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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of apartment houses has been gradually upgraded. However the changes in demographic composition

of residents such as seniors, disabled persons, and etc. have not been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planning. If

apartment houses are designed on the base of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their residents could live as long

as they want to live in. This study evaluates the Korean standard-sized apartment housing units and the

common spaces of those apartment buildings, and it’s outdoor enviro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design. The observation and measuring was conducted with the questionnaire survey with 100 residents living in

those housing units. 60 items were designed for evaluating them in relation to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In general,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were relatively applied to the

apartment houses. However their application needs to be broadened. 2) The number of parking lots needs to be

increased and the width of individual parking lot to be increased. Also, the location of gazebo and senior center

needs to be placed in easily accessible areas. 3) The shape, color, finishes of the ramp and the entrance area

of the apartment building and housing unit should be made more homelike. Also, the entrance area of apartment

building and housing unit needs to be made large enough for residents themselves and meeting with neighbors.

4) Among all of the rooms in a housing unit, bathroom should be improved immediately. Also, the width of doors

should be at least 80cm wide and the floor should be made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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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주택의 양적 공급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정부와 주택건설업체 및 학계 모두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

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아파트 주거환경의 질

적 수준은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되는 측

면이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장애인수의 증가 등 인구구성

의 변화에 따른 거주자 개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배려이다.

주택의 기본 기능은 모든 인간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은 모든 인간에 대한 배려를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

-G00028)

토대로 계획되어야 한다.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또는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가진 다양한 인간

모두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되어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가능한

한 다양한 거주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

동주택 디자인 측면에서의 배려는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가 들어 신체적인 노화현상이 나타나더라

도 이제까지 살아온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면,

즉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이 제공된다면 특별히 노인주택

을 별도로 제공할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또

한 우리나라 지체장애인 중 대다수가 사고 등의 후천적

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이 제공된다면 본인이 원하는 한 이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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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변경 없이 살던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척이나 친지 집에도 큰 불편없이 방문할 수 있

다.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은 거주자에게는 지속

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

공해 줌과 동시에 이사나 개조 등 주택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노인이

나 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주택을 제공해 주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이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1)는 우리

나라의 주택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

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을 잘 수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국민주택 규모 아

파트의 주거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들이 어느 정

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거주자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공간환경

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둘째, 조사대상 아파트 동 건물의 공동공간에 유니버

설 디자인의 원리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사

한다.

셋째, 조사대상 아파트의 단위주택에 유니버설 디자인

의 원리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주거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개

선방향을 제안한다.

1.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선행연구2)에서 아파트의 실내외 환경을 대

상으로 선정한 아파트 주거환경의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60개를 사용하여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대

상으로 현장 관찰조사와 거주자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은 국민주택 규모의 평형으로만 구성된 아파

트 단지이며 아파트 단지환경과 아파트 동 건물의 공동

공간, 그리고 단위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주거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연구동향

1)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

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오찬옥, 소규모 아파트 주거환경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권 2호, 2013, pp.20-30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하여 진

행된 연구들의 동향을 년도별로 살펴보았다.

2000년에는 외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법을 우리나

라의 경우와 비교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된

외국 노인주택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인주택에의 적

용 방향을 제시한 연구와, 지체장애인 관점에서 행동의

제약을 초래하는 아파트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특성을

밝혀낸 연구, 다양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욕실환경과 행

태를 사례조사한 연구 등 기초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먼저 미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법과 관련 규칙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앞으로의 방

향을 제안한 연구3)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노인주

택에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인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제

안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주거환경에서의 유니버설 디

자인 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된 영구임

대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건물 출입구 경사로, 엘리베이

터, 현관, 복도, 침실, 부엌, 욕실, 발코니 등 9개 공간의

주거환경 특성 중에서 지체장애인의 행동 제약을 초래하

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특성을 규명한 연구4)가 있다.

다양한 거주자 즉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노인, 임산부,

비장애인의 5인을 대상으로 욕실 출입구, 욕조공간, 샤워

공간, 변기, 세면대, 수납장 등의 욕실현황과 욕실에서의

행태와 요구사항 등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한 사례

조사 연구5)도 진행되었다.

2002년에도 외국 자료를 토대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를 부엌공간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찰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즉 미국에서 발간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부엌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하여 살펴본 연

구6)로서 이 연구는 노인을 위한 부엌공간과 시력 약자

를 위한 부엌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4가지 원리별로 유니버설 디자인 부

엌의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07년에는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공간과 시설을 대

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성을 조사한 연구와, 아

파트 욕실환경과 설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공간과 시

설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2

편으로 서울시 소재 15개 아파트 단지의 보행공간, 놀이

운동공간, 휴게공간, 기타 주동 입구공간을 유니버설 디

3) 황원경 신경주, 한국 노인주택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년학연구 20권 3호, 2000, pp.93-113

4) 오찬옥, 지체장애인의 관점에서 본 소규모 아파트 공간에서의 유니

버설 디자인 특성,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1권 3호, 2000, pp.99-107

5) 권오정 하해화, 주택욕실의 사례분석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방안, 생활문화예술논집 23호, 2000, pp.5-28

6) 장상옥 신경주, 부엌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고찰, 한국생활과학연

구 20집, 2002, pp.18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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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관련 68개 평가항목을 갖고 현장조사한 연구7)와

