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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ggest that new small-sized apartment houses should be designed and provided on

the base of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This is based on the diversity of each resident, that is, resident of

not as a family, but as an individual. On the background of this, this study evaluated the small-sized apartment

house in aspects of universal design. The walk-through and the residents' evaluation were carried out by using

60 item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The 18 pyung apartment complex and housing unit in

Jangyou new town area was evaluated. Also, 100 residents living in that apartment housing unit were asked to

evaluate these 60 items by using 5 point Likert scale. The walk-through with measuring and taking pictures was

carried out by researchers. In general, the apartment house was not met the fundamental elements of universal

design. Thus, it was not appropriate for the disabled or the elderly to live in. Specially, the door width of

bathroom and kitchen balcony was too narrow to pass through. Also, the floor of entrance and bathroom was not

flat, so that the wheelchair user cannot enter by alone. The residents evaluated negatively many items related to

design, such as shape, color, and material.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the living environments for diverse

residents such as the elderly, or the disabled to live together, the new small-sized apartment houses should be

designed on the base of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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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활발하게 공급되기 시작한 1980

년대부터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와 선

호, 평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학계 뿐 아니

라 실제로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 건설업체

등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

라 아파트의 주거환경은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보게 되

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주자의 다양성에 대한 배려는 미흡

한 편이다. 일부 아파트에서 옵션형, 맞춤형, 가변형 등

의 아파트 단위평면에 대한 거주 가족의 다양성 수용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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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0028)

위한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는 가족을 단위로 보

고 접근한 방식으로 노인이나 장애정도 등 거주자 개개

인의 다양성에 대한 배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구

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배려는 어린이 놀이터의 제공으로, 노인에

대한 배려는 경로당의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제공으로 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아동과 노인의 생활영역은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

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단위주택은 물론 아파트

단지공간은 거주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기본 생활영역이

된다. 따라서 아파트의 실내외 주거환경은 다양한 특성

을 가진 모든 거주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

다.

이와 같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인간의 특성

을 배려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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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으로 인한 인간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수요가 증가하

고 있는 소형 아파트의 단지환경과 단위주택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는 보다 다양한 거주자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

트 주거환경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의 실내외 주거환경 전반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선정한다.

둘째, 기존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환경이 유니버설 디

자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

셋째, 기존의 소규모 아파트 단위주택이 유니버설 디

자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존의 소규모 아파트 주

거환경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거주자들도 거주할 수 있

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

한지를 살펴본다.

1.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아파트 주거환경의 유니

버설 디자인 요소를 선정하였으며 실측을 겸한 현장관찰

조사와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인 소규모 아

파트의 실내외 주거환경에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정도

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아파트의 단지환경과 단위주택 전반

에 걸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

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성보다는 접근성과 지원성, 안전

성, 융통성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특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아파트 주거환경의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선정

본 연구는 소규모 아파트 주거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

이므로 주거공간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조사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논

문집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 적절한 주거공

간 관련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및 노인, 장애인 등을 위

한 주거공간 계획요소를 다룬 연구는 총 41편1)이었다.

먼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한 연

구는 총 13편이었다. 이 중 욕실과 관련된 연구가 5편으

로 가장 많아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이 가장 우선적으

로 필요한 공간은 욕실임을 알 수 있었다. 5편의 욕실

관련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욕실설비를 중심

으로 접근한 연구2)와 주택 욕실에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을 다룬 연구3)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를 토대로 부엌공간의 디자인 지

침을 체계화하고 고찰한 부엌공간 관련 연구4),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에 유니버설 디자

인이 어느 정도 적용되었는지를 조사한 커뮤니티 공간

관련 연구5),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노인주택에의 유니

버설 디자인 적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6)가 2편씩

모두 6편이 있었다. 이외에 아파트 단위주거에의 유니버

설 디자인 적용성 관련 연구와 지체장애인이 거주하는

소규모 아파트 공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특성을

파악한 연구7)가 1편씩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계획요소를 다룬 논문은 총 9편이

었다. 즉 주택계획요소 전반을 다룬 연구가 6편이었으며

옥외공간, 욕실공간, 동선을 주로 다룬 연구가 1편씩이었

다. 또한 노인을 위한 주거계획요소를 다른 논문은 총

16편이었다. 주거공간 전반을 다룬 연구가 12편이었으며

부엌, 욕실, 안전, 조명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가 1편씩

이었으며 외부 보행공간과 관련된 요소를 다룬 연구가 1

편이었다.

