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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and low birth rate 
and aging.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vide an appropriate space for the parenting community, prior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policies 
at home and abroad. However, as policy-oriented alternatives are being prepared, there are significantly few studies on living spac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esign guidelines so that childcare-related plans and programs can be applied when 
small-scale housing maintenance projects are carried out in elementary school commuting areas in urban rehabilitation areas. To this end,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 the recognition system for childcare apartments was analyzed and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lan and program of childcare apartments centering on Seoul, Japan and Korea. Second, the analysis results were applied to 
Doksan 2-dong, an urban rehabilitation area. Finally, through the study, a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plan that can be applied 
to low-rise old residential areas was proposed, centering on Doksan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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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1인 세대가 증가하고 다양한 사회의 원인들로 인

해 우리나라의 출산율1)은‘21년 3분기 기준 0.82명으로 

2012년 1.3명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 인구구조의 문제를 초래하기에 국

내에서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

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저출산 문제를 심

하게 겪고있는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육아

와 관련하여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유

이 논문은 2022년도 대한건축학회 제18회 우수졸업논문전에 수

상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이 연구는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NRF-2020R1A2C1006354

1) 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

도하는 제도가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도 2016

년 국내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이, 공간(마을)에 대한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기존의 육아 정책에서 공간에 대한 연구가 더

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 환

경 정비 및 평면 측면에 초점을 맞춰 서울시의 육아안심 

공동주택 제도와 일본 지자체별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요코하마시의 육아응원 공동주택 인증제도에 대해 분석한

다. 이에 대한 사례로, 서울시의 이음채, 요코하마시는 

Brote Okurayama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기준

은 「도시ž군계획시설의 결정ž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 제8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인 

1.5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각 

사례를 통해 평면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어떤 점이 고려되

었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도출한 결과를 독산2동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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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Author
(year) Tittle Contents

Child 
care 
Supp
ort 

Apar
tment

Choi, 
H., W.
(201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Architectural 
Planning Elements 

of Child Care 
Support Apartment 

in Japan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lanning 
Factors by Housing 
Evaluation Item in 
Yokohama City's Child Care 
Assistance Multi-Family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Table 1. Previous research

Lee, 
Y., S., 

Jun, 
E., J., 
An, S., 

M.
(2016)

Content Analysis 
of A Childcare 

Support Apartment 
Guidelines in 

Japanese Public 
and Private Sector

-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Supporting Multi-Family 
Housing for Parenting in Korea

- An Analysis of the Guidelines 
for Multi-Family Housing in 
Japan to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Moon, 
S., Y., 
Choi., 
J., M.
(2016)

A Study on 
Japanese 

Child-Rearing-Frien
dly Housing 
Certification 
Systems and 

Introduction in 
Korea

-  A Study on the Outline, 
Characteristics, and 
Certification Items of Parenting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operated by som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in Japan

-  A survey of 170 women 
living in apartments in 
Songpa-gu with the largest 
number of births was 
conducted on childcare housing

Low
-rise 
Resi
dent
ail

Kim, 
J., E.
(2021)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A Study on the Role of 
Housing Policy in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  Policy Innovation for the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 in Seoul

Maeng, 
D., M., 
Baik, 
C., N. 
(201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Implemented of 
Urban Planning 

Projects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reas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Seoul

-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each type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regeneration

Shin, 
M., C., 
Lee, J., 

S.
(2018)

Investigating the 
Pattern of 
Small-scale 

Develop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 

Low-rise 
Residential Area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Related System Changes in 
Urban Residential Areas and 
Types of Land Use in Urban 
Residential Areas

- Analysis of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sidential 
Environment Effects of Low-rise 
Residential Development and 
Suggestion of Institutional 
Implications and Management 
Plan of Street Area

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통학 구역 

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이뤄질 때, 육아 관련 평면 및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자료 분석 및 사례 평면 분석을 

통한 디자인 제안으로 이뤄지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소규모주택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초등학교 통학 구역 

내 저층주거지로 한정한다. 이때, 육아공동체가 쉽게 생

성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평면을 

계획할 수 있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저층주거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육아 공동주택 인증제도와 관

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둘째, 일본과 국내(서울)의 

육아 공동주택 인증제도 기준 중 평면 및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서울 및 일본의 육아 공동주택 

사례를 통해 평면 및 프로그램 측면을 분석하고 마지막

으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저출산은 인구,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요