서울 소재 12개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 실내운동시설, 어

린이집의 3개 시설을 38개 유니버설 디자인 평가항목을

갖고 현장조사하여 분석한 연구8)이다. 또한 아파트의 단

위평면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공동욕실의 치수와 가

구배치상태를 분석하여 25평형 3개, 33평형, 42평형 아파

트 욕실에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방안을 모색해 본

연구9)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위해서는 욕실의 크기가 최소 1.8m×2.4m가 되어야 한다

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에서 개발된

세면대, 변기, 욕조, 샤워기, 수납장과 마감재와 조명 등

51사례의 유니버설 디자인 욕실 제품들을 기능적 효율

성, 수용성,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쾌적성, 접근성의 5가

지 원칙을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10)도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환경과 단위주택 모두를 대상으

로 하며 현장조사와 함께 거주자의 평가도 병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분된다.

3. 조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경남 김해시 장유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국

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m
2
의 아파트와 그 곳에 거주

하는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

라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므

로 조사대상 지역에 위치한 국민주택 규모만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 중 공급 세대수가 585세대로 가장 많은 단

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11). 이 단지에는 동일한 평형

의 단위주택이 제공되었지만 평면유형은 2가지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세대수가 336세대로 더 많은 유형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는 2009년 1월에 준공된 585세대

규모의 단지로 국민주택 규모의 동일한 평형으로 구성된

7) 이효창 조유정 권소영 하미경, 아파트 단지 외부 커뮤니티 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3권 4호, 2007, pp.101-110

8) 김나연 김정현 이효창 홍동진 하미경, 주거단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

문집 16권 6호, 2007, pp.96-105

9) 강경연 이경훈, 아파트 욕실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3권 5호, 2007, pp.3-10

10) 이수진 권현주 이연숙 민병아, Aging in Place를 지원해 주는 유니

버설 디자인 욕실설비 및 제품 특성 분석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권 12호, 2007, pp.125-134

11) 조사대상 지역에는 조사대상 선정일인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총

65개의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어 거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중 동일한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38개 단지였다. 이 38개 단지

중 30평형대 로만 구성된 단지는 25개 단지였으며 이 중에서 세대

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585세대로 구성된 단지였으며 따라서 이

단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단지이다.<그림 1> 각 층이 엘리베이터 2대와 단위주택

4세대로 구성된 탑상형 형태의 아파트 6개 동과 각 층이

단위주택 2세대로 구성된 판상형 형태로 배치된 3개 동

이 가로 세로 3개동씩 배치되어 있는 정방형 단지이다.

탑상형은 336세대, 판상형은 149세대였으며 아파트 건물

의 층수는 15층에서 23층이었다.

<그림 1>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조사대상 단위주택은 전용면적 84.86m2(분양면적 109.09m2)

인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로 침실이 3개이고 욕실이 2

개이며 거실과 부엌 및 식당이 하나의 공간으로 개방되

어 있는 L-D-K형태의 배치를 하고 있다.<그림 2> 전면

에 거실과 3개의 침실, 즉 4개의 실이 배치되어 있는 4-

베이형이다. 가족 공동욕실이 현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욕조가 없는 반 욕실이 가장 큰 침실 내부에 위치

하고 있다.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발코니는 전면 전체

와 후면의 두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나, 확장형의 경우

발코니는 전면의 작은 방과 후면의 주방식당과 연결된

부분에만 위치하며 나머지는 모두 인접 공간에 포함되어

확장되었다.

비확장형 확장형

<그림 2> 조사대상 단위주택 평면도

3.2. 조사내용

본 연구의 현장 관찰조사 및 거주자 대상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내용은 전용면적 59.99m
2
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12)와 동일하다. 즉 아파트 단지의 보행도로와

주차장 및 커뮤니티 시설, 아파트 건물의 공동공간인 아

파트 동 입구의 경사로와 동 현관의 출입구와 엘리베이

터, 단위주택 현관, 그리고 단위주택의 침실, 거실, 부엌,

12) 오찬옥, op. cit.,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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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거실과 부엌 발코니 등 13개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60개의 적용정도를 조사하

였다. 현장 관찰조사는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관찰 및 실측과 사진촬영을 하였으

며 설문조사는 60개 항목 각각의 적용정도를 5점 리커르

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13)하게 하고 응답자의 특성인 연

령, 가족수, 월평균 소득, 주택소유방식 등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아파트 주거환경의 유니버설 디자

인 요소 60개의 공간 및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별 구성

은 <표 1>과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 3>-<표 14>와

같다.

구분 공간 문항수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

접근성 지원성 안전성 융통성

단지환경

보행도로 4 2 1 1

주차장 3 1 2

커뮤니티시설 7 2 3 1 1

소계 14 5 6 1 2

아파트

동 건물

입구 경사로 5 1 2 1 1

동 현관 출입구 4 1 2 1

엘레베이터홀 3 2 1

단위주택 현관 5 3 1 1

소계 17 5 7 1 4

단위주택

침실 4 2 1 1

거실 3 1 1 1

부엌식당 5 2 1 2

욕실 9 5 1 2 1

거실발코니 4 3 1

부엌발코니 4 3 1

소계 29 16 2 4 7

계 60 26 15 6 13

<표 1> 아파트 주거환경의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3.3. 조사방법

본 연구는 현장 관찰조사와 거주자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현장 관찰조사는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조

사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조사원 3인이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와 관찰조사를 허락한 단위주택 한 세대를

방문하여 본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관찰과 실측 및 사진

촬영을 하며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며 본 조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8월에 진행하였으며 2013년 2월에 보완조사를 하였다.