이상의 총 41편의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주거공간 계획

요소를 조사하여 공간별로 살펴본 결과 요소들의 내용

범위가 일관되지 못하고 차이가 심하여 이를 토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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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사용될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즉 본 연구가 아파트 내부

공간과 외부공간 모두를 다루며 따라서 평가항목이 너무

많아질 경우 응답자들이 응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

고 그럴 경우 응답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과 관련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며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먼저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의 유니버설 디

자인센터에서 제시한 7가지 원리인 동등한 사용, 사용상

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지각할 수 있는 정

보, 잘못의 포용, 적은 신체적 노력, 접근 및 사용을 위

한 크기와 공간 등은 환경과 제품과 시각디자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간환경

에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면들이 많았다. 널과 체리(Null

& Cherry)가 제시한 접근성, 지원성, 융통성, 안전성의 4

가지 원리8)는 공간환경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내용들이

며 따라서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연구에서도 이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도 이를 토대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작성하였

다. 즉 접근성은 수평 및 수직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통

로나 문의 폭, 높이차이가 없이 편평한 바닥, 가구설비의

설치높이와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지원성은 공간

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제대로 행해지도록 지원해 주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여유공간, 적절한 형태나 무게, 경

사로 핸드레일 설치, 디자인 우수성 등의 항목들로 구성

하였다. 여기서 디자인 우수성을 포함시킨 것은 디자인

의 질적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경우 사

용자는 차별성과 자존감 손상 같은 심리적인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어 적절한 행위에 방해를 받게 되지만 디자

인의 질적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사용자는 심리

적으로 만족하게 되어 적절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보고

이를 심리적인 지원성, 즉 지원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안전성은 둥근 모서리의 벽이나 가구,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

가 사용가능하다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물론 노인까지

도 사용가능하며 따라서 거주자 중 장애인이나 노인이

되어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융통성으로 보고 각 공간

별로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했을 경우 이용편리성을 묻는

항목들을 포함시켰다.

조사대상 공간은 아파트 단지의 공동공간과 단위주택

으로 구분하고 아파트 단지의 보행도로, 주차장, 커뮤니

티 시설, 아파트 건물의 입구, 경사로, 아파트 동 출입구

8) Null, R.L. and Cherry, K.F., Universal Design : Creative Solutions for

ADA Compliance, Professional Publications, Inc., 1996, pp.27-29

와 엘리베이터 홀의 6개 공동공간과 단위주택의 현관부

터 침실, 거실, 부엌, 욕실, 거실과 부엌발코니의 7개 공

간을 조사대상 공간으로 하였다.

이들 13개 공간 각각을 대상으로 상기한 유니버설 디

자인의 4가지 원리를 토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며 적

용되어야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작성한 결과 총

60개 요소가 되었으며 공간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 3>

-<표 12>와 같고 공간별 요소들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별 개수는 <표 1>과 같다.

공간 요소 수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

접근성 지원성 안전성 융통성

단지 내

공동공간

보행도로 4 2 1 1

주차장 3 1 2

커뮤니티시설 7 2 3 1 1

입구 경사로 5 1 2 1 1

동 출입구 4 1 2 1

엘레베이터홀 3 2 1

소계 26 7 12 2 5

단위주택

단위주택 현관 5 3 1 1

침실 4 2 1 1

거실 3 1 1 1

부엌 5 2 1 2

욕실 9 5 1 2 1

거실발코니 4 3 1

부엌발코니 4 3 1

소계 34 19 3 4 8

계 60 26 15 6 13

<표 1> 아파트 주거공간 및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별 요소 개수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경남 김해시 장유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분