인의 복합적 작용에 기안된다. 인구학적 요인과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경제적 요인, 복지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 

등과 같은 원인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저출

산의 여러 요인 중 주거 문제는 저출산 유발의 주된 요

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 빈곤과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마련의 어려움은 결혼 및 출

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을 대비한 주택공급 정

책이 다방면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육아 세대의 주거 수

요와 주거 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와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국내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만 제시될 뿐 평면의 

가이드라인은 그다지 많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와 일본의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에

서 평면과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을 통해 초등

학교 통학구역 내 소규모주택정비 시행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육아 관련 평면 및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 Jeong, Choi & Park (2018), pp.19-12

3. 육아 공동주택 인증제도

육아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서울)와 

일본 요코하마시로 한정하였으며, 여기서 육아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받기 위해 서울시의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

상이여야 하며, 일본 요코하마시에서는 주 호수가 1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이여야 한다.

3.1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도

국토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어린이 놀이

터와 관련된 기준은 제정되어있지만 단지 내와 실내에서

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주택기준의 부재로 

주택 단지나 가정 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한 주택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는 2016년에 국내 전국 

최초로 육아 관련 주택제도인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제’를 도입하였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의 안과 밖에 대한 위험요소와 보육친화적인 환경등 37

개 세부항목(정량평가 31개, 정성평가 6개)으로 종합 평가

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공동주택을 인증하는 

제도이다(Seoul Housing and Building Administra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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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ategory Evaluation items

inte
rior 
of a 
buil
ding

Reside
ntial 
unit 
only 
part

Interior 
structure

A Design Considering the Life 
Style of the Child Care Generation

finishing 
materials

Ensuring Health, Noise Prevention 
and Safety

an accident 
prevention 

device
Installation of various safety 
device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Pubilc 
Space

Stairs and 
handrails

Application of safe installation 
standards for stairs and handrails

a public 
entrance Securing the safety of the door

Piloti Crime Prevention and Use as a 
Children's Space

underground 
parking lot

Ensuring safety, such as doors, 
floors, and pedestrian safety 
passages

exte
rior 
of a 
buil
ding

Pubilc 
Space

a walking 
path

Installation of traffic and 
pedestrian safety devices on the 
road in the complex

an entrance 
to a complex

Creating a convenient environment 
around the entrance

crime 
prevention

Establishment of Crime Prevention 
System and Space Creation for 
Crime Prevention

Children's 
facilities

playground Creating a safe play area for children

Indoor 
Children's 
Facilities

Installation and safety of indoor 
children-related facilities

Daycare 
center, 

kindergarten
Create appropriate installation size, 
location, and safe surroundings

Software 
Elements

Child care 
support 
servic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rograms that support childcare in 
various ways

Operation 
management

Maintenance of facilities, holding 
events related to children and 
childcare generations, etc

online and 
offline 

communities

Support for online and offline 
meetings and community 
organization and activities related 
to childcare and children

(Source: Seoul Housing and Building Administration(2016), A 

Pilot Project for Safe Housing Certification for Parenting, p.5)

Table 2. Evaluation items and key evaluation items

Division Contents

Req
uired 
Arti
cle

the area 
of a 

house

- More than three-quarters of the total number 
of residential buildings of 55 square meters 
or more

barrier-fr
ee

- Installation of elevators without steps in each 
building of land, public corridors, and houses

Soundpr
oofing - Floor slab thickness greater than 200 mm

Rec
om
men
ded 
Arti
cle

Building 
structure, 

etc

- The upper and lower floors must be 
soundproofed

- Having public facilities such as auditoriums, 
children's rooms, etc

Building 
layout 

plan, etc

- Having a playground for children on the site
- Greening around buildings
- Safe for walking on surrounding sidewalks

Table 3. Certification Article and Details

인증평가는 정량평가 70%와 정성평가 30%의 비율로 

평가되며 신축 혹은 기존 건축물, 인증 종류에 따라 평가

항목을 다르게 적용된다. 정량평가는 안전이나 환경조성

과 같은 물리적 요소를 평가하며, 정성평가에는 단지 입

지나 육아지원서비스, 공동주택커뮤니티 등의 소프트웨어

적 측면에서 평가된다. 