3.4. 자료분석

현장 관찰조사한 자료는 사진 및 실측결과와 함께 기

술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9를 이용하여 빈도와 퍼센트, 평균, 표준편

13) 평가결과는 중간점인 3.0점을 중심으로 3.0점 이상은 긍정적으로,

3.0점 이하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그 정도는

중간점을 기준으로 ±0.5점은 부정적인 편이거나 긍정적인 편으로,

±0.5점-0.9점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라고 해석하였으며 +1.0점

이상은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하

4.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주거환경의 유니

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4.1. 조사대상 거주자의 특성

조사대상 아파트 거주자는 30대가 64.0%로 가장 많았

으며 60대 이상도 20.0%나 되었다.<표 2> 노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족수는 62.0%가

4인이었으며 3인이 19.0%, 5인 이상이 15.0%의 순이었

다.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이 33.3%, 400-500만원이

29.3%로 62.6%가 300-500만원이었으며 자기 소유의 아

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84.0%였다.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연

령

20대 5 5.0

소

득

200만원미만 3 3.0

30대 64 64.0 200-300만원미만 16 16.2

40대 8 8.0 300-400만원미만 33 33.3

50대 3 3.0 400-500만원미만 29 29.3

60대 이상 20 20.0 500만원 이상 18 18.2

전체 100 100.0 전체 99 100.0

가

족

수

2인 4 4.0
소

유

방

식

소유 84 84.0

3인 19 19.0 전세.월세 15 15.0

4인 62 62.0 사택 1 1.0

5인 이상 15 15.0 전체 100 100.0

전체 100 100.0

<표 2> 조사대상 거주자의 특성 (N=100)

4.2. 아파트 단지환경 평가

(1) 아파트 단지 내 보행도로

조사대상 아파트의 단지 내 보행도로는 전반적으로 편

평하며 폭도 대부분 2.6m였으며 가로수가 있는 경우도

1.2m는 되었다.<그림 3> 보행도로의 재료와 색상 등은

주변 건물과 차도 및 나무 등과 조화되도록 배려하여 선

택한 것으로 보여 디자인의 질적 수준은 일정 수준 유지

하고 있었다.

가로수와보행도로 바닥재와 색상 충분히 넓은 보행도로

<그림 3> 아파트 단지내 보행도로

이러한 아파트 단지 내 보행도로의 접근성과 지원성

관련 3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모두 3.50점 이상

으로 긍정적이었다.<표 3> 즉 보행도로 폭의 적절성

(3.79점), 바닥의 편평한 정도(3.75점), 바닥 마감재의 형

태와 색 등 디자인 우수성(3.60점)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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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였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의 사용편리성을 통

해 본 융통성에 대한 평가도 3.47점으로 긍정적이었으나

다른 3개 항목에 비해서는 약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차도와 보행도로와의 높이차이 등으로 인하여 휠체어 사

용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이는 인도와 차도와의 높이 차이를 가능한 낮추고

대신 그 경계부분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안전성을 확보

하고 보행로 곳곳에 턱 낮추기를 추가로 하여 휠체어 사

용자의 동선을 단축시켜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원리 M S.D.

지나다니기에 적절한 보행도로 폭(최소 1.2m, 보통 2.6m) 접근성 3.79 .715

유모차나 쇼핑카트 등 끌기에 불편함없는 보행도로 바닥 접근성 3.75 .821

바닥마감의 형태와 색 등 디자인 우수성 지원성 3.60 .696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 융통성 3.47 .771

( ) : 실측결과

<표 3> 단지 내 보행도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2)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그림 4> 지상주차장은 주로 판상

형 아파트 3개 동 건물들 사이에 두 줄로 길게 병렬 배

치되어 있고 탑상형 아파트의 출입구 부분에 장애인전용

주차장과 일반 주차장이 몇 개씩 위치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은 탑상형 아파트 지하부분에 위치하였으며 일정

한 영역별로 일련 번호와 다른 색상을 사용하여 구분해

줌으로써 주차위치를 찾기 용이하게 되어 있었고 주민전

용 휘트니스 센터가 있는 썬큰 부분으로 창을 내어 밝기

와 조망을 확보하였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1.07대(총

626대)로 적절한 편이었으며 주차구획의 크기는 폭 2.3m,

길이 5m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색과 번호로 위치 표시 색과 번호로 위치 표시 지하주차장의 창문

<그림 4> 아파트 주차장

이러한 단지 내 주차장의 접근성과 지원성 관련 유니

버설 디자인 요소 3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2.43점에서 최고 3.61점으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컸다.