양면적 23평형(전용면적 18평형) 아파트와 거주 주부

100명이었다.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선정과정을 보면

우선 조사대상인 장유신도시 지역에 2011년 5월 기준 거

주자들이 입주하여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총 65개 단

지였다. 본 연구는 아파트의 외부환경인 단지환경까지를

포함하므로 동일한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를 선정

한 결과 총 38개 단지였으며 그 중 20평형대로만 구성된

단지는 13개 단지였다. 따라서 13개 단지 중 아파트 세

대수가 1,034세대로 가장 많은 23평형 아파트 단지를 조

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는 2004년 5월에 입주하였으며

1,304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면적 76.03m2, 전용면적 59.99

m2의 동일한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로 최저 12층에서 최

고 15층으로 된 총 17개 동의 판상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조사대상 아파트의 단위주택은 방 3개, 욕실 2개인

L-D-K형9)의 평면으로 전면에 침실과 거실이 위치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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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배치도

고 후면으로 침실 2개가 주방식당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배치해 있다.<그림 2> 거실과 주방식당 공간은 개방되

어 있으나 ㄴ자형으로 위치하고 있다. 욕실은 가족공용

욕실이 전면에 위치한 침실과 후면에 위치한 침실 사이

에 위치해 있고 욕조 없는 반 욕실이 전면에 위치한 침

실과 연결되어 전면 발코니 쪽으로 위치해 있다. 전면

발코니는 거실 및 침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거실

에 출입문이 있다. 후면 발코니는 2개로 하나는 침실 전

용이며 다른 하나는 주방 및 방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으

며 주방에서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전용면적 59.99 m2

공급면적 76.89 m2

거 실 18.55 m2

침 실1 12.73 m
2

침 실2 6.15 m
2

침 실3 7.22 m2

부엌식당 7.89 m2

욕 실 3.65 m2

부부욕실 1.99 m2

현 관 1.82 m
2

<그림 2> 조사대상 단위주택 평면도와 면적

3.2. 조사내용

거주자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내용은 연령, 가족수, 월

평균 소득, 주택소유상태 등의 거주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과 본 연구를 위해 작성한 공간별 유니버설 디

자인 요소 60개 항목 각각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

여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현장관찰조사는 60개 항목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내

공동공간과 방문조사를 허락한 단위주택 한 세대를 대상

으로 관찰과 실측 및 사진촬영을 하였다.

3.3. 조사방법

본 조사는 2011년 8월 중에 현장관찰조사와 거주자 설

문조사로 진행하였다. 현장관찰조사는 본 조사내용과 방

9) 거실과 식당, 부엌 사이에 벽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는 형

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실내디자인 전공 조사자 5

인이 조사대상 아파트의 단지와 단위주택 사례를 방문하

여 관찰하며 실측조사와 사진촬영을 병행하였다.

거주자 설문조사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공동시

설에서 해당 평형에 거주하며 본 조사에 호의적인 반응

을 보인 거주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

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9를 이용하여 빈도와 퍼센

트,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조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인 23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연령

은 30대가 56%로 반 이상을 차지하여 젊은 층이 많았으

며 60대 이상의 고령층도 20%로 많았다.<표 2> 가족수

는 4인 가족인 경우가 51%였으며 3인 가족이 18%, 2인

이나 5인 가족이 13%씩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

만원이 33.3%, 300-400만원이 28.7%로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인 가구도 10.3%나 되었다. 현재의 아파트를 소유하

고 있는 거주자는 66%였으며 28%가 전세나 월세였다.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연

령

20대 10 10.0

소

득

100만원미만 9 10.3

30대 56 56.0 100-200만원미만 7 8.0

40대 8 8.0 200-300만원미만 29 33.3

50대 6 6.0 300-400만원미만 25 28.7

60대 이상 20 20.0 400-500만원미만 17 19.5

합계 100 100.0 합계 87 100.0

가

족

수

1 인 4 4.0

주

택

소

유

소유 66 66.0

2 인 13 13.0 전세.월세 28 28.0

3 인 18 18.0 사택 6 6.0

4 인 51 51.0

5 인 이상 14 14.0

합계 100 100.0 합계 100 100.0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4.2. 아파트 단지의 공동공간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보행도로, 주차장, 커뮤니티시

설, 아파트 동 입구의 경사로와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등 6개의 공동공간을 대상으로 26개의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관찰조사와 거주자 조사를 하였다.

