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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layground environment model for child care center by analyzing user needs of 

playground environment. To systemize the playground environment design factors and guidelines, we reviewed the previous research, 

actual measurement and observation were used as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to recognize the needs of users, the survey and 

pictur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staffs and children. The scope of survey included child care centers in Seoul and Daejeon, 

ultimately selecting 12 places in Seoul and 13 places in Daejeon. In terms of the survey period, actual measurement was conducted 

from June of 2006 to February of 2007, survey and pictur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to September of 2006. For analysis, 

we used SPSS 10.0 to check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as well as to perform cluster analysis. 

The findings of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below:

1. In playground environment, we observed the area of play ground and ground cover, the independence of play area, play 

equipment, and the composition of play area. The result of observation showed that while playground area varied widely, ground 

cover, play equipment, and the composition of play area turned out to be identical, regardless of the playground’s area. Therefore, 

in order to classify various playground environments, we categorized them into 5 types, using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area 

of play ground as a category. Type A had large facilities and small playground area. Type B had small sized facilities and large 

playground area. Type C had medium sized facilities and small playground area. Type D had medium sized facilities but large 

playground area. Type E had large sized facilities and large playground area. 

2. On the other hand, staffs wanted a tunnel, playhouse, comprehensive play equipment, and a maze to be installed as play 

facilities, and there were requests for adventure play area and carpenter play area. The picture survey to children showed that they 

wanted equipments that can provide more thrill, adventure and challenge to them than the ones they see now. Therefore, existing 

child care center play environments must change from the monotonous and identical environments to the ones that can provide 

diversities, challenges, and adventures. In the contexts of 5 playground types suggested by this research, type B and D, E where 

the area of playground were larger than the legally required, should include various play areas and install appropriate play equipments 

and facilities. Type A and C where the area were small, should provide multipurpose play area to attract the various play behaviors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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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에게 놀이란 어린 시 의 경험 에서 가장 요

한 부분이다. 아동은 사물이나 래와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하여 신체 조  능력과 기본 운동능력이 발달하며, 자

신의 감정을 표 하고 조 하게 된다. 한, 다른 사람과

의 계를 인식하고 유지하게 되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독립심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고 언

어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은 놀이는 환경의 향

을 받게 되므로 아동의 놀이에 한 요구와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

을 진하는데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외놀이 환경은 놀이 활동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래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자신을 극 으로 표 할 수 있으며, 거친 

놀이나 상상놀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자

연환경의 여러 가지 소리, 냄새, 상황 등을 경험할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 실외놀이 환경은 실내 환경보

다 아동이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 이

고 창조 인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정은경, 2000). 실외

놀이 환경은 실내공간으로는 치될 수 없는 학습활동의 

장으로서 신체 발달, 인지 발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기술을 익히며 아동의 긴장과 억압을 해소하는데 도

움을 주므로 보육시설의 하루 일과를 통하여 활용되어야 

할 요한 물리  환경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 인 수  향상을 해 2005년 유아 

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서비스의 수  향상을 기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물리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보이나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에는 여 히 미흡하

다(여성가족부, 2006). 특히 실외놀이터의 경우 아동 정원 

50인 미만은 놀이터가 없어도 되고 50인 이상은 1인당 2.5

㎡이상의 최소기 을 제시하고 있다. 50인 이하 시설에 

놀이터가 없어도 된다는 이러한 규정은 모든 아동이 균등

하게 릴 수 있는 실외놀이 활동의 기회를 소규모 보육

시설에 제공하지 못함으로서 유아 발달에 해요인이 

되고 있다. 즉 활발한 신체활동과 자연과의 을 통한 

건강과 자연 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기 해서는 모든 보육

시설에 실외놀이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국 보육시설  실외놀이터는 약 31% 설치되어 있

고 도시의 경우 26%정도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여

성부, 2005). 

도시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환경을 조사한 결과 놀이

기구나 시설이 획일 이고 다양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최목화, 변혜령, 2005). 이것은 실외놀이 환경이 

아동의 시각으로 조성되기 보다는 성인의 시각에 의해 계

획되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실외놀이 환경은 놀이기

구를 설치하는 것이 부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동은 다양한 놀이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인은 통 인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를 설

치하는 것이 놀이 환경의 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를 심으로 조사된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환경을 

살펴보면 환경 특성에 계없이 종합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역 구성없이 바닥은 모래바닥으로 된 놀이터 환경이 일

반 인 놀이터 환경으로 나타나고 있다(최목화, 변혜령, 

2006). 그 결과 아동의 놀이행동도 놀이터 환경에 의해 단

조롭고 기능 인 놀이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목화, 변혜령, 2006). 컨  어떠한 놀이 환

경이 제공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아동의 놀이행동이 결정되

어지는 환경 행태  에서 볼 때 획일 이고 단조로운 

놀이 환경이 다양한 놀이행동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육시설 실외놀이 

환경의 문제를 인식하고 놀이 환경을 질 으로 개선시키

고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육시설의 놀이터

는 놀이 환경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환경이 제공되어져

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보다 획일 인 환경이 제

공되고 있는 이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에 착안하여 놀이터 계획

이 사용자 참여 디자인 방법에 의해 놀이터의 환경 특성

과 사용자의 요구가 반 되어 계획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의 일환으로 

실외놀이 환경에 한 사용자의 디자인 요구 분석에 의해 

아동의 놀이행태를 수용하고 인  발달을 지원하며 아

동들에게 풍부한 실외놀이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실외놀

이공간의 상(像)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보육시설의 실

외놀이 환경 유형에 따라 계획에 용할 수 있는 기본 정

보를 제공하고, 아동발달에 합한 실외놀이 환경의 디자

인 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외놀이 환경특성을 악한다.

둘째, 놀이 환경 특성에 의한 실외 놀이 환경을 유형화

한다.

셋째, 놀이 환경 유형에 따른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한다.

넷째, 놀이 환경 유형에 따른 실외 놀이 환경 디자인 

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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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설문 내용

일반 사항
시설 ① 시설 유형, ② 아동 수, ③ 아동 연령

응답자 ① 연령,  ② 학력,  ③ 경력, ④  전공, ⑤  직위

실외놀이 환경에 대한 요구
① 실외놀이터 개조시 고려사항,     ② 설치되길 원하는 놀이기구,

③ 설치되길 원하는 놀이영역,       ④ 실외놀이 활성화를 위한 해결 문제    

<표 1> 설문지 구성 내용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지역 보육시설을 상으로 실외

놀이 환경 특성을 악하기 한 장 실측조사와 사용자 

요구를 악하기 하여  교사와 아동을 상으로 설문조

사와 그림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 선정은 다음과 같다. 먼  서울  지역

의 보육시설연합회에 등록된 보육시설 가운데 지역은 

정원 40명 이상인 곳, 서울지역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정

원 60명 이상인 보육시설을 1차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그 다음 1차 선정된 보육시설 가운데 정원이 많은 순

서로 지역구 5% 범  내에 2차 선정하 다. 선정된 보육

시설에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실

외놀이 환경 조사에 한 참여 의사를 문의하 다. 이 

에서 실외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외놀이 활동이 정

기 으로 이루어지고, 본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보육

시설로 서울지역 12곳, 지역 13곳으로 총 25곳이 최

종 선정되었다.

1. 장실측조사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환경 특성을 악하기 한 장

실측조사는 최종 선정된 25곳의 보육시설을 상으로 

2006년 6월 20일부터 2007년 1월 7일까지 조사원 4인이 

조사 상 보육시설을 직  방문하여 실외놀이터의 면 과 

설치된 놀이기구  시설을 실측하고, 사진촬 을 하 다.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환경 특성을 악하기 하여 실

측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실측된 자

료와 사진을 이용하여 실외놀이터의 배치도를 작성하

다. 둘째, 장조사에서 수집된 시각자료(사진)와 실외놀

이터 배치도를 바탕으로 실외놀이터의 치, 면 , 놀이기

구 유형, 바닥재료 등으로 실외놀이터 환경 특성을 악

하 다. 셋째, 실외놀이터의 놀이 역은 선행연구(최목화, 

변혜령, 2006)에서 분류된 신체놀이 역, 비구조화/극놀이

역, 자연탐구 역, 휴식 역, 모험놀이 역의 5가지 

역을 기 으로 조사 상 실외놀이터의 놀이 역 구성 특

성을 악하 다. 실외놀이 환경 유형화를 해서는 계층

 군집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유형을 분류하 다.  