평가항목은 크게 ‘건축물 내부, 외부, 어린이시설, 소

프트웨어 요소’ 4가지로 구분되며, 평가 항목 및 주요 

평가사항은 Table 2와 같다. 이 중 평면 및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평면과 관련하여 주호 전용부분에서 실내 구조는 

주방에서 어린이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실은 주

방과 대면형, 오픈형으로 계획하며, 유모차 및 자전거 등

의 수납을 위한 별도의 창고 공간을 제공하거나 현관 주

위에 충분한 수납공간을 계획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또

한, 필로티는 우천시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 및 어린이 실

내 공간 등으로 계획하였는지 확인한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

주택 내에 육아 커뮤니티를 만들어 플리마켓, 교육 등을 

진행한다.

2016년 인증제 도입 이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

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지만 활발히 인증제도가 활

용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인증제도의 효용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3)하였으며 민간 혹은 공공이 육아친화형 공동주택 

및 육아협동조합4)을 조성하고 있었다. 

3.2 일본 요코하마시 육아응원 공동주택 인증제도

일본의 육아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도쿄 스미다구를 시

작으로 오사카시의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도, 요코하마

시 육아응원 공동주택 인증제도 등 다수의 지자체가 인증

제도를 수립 및 시행 중에 있다. 그 중 요코하마시에서 시

행중인 육아응원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타 도시에 비해 육

아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대기 아동의 수가 많아, 육아 기

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도입

되었다.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 및 육아지원

시설 인증 공동주택5)’과 ‘육아지원시설 인증 공동주

택6)’ 두 종류의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호수가 10호 이상인 공동주택이며 면적이 

55m2 이상인 주호가 전체의 4분의 3이상 등 이외에의 인

증항목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Table 3와 같다. 이 중 평면 

및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2020.10.20.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제1항

4) 육아협동조합이란 공동육아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협동조

합의 원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비영리와 공익적 기능

을 특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 기업 형태

로 운영된다(Oh & Bae(2013), pp.196-197)

5) 육아에 좋은 거주지로서 주택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탁아

소 등의 지역용 육아 지원 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신축 주택이 

대상이다(Yokohama(n.d.)).

6) 탁아소 등의 지역용 육아 지원 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기존 

주택이 대상이다(Yokoha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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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
ion in 

planning 
or 

facilities

- The condition of a window being hard to 
get one's fingers in

- Sink installed on balcony
- The porch floor is wide, so there is room 

for benches or stroller
- A space plan is in place to install indoor 

partitions according to the child's growth
- Other storage spaces such as closets and 

warehouses must be secured
considerat

ion for 
crime 

prevention

- There must be security measures on the windows
- No one should be able to enter the public space
- Number of guardians such as security guards 

must be secured
(Source: Yokohama(n.d.))

요코하마시는 육아에 필요한 일정 거주 면적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또한 부지, 주택 내 문턱을 없애 유모차 등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며 층간소음에 유의하도

록 하였다7).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커뮤니티시설과 관련

하여 집회소, 키즈룸, 어린이집 등의 공용시설을 설치하

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부지 내에 어린이 놀이 광장, 녹화 

공원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평면과 관련하여 유모차, 

기타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어린이의 

성장에 맞춰 공간 변경이 쉽도록 하는 등의 평면상의 고

려 등을 들 수 있다.

3.3 소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국

내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총 37개의 세부평가 항목에 따라 합산 환산점수가 80점

이상힌 공동주택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평가항목은 건축

물의 내ž외부, 어린이시설, 소프트웨어 요소로 구분되며 

각각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않았으나, 공동 육아와 관련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공공이나 민간이 육아협동조합을 운영

하거나 육아친화형 공동주택을 조성하고 있었다.

일본의 육아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도쿄 스미다구를 시

작으로 오사카시, 요코하마시 등 다수의 지자체가 인증

제도를 수립 및 시행 중에 있다. 그 중 요코하마시에서 

시행중인 육아응원 공동주택 인증제도에 대해 분석하였

다. 육아응원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필수항목과 권장항목

으로 나뉘며, 필수항목에는 주택면적, 배리어프리, 방음

성이 있다. 

두 제도의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평면과 관련하여 단

순히 주방과 거실의 형태를 대면형 혹은 오픈형으로 계

획하는 등의 기초적인 평면 계획만 존재하였으며, 이 외

에는 벽의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하거나, 계단의 단을 낮

게 설계하는 등 디테일적 요소들 위주들로 구성되었다. 