(1) 단지 내 보행도로

단지 내 보행도로의 폭은 최소 1.2m에서 최대 2m로

최소 두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 폭이었으며 바닥은 전반

적으로 편평하고 차도와의 교차부분도 비교적 매끄럽게

마감되어 있었다.<그림 3> 보행도로와 차도 사이의 높

이차이는 곳곳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보완함으로써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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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유모차가 이동하기에 용이하여 보였으나 그 폭이

좁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또

한 일부 구간에는 차도만 있고 보행도로가 없어 거주자

의 안전한 보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바닥마감의 형

태와 색은 일반 공공도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도블럭을

사용하여 본 아파트 단지만의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다.

또한 보행도로에 심은 가로수, 또는 조경용 바위 등이

보행도로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어 보행도로의 유효 폭이

그만큼 좁아진 곳도 있었다.

보행도로와 차도 교차지점 보행도로 경사로 설치

<그림 3> 보행도로

이러한 아파트 단지 내 보행도로의 접근성 및 지원성

등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4개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2.83점에서 최고 3.16점으로 낮은 편이었

다.<표 3> 조사대상 거주자들은 1.2m-2.0m인 단지 내

보행도로의 폭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3.16점)를 하였고

보행도로의 바닥이 유모차나 카트 등을 끌기에 불편함은

없는 편(3.15점)이라고 평가하였지만 그 정도는 낮았다.

이는 보행도로의 폭을 계획할 때 가로수 등이 차지하는

폭을 미리 고려하여 1.2m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바닥마감을 높이차이 없이 고르게 하는 것

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거주자들은 단지

내 보행도로는 바닥마감의 형태와 색 등 디자인은 우수

하지 않은 편(2.89점)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휠체어 사용자

의 이용편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2.83점)으로 평가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보행도로 바닥마감의 형태와 색 등

디자인이 거주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보행도로가 보

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 휠체

어나 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

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행

도로는 거주자들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바닥

마감재의 형태와 색, 재질 등을 선택할 때 디자인의 질

적 수준이 어느 정도 있으며 단지만의 특성을 나타내 주

고 주변 환경과도 잘 조화되는 것을 선택하여 거주자들

이 심리적으로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다양한 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보행도로가 최소 1.2m의 유효폭을 확보하도

록 하며 인접공간과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등 수평 및

수직적 접근성 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요소 원리 M(S.D.)

지나다니기에 적절한 보행도로 폭 (1.2m-2m) 접근성 3.16( .982)

유모차나 쇼핑카트 등 끌기에 불편함 없는 보행도로 바닥 접근성 3.15(1.067)

바닥마감의 형태와 색 등 디자인의 우수성 지원성 2.89( .920)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 융통성 2.83(1.025)

( ) : 실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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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지 내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아파트 동 전면부마

다 병렬로 길게 배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되

어 있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건물 입구까지의 거리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내 주차대수는 1,085대로 세

대수 1,034세대에 비교해 보면 세대 당 1.05대였다. 주차

구획 당 크기는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 모두 유효 폭

이 2.3m이고 길이가 5m로 법적 기준인 폭 2.3m, 길이

5m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주차장의 개수와 크기 및 위치 등 접근성 및

지원성 등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3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2.43점에서 최고 3.22점으로 낮

은 편이었다.<표 4> 구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의 전체 개

수와 1대당 주차공간의 크기에 대한 평가는 2.43점과

2.93점으로 부정적이었으며 주차장에서 아파트까지 거리

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3.22점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세대 당 주차장 개수가 1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개수에 대한 거주자 평가가 낮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

지역이 교외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반해 대중교통수단으

로는 버스만이 있으며 노선과 배차 간격 등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있고 따라서 세대 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본

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교통이 덜 갖추어진 지역일수록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주자가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세대

당 자동차 대수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함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요소 원리 M(S.D.)