2. 설문조사

실외놀이 환경에 한 사용자의 요구를 악하기 하

여 시설장과 교사를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에 참여의사

를 밝힌 25곳의 보육시설 가운데 4곳은 설문조사에 응하

지 않아 제외하고 21곳(서울 10곳,  11곳)의 보육시설

을 상으로 하 다. 구체 인 설문조사 내용은 <표 1>과 

같다.

설문조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6년 8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상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교사에게 

19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나, 183부(92.01%)가 회수되

어 부실한 2부를 제외하고 18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시설장의 경우 시설을 총 으로 운 , 계획하는 책

임자로서 실외놀이 환경 개선에 주도 인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단되어 조사 상자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5.0 로그램을 이

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고 실외놀이터 유형별 요구를 

비교하기 하여 교차분석과 다 응답분석을 실시하 다.

3. 그림조사

실외놀이 환경에 한 아동의 요구를 악하기 하여 

2006년 9월 1일부터 2006년 9월 20일까지 아동을 상으

로 그림조사를 실시하 다. 그림조사는 [그림 1]과 같이 

아동에게 원하는 실외놀이터의 그림을 직  그리도록 하

고 아동들에게 왜, 무엇을 그렸는지에 해 이야기하도록 

하여 아동의 실외놀이 환경에 한 요구를 악하 다. 

아동의 요구를 악하기 한 그림조사는 설문조사에 

응한 21곳의 보육시설 에서 아동의 그림조사가 가능한 

만5세 이상의 아동을 상으로 하 다. 그 결과 14곳의 

보육시설이 참여하 으며, 아동 그림은 389부가 회수되었

으나 그림 해석이 어려운 10부를 제외하고 379부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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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그림 그림 내용/요소 구체적 설명 추출된 특성

세수하는 곳㉴

수영장㉴ + 물미끄럼틀 + 

돗자리(쉬는 곳) + 의자(쉬는 

곳) + 책상(책 보는 곳)

놀이집, 철봉㉴

미끄럼틀+계단

세수하는 곳(세면기)이 가장 큼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함

(놀이집, 수영장, 쉬는 곳, 철봉 

/세수하는 곳/미끄럼틀)

영역크기는 놀이집/수영장/쉬는

곳/철봉, 세수하는 곳, 미끄럼

틀 순으로 큼

놀이영역의 독립성 제공

(영역 구분)

물놀이영역, 음수대, 휴식영

역 제공

<표 2> 아동 그림 분석 제

분류 내용

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 시소, 철봉, 정글짐, 몽키바, 밧줄타기, 터널, 종합놀이기구, 놀이집, 그물침대, 

덤블링, 미로, 사다리, 자동차, 자전거, 롤러 브레이드

놀이영역
물놀이영역, 모래놀이영역, 소꿉놀이영역, 휴식영역, 정적놀이영역, 개인영역, 동물영역, 식물영역, 

빈 공간, 운동장/축구장, 자전거길, 언덕/흙무덤

놀이시설/설비 테이블, 의자, 벤치, 차양, 정자, 화장실, 창고, 수도시설/음수대, 영역표시, 울타리, 출입구

놀이기구/영역 특성

스릴/모험/도전, 다양한 놀이기구, 다양한 형태, 다양한 색깔의 놀이기구, 놀이영역의 구분, 

아파트형태의 집, 단독주택형태의 집, 미끄럼틀 위의 집, 나무집(tree-house), 거대한, 로봇 

우주선, 공룡, 동물을 만질 수 있는

자연요소 해, 달, 구름, 새, 나비, 꽃, 나무, 잔디, 비/눈

<표 3> 아동그림 분석 내용

[그림 1] 아동 그림조사 사례

그림조사 분석에 사용하 다.

그림조사의 자료 분석은 첫째, 아동그림을 <표 2>와 같

이 그림내용  요소, 그림에 한 설명, 그림에 나타난 

놀이터 특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 다. 둘째, 분석된 그림

들에서 공동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을 종합하여 그림 내용

을 분석하기 한 코드북을 작성하 다(표 3). 셋째, 코드

북에 따라 아동 그림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수치화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다. 

Ⅲ. 사용자 참여 디자인

사용자 참여 디자인(User Participatory Design)은 건물

이나 놀이터와 같은 물리  환경의 계획과정에서 사용자

의 의견, 요구, 공간 이용 특성 등을 분석하여 디자인에 

반 하는 것이다. 기본 으로 건축이나 조경 디자이 는 

자신이 환경을 결정하는 지도자  태도를 지양하고 신

에 환경을 사용하는 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용

자가 그들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력하는 자세를 취하는 

개념이다(김 범, 박선경, 김남길, 하재명, 1999). 나아가 

사용자 참여 디자인은 물리  환경 디자인이 민주주의 원

리 하에 이루어진 의사결정의 결과이어야 한다는 개념에

서 출발한 디자인 방법론이다. 이에 디자인 과정에서 사

용자의 직, 간 으로 디자인의 의사결정에 여하게 된다

(박우장, 2000). 그러므로 사용자의 요구를 해결하고, 디자

인에 한 다양한 정보를 하게 됨으로써 계획하려는 물

리  환경에 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박선희, 문경하, 

2000). 

아동의 공간 인지  요구는 성인과는 큰 차이가 있으

므로 아동의 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주사용자인 아동

의 요구를 반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실외놀이 

환경은 교육 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므로 교사와 원장의 

요구 한 반 되어야 한다. Francis(1988)는 어린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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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등학교 운동장을 설계하는데 아동의 요구를 악

하기 하여 아동들의 행태지도(behavior map)를 작성하

고, 아동들이 좋아하는 곳을 함께 탐방하며, 부모들과 면

담을 하고 거주민의 의식을 조사하 다. 한 아동들에게 

‘이상 인 놀이터’를 자유롭게 그리도록 하여 그림에서 아

동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도출하 다. 이러한 다양한 사용

자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디자인에 참여하는 과정은 단

순히 아동이나 어른들  한 집단의 요구만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집단이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다. 즉 

사용자 요구 분석을 통한 사용자의 디자인 참여과정은 서

로가 가치를 두는 것을 이해하는 교육과정이고 갈등을 해

소하는 과정이다(김아연, 1997). Hart(1986)는 아동들의 요

구  의견 반 을 통한 디자인 참여가 갖는 효과를 언

하 는데, 그는 ‘참여는 단지 개인이 내는 아이디어를 종

합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창의성을 일깨울 수 있는 방

법이다. 한 제작 설계과정에 공간의 이용자가 참여함으

로써 아동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리하는 경

향이 생긴다. 따라서 유지 리 비용이 감되고 반달리즘

도 어들고 아동들의 안 사고도 어들게 된다’고 하

다(김아연, 1997). 

사용자의 요구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가 디자인에 참여

하는 것은 단순히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공간에 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한 참여과정을 통하여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창의력과 공간에 한 탐구의식

을 기르고 동과정을 통해 사회성 발달을 꾀하는 복합

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환경 디자인에 한 다양한 사용자(교사와 아

동)의 요구  의견을 분석하여 디자인에 반 하는 사용

자 참여 디자인 방법을 통하여 사용자는 그들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력함으로써 디자인에 참여했다는 만족감을 

얻게 되고 디자이 는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자의 디자인 요구 분석에 의한 실외놀이 환경 디자인

을 유형별로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실외놀이 

환경의 주사용자인 교사와 아동의 요구를 악하 다. 즉, 

실외놀이 환경에 한 시설장을 포함한 교사의 요구를 

악하기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치되길 원

하는 놀이기구와 놀이 역, 놀이터 개조시 고려사항 등을 

조사하 다. 아동에게는 원하는 실외놀이터를 직  그림

으로 그리도록 하고 왜, 무엇을 그렸는지에 해 이야기

하도록 하여 아동들이 좋아하는 요소  실외놀이 환경 

특성을 추출하여 아동의 실외놀이 환경에 한 요구를 

악하 다. 