건물 배치계획 부분에서 광장과 녹화 등의 시설을 보유

하는 여부에만 그칠 뿐, 해당 시설이 건물과 어떻게 연계

되며, 주동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평가 기준이 있지 않다

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7) “주택 및 육아지원시설 인증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4. 육아 공동주택 사례 분석

사례분석을 위해 「도시ž군계획시설의 결정ž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5km 이내 

초등학교가 위치한 육아 공동주택8)을 기준으로 사례를 선정

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육아협동조합이 운영중인 공동주택, 

일본의 요코하마는 ‘주택 및 육아지원시설 인증 공동주

택’ 혹은 ‘육아지원시설 인증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받

은 공동주택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사례들은 커뮤니티

시설 및 육아시설과 주거시설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4.1 가양동 육아협동조합 이음채

가양동 육아협동조합 이음채는 우리나라 첫 번째 협동

조합형이자 육아형 공동주택이다. 가양동 육아협동조합 이

음채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1길 50에 위치해 있으

며, 서울시가 공급한 첫 협동조합형 주택으로 자율형 협동

조합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띄고 있다. 규모는 지

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구성된 복도형 도시형생활주택으

로 총 2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연면적은 2,588m2이며 세대

면적은 전용면적 48m2, 보육시설 연면적은 207m2이다.

Figure 1. View of ’Ieumchae’

(Source: Korea Housing Builders Association(n.d.))

이음채에서 약 300m 반경 안으로 서울 염강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2020년 폐교한 상태이다. 

750m 반경안으로 서울 가양초, 서울 백석초, 서울 염창

초, 서울 염경초가 있으나, 서울 염경초 통학구역으로 배

정되어 있다.

Figure 2. Ieumchae 750m radius / Yeomgyeong Elementary 

School District (Source: kakaomap, Schoolzone Website)

이음채는 1층 전체를 ‘이음채움’이라는 공간으로 활

용하였으며, 이음채움은 아이들을 위한 공동놀이공간으로 

장난감을 공유하여 놀거나,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

다. 또한, 공유주방이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들과 다같이 

아이들의 간식을 만들어 먹는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

용되고 있다. 1층의 외부공간은 주차공간 겸 아이들의 운

동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6층에는 휴게공간이 있어, 텃밭 

기르기 교육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8)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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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채는 복도형 공동주택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주거

유닛 평면은 육아 관련 특화평면 없이 보편적인 공동주

택의 평면과 다른점을 찾을 수 없었다.

Figure 3. 1F plan (Source: 1. Author adaptated by reference 

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d.))

Figure 4. 1F Exterior Space / 1F Exterior Space

(Source: EMA(2011), Korea Housing Builders Association(n.d.))
 

Figure 5. 3F-5F plan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d.))

4.2 신내동 육아협동조합 너나들이

신내동에 위치한 신내 소행주 너나들이는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9)으로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이다. 소행주 너

나들이는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1길 145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와 민관이 협력하

여 추진된 ‘너나들이’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로 구성된 

육아공동체가 자주적으로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입주자

가 직접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운영해 안심보육이 가능한 

새로운 모델주거이다. 규모는 지상 1층에서 5층으로 다세

대주택으로 4가지 타입의 2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

면적은 1184.16m²이며 공용면적은 626.05m²이다. 

9) 공동체주택이란 입주자들이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의미한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d.)).

Figure 6. Sohengju Nunnadeu

(Source: Seoul Community housing facebook(n.d.))
 

소행주 너나들이에서 약 200m 반경 안으로 서울새솔초

등학교가 있어 새솔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배정되어 있

다. 서울새솔초등학교 외에 초등학교는 1km 반경 밖으로 

가야 존재했다. 

Figure 7. Sohengju Neonnadeul 200m radius / Seoul Saesol 

Elementary School District (Source: kakaomap, Schoolzone Website)
 

너나들이 1층에는 커뮤니티실, 공용창고, 어린이집 등

의 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공동육아와 방과 후 학교 등 

거주와 보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너나들이는 코어형 공동주택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주

거 유닛 평면의 경우 이음채와 동일하게 주거에서 육아

와 관련한 특화평면 계획이 설계되어 있지 않다.

Figure 8. Sohengju Neonnadeul 1F Plan (Source: Author 

adaptated by reference 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d.))

Figure 9. Neonnadeul Day care Center

(Source: Neonnadeul Day care Center Naver Cafe(2018))
 

Figure 10. A, D Type Plan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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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Brote Okurayama

(Source: Tokyu Housing Lease Co., Ltd(n.d.)