<표 4>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적절하

다(3.61점)고 하였으나 주차장 개수는 부족(2.43점)하며 1

대당 주차공간의 크기도 긍정적이지만 그 정도는 낮아

(3.08점) 주차대수와 구획당 크기를 넓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주차대수가 세대 당 1.07대임에도 낮게

평가된 것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14)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 지역이 교외에 위치해

있음에 반하여 대중교통수단은 버스만이 있으며 이러한

버스의 노선과 배차간격 등이 원활하지 않기때문이라고

본다. 즉 대중교통수단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보유하는 거주자 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세대 당 2대

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가구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결과는 특히 교외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측되는 세대 당 자

동차 대수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차구획의 크기는 법적 규정은 충족시키고 있었지

만 긍정적인 평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폭 2.3m는

양 옆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 문을 열기에 좁

은 치수이므로 이를 넓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중형

자동차의 폭이 1.9m인데 반하여 주차구획의 폭은 법적으

로 2.3m이며 따라서 구획 당 0.4m의 여유공간15)이 확보

되는 셈이다. 그러나 40cm는 자동차의 한쪽 문도 제대로

열 수 없는 공간이므로 폭을 20cm정도 늘려서 2.5m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원리 M S.D.

주차장에서 내 아파트까지 거리의 적절성 접근성 3.61 .852

주차장 개수의 충분정도 (세대당 1.07대) 지원성 2.43 1.130

자동차 1대당 주차공간 크기의 적절성 (2.3m×5m) 지원성 3.08 1.107

( ) : 실측결과

<표 4> 단지내 주차장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3)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운

동공간이 3개씩 있었으며 경로당, 정자, 벤치, 썬큰 가든

앞 입주민전용 실내 휘트니스 센터와 도서관, 생태연못

등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이러한 시설들의 재료와 색상 등 디자인의 질적 수준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그림 5> 어린이 놀

이터는 탑상형 아파트 건물 전면에 2개, 판상형 아파트

건물 전면에 1개가 위치하여 거주자들의 우연적인 시각

범위 내에 적절히 분산배치되어 있었다. 주민운동공간은

탑상형 아파트 건물이 있는 쪽에 1개, 판상형 아파트 건

물이 있는 쪽에 2개가 단지의 바깥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중앙에 위치한 휘트니스 센터까지 포함시켜 보면 비교적

고르게 분산배치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접근성이 적절한

편이었다. 경로당은 단지의 주출입구 좌측에 위치한 탑

상형 아파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 내 모든 노

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낮았다. 벤치는 단지 곳

곳에 다양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모든 거주자들이 이용

14) 오찬옥, op. cit., p.24

15)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법적 기준은 폭이 3.3m, 길이가 5.0m로

1m의 여유 폭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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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었다. 실외공간에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여 썬큰 가든으로 내려가서 입주민 전용 실

내 휘트니스 센터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어린

이로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용하면서 어울

릴 수 있도록 한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

와 주민운동공간 등은 분리시켜 분산배치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자와 벤치 벤치 주민운동공간

어린이 놀이터 썬큰가든 휘트니스센터

<그림 5>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조사대상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접근성과 안전성

및 지원성 관련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6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3.25점에서 최고 3.64점으로 긍정적

이었으나 그 정도는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

다.<표 5>

경로당(3.34)과 정자(3.25)의 위치 적절성과 같은 접근

용이성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그 정도는

낮았다. 경로당은 단지의 한쪽 모서리, 즉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의 좌측에 위치한 탑상형 아파트의 1층에 위치

하고 있어 단지 내 모든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

이 미흡하여 나타난 결과로 본다. 정자도 탑상형 아파트

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옆 한 곳에만 위치하고 있어 모

든 거주자가 이용하기에는 개수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

기 때문으로 본다. 안전성을 고려할 때 놀이시설의 위치

에 대해서는 긍정적(3.58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3개

의 놀이터 모두 아파트 건물의 전면부에 위치하여 거주

자들의 시야 내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벤치를 설치하여 주민들간 이야기를 나눈다

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3.49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과 공원, 정자,

산책로 등 휴식공간의 형태,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

에 대해서도 3.60점과 3.64점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였

다. 그러나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에 대해서는 다

른 항목들에 비하여 낮게 평가하여 비교적 긍정적(3.31

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 확

보와 함께 더 나아가 휠체어 사용자들도 사용가능한 커

뮤니티 시설도 일부 포함시켜 다양한 거주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원리 M S.D.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자의 위치 접근성 3.25 1.012

경로당 위치의 이용 적절성 접근성 3.34 .919

안전 고려시 어린이 놀이시설 위치의 적절성 안전성 3.58 .819

곳곳에 주민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벤치설치 지원성 3.49 .916

부대복리시설(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의 형

태,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
지원성 3.60 .696

휴식공간(공원, 정자, 산책로 등)의 형태,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
지원성 3.64 .704

휠체어 사용자의 커뮤니티 공간 이용편리성 융통성 3.31 .918

<표 5>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이상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단지환경을 유니버설 디

자인의 관점에서 조사한 결과 단지 도로의 폭과 같은 접

근성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의

폭, 커뮤니티 시설들의 배치위치와 관련된 접근성은 다소

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교외지역에 위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으로 인하

여 주차대수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주차대수를 늘리고 주

차구획의 폭도 자동차 크기를 감안하여 현재의 2.3m를

2.5m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커뮤니티 시

설들을 배치할 때 단지 내 각 동에서의 접근성과 함께 세

대 간 교류를 배려한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단지환경과

관련한 3개 항목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사용편리성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낮았다. 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면 아동이나 노인 등 다

른 사용자들의 사용 편리성도 커지는 것이므로 이들의 사

용편리성을 배려한 계획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4.3. 아파트 건물 공동공간 평가

(1) 아파트 동 건물 입구 경사로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동의 입구는 계단과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가 직각으로 위치하고 있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그림 6>