Ⅳ. 조사 결과  분석

본 문에서는 조사 상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환경 특성과 

환경 특성에 의한 실외놀이 환경 유형 분류, 놀이터에 한 

사용자 요구를 심으로 조사된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1. 실외놀이 환경 특성

본 연구는 조사 상 실외놀이 환경 특성을 <표 4>와 

같이 정리하 다. 실외놀이터의 치는 앞마당에 있는 경

우가 14개 사례 고,  마당에 있는 경우가 7 사례, 뒷마

당에 있는 경우가 3 사례, 옥상이 1사례 다. 

실외놀이터의 면 은 100～200㎡인 경우가 11 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200㎡이상인 경우는 10 사례 으며, 100㎡

이하인 경우도 4 사례 있었다. 이와 같은 크기는 유아

보육법 실외놀이터 면 기 인 유아 1인당 2.5㎡와 비

교하여 볼 때 2.5㎡ 미만인 곳이 11 사례, 2.5㎡ 이상 ～ 

3.0㎡ 미만인 곳이 3 사례, 3.0㎡ 이상인 곳이 11 사례

다. 아동 1인당 실외놀이터 면 에 해 Decker와 Decker

는 6.75～18㎡, Frost와 Klein은 4.5～9㎡, 미국이나 일본은 

6～8㎡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아보육법에 제

시된 놀이터 면  기 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외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종합놀이기구와 시소, 

그네 등 구조화된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이 가장 많았고, 

비구조화 된 놀이시설로는 모래놀이터, 화단, 놀이집 등이 

설치되어 있어 아동의 다양한 놀이행동을 유도하는데 매

우 제한된 환경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외놀이터의 바닥 재료는 모래 11 사례, 인조 잔디 

는 우 탄블록 6 사례로 단일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모래 외에 잔디 는 우 탄블

록, 보도블록 등 2종 재료를 혼용하여 구성한 경우가 8 사

례로 많았다. 부분의 조사 상 실외놀이터에 있는 놀이

기구는 모래 에 설치되어 있었다. 즉 아동의 다양한 놀

이를 하여 단단한 바닥과 부드러운 바닥 등 다양한 바

닥 재료를 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양한 

바닥재를 사용한 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

놀이 역 구성은 3개의 역으로 구성된 경우가 14 사

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개의 역으로 구성된 경우

가 4 사례, 4개의 역으로 구성된 경우가 5 사례로 나타

났다. 그리고 놀이 역이 1개인 경우도 2사례 있었다. 그 

에서 신체놀이 역, 비구조화/극화놀이 역, 자연탐구

역으로 구성된 경우가 8 사례 다. 



구분 sa sb sc sd

배치도

위치 앞마당 앞마당 옆마당 뒷마당

면적 324.37㎡ 184.47㎡ 141.86㎡ 456.36㎡

놀이 

기구

종합놀이기구, 그네, 미니

미끄럼틀, 모래놀이터*, 수

도, 화단

종합놀이기구, 벤치, 화단 종합놀이기구, 화단 종합놀이기구, 구름사다리, 

그네, 그물, 시소, 철봉, 타

이어, 차양, 벤치, 화단

놀이 

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
화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신체놀이영역, 자연탐구영

역, 휴식영역

신체놀이영역, 자연탐구영

역

신체놀이영역, 자연탐구영

역, 휴식영역

바닥재 모래 모래 모래 모래

구분 se sf sg sh

배치도

위치 앞마당 옆마당 옥상 앞마당

면적 117.16㎡ 317.74㎡ 416.37㎡ 45.90㎡

놀이 

기구

종합놀이기구, 시소, 화단 종합놀이기구, 그네, 펌프

시소, 철봉, 회전놀이기구, 

화단

미니미끄럼틀, 미니미끄럼

틀+그네+놀이집, 미니미끄

럼틀+그물

종합놀이기구, 놀이자동차, 

화단

놀이 

영역

신체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신체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
화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신체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바닥재 모래 모래 인조잔디 우레탄

구분 si sj sk sl

배치도

위치 옆마당 앞마당 옆마당 옆마당

면적 115.59㎡ 565.67㎡ 317.74㎡ 480.07㎡

놀이 

기구

종합놀이기구, 놀이집, 미

니시소, 화단

종합놀이기구, 그네, 모래

놀이터*, 자전거길, 수도, 

미니미끄럼틀, 정자, 테이

블, 벤치, 통나무의자, 놀

이기구보관함, 화단

종합놀이기구, 그네, 펌프

시소, 철봉, 회전놀이기구, 

화단

종합놀이기구, 모래놀이터*, 

수도, 놀이집, 테이블+의자, 

화단

놀이 

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
화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
화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신체놀이영역, 자연탐구영

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
화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휴식영역

바닥재 인조잔디 모래, 잔디, 시멘트 모래 모래

* 모래놀이터 : 모래놀이 역이 다른 놀이 역과 분리되어 독립된 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표 4> 조사 상 실외놀이 환경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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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a db dc dd

배치도

위치 앞마당 뒷마당 앞마당 앞마당

면적 263.34㎡ 230.43㎡ 642.69㎡ 97.23㎡

놀이 

기구

종합놀이기구, 그네, 미니미

끄럼대, 시소, 터널, 모래놀

이터*, 테이블+의자, 화단 

시소, 화단 종합놀이기구, 모래놀이터*, 

평균대, 성,  놀이자동차, 미

끄럼대+놀이집, 수도, 테이블

+의자, 미니 벤치, 채소밭, 

화단

미니미끄럼대+놀이집, 농구

대, 블록놀이, 탁자, 놀이집, 

미니미끄럼대, 흔들그네, 채

소밭, 화단, 장난감수납바구

니, 수도

놀이 

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화

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휴

식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화

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화

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휴

식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화

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바닥재 모래, 잔디 모래 모래, 잔디 모래

구분 de df dg dh

배치도

위치 옆마당 뒷마당 앞마당 옆마당

면적 140.82㎡ 182.74㎡ 141.80㎡ 79.09㎡

놀이 

기구

종합놀이기구, 테이블+의자 종합놀이기구, 수영장, 수도, 

화단

종합놀이기구, 미니미끄럼대

+놀이집, 덤블링, 미니미끄럼

대, 시소, 회전놀이, 쌍그네, 

동물장, 수도

모래놀이터*, 수도, 종합놀이

대, 스프링시소, 블록, 화단

놀이 

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화

놀이영역, 휴식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화

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화

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화

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바닥재 인조잔디 모래, 잔디 인조잔디, 보도블록 모래, 보도블록

구분 di dj dk dl dm

배치도

위치 앞마당 앞마당 앞마당 앞마당 옆마당

면적 174.59㎡ 364.40㎡ 61.16㎡ 106.32㎡ 181.60㎡

놀이 

기구

종합놀이기구, 모래놀이

터*, 연못, 수도, 사육

장, 미니미끄럼틀, 농구

대, 테이블+의자, 화단

종합놀이대, 놀이집, 다

목적영역, 놀이자동차, 

테이블, 벤치, 숲터널, 

텃밭, 화단

종합놀이대, 미니시소, 

미니미끄럼틀

종합놀이기구, 화단 종합놀이기구, 화단

놀이 

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

화․극화놀이영역, 자연

탐구영역, 휴식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

화․극화놀이영역, 자연

탐구영역, 휴식영역

신체놀이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

화․극화놀이영역, 자연

탐구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

화․극화놀이영역, 자연

탐구영역

바닥재 모래, 우레탄블록
모래, 우레탄블록, 보도

블록
우레탄블록 인조 잔디 모래

* 모래놀이터 : 모래놀이 역이 다른 놀이 역과 분리되어 독립된 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표 4> 조사 상 실외놀이 환경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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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사례 수 평균 전체면적 평균 아동 1인당 면적 평균 아동 수 특징