Figure 14. Kids room / Lounge

(Source: Tokyu Housing Lease Co., Ltd(n.d.)

4.3 일본 요코하마 Brote Okurayama

Brote Okurayama는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오쿠라야마

에 위치해있으며, 바로 옆으로 Otsuna 초등학교가 있다. 

Brote는 2010년에 건축되었고 규모는 지상 5층이며 복도

형 아파트이다. 2011년에 제1호 ‘주택 및 육아지원시설 

인증 공동주택’을 인증받았다. 

Figure 11. Brote Okurayama Site Plan

(Source: Author adaptated by reference to Google map)

건물의 배치는 ‘ㄷ’자 배치를 통해 단지 내부에 있는 

광장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방향으로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장은 부지면적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호수는 97실이며, 육아지원 시설을 보유

하고 있다. 또한 공용시설로 키즈룸과 파티룸이 있으며 

육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라운지를 마련하였다.

Figure 13. 1F Plan (Source: Author adaptated by reference to 

Panasonic Electric(2011))

각 현관을 set-back시킴으로써, 현관 앞의 공간을 넓게 

구획하여 유모차를 타고 내릴 공간 등을 마련하였다. 더

불어 모든 타입에는 발코니를 계획하였다. 

아이의 성장과 가족 구성의 변화에 맞추고, 아파트 내

에서의 이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Studio타입부터 4LDK

까지 23타입10)의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생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 슬래브 두께를 200mm이상 

설계하였다.

모든 평면 타입에서 주방과 거실의 관계는 주방에서 

아이들의 행동이 한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

으며, 거실과 접해있는 방의 경우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5. F Type plan and picture

(Source: Tokyu Housing Lease Co., Ltd(n.d.)

4.4 일본 요코하마시 The Parkhouse Yokohama 

ShinkoYasu Garden

The Parkhouse Yokohama ShinkoYasu Garden(이하 

ShinkoYasu Garden)는 요코하마시 신코야스 가나가와구

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Shinkoyasu Garden은 년에 건축되었고 규모는 지상 층이

며 복도형 아파트이다. 2015년에 ‘주택 및 육아지원시설 

인증 공동주택’을 인증받았다. 

Figure 16. ShinkoYasu Garden Site Plan

(Source: Author adaptated by reference to Google map) 

Figure 17. Shinkoyasu garden

(Source: The Park House Yokohama Shinkoyasu Garden(n.d.))

 

부지의 형상을 살려 남서향, 동남향으로 건물을 배치하

였고 주변 환경과 연계하거나 건물내에서 보이는 풍경을 

고려하여 크게 5가지11)의 조경 컨셉으로 계획되었고 부

10) Tokyu Housing Lease Co., Ltd. (n.d.)

11) 위치에 따른 조경의 컨셉(게이트 가든, 시즌 프롬나드, 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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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60%를 공지로 사용하였다. 산책길 및 정원을 조성

함으로써 거주성 향상하였다. 총 497가구가 거주하는 대

규모 공동주택이며 어린이집, 방과 후 교육시설, 지역 교

류 시설 등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의 시설이 설치되

어 있다.

Figure 18. 1F Plan (Source: Author adaptated by reference to 

Association of Construction Companies of Japan(2015))

Figure 19. Kids room / Lobby

(Source: The Park House Yokohama Shinkoyasu Garden(n.d.))
 

Brote Okurayama와 동일하게 현관 앞의 공간을 넓게 

계획하였으며 모든 타입에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다. 또

한, 주방에서 아이들의 행동이 한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몇몇 주거유

닛에서 거실과 접해있는 방의 문을 미닫이 문으로 하여 

확장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Figure 20. Unit Plan and Picture

(Source: Lifull(n.d.))

 

4.5 소결

육아 공동주택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1.5km이내에 초

등학교가 위치한 육아 공동주택이고 서울의 경우 육아협

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이음채와 너나들이로 선정하였

으며 일본은 육아응원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받은 Brote 

Okurayama와 The Parkhouse Yokohama ShinkoYasu 

드 엔트런스, 동아리 가든, 캐스케이드 테라스)을 설정하여고 정

원을 통해 대지 내 개방감을 높였다(Yokohama Business Office, 

(n.d.)).

Garden로 선정하였다. 