경사로에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핸드레일이 한 쪽에만

부착되어 있었으며 경사로 기울기는 완만하고 바닥은 미

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되어 있었다. 핸드레일이 한

쪽에만 설치될 경우 반대 편을 사용해야만 하는 사용자

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양쪽 모두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

다. 경사로 핸드레일의 스테인레스 스틸과 바닥과 벽의

석재는 유지관리하기는 쉽지만 시각적으로 시설적이며

차가운 특성을 보이고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도 특히 겨

계단과 경사로 경사로와 핸드레일 경사로

<그림 6> 아파트 동 현관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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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는 차가워서 사용하기 불편하므로 주거공간처럼 느

껴지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파트 동 건물 출입구 경사로의 접근성과 안

전성 및 지원성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4개 항

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3.36점에서 최고 3.79점으

로 긍정적이었다.<표 6> 경사로의 기울기는 접근하기

적절한 정도(3.79점)이며 바닥은 비교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3.46점)로 되어 있고 핸드레일은 사용하기 편리하다

(3.50점)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핸드레일의 형태와 색, 재

료 등 디자인적 우수성(3.36)은 긍정적이지만 높지는 않

게 평가되었으며 경사로 관련 요소들에 대한 평가 중 가

장 낮게 평가되어 핸드레일의 재료와 색 등의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동 건물의

입구는 주거공간의 진입구로서 친근하고 부드러우며 집

과 같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현관 입구는 마감재료 등으로 인하여 오피스 건물 등 공

공공간과 같은 분위기였으며 따라서 특히 재료의 선택에

있어 많은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경사로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에 대해서도 3.28점으로 가

장 낮게 평가되어 실제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핸드레일이 현재는 한 쪽에만 있는데 양쪽에 부착해

야 할 것이며 핸드레일 설치 위치도 경사로 쪽으로 약간

돌출되도록 하여 잡기 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원리 M S.D.

경사로 기울기의 사용적절성 접근성 3.80 .6224

미끄러지지 않는 경사로 바닥재질 안전성 3.46 .784

사용편리한 경사로 핸드레일 지원성 3.50 .745

경사로 핸드레일 형태,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 지원성 3.36 .612

휠체어 사용자의 경사로 이용편리성 융통성 3.28 .822

<표 6> 동 현관입구 경사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2) 아파트 동 건물의 현관 출입구

아파트 동 건물의 현관 출입구는 실외에는 폭 1.9m, 길

이 1.9m의 공간이 있었으며 실내에는 폭 1.6m의 복도같

이 긴 공간이 있어 휠체어 사용자도 넓지는 않지만 사용

가능하였다.<그림 7> 또한 유리 자동문으로 된 출입문

의 폭은 81cm로 넓지는 않지만 적절하였다. 아파트 동

현관 외부 현관 내부 현관 내부 현관 내부

<그림 7> 아파트 동 현관 출입구

현관 출입구는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맞은 편에도 낮

은 창문이 있어 밝고 개방감이 있으며 외부 전경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머물며 쉬

거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수 있는 의자나 벤치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아파트 동 건물 현관 출입구의 접근성 및 지원

성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3개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2.60점에서 3.66점으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컸

다.<표 7> 현관 출입구의 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2.60

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단지 통로로서의 역할만 하도

록 되어 있는 현 상태가 아닌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장

소에 대한 요구라고 본다. 아파트 동 출입구의 현관문

형태 즉 자동 유리문에 대하여 거주자들은 긍정적(3.66

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출입구의 형태, 색, 재료 등 디자

인적 우수성도 비교적 긍정적(3.41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정도가 높지는 않았다. 경사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거공간임을 감안한 재료의 선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은 긍정적이지만

낮게(3.29점) 평가하였으며 다른 항목에 비해서도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입문은 번호를 누르면 자

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번호를 누르는 부분이 휠체

어 사용자가 접근하기에는 높게 위치하고 있으며 현관

앞 공간과 문 폭도 충분히 넓지 않아 심리적으로 안정감

을 갖기 쉽지 않은 면도 있기때문인 것으로 본다.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원리 M S.D.

현관 출입구 부분 넓이의 적절성

(외부:1.9m×1.9m, 내부 1.9m×1.6m)
접근성 2.60 .936

사용편리한 현관문 형태 (유리 자동문) 지원성 3.66 .714

출입구의 형태,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 지원성 3.41 .726

휠체어 사용자의 현관 출입구 이용편리성 융통성 3.29 .880

( ) : 실측결과

<표 7> 동 현관 출입구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3) 아파트 동 현관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는 일단 내부로 들어온 후 좌측이나 우측으

로 돌아서야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그림 8> 즉 출입문

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며 단위주택까지 연결되는 폭

1.6m의 긴 복도같은 공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맞은 편의 약간 어긋난 위치에 계단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엘리베이터 홀의 지원성과 관련된 2개 항목에

엘레베이터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홀

<그림 8> 엘레베이터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3호 통권98호 _ 2013.06          29

대한 거주자 평가는 3.42점과 3.53점으로 긍정적이었다.

<표 8> 거주자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충분한 여유공간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 긍정적(3.53점)이었으며 엘리베이

터 홀의 형태와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편(3.42점)이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3.61점)으로 평가하여 엘리베

이터 사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용자에 대

한 수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본다.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원리 평균 S.D.