A 7 152.80㎡ 1.25㎡ 130명 대규모시설/소형놀이터

B 5 198.58㎡ 4.12㎡ 49명 소규모시설/대형놀이터

C 5  77.94㎡ 1.84㎡ 56명 중규모시설/소형놀이터

D 4 355.72㎡ 3.80㎡ 117명 중규모시설/대형놀이터

E 4 536.19㎡ 5.95㎡ 145명 대규모시설/대형놀이터

<표 5> 조사 상 실외놀이터의 유형별 특성

Rescaled Distance Cluster Combine

[그림 2] 군집분석 결과 덴드로그램

2. 실외놀이 환경 유형 분류

장실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외놀이터의 유형을 

분류하기 하여 계층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계층  

군집분석은 서로 가까이 있는 표본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

는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워드방법을 이용하

다. 군집분석을 하여 실외놀이터의 체 면 , 아동 1

인당 면 , 아동수를 사용하 으며, 군집분석 결과 [그림

2]와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5개의 실외놀이터 유형별 특

성은 아동 수와 실외놀이터의 아동 1인당 면 을 기 으

로 정리하 다. 먼 , 아동 수는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2005)에서 나타난 국 보육시설의 평균 아동 수

(40.6명), 국공립 보육시설의 평균 아동 수(78.6명), 도시

지역 평균 아동 수(40.6명)와 본 연구의 조사 상 보육시

설의 평균 아동 수(93.8명)를 종합하여 보육시설 규모를 

다음의 3가지 범 로 분류하 다. 즉 아동 수 50인 이하

를 소규모, 51명 이상～120명 이하를 규모, 121명 이상

을 규모시설로 하 다. 그리고 아동 1인당 면 은 2.4㎡ 

이하를 소형, 2.5㎡ 이상～3.4㎡ 이하를 형, 3.5㎡ 이상

을 형놀이터로 하 다.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5개의 

실외놀이터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A유형은 평균 아동 수가 130명의 규모 보육시설이면

서 유아보육법의 실외놀이터 면 기 인 아동 1인당 

2.5㎡보다 작은 소형놀이터가 있는 보육시설이다. 이 유형

은 아동 수에 비해 놀이터 면 이 매우 소하고, 놀이

역이 평균 2 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놀이의 독립성이 부

족하다. 한 놀이터 바닥은 모래 는 인조 잔디를 사용

하여 단일재로 되어 있다. 놀이기구는 종합놀이기구만 설

치되어 있는 단조로운 환경이다. B유형은 평균 아동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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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놀이기구

A B C D E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종합놀이기구 15  (9.1) 13  (9.5) 4  (6.2) 15  (9.4) 17 (10.8) 64  (9.4)

그네 15  (9.1) 7  (5.1) 5  (7.7) 11  (6.9) 11  (7.0) 49  (7.2)

미끄럼틀 8  (4.8) 8  (5.8) 2  (3.1) 11  (6.9) 11  (7.0) 40  (5.8)

시소 17 (10.3) 9  (6.6) 4  (6.2) 11  (6.9) 10  (6.4) 51  (7.5)

철봉 6  (3.6) 9  (6.6) 2  (3.1) 4  (2.5) 3  (1.9) 24  (3.5)

회전놀이기구 5  (3.0) 9  (6.6) 1  (1.5) 5  (3.1) 3  (1.9) 23  (3.4)

정글짐 5  (3.0) 7  (5.1) 0  (0.0) 4  (2.5) 6  (3.8) 22  (3.2)

구름사다리 4  (2.4) 2  (1.5) 3  (4.6) 2  (1.3) 2  (1.3) 13  (1.9)

징검다리 8  (4.8) 5  (3.6) 4  (6.2) 13  (8.1) 10  (6.4) 40  (5.8)

줄타기 6  (3.6) 6  (4.4) 1  (1.5) 3  (1.9) 7  (4.5) 23  (3.4)

벽타기 7  (4.2) 4  (2.9) 4  (6.2) 5  (3.1) 8  (5.1) 28  (4.1)

평균대 9  (5.5) 7  (5.1) 4  (6.2) 9  (5.6) 8  (5.1) 37  (5.4)

놀이집 16  (9.7) 12  (8.8) 10 (15.4) 19 (11.9) 12  (7.6) 69 (10.1)

수영장 8  (4.8) 12  (8.8) 5  (7.7) 12  (7.5) 9  (5.7) 46  (6.7)

터널 21 (12.7) 13  (9.5) 9 (13.8) 24 (15.0) 21 (13.4) 88 (12.9)

미로 13  (7.9) 13  (9.5) 7 (10.8) 10  (6.3) 15  (9.6) 58  (8.5)

기타 2  (1.2) 1  (0.7) 0  (0.0) 2  (1.3) 4  (2.5) 9  (1.3)

계 165(100.0) 137(100.0) 65(100.0) 317(100.0) 157(100.0) 684(100.0)

* 다 응답 결과임           : 7%이상을 차지한 경우임

<표 6> 실외놀이터 유형별 설치되길 원하는 놀이기구*

49명의 소규모 보육시설이면서 아동 1인당 실외놀이터 면

이 3.5㎡이상의 형 놀이터가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

은 아동 수에 비해 놀이터 면 이 넓으며, 놀이 역은 평

균 3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놀이터 바닥은 모래

와 잔디, 인조 잔디 등 2종 이상의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

다. 놀이기구는 종합놀이기구와 소형놀이기구들이 설치되

어 있다. C유형은 평균 아동 수가 56명의 소규모 보육시

설이면서 아동 1인당 실외놀이터 면 이 2.5㎡미만의 

소한 실외놀이터가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아동 수는 

규모이지만 놀이터 면 이 소하며, 놀이 역이 평균 

2 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놀이의 독립성이 부족하다. 

한 놀이터 바닥은 우 탄 블록, 모래 는 자갈 등의 단일

재로 되어 있다. 놀이기구는 종합놀이기구와 소형놀이기

구가 설치되어 있는 단조롭고 소한 환경이다. D유형은 

평균 아동 수가 117명의 규모 보육시설이면서 아동 1인

당 실외놀이터 면 이 3.5㎡이상의 형 실외놀이터가 있

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아동 수에 비해 놀이터 면 이 넓

으며, 놀이 역은 평균 3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터 

바닥은 모래, 우 탄, 인조 잔디 등 2종을 사용하고 있다. 

놀이기구는 종합놀이기구와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다. E유

형은 평균 아동 수가 145명의 규모 보육시설이면서 아

동 1인당 실외놀이터 면 이 3.5㎡이상의 형 실외놀이

터가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아동 수에 비해 놀이터 면

이 넓으며, 놀이 역은 평균 4 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놀이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놀이터 바닥은 모래, 잔

디 등 단일재 는 2종으로 되어 있다. 놀이기구는 종합

놀이기구와 다양한 놀이기구와 역이 구성되어 있다. 

3. 사용자 요구 분석

실외놀이 환경의 디자인을 제시하기 하여 사용자 요

구를 조사하 다. 사용자 요구는 시설장과 교사에게 원하

는 놀이기구와 놀이 역, 놀이터 개조 시 고려사항, 실외

놀이 활성화 방안에 해 조사하 고, 아동에게는 원하는 

놀이터 그림을 그리도록 하여 아동의 그림을 통해 원하는 

놀이기구와 놀이 역, 시설 설비, 놀이환경 특성과 자연요

소 등을 악하여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시설장  교사의 요구

 (1) 놀이기구  놀이 역

실외놀이터에 설치되길 원하는 놀이기구를 유형별로 

비교하기 하여 다 응답분석에 의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놀이기구 가운데 7%이

상으로 나타난 놀이기구를 심으로 분석해 보면, 놀이터 

유형별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놀이기구는 서로 다르지만 

모든 유형이 원하는 것은 놀이집, 터 , 미로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유형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놀이기구는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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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놀이영역

A B C D E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물놀이 23 (15.3) 15 (11.7) 8  (9.5) 17 (11.9) 14 (11.0) 77 (12.2)

모래놀이 20 (13.3) 16 (12.5) 11 (13.1) 13  (9.3) 12  (9.4) 72 (11.4)

목공놀이 15 (10.0) 9  (7.0) 8  (9.5) 22 (15.4) 9  (7.1) 63 (10.0)

