게 나타나 독

립적인 생활이 자녀방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초등기에도 거실에서 서적류나 장난감류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고등기의 경우는 완

벽한 생활의 독립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로서, 자녀의 모

든 물품이 방2에 집중되어 있고, 간혹 거실에서 생활용

품류 정도가 발견되었다.

넷째, 실별로 자녀용 생활재의 수납 변화를 살펴본 결

과, 자녀의 시기별로 각 방의 쓰임새와 수납물이 달라지

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별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

다. 부부침실인 방1은 영아기와 유아기에 자녀와의 동반

취침을 고려하여 자녀의 잠자리나 취침도구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방인 방2

는 영아기나 유아기에는 생활공간이기 보다는 자녀용 생

활재의 수납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활발하므로 다양한 생

활재의 종류와 크기, 양에 따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보관형 수납체계가 매우 시급해 보인다. 초등기나 중고

등기에서는 자녀의 모든 물품이 방2에서 수납되므로 공

간이 비좁고, 수납이 더 무질서한 경향을 보인다. 이 시

기부터는 자녀 스스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체계적 수

납시스템이 필요하고, 적정한 양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거실은 자녀가 어릴수록 생활과 놀이

의 자녀 공간이 되고 있으므로 거실의 일반 가구와 아동

생활재를 수납할 수 있는 가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

록 계획되어야 한다. 맞벌이 가족은 특히 부모가 자녀의

놀이와 학습을 거실에서 함께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므

로 거실에서의 자녀용 생활재 수납에 대한 대안이 마련

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 내에서 자녀의 생활재가 연령별

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많은 생활재가 어느 실

에 어떤 형태로 수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자녀의 생활재

는 매우 다양하고, 이 생활재들이 자녀방 뿐만 아니라

각 실에 매우 넓게 분포되어 다소 무질서하게 수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간 사용적 측면에서 볼 때

한자녀 맞벌이 가정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모든 실을 자

녀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각 실에서는

원래 정해진 기능 이외에 자녀와 관련된 활동이 지속적

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래의 주거공간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점차 가정의 중

심이 되어가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 행태와 생활재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맞벌이 가정의 공간사용 니즈 및 현황

을 반영한 체계적인 수납 대안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이와 함께 각 공간이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으나

자녀를 중심으로 공동의 생활을 일상화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생활 행태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간에 비해 양도 많고 무질서

한 생활재와 수납에 대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

한 생활재 양의 문제와 생활 태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비중있는 가족 형태라

여겨지는 맞벌이 한자녀 가정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

나 이를 확대하여 비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과 함

께 비교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급변

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주거공간과 생활, 그리고 생활재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 맺음 되어있는 현대의 주거공간

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지고, 바람직한 공간사용 방법을

제시하며 생활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수납

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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