엘리베이터 앞 충분한 여유공간(폭 1.3m의 긴 복도) 지원성 3.53 .784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와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 지원성 3.42 .831

휠체어 사용자의 엘리베이터 이용편리성 융통성 3.61 .803

( ) : 실측결과

<표 8> 동 현관 엘리베이터 홀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4) 아파트 단위주택 현관

아파트 단위주택은 1층을 제외하고는 엘리베이터를 중

심으로 좌우 양측에 한 세대씩 위치하고 있어 복도 양끝

공간이 각 세대의 현관영역이 된다.<그림 9> 유리 현관

문 맞은 편 벽에는 낮은 높이의 창문이 있어 밝고 개방

적인 느낌을 준다. 현관문 앞부분은 현관문이 복도에서

30cm정도 들어가 있어 1.9m의 폭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현관문 폭은 1.0m였다. 단위주택 내부의 현관 바닥과 내

부공간과의 바닥높이 차이는 5cm였다. 현관 앞 출입구

부분인 복도 끝부분을 자기 공간처럼 느낄 수 있다는 장

점은 있으나 이 공간에 자전거 등의 물품들을 보관해 두

어 출입구 부분을 좁게 사용하는 세대가 일부 있었다.

단위주택 현관 단위주택 현관 단위주택 현관문 현관 내부

<그림 9> 단위주택 현관

이러한 단위주택 현관의 접근성 및 지원성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4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3.22점에서 최고 3.73점으로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

이를 보였다.<표 9> 1.2m인 단위주택 현관문의 폭(3.56

점)과 5cm인 현관 바닥의 내부공간과 바닥높이 차이

(3.73점)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3.5점 이상으로 높아 접

근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현관문 앞부

분이 더 넓었으면(3.22점)하는 거주자가 많아 현관문 앞

부분을 더 넓게 하는 개선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현관문의 무게는 사용 적절한 편(3.56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3.28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정도가 낮아 내부공간과의

바닥높이 차이를 2cm이하로 하는 등 다소의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세대 현관 앞 공간은 단지 출입구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각 세대가 자기표현을 하여 자기공간화 할 수 있

는 공간이다. 즉 아파트가 갖고 있는 획일화에서 탈피하

여 다양화를 꾀하도록 할 수 있는 공간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조사대상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의 현관 출입구

부분의 폭을 현재의 1.9m보다 넓게 하여 화단이나 의자

와 테이블 등 각 세대가 나름대로 계획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그

공간을 이웃과의 교류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원리 평균 S.D.

내 집 현관문 앞부분 면적의 적절성(폭 1.9m) 접근성 2.78 1.065

지나다니기에 적당한 현관문 폭(1m) 접근성 3.56 .820

현관 바닥과 내부공간과 바닥높이 차이의 적절성(5cm) 접근성 3.73 .664

열고 닫기에 적절한 현관문 무게 지원성 3.56 .808

휠체어 사용자의 현관 이용편리성 융통성 3.28 .911

( ) : 실측결과

<표 9> 단위주택 현관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이상 아파트 동 건물의 공동공간에 대한 유니버설 디

자인의 적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건물 출입구의 경사로와

현관 및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와 색, 재료 등의 디자인

에 대한 개선과 함께 휠체어 사용자의 사용가능성을 배

려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아파

트의 경우 경사로와 현관 및 엘리베이터 홀 부분이 일반

공공건물처럼 석재로 마감되어 있어 주거공간의 분위기

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으며 이에 대해 거주자도 높지 않

게 평가하였다. 또한 이들 공간의 크기도 적절하지만 충

분하지는 않아 거주자의 평가도 낮았으며 휠체어 사용자

의 이용편리성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부분의 마감재를 친근하고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여 주거

공간처럼 보이고 느껴지도록 하고 크기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4.4. 아파트 단위주택 평가

(1) 침실

조사대상 주택에 있는 3개의 침실 중 가장 큰 침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관찰조사하였다.

침실 문에는 별도의 문지방이 없이 거실공간과 동일한

바닥높이를 유지하고 있고 침실 문폭이 92cm로 충분히

넓어 접근성이 양호하였다.<그림 10> 침실의 크기는 침

대만 배치할 경우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으나 사례조사한

세대의 경우처럼 침대 외에 서랍장 등을 배치할 경우 폭

이 통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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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입구 침대 옆 여유공간 침대 주변 여유공간

<그림 10> 침실공간

이러한 침실공간의 접근성 및 안전성과 관련된 유니버

설 디자인 요소 3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3.02점

에서 3.77점으로 긍정적이지만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표 10> 즉 침실공간의 문 폭(3.77점)과 침대주

변 여유공간(3.68점)의 수평적 접근성에 대한 거주자 평

가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가구 모서리가

둥글게 마감된 정도는 3.02점으로 가구를 디자인하거나

제작할 때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의 이

용편리성에 대한 평가는 3.27점으로 긍정적이지만 그 정

도가 높지는 않았다. 이는 사례조사한 세대의 경우처럼

침대 외에 다른 가구를 배치하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원리 평균 S.D.