동물 10  (6.7) 9  (7.0) 8  (9.5) 10  (7.0) 10  (7.9) 47  (7.4)

식물 14  (9.3) 14 (10.9) 6  (7.1) 18 (12.6) 13 (10.2) 65 (10.3)

빈 공간** 12  (8.0) 10  (7.8) 10 (11.9) 8  (5.6) 11  (8.7) 51  (8.1)

모험놀이 15 (10.0) 10  (7.8) 8  (9.5) 19 (13.3) 17 (13.4) 69 (10.9)

정적놀이 22 (14.7) 17 (13.3) 14 (16.7) 16 (11.2) 19 (15.0) 88 (13.9)

음률놀이 3  (2.0) 8  (6.3) 3  (3.6) 0  (0.0) 3  (2.4) 17  (2.7)

자전거길 11  (7.3) 15 (11.7) 5  (6.0) 13  (9.1) 12  (9.4) 56  (8.9)

미술 5  (3.3) 5  (3.9) 3  (3.6) 6  (4.2) 6  (4.7) 25  (4.0)

기타 0  (0.0) 0  (0.0) 0  (0.0) 1  (0.7) 1  (0.8) 2  (0.3)

계 150(100.0) 128(100.0) 84(100.0) 143(100.0) 127(100.0) 632(100.0)

* 다 응답 결과임    ** 아동의 자유놀이가 가능한 빈 공간을 말함         : 9% 이상을 차지한 경우임

<표 7> 실외놀이터 유형별 설치되길 원하는 놀이 역*

유형

환경특성

A B C D E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놀이기구설치 32 (25.0) 25 (22.5) 11 (16.9) 30 (27.3) 18 (18.2) 116 (22.6)

놀이영역구성 31 (24.2) 26 (23.4) 17 (26.2) 35 (31.8) 27 (27.3) 136 (26.5)

바닥재 39 (30.5) 23 (20.7) 14 (21.5) 34 (30.9) 25 (25.3) 135 (26.3)

독립성 7  (5.5) 12 (10.8) 7 (10.8) 4  (3.6) 7  (7.1) 37  (7.2)

면적 16 (12.5) 20 (18.0) 15 (23.1) 2  (1.8) 15 (15.2) 68 (13.3)

위치 1  (0.8) 5  (4.5) 0  (0.0) 4  (3.6) 3  (3.0) 13  (2.5)

기타 2  (1.6) 0  (0.0) 1  (1.5) 1  (0.9) 4  (4.0) 8  (1.6)

계 128(100.0) 111(100.0) 65(100.0) 110(100.0) 99(100.0) 513(100.0)

* 다 응답 결과임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경우임

<표 8> 실외놀이터 유형별 놀이터 개조시 고려사항* 

(12.9%), 놀이집(10.1%), 종합놀이기구(9.4%), 미로(8.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름사다리(1.9%)와 정 짐

(3.2%), 회 놀이기구(3.4%), 타기(3.4%)에 한 요구는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D유형과 A유형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므로 다

양한 놀이기구를 원하는 반면, C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은 빈도수를 보이므로 놀이기구에 한 요구가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놀이터 면 이 으로 은 

C유형이 기존의 놀이터 환경을 실로 받아들임으로서 

놀이기구에 한 요구도 감소되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외놀이터에 설치되길 원하는 놀이 역은 <표 7>과 

같이 9%이상으로 나타난 놀이 역를 심으로 분석하

다. 놀이터 유형별로 가장 많이 원하는 놀이 역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유형이 요구하는 것은 물놀이, 모래놀이, 

정 놀이 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원하는 놀이

역은 정 놀이 역(13.9%), 물놀이 역(12.2%), 모래놀

이 역(11.4%), 모험놀이 역(10.9%)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반면, 음률 역(2.7%)와 미술 역(4.0%), 동물 역

(7.4%)에 한 요구는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A유형과 D유형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므로 다양한 놀이 역을 원하는데 비하여, 

C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은 빈도수를 보이므로 

놀이 역에 한 요구가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찬

가지로 놀이터 면 이 으로 은 C유형이 기존의 

놀이터 환경에 한 한계를 인식한 결과 놀이 역에 한 

요구도 감소되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 놀이터 개조시 고려사항

기존의 놀이터 개조시 요하게 고려할 사항을 3가지 선

택한 결과를 유형별 비교를 하여 다 응답분석에 의한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표 8). 개조시 고려사항은 체 으

로 놀이 역 구성(26.5%), 바닥재(26.3%), 놀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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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활성화내용

A B C D E 계 χ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28.218

시설공간보완 20 (47.6) 20 (64.5) 12 (57.1) 11 (29.7) 17 (54.8) 80 (49.4)

인식전환 7 (16.7) 3  (9.7) 3 (14.3) 6 (16.2) 3  (9.7) 22 (13.6)

의지와 노력 3  (7.1) 0  (0.0) 2  (9.5) 2  (5.4) 3  (9.7) 10  (6.2)

프로그램 개발 10 (23.8) 3  (9.7) 2  (9.5) 15 (40.5) 7 (22.6) 37 (22.8)

교사훈련 2  (4.8) 1  (3.2) 0  (0.0) 2  (5.4) 0  (0.0) 5  (3.1)

보조교사 0  (0.0) 4 (12.9) 2  (9.5) 1  (2.7) 1  (3.2) 8  (4.9)

계 42(100.0) 31(100.0) 21(100.0) 37(100.0) 31(100.0) 162(100.0)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경우임

<표 9> 실외놀이터 유형별 실외놀이 활성화 내용

[그림 3] 아동그림에서 표 된 놀이기구의 

(2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을 유형별로 비교해 보

면 A유형은 바닥재를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B, C, D, E유형은 놀이 역 구성을 가장 요하게 고

려하고 있었다. 이것은 놀이 역구성이 놀이의 독립성을 

하여, 바닥재와 놀이기구 설치는 아동의 다양한 놀이를 

유도하기 해 고려되어져야 하는 환경이므로 놀이터 개조 

시 계획에 반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실외놀이 활성화 방안

실외놀이 활성화를 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한 요구를 실외놀이터 유형별로 교차분석에 의해 비교한 

결과(표 9),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체 으로 실외놀이 활성화 방안에 해 사용자들은 

실외놀이시설  공간 확충(49.4%)을 가장 많이 지 하고 

있었다. 이것은 부분의 보육시설 실외놀이터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D유

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시설 공간의 보완을 가장 많

이 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D유형은 실외놀이

의 다양한 로그램 개발(40.5%)에 한 요구가 다른 유

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실외놀이공간

이 어느 정도 확보된 보육시설에서는 다양한 실외놀이 

로그램 개발이 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아동의 요구

 (1) 놀이기구  놀이 역

아동이 실외놀이 환경에 설치되길 원하는 놀이기구를 

아동의 그림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유

형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모든 유형에서 아동들은 미끄

럼틀과 그네를 가장 많이 그렸다. 그림에서 나타난 놀이

기구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계단, 철 , 놀이집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놀이터에 가장 많이 설치

되어 있는 놀이 환경을 그 로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놀이기구

의 변형된 형태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끄럼

틀과 계단의 경우 아주 길고 높게 는 가 르게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동들은 기존의 낮은 미끄럼틀이나 계

단이 아닌 스릴과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원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그림에서 나타난 놀이 역은 그림 속에서 경계

선을 분명하게 그려서 표 한 것을 놀이 역으로 보고 분

석하 다. 그 결과 <표 11>과 같이 유형별로 큰 차이 없

이 반 으로 모래놀이 역, 물놀이 역, 휴식 역, 언덕

/흙무덤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아동의 그림에서 나타난 놀이시설  설비로는 테이블, 

의자가 가장 많았다. 테이블과 의자는 아동의 놀이 활동

을 지원해 주고, 휴식할 수 있고, 교사와 래의 상호작용

을 진시켜  수 있는 시설로서 보육시설에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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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놀이기구

A B C D E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미끄럼틀 137 (27.0) 7 (20.0) 58 (28.2) 49 (29.0) 15 (25.9) 266 (27.3)