4가지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외부공간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대지에서 차지하는 녹지공간

이 많았으며 건물내에서 녹지공간이 보일 수 있도록 조

성하였다. 그에 비해 건물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경우 녹

지의 확보가 어려워 녹지공간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평면 및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4사례 모두 1층

에 메인 커뮤니티시설이 있었다. 서울의 경우 공동육아

실, 어린이집 등과 같은 커뮤니티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육

아 관련 평면이 구획되어 있었으며 주거의 경우 일반 공

동주택(아파트) 주거평면과 다른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 커뮤니티시설은 물론 주거평면에서도 고려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관에 여유공간을 계획함으

로써 유모차와 같은 것들을 두거나 아이들이 앉아서 신

발을 신을 수 있도록 구획하였다. 또한 주방과 거실을 오

픈형(대면형)으로 계획하여 아이들의 행동을 주방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장난감, 육아용품 등 수납공간에 

대한 구획이 많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공동

육아실이나 공용창고와 같이 공공의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었고 일본의 경우 주거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주거 안에 수납공간이 구획되어 있었다.

5.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한 육아 공동주택 평면 제안

5.1 대상지 선정 및 현황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육아 공동

주택 평면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도시재

생활성화지역인 동시에 초등학교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위치한 독산2동을 중심으로 평면을 제안하고자 한

다. 독산2동(독산동 1035번지 일대)은 2020년 서울형 도시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까지 5년 동안 

마중물 사업을 진행한다. 

독산동 1035번지 일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와 인구 감소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주민 커뮤니티시설 등 생

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좁은 골목길로 주차

문제와 독산초등학교를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행과 안

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Figure 21. Scope of Urban Regeneration Areas in Doksan 

2-dong / Block Classification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6) /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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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Area(m2) Zone Characteristics / Problems

A
The area of 

1035 
Doksan-dong

 5,934.1

A class 2 
general 

residential 
area

(Limited 
height 

below 7 
floors)

- Bordered by a large road
-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nd public facilities
- Up to 5 floors / Mainly 2 floors
- Completion years is generally in the '80s
- The lack of roads(walks) passing through the center of 

the block makes commuting inconvenient
- High traffic due to the large roads

B
The area of 

1036 
Doksan-dong

6,526

- Presence of two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s of '21.06)
-  Residential areas such as Single-family housing and 

multi-family houses
- Up to 5 floors / Mainly 2 floors
- Completion years is generally in the '70-'80s
- Children's commuting to school is not safe because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sidewalks and roads
- High retaining wall not linked to school
- Parking compartment on the side of the road

C
The area of 

1051 
Doksan-dong

4,507.5

- Doksan-dong Village Park is located next to it
- Single-family housing, urban living houses,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nd daycare centers
- Completion years is generally in the '70-'90s
- The lack of roads(walks) passing through the center of 

the block makes commuting inconvenient
- There is a public parking lot nearby, so there is a lot of 

traffic

D
The area of 

1033 
Doksan-dong

6,821.6

- Presence of on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s of '21.06)
- a block with a good grid system
- Single-family housing, multi-family housing, 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re located in several places
- Up to 4 floors / Mainly 2 floors
- Completion years is generally in the '80-'90s
-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sidewalk and the roadway
- The narrow alley makes it unsafe for children to 

commute school
- The concentration of old houses

Table 4. Analysis of Block Status 

Figure 22. Status of Doksan-dong

(source: Author, 2021)   

본 연구의 대상지 범위는 독산초등학교 주변 대지 일대

(1033번지 일대(D), 1035번지 일대(A), 1036번지 일대(B), 

1051번지 일대(C))로 설정하였다. 

A블록은 4블록 중 큰 도로에 접하는 유일한 블록이며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밀집해 있는 블록이다. 또한 디딤돌 

스페이스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금천구평생학습관 신축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B블록은 학

교보다 낮은 레벨에 있어 옹벽으로 인해 학교와 차단되어 

있으며, 옹벽 부분으로 주차구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C

블록은 독산초등학교 정문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어린이집 

2곳이 위치해있다. 더불어 독산동 마을공원과 접해있는 구

역이다. D블록은 격자형 체계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블록으로 주로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에 지어졌다. 주

택 사이 좁은 골목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

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각 블록별 현황 및 문제점은 Table 4와 같다. 해당 블록

들에 준공된지 몇 년 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지만, 해당 연

구에서는 블록 내 위치한 모든 건축물들이 소규모주택정비

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진행하였다.