지나다니기에 충분히 넓은 침실 문 폭(90cm) 접근성 3.77 .649

침대주변 충분한 여유공간 접근성 3.68 .815

가구 모서리 둥글게 마감 안전성 3.02 .887

휠체어사용자의 침실 이용편리성 융통성 3.27 .777

( ) : 실측결과

<표 10> 침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2) 거실

거실은 부엌-식당 공간과 일자로 개방되어 있는 전형

적인 L-D-K형으로 되어 있었으며 양쪽에 있는 두 침실

의 출입문이 거실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거실만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림 11> 특히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 거의 독립된 거

실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부엌에서 본 거실 거실 좌측 전면에서 본 거실

<그림 11> 거실공간

이러한 거실공간의 접근성 및 안전성과 관련된 유니버

설 디자인 요소 2개 항목에 대하여 거주자들은 3.30점과

3.81점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표 11> 즉 거실공간

은 가구를 배치하고도 여유공간이 있다고(3.81점) 접근성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가구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한 편(3.30점)이지만 더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도 있는 편(3.34

점)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정도가 높지는 않아 휠체

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원리 평균 S.D.

가구배치 하고 여유공간 있는 편 접근성 3.81 .720

가구 모서리 둥글게 마감 안전성 3.30 .916

휠체어 사용자의 거실 이용편리성 융통성 3.34 .835

<표 11> 거실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3) 부엌

부엌-식당공간은 거실과 일직선상에 단위주택의 후면

쪽으로 위치하고 있었다.<그림 12> 싱크대는 거실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벽과 후면발코니와 면한 벽의 일부에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싱크대의 높이는 86cm로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수납공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싱

크대의 상부와 하부 수납장 공간과 발코니 확장시 제공

된 전면 붙박이장을 고려하면 충족되는 편이다.

거실에서 본 부엌 ㄱ자형 배치 식탁

<그림 12> 부엌공간

이러한 부엌-식당공간의 접근성 및 지원성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3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3.75점에서 3.98점으로 모두 긍정적이었다.<표 12> 음식

준비를 위한 부엌 크기의 적절성(3.75점)과 싱크대 높이

(3.83점)에 대한 평가 모두 3.5점 이상으로 접근성은 긍

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충분한 수납장(3.98점)의 지원성

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부엌과 식사공

간 모두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은 3.06점과 3.41점

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어 다양한 사용자

를 위한 배려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원리 평균 S.D.

음식준비에 충분히 넓은 부엌 크기 접근성 3.75 .770

사용적절한 싱크대 높이(86cm) 접근성 3.83 .753

수납장 충분히 넓음 지원성 3.98 .841

휠체어 사용자의 부엌 이용편리성 융통성 3.06 .952

휠체어 사용자의 식사공간 이용편리성 융통성 3.41 .986

( ) : 실측결과

<표 12> 부엌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4) 공동욕실

공동욕실의 크기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였으

나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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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았다.<그림 13> 욕실문의 폭은 68cm로 80cm가 안되

었으며 인접한 공간과의 바닥 높이차도 6cm로 2cm 보

다 많이 컸고 설비와 설비 사이에 여유공간도 넓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문의 폭

을 80cm 이상으로 넓히고 인접공간과의 바닥높이 차이

를 없애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유공간 없는 욕실 여유공간 없는 욕실 바닥높이 차이

<그림 13> 아파트 욕실공간

이러한 욕실공간의 접근성과 안전성 및 지원성과 관련

된 8개의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3.26점에서 최고 3.83점으로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

이를 보였다.<표 13> 욕실과 인접 공간과의 바닥높이

차이로 인하여 불편한 정도(3.26점)와 욕실문 폭의 적절

성(3.32점)과 같은 접근성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긍정적

인 편이었으나 그 정도는 낮았다. 조사대상이 장애가 없

는 거주자임에도 인접공간과의 높이 차이와 욕실문 폭의

적절성을 높지 않게 평가한 점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

다. 즉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

전성과 관련해서는 욕실바닥재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편

(3.33점)이라고 하였으나 그 정도는 낮았으며 욕실설비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3.67점)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관찰

조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욕실문의 폭을 80cm 이상으로

하고 인접 공간과의 바닥높이 차이를 2cm 이하가 되도

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거친 바닥

재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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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과 인접공간과의 바닥높이 차이로 인한 편리성(3.26) 접근성 2.74 .883

지나다니기에 충분히 넓은 욕실문 폭(68cm) 접근성 3.32 .764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욕실 바닥 안전성 3.33 .948

세면대, 변기 등 욕실설비 모서리 둥글게 안전성 3.67 .842

사용편리한 수건 휴지걸이 위치 지원성 3.83 .711

사용적절한 변기높이(41cm) 접근성 3.80 .700

사용적절한 욕조 높이(49cm) 접근성 3.62 .708

사용적절한 세면대 높이(78cm) 접근성 3.65 .825

휠체어 사용자의 욕실 이용편리성 융통성 2.93 1.037

<표 13> 욕실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또한 욕실설비 즉 변기(3.80), 욕조(3.62), 세면대(3.65)

의 설치높이에 대한 평가와 수건 및 휴지걸이의 설치 위

치(3.83)에 대한 평가는 3.5점 이상으로 모두 긍정적이었

다. 그러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2.93

점)고 평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성은 낮았다. 이

는 12개 공간을 대상으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을

조사한 결과 중 가장 낮게 평가한 것으로 욕실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5) 발코니