그네 90 (17.8) 9 (25.7) 29 (14.1) 37 (21.9) 13 (22.4) 178 (18.3)

시소 66 (13.0) 3  (8.6) 20  (9.7) 15  (8.9) 11 (19.0) 115 (11.8)

철봉 51 (10.4) 0  (0.0) 10  (4.9) 10  (5.9) 2  (3.4) 73  (7.5)

정글짐 16  (3.2) 1  (2.9) 1  (0.5) 4  (2.4) 1  (1.7) 23  (2.4)

몽키바 0  (0.0) 0  (0.0) 1  (0.5) 2  (1.2) 0  (0.0) 3  (0.3)

밧줄타기 1  (0.2) 0  (0.0) 6  (2.9) 2  (1.2) 0  (0.0) 9  (0.9)

터널 6  (1.2) 0  (0.0) 1  (0.5) 2  (1.2) 1  (1.7) 10  (1.0)

종합놀이기구 2  (0.4) 0  (0.0) 2  (1.0) 2  (1.2) 1  (1.7) 7  (0.7)

놀이집 25  (4.9) 6 (17.1) 11  (5.3) 13  (7.7) 5  (8.6) 60  (6.2)

그물침대 1  (0.2) 0  (0.0) 6  (2.9) 0  (0.0) 0  (0.0) 7  (0.7)

덤블링 0  (0.0) 0  (0.0) 4  (1.9) 0  (0.0) 0  (0.0) 4  (0.4)

미로 1  (0.2) 0  (0.0) 2  (1.0) 1  (0.6) 0  (0.0) (0.4)

사다리 22  (4.3) 1  (2.9) 4  (1.9) 4  (2.4) 1  (1.7) 32  (3.3)

자동차 13  (2.6) 4 (11.4) 12  (5.8) 2  (1.2) 1  (1.7) 32  (3.3)

자전거 2  (0.4) 0  (0.0) 1  (0.5) 1  (0.6) 0  (0.0) 4  (0.4)

롤러 브레이드 6  (1.2) 0  (0.0) 1  (0.5) 0  (0.0) 0  (0.0) 7  (0.7)

계단 49  (9.7) 4 (11.4) 26 (12.6) 18 (10.7) (6.9) 101 (10.4)

국기 6  (1.2) 0  (0.0) 3  (1.5) 1  (0.6) 2  (3.4) 12  (1.2)

기차 5  (1.0) 0  (0.0) 2  (1.0) 3  (1.8) 1  (1.7) 11  (1.1)

흔들다리 4  (0.8) 0  (0.0) 1  (0.5) 1  (0.6) 0  (0.0) 6  (0.6)

바이킹 4  (0.8) 0  (0.0) 5  (2.4) 2  (1.2) 0  (0.0) 11  (1.1)

계 507(100.0) 35(100.0) 206(100.0) 169(100.0) 58(100.0) 975(100.0)

* 다 응답 결과임

<표 10> 아동그림에서 본 놀이기구*

유형

놀이영역

A B C D E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물놀이영역 15 (20.5) 1 (14.3) 8 (15.4) 27 (39.7) 6 (21.4) 57 (25.0)

모래놀이영역 24 (32.9) 0  (0.0) 15 (28.8) 17 (25.0) 8 (28.6) 64 (28.1)

소꿉놀이영역 1  (1.4) 2 (28.6) 3  (5.8) 1  (1.5) 0  (0.0) 7  (3.1)

휴식영역 7  (9.6) 1 (14.3) 2  (3.8) 8 (11.8) 4 (14.3) 22  (9.6)

정적놀이영역 2  (2.7) 0  (0.0) 3  (5.8) 1  (1.5) 0  (0.0) 6  (2.6)

개인영역 3  (4.1) 0  (0.0) 0  (0.0) 1  (1.5) 0  (0.0) 4  (1.8)

동물영역 2  (2.7) 0  (0.0) 3  (5.8) 2  (2.9) 1  (3.6) 8  (3.5)

식물영역 0  (0.0) 0  (0.0) 6 (11.5) 1  (1.5) 3 (10.7) 10  (4.4)

빈 공간 1  (1.4) 1 (14.3) 8 (15.4) 2  (2.9) 0  (0.0) 12  (5.3)

운동장/축구장 5  (6.8) 0  (0.0) 1  (1.9) 3  (4.4) 0  (0.0) 9  (3.9)

자전거길 8 (11.0) 0  (0.0) 0  (0.0) 0  (0.0) 6 (21.4) 14  (6.1)

언덕/흙무덤 5  (6.8) 2 (28.6) 3  (5.8) 5  (7.4) 0  (0.0) 15  (6.6)

계 73(100.0) 7(100.0) 52(100.0) 68(100.0) 28(100.0) 228(100.0)

* 다 응답 결과임

<표 11> 아동그림에서 본 놀이 역*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인 아동의 요구를 

악하기 하여 아동의 그림을 통해 간 인 분석을 시도

하 다. 그 결과 기존의 놀이터 환경이 아동의 놀이터 이

미지에 많은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조

사 상 보육시설의 환경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분의 

보육시설이 매우 유사한 놀이기구와 시설이 설치되어진 

환경이었으므로 아동의 그림에서도 놀이터 유형별 차이 

없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놀이기구  놀이 역에 한 특성 

본 문에서는 아동의 그림에서 보인 놀이기구와 역의 

특징을 분석하여 아동이 원하는 놀이터의 이미지를 찾고

자 하 다. 아동이 그린 놀이기구와 시설은 주변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계단, 테이블과 의자

들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원하는 형태나 모습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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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놀이기구/영역 특성

A B C D E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스릴/모험/도전 26 (15.8) 7 (31.8) 16 (29.6) 15 (17.2) 9 (50.0) 73 (21.1)

다양한 놀이기구 67 (40.6) 2  (9.1) 18 (33.3) 30 (34.5) 4 (22.2) 121 (35.0)

다양한 형태 22 (13.3) 0  (0.0) 3  (5.6) 8  (9.2) 1  (5.6) 34  (9.8)

다양한 색의 놀이기구 10  (6.1) 0  (0.0) 0  (0.0) 4  (4.6) 0  (0.0) 14  (4.0)

놀이영역 구분 3  (1.8) 4 (18.2) 3  (5.6) 1  (1.1) 3 (16.7) 14  (4.0)

아파트형태의 집 14  (8.5) 0  (0.0) 1  (1.9) 4  (4.6) 0  (0.0) 19  (5.5)

단독주택형태의 집 0  (0.0) 0  (0.0) 0  (0.0) 1  (1.1) 0  (0.0) 1  (0.3)

나무집 1  (0.6) 0  (0.0) 0  (0.0) 2  (2.3) 0  (0.0) 3  (0.9)

거대한 2  (1.2) 7 (31.8) 8 (14.8) 6  (6.9) 0  (0.0) 23  (6.6)

로봇모양 15  (9.1) 1  (4.5) 0  (0.0) 11 (12.6) 1  (5.6) 28  (8.1)

우주선 1  (0.6) 1  (4.5) 3  (5.6) 2  (2.3) 0  (0.0) 7  (2.0)

공룡 1  (0.6) 0  (0.0) 1  (1.9) 1  (1.1) 0  (0.0) 2  (0.6)

로케트 2  (1.2) 0  (0.0) 1  (1.9) 3  (3.4) 0  (0.0) 6  (1.7)

동물을 만질 수 있는 1  (0.6) 0  (0.0) 0  (0.0) 0  (0.0) 0  (0.0) 1  (0.3)

계 165(100.0) 22(100.0) 54(100.0) 87(100.0) 18(100.0) 346(100.0)

<표 12> 아동그림에서 본 원하는 놀이기구의 특성

   

[그림 4] 아동그림에서 표 된 놀이 역의 

에 표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각 그림의 특징을 연구자 2인과 아동미술 문가, 학

원생 등 4인이 각각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통된 내용

으로 분류하 다. 그 결과 <표 12>와 같이 유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체 으로 다양한 놀이기구를 가장 

많이 그렸고, 스릴과 모험/도 감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

기구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놀이

기구의 다양한 형태, 로 모양의 놀이기구, 거 한 크

기를 표 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보육시설 놀이 환경

이 단조롭고 획일 인 것에 한 아동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 놀이터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모험과 도 을 즐기고, 상상력과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창