5.2 계획 방향 제안

소규모주택정비는 블록 내에 위치한 여러 건축물들을 

철거 후 새로운 하나의 건축물로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존 해당 블록의 상황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시 기존의 블록 상황을 반영

하는 동시에 새로운 육아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계획

하여 독산2동에 위치한 각 블록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ure 27. Master plan

A블록은 큰 도로변과 접해있는 블록으로 4가지 블록 중 

가장 교통편이 좋은 블록이다. 큰 도로변에 접해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많이 할당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건물의 위층은 스마트 공유오피스를 설치함으로써 

청년의 유입을 늘리도록 하였다. 더불어, 스마트공유오피스

를 사용하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배치하

였다. 필요에 따라 2세대를 합쳐 1세대로 변경할 수 있도

록 평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둥식 구조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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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록을 통해 학교로 갈 수 없었던 블록에 학교로 

바로 통할 수 있는 보행로를 뚫음으로써 학생들의 등하

굣길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레벨차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마련하여 마을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

하였다.

Figure 28. A Block 1F Plan

Figure 29. A Block Render image

B블록은 초등학교의 운동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B

블록의 디자인 컨셉은 운동장의 연장이다. 운동장이 연장

된 듯한 느낌이 들도록 녹지 공간을 많이 계획함으로써, 

기존에 부족했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 블록의 

주거는 아파트와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층마다 주거와 

주거 사이의 공간에 층의 공용 발코니를 설치하였다

(Figure 28). 공용발코니는 외부와 내부 두가지 타입으로 

구분되며, 외부 발코니 공간을 활용하여 텃밭을 가꾸거나, 

큰 물품을 둘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며, 내부 발코니는 

강화마루로 마감을 하여 거실과 같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더불어, 오른쪽 ‘ㄷ’배치 건물의 경

우 4층 부분을 연결 함으로써 외부 옥상 커뮤니티 공간으

로 마련하였다.

Figure 30. B Block 1F Plan

Figure 31. B Block Render image
 

Figure 32. B Block module

C블록의 경우, 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존 어린이집이 2곳과 근린생활시설이 및 주택으로 구

성되어 있던 블록이었다. 또한, 대지의 왼쪽으로 독산동 

마을공원이 있는 기존의 상황을 C블록 소규모주택정비에 

적용하였다.

접근성이 좋은 1층에 어린이집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시켰으며, 상층부에는 주거시설을 배치하였다. 3가지

의 시설을 분리하기 위해 각각의 입구를 분리시키면서 

저층부에서 3가지의 메스로 나누어 계획하였다. 3개 메스

를 분리하면서 생긴 옥상은 녹화작업을 통해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블록 중심

에 정원을 배치하고 정원을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하여 

건물 어디에서나 잘 보이도록 계획하였다. 

Figure 33. C Block 1F Plan

Figure 34. C Block Section Render Image 
 



정지원․유해연․전세란

92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38 No.10 (Serial No.408) October 2022

D블록은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있으며, 격자형 체계가 

잘 갖춰진 블록이다. 해당 블록은 주거가 메인인 블록으

로 몇 개의 구역을 제외하고는 주거로만 이뤄져 있다. 주

거는 ‘ㄷ’자 모듈을 무작위로 배치하여 계획하였고, 

‘ㄷ’자 모듈을 통해 광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조성하

였다. 좁은 골목길로 아이들의 통행에 위협을 끼치지에, 

주거와 주거를 브릿지로 연결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였

다. 또한, 모듈을 일정한 높이로 배치하는 것이 아닌 다

양한 높낮이로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옥상 정원이 조

성되도록 조성하였으며, 이는 브릿지를 통해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양한 층에 있는 브릿지를 통해 

하나의 큰 순환 동선이 나올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Figure 35. D Block 1F Plan

Figure 36. D Block Render Image 
 

D블록의 주거모듈은 Figure 33와 같다. 한 층에는 두 

세대, 외부공간과 키즈존이 위치한다. 외부공간의 경우 

테라스와 같은 공간으로 사용되며 두 세대의 공용 테라

스로 사용된다. 키즈존은 D블록에만 존재하는 공간으로 

모든 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오픈으로 연결되어있어 해당 

공간에 스킵플로어를 설치함으로써, 아이들이 다양한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Figure 37. D Block module

5.3 소결

본 연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육아 공동주

택 평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

역인 독산2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독산초등학교 주

변 대지 일대 4블록을 선정하여 계획하였다. 기존의 독산

동 1035번지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와 인구 감소로 쇠퇴

하고 있는 지역이며 주민 커뮤니티시설의 부족, 주차와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각각의 블록(A~D)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작성한 육아 