사례조사한 단위주택 세대는 발코니를 확장한 세대이

므로 침실 발코니와 부엌발코니만 있었다. 전면 침실과

연결된 발코니는 폭이 1.1m로 좁은 편이었으며 천정에는

세탁물 건조대가 부착되어 있었고 발코니 바깥쪽으로는

화분 등을 놓을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었다. 단위주택

후면의 주방과 연결된 발코니는 출입문 폭이 70cm로 좁

았으며 발코니 폭도 90cm로 좁았다.<그림 14>

침실 발코니 부엌 발코니 바닥 부엌 발코니

<그림 14> 아파트 발코니

이러한 거실 발코니의 접근성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

인 요소 3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모두 4.0점 이상으로

아주 긍정적인 반면, 부엌 발코니 관련 3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모두 4.0점 이하로 긍정적이지만 거실 발코니의

경우보다 1.0점 이상 낮았다.<표 14> 즉 거실발코니의

경우 거실바닥과의 높이차이(4.45), 출입문 폭(4.44), 발코

니의 폭(4.49)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었으며 휠체어 사용

자의 이용편리성에 대해서도 4.20점으로 아주 긍정적이

었다. 그러나 부엌발코니의 경우는 부엌바닥과의 높이

차이는 3.64점으로 높았으나 출입문의 폭(3.39)과 발코니

의 폭(3.33)은 이에 비하여 약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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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실

거실바닥과 높이차이 없어 편리 접근성 4.45 1.690

지나다니기에 충분히 넓은 출입문 폭 접근성 4.44 1.725

사용하기 적절히 넓은 발코니 폭(1.1m) 접근성 4.49 1.726

휠체어 사용자의 거실발코니 이용편리성 융통성 4.20 1.902

부
엌

부엌바닥과 높이 차이 없어 사용편리 접근성 3.64 1.351

지나다니기에 충분히 넓은 출입문 폭(71cm) 접근성 3.39 1.476

사용적절한 발코니 폭(90cm) 접근성 3.33 1.525

휠체어 사용자의 부엌발코니 이용편리성 융통성 3.03 1.534

<표 14> 발코니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가구 대부분이 발코니를 확장

하여 사용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본다. 즉 거실 발코

니는 전체가 거실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평가가 높게 나

타났으며 부엌발코니는 확장한 만큼 수납공간은 늘어났

지만 나머지 부분은 세탁만 가능한 정도의 크기이므로

그만큼 접근성이 낮아져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또한 부

엌 발코니의 출입문 폭과 발코니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

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출입문의 폭은 기준치인

80cm 이상으로 하고 발코니의 폭은 주거전용면적 산정

에서 제외되는 최대 폭인 1.5m로 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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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식생활방식을 보면 보

조 부엌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크므로 발코니를 확장하더

라도 일부는 보조부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은 3.03

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상 조사대상 아파트 단위주택의 7개 공간을 대상으

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침

실과 거실은 가구의 각진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안전성

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실 출입문

과 부엌 발코니의 문 폭은 기준치인 80cm보다 10cm정

도 좁고 욕실 바닥은 인접공간과 6cm의 높이 차이를 보

여 접근성이 부족하였다. 발코니는 입주 시부터 확장을

하고 전면 침실과 후면 부엌 발코니를 유지하고 있었는

데 그 폭이 90cm이거나 1.1m로 좁아 특히 발코니 확장

을 하지 않은 발코니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1.5m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7개 각 공간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

리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욕실과 부엌의 경우가 가장 낮

게 평가되어 다양한 거주자를 수용하는 주거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욕실과 부엌공간에 대한 개선부터 우선시되어

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주거환

경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 원리들이 어느 정도는 적

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거주자들이 함

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의 적용정도가 더 높아야 하며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조사대상 아파트의 단지환경은 보행도로는 유니

버설 디자인의 원리를 충족하고 있는 편이었으나 주차대

수와 주차구획의 크기, 정자와 경로당의 위치는 다소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외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자동차 사용의 필요성이 크므로 주차대수

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주차구획의 폭도 현행 2.3m에

서 2.5m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배치할 때 아파트 각 동 건물에서의

접근성과 세대 간 교류기회 증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파트 동 건물의 입구에 있는 경사로와 현관

출입구 및 단위세대 현관입구의 형태와 색, 재료 등 디

자인과 크기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현재는 석재를 사용하여 공공건물의 느낌을 주고 있

으나 아파트 건물 즉 주거공간임을 감안하여 친근하고

부드러운 재료의 사용이 요구된다. 또한 현관입구와 단

위세대 현관입구를 후면으로 셋백하여 그 공간을 거주자

의 자기표현 및 거주자간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단위주택의 공간 중 욕실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욕실 크기는 현재보다 넓게

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문 폭은 80cm 이상으로 하고

바닥은 인접공간과의 차이를 2cm 이하로 하며 물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의 마감이 요구된다. 또한 부엌

발코니는 보조부엌의 역할을 하므로 부엌발코니의 문 폭

도 80cm 이상으로 하고 발코니 폭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폭인 1.5m는 확보하여 접근성과 사용성을 증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대체로 각 공간의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

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가능

하다면 다른 많은 사람도 사용가능함을 고려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주거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통로와 문 폭은 80cm이상으로

하고 바닥은 인접공간과 2cm 이하의 높이차이만을 두고

편평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를 사례조사한 결

과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

다. 또한 본 연구는 아파트의 단지와 단위주택 전반을 대

상으로 보았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는

보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파트의

각 공간별로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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