의 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안 을 강

조하는 놀이 환경은 자칫 아동에게 단조롭고 지루한 놀이 

환경이 되기 쉬우며, 그 결과 아동의 놀이 활동을 제한하

여 놀이 자체가 축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외놀이 환경에 한 아동 그림을 분석한 결과를 종

합하면, 아동은 체로 다양한 종류의 놀이기구와 놀이

역을 원하고 있었다. 한 다양한 형태와 색으로 된 놀이

기구를 선호하고 있으며 기존의 단순한 신체놀이 심의 

정형화된 놀이기구 는 놀이 역보다는 스릴감을 느낄 

수 있고 도 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보육시설 실외놀이 환경을 질 으로 개선하

기 하여 사용자 요구를 반 한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환

경 디자인을 제안하기 한 것이다. 본 문에서는 본 연구

의 조사 상에 참여한 보육시설의 환경 특성을 정리하여 

유형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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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구

유형

전반적인 

환경 특성

사용자 요구

실외놀이환경 디자인 안
놀이기구 놀이영역

개조 시 

고려사항

활성화 

방안

A

대규모

/소형

놀이터 

 아동 수 대비 놀이터  

면적 협소(1.25㎡)*

 놀이영역: 2 영역 구성

 바닥재: 모래, 인조잔

디 등 단일재

 종합놀이기구 설치,  

놀이기구 단조로움

<시설장/교사>

터널, 시소, 놀이집, 

종합놀이기구, 그

네, 미로

<시설장/교사>

물놀이, 정적놀이, 

모래놀이, 목공놀

이, 모험놀이, 식물

바닥재, 

놀이기구,

영역구성

시설공간 

보완

프로그램 

개발

▪소형놀이터▪

1) 3 놀이영역 구성

 신체+모험(종합, 터널, 시소, 그네, 미

로, 목공)

 비구조(물, 모래, 식물, 놀이집)

 휴식+자연(빈 공간, 식물, 정적놀이)

1) 다양한 바닥재(우레탄, 잔디, 흙, 모

래) 

2) 실외놀이프로그램 개발

3) 연령별로 시간대를 달리 하여 실외 놀

이터를 사용

<아동>

미끄럼틀, 그네, 시

소, 철봉

<아동>

물놀이, 모래놀이, 

자전거길

B 

소규모

/대형

놀이터

 아동 수 대비 놀이터 

면적 넓음(4.12㎡)*

 놀이영역: 3 영역 구성

 바닥재 : 모래, 잔디,  

인조잔디 등 2종 사용

 종합놀이기구와 소형 

놀이기구 설치

<시설장/교사>

터널, 미로, 종합놀

이기구, 놀이집, 수

영장

<시설장/교사>

정적놀이, 모래놀

이, 자전거길, 물놀

이, 식물

영역구성, 

놀이기구,

바닥재

시설공간

보완

▪대형놀이터▪

1) 4 놀이영역 구성

 신체(종합, 시소, 철봉, 회전놀이기구, 

자전거길, 수영장)

 모험(터널, 미로)

 비구조(물, 모래, 놀이집)

 휴식+자연(정적놀이, 식물)

2) 다양한 놀이기구와 영역구성 원함

<아동>

그네, 미끄럼틀, 놀

이집, 계단

<아동>

소꿉놀이, 언덕

C 

중규모

/소형

놀이터

 아동 수 대비 놀이터 

면적 협소(1.84㎡)*

 놀이영역: 2 영역 구성

 바닥재: 우레탄블록, 

모래, 자갈 등 단일재

 종합놀이기구 외 소형 

놀이기구 설치, 단조

로움

<시설장/교사>

놀이집, 터널, 미로, 

수영장, 그네

<시설장/교사>

정적놀이, 모래놀

이, 빈 공간, 자전거

길, 물놀이, 목공놀

이, 동물, 모험놀이

영역구성, 

바닥재,

놀이기구

시설공간

보완

▪소형놀이터▪

1) 3 놀이영역 구성

 신체+모험(그네, 수영장, 터널, 미로, 

자전거길, 목공)

 비구조(놀이집, 물, 모래)

 휴식+자연(동물, 정적놀이)

2) 종합놀이기구보다 다양한 영역 구성

과 바닥재 다양화

3) 연령별로 시간대를 달리 하여 실외 놀

이터를 사용

<아동>

미끄럼틀, 그네, 계

단, 시소

<아동>

모래놀이, 물놀이, 

빈 마당

D 

중규모

/대형

놀이터 

 아동 수 대비 놀이터 

면적 넓음(3.80㎡)*

 놀이영역: 3 영역 구성

 바닥재: 모래, 우레탄, 

인조잔디 등 단일재 

또는 2종

 종합놀이기구, 소형  

놀이기구와 다양한  

 놀이기구

<시설장/교사>

터널, 놀이집, 종합

놀이기구, 징검다

리, 수영장

<시설장/교사>

목공놀이, 모험놀

이, 식물, 물놀이, 정

적놀이, 모래놀이, 

자전거길

영역구성, 

바닥재,

놀이기구

프로그램

개발

시설공간

보완

▪대형놀이터▪

1) 4 놀이영역 구성

 신체(종합, 징검다리, 그네, 미끄럼틀, 

시소, 자전거길, 수영장)

 모험(터널, 목공, 모험놀이)

 비구조(물, 모래, 놀이집)

 휴식+자연(식물, 정적놀이)

2) 다양한 바닥재와 영역 구성

3)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아동>

미끄럼틀, 그네, 계

단, 시소

<아동>

물놀이, 모래놀이, 

휴식영역

E 

대규모

/대형

놀이터

 아동 수 대비 놀이터 

면적 넓음(5.95㎡)*

 놀이영역: 4 영역 구성

 바닥재: 모래, 잔디 등 

단일재 또는 2종 

 종합놀이기구와 다양

한 놀이기구 및 다양

한 영역구성

<시설장/교사>

터널, 종합놀이기

구, 미로, 놀이집, 그

네, 미끄럼틀

<시설장/교사>

정적놀이, 모험놀

이, 물놀이, 식물, 모

래놀이, 자전거길

영역구성, 

바닥재,

놀이기구

시설공간

보완

프로그램

개발

▪대형놀이터▪

1) 4 놀이영역 구성

 신체(종합, 그네, 미끄럼틀, 자전거길)

 모험(터널, 미로, 모험놀이)

 비구조(물, 모래, 놀이집)

 휴식+자연(식물, 정적놀이)

2) 다양한 영역 구성과 바닥재 사용

<아동>

미끄럼틀, 그네, 시

소, 놀이집

<아동>

모래놀이, 물놀이, 

자전거길

* 평균 아동1인당 면 임

<표 13> 놀이터 환경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의한 실외놀이 환경 디자인 안

실외놀이 환경 디자인을 제안하기 하여 <표 13>과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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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외놀이 환경 특성  유형

실외놀이 환경 특성은 배치도, 치, 면 , 놀이기구, 바

닥재, 놀이 역 구성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시설의 실외 놀이 환경의 치는 앞마당이나  마당

에 있는 곳이 가장 많았고, 면 은 아동 수에 비하여 소

하거나 넓은 곳으로 양분되어 있는 경향이었다. 이것은 

부분의 보육시설이 실외놀이터를 의도 으로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놀이기구는 종합놀이

기구와 소형놀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이

었다. 바닥재는 단일재로 모래나 우 탄 블록, 인조잔디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2종 이상을 사용한 곳도 있었

다. 놀이 역은 형식상 2～3 역으로 구성된 곳이 많았다. 