관련 제안 방향(가이드라인)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Characteristics or Problem Improvement

A

- Bordered by a large road
-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nd public 
facilities

-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nd Smart 
Shared Office 
Arrangements

- The lack of roads(walks) 
passing through the center 
of the block makes 
commuting inconvenient

- Ensure safety by planning 
a sidewalk that leads 
directly to the school

- Underground parking lot 
plan using level height 
difference

B

- Children's commuting to 
school is not safe because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sidewalks and roads

- Planning Sidewalk in 
Block

- Parking compartment on 
the side of the road

- Place underground parking 
lot in block A

- A Green Space Plan that 
Feels like the School 
Playground is Extended

C

- The lack of roads(walks) 
passing through the center 
of the block makes 
commuting inconvenient

- Planning a 
multi-directional sidewalk

- There is a public parking 
lot nearby, so there is a 
lot of traffic

- Empty the first floor as 
much as possible to avoid 
blind spots

D

-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sidewalk and 
the roadway

- The narrow alley makes it 
unsafe for children to 
commute school

- Planning Sidewalk in 
Block

- Garden installed for each 
module

Table 5. Improvement of Each Block

모든 블록에 공통적으로 제안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독산2동에 부족했던 커뮤니티시설을 키즈

존, 공용 발코니, 녹지공간 등 다양한 시설들을 공동주택 

1개동 마다 하나 이상 배치하였다.

둘째, 각각의 블록에서 녹지공간(아이들의 놀이 공간)

이 주거 내에서 관찰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도록 블록

의 상황에 맞게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A블록은 청년 대상으로 주거를 계획하였기

에 제외하고 나머지 각 블록(B~D)마다 육아 특화 평면으

로 구획하였다. 각각의 주거 평면에서 현관 부분을 넓게 

계획하고 현관과 연결된 창고를 배치하였으며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여 용이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납

할 수 있는 펜트리(수납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현관에서 

바로 화장실로 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부엌과 거실

은 대면형(오픈형)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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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B Block Residential Unit Plan

Figure 39. C Block Residential Unit Plan

Figure 40. D Block Residential Unit Plan 

6. 결    론

사회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

고,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 인구 구조의 문제를 초래하기

에 국내외에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

해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서울시도 2016년 국

내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 제도는 공간보다는 정책 중심의 제도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한 효율적 공간은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

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주거지 환경 정비 및 평면 측

면에 초점을 맞춰 서울과 일본의 육아 공동주택 안심제

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서울과 일본에 위치한 공동주택 

중 초등학교 통학구역인 1.5km 이내에 건물이 위치한 사

례를 선정하여 평면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지에 적용하고, 이를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이뤄질 때, 육아 관련 

평면 및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안하

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항목을 마련하였으며, 평면과 관련된 하드웨어

적인 측면에서의 항목은 현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용시설과 부지 내 어린이 놀이 광장

을 설치하고 충분한 수납공간을 마련하였다. 평면과 관련

하여 어린이 성장에 맞춰 공간 변형이 쉽도록 하는 항목

을 설정하였다. 서울의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 및 범죄예

방과 관련한 항목이 주를 이뤘으며 평면과 관련하여 주

호 전용 부분에서 주방에서 어린이의 행동을 볼 수 있도

록 거실과 대면형 혹은 오픈형으로 계획하거나 별도의 

창고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서울(이음채, 소행주 너나들이)과 일본(Brote 

Okurayama, Shinkoyasu Garden)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

과 수납공간에 대해 구획이 많이 되어있으며, 건물내에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하나의 큰 대공간이나 어린이

집과 같이 커뮤니티시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

물 외부에는 녹지공간(광장)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주거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주방

과 거실간의 관계가 오픈형(대면형)으로 계획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독산

2동에 적용하였다. 독산초등학교 주변으로 4개의 블록으

로 묶어 학교와 연계하여 블록마다의 디자인 컨셉을 설

정하고, 기존 블록이 가지고 있던 특징과 문제점을 바탕

으로 이에 맞는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해당 디자인을 바

탕으로 독산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

업이 이뤄질 때, 육아 관련 평면 및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특징과 시사점을 적

용하여 디자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추후 다른 지역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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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연계하여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 지역 사회에 하나의 육

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전체가 아이

들을 함께 육아하기 좋은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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