놀이기구와 바닥재, 놀이 역 구성은 아동의 놀이행동에 

직 인 향을  수 있는 요한 요소이지만 부분의 

실외놀이터의 환경은 이러한 요소가 고려되어 계획되지 

않는 환경이었다. 컨  환경 특성에 따라 놀이 역을 

구성하고 그 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에 합한 바

닥재와 놀이기구 종류를 선택하고 배치되어야 하는 계획

과정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 특성 가운데 체면 과 아동 수, 아동 1

인당 면 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5개 유형으로 분류되

었다. 5개 유형은 아동 수와 놀이터 면 을 의미하는 것

으로 A형은 규모/소형, B형은 소규모/ 형, C형은 

규모/소형, D형은 규모/ 형, E형은 규모/ 형으로 

명명하 다. 소형놀이터는 아동수가 규모인 곳과 규

모인 곳의 2가지 유형과 형놀이터는 아동수가 소규모, 

규모, 규모인 곳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이 분류된 5가지 유형으로 사용자의 요

구를 반 하여 보육시설 실외놀이 환경의 디자인이 제시

될 수 있다.  

2. 사용자의 요구

1) 놀이기구  놀이 역

놀이기구에 한 사용자의 요구에서 시설장과 교사는 

모든 유형에서 터 , 놀이집, 종합놀이기구, 미로를 가장 

많이 요구하 다. 그러나 아동은 기존의 놀이터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네, 미끄럼틀, 시소, 놀이집, 계단을 

길고 높게, 구부러진 형태로 그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

다. 이것은 기존의 놀이터 환경이 아동의 놀이환경 이미

지에 반 된 결과로 볼 수 있는 한편 스릴과 도 , 모험심

을 경험하고 싶은 아동의 요구가 간 으로 표 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놀이 역에 한 요구에서 시설장과 교

사는 정  놀이 역과 물․모래놀이 역, 모험놀이 역

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고, 아동은 물․모래놀이 역을 가

장 많이 그렸고, 이외에 자 거길, 언덕, 빈 공간, 휴식

역 등을 그렸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시설장과 교사는 종합놀이기구이

외의 다른 놀이기구(터 , 미로, 놀이집 등)에 한 요구가 

많은 반면 아동은 기존의 놀이기구가 스릴과 도 , 모험

을 경험하고 싶어 하므로 이러한 요소가 놀이터 계획에 

반 되어야 할 것이다. 놀이 역에 있어서도 성인들은 정

 놀이 역과 물․모래놀이 역, 모험놀이 역을 원하

고, 아동은 물. 모래놀이 역이외에 자 거길, 언덕, 빈 공

간, 휴식 역을 원하므로 이러한 요구가 놀이터 계획에 

반 될 수 있어야 한다.

2) 개조  활성화 방안 

시설장과 교사에 의해 놀이터 개조 시 고려하는 사항

을 조사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놀이 역 구성과 바닥재, 

놀이기구에 한 계획과 교체를 가장 많이 지 하 다. 

이것은 놀이의 독립성을 해 놀이 역이 구성되어야 하

며, 아동의 다양한 놀이행동을 유도하기 해서는 바닥재

와 놀이기구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간 확충문제와 실외놀

이 로그램 개발을 가장 많이 지 하 다. 이러한 결과

는 기존의 실외 놀이 환경의 한계와 문제 을 인식하고 

기회와 여건이 허락할 때 개조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놀

이환경 계획에 이러한 사용자 요구가 반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실외놀이 환경 디자인 안 

5개 유형으로 분류된 실외놀이 환경 유형을 환경특성

과 사용자의 요구를 반 하여 디자인 안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A유형은 규모/소형 놀이터로서 아동 수에 비하여 놀

이터가 소한 환경이다. 이 유형은 면 이 소하므로 

놀이 역은 최소 3 역(신체+모험, 비구조화, 휴식+자연)

으로 구성하고, 각 역에 합한 바닥재 3종(단단한 바

닥, 간바닥, 부드러운 바닥)이 사용되어야 한다. 놀이기

구는 형 종합놀이기구 설치를 지양하고 터 , 시소, 놀

이집, 언덕을 만들어 아동의 신체활동과 모험심, 스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이 유형에서는 개조 

시 고려사항으로 다양한 바닥재와 놀이기구, 역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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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으므로 계획에 반 하도록 한다. 특히 실외놀이

를 활성화하기 하여 시설공간을 보완하고 실외 놀이

로그램을 환경특성에 합하도록 개발하고, 연령별로 실

외놀이터 이용 시간 를 달리하여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을 권장한다.   

B유형은 소규모/ 형 놀이터로서 아동 수에 비하여 놀

이터가 넓은 환경이다. 이 유형은 면 이 넓으므로 놀이

역을 4 역(신체, 모험, 비구조화, 휴식+자연)으로 구성

하고, 각 역에 합한 바닥재 3종(단단한 바닥, 간 바

닥, 부드러운 바닥 등)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놀이기구

는 터 , 미로, 종합놀이기구 등 다양한 놀이기구와 아동

이 원하는 환경 특성인 모험심과 스릴, 도 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이 유형에서는 개조 시 고려

사항으로 다양한 역구성과 바닥재, 놀이기구를 원하고 

있으므로 계획에 반 하도록 한다. 특히 실외놀이를 활성

화하기 하여 시설공간을 보완하여 주 의 환경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C유형은 규모/소형 놀이터로서 놀이터의  면

이 소하다. 이 유형은 면 이 소하므로 놀이 역은 

최소 3 역(신체+모험, 비구조화, 휴식+자연)으로 융통성 

있게 구성하고, 각 역에 합한 바닥재 3종(단단한 바

닥, 간 바닥, 부드러운 바닥)이 사용되어야 한다. 놀이기

구는 종합놀이기구보다 놀이집, 터 , 빈 마당을 제공하여 

가변 으로 놀이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한

다. 이 유형에서는 개조 시 고려사항으로 다양한 역구

성과 바닥재, 놀이기구를 원하고 있으므로 계획에 반 하

도록 한다. 특히 실외놀이를 활성화하기 하여 시설공간

을 보완하도록 하며, 연령별로 실외놀이터 이용 시간 를 

달리하여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을 권장한다.    

D유형은 규모/ 형 놀이터로서 아동 수에 비하여 놀

이터가 넓다. 이 유형은 면 이 넓으므로 놀이 역은 4

역(신체, 모험, 비구조화, 휴식+자연)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역에 합한 바닥재 3종(단단한 바닥, 간 바닥, 부

드러운 바닥)이 사용되도록 한다. 놀이기구는 터 , 놀이

집, 종합놀이기구 등 다양하게 설치하고 아동의 신체활동

과 모험심,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유형에서는 개조 시 고려사항으로 다양한 역구성과 바

닥재, 놀이기구를 원하고 있으므로 계획에 반 하도록 한

다. 특히 실외놀이를 활성화하기 하여 로그램 개발과 

시설 공간 보완을 원하고 있으므로 환경 특성에 합하도

록 개발한다. 

E유형은 규모/ 형 놀이터로서 아동 수에 비하여 놀

이터 면 이 넓은 환경이다. 이 유형은 면 이 넓으므로 

놀이 역은 4 역(신체, 모험, 비구조화, 휴식+자연) 이상

으로 구성하고, 각 역에 합한 바닥재 3종(단단한 바

닥, 간 바닥, 부드러운 바닥) 이상이 사용되도록 한다. 

놀이기구는 터 , 종합놀이기구, 미로, 놀이집을 설치하고 

아동의 신체활동과 모험심, 스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

경을 조성한다. 이 유형에서는 개조 시 고려사항으로 다

양한 역구성과 바닥재, 놀이기구를 원하고 있으므로 계

획에 반 하도록 한다. 특히 실외놀이를 활성화하기 하

여 시설공간을 보완하고 실외 놀이 로그램을 환경특성에 

합하도록 개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5가지 실외놀이 환경 

유형은 규모와 규모 시설의 소형놀이터와 규모, 

규모, 소규모시설의 형 놀이터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

서 제시된 실외놀이 환경 디자인 안은 25개의 보육시설을 

상으로 한 유형이므로 국 보육시설에 확 하여 용

하기는 어렵겠으나 처음 시도된 실외놀이 환경 유형 분류

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 , 소규모 시설의 소형

과 형 놀이터 일부에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 시

도되는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사례 수를 국 으로 확

 실시하여 세부 인 유형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

한다.

주제어 : 보육시설, 실외놀이 역구성, 실외놀이 활동

로그램, 실외놀이 환경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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