주차장 개수의 충분정도 (1,085대) 지원성 2.49(1.115)

자동차 1대당 주차공간 크기의 적절성 (2.3m×5m) 지원성 2.93( .935)

주차장에서 내 아파트까지 거리의 적절성 접근성 3.22( .932)

( ) : 실측결과

<표 4>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주차장 1대당 크기의 경우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에도 평가가 낮게 나타난 것은 현재의 기준이 자동차문

을 충분히 열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서 자동차에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타거

나 내릴 때 어려움을 주기때문인 것으로 본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중형 자동차의 폭이 1.9m인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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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거주자

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이 아닌

일반 주차구획의 폭을 현재의 2.3m보다 상향조절하거나

또는 2.3m보다는 넓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폭인

3.3m보다는 좁은 폭의 주차구획을 새로 만들어 일정 비

율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하여

배치하게 하는 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3개, 경로당 1개,

주민운동시설이 2개, 정자나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휴게

시설이 4개 등이었다,<그림 4> 어린이 놀이터 3개 모두

아파트 단지의 바깥 쪽, 즉 보행자 도로와 인접하여 위

치하고 있었으며 2개는 아파트 동 전면 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시선 안에 있었으나 1개는 아파트 후면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시각적인 범위 밖에 있었다. 경로당

은 단지의 중앙도로 옆에 위치한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지는 않았으며 정자는 경로당

뒤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주민운동시설도 어린이 놀이터

와 마찬가지로 단지의 바깥 쪽, 즉 보행자 도로와 인접

하여 위치하고 있었는데 한 개는 아파트 전면, 다른 하

나는 아파트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졌다.

벤치 등을 갖춘 휴게시설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그 주변

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동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졌다.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그림 4>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이러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위치 적절성과 디자

인 등 접근용이성 및 지원성 등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

인 요소 6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2.82점에

서 최고 3.31점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표 5> 어린이 놀이시설(2.82점)과 벤치(2.99점)

의 위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경로당(3.09

점)과 정자(3.16점)의 위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지만 그 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와 경로당의 형태, 색, 재료 등의 디자인 우수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낮아(3.03점) 역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자와 산책로 등의 형태,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3.31점)이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의 커뮤니티 공간 이용편리성은 부정

적(2.54점)으로 평가되어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배려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어

린이 놀이시설과 경로당 등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

는 시설들이다. 이러한 거주자 평가결과는 이들 시설을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함과 동시에 디

자인의 질적 수준에 대한 배려를 하여 디자인으로 인한

차별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요소 원리 M(S.D.)

안전 고려 시 어린이 놀이시설 위치의 적절성 안전성 2.82(.968)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자의 위치 접근성 3.16( .907)

곳곳에 주민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벤치 설치 지원성 2.99(1.020)

경로당 위치 이용 적절성 접근성 3.09( .920)

부대복리시설(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의 형태,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
지원성 3.03( .826)

휴식공간 (공원, 정자, 산책로 등)의 형태,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
지원성 3.31( .861)

휠체어 사용자의 커뮤니티 공간 이용편리성 융통성 2.54(1.086)

<표 5> 아파트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3) 아파트 건물 출입구

아파트 각 동 건물의 출입구는 일부는 보행도로와 높

이차이 없이 바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계

단과 함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다.<그림 5> 후자의

경우 경사로는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완만하게 되

어 있었으며 바닥도 미끄럽지 않도록 시멘트로 거칠게

처리되어 있었다.<그림 5> 경사로의 좌우 양쪽에 핸드

레일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하단 부분은 콘크리트벽으로

처리하고 그 위에 일직선으로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핸드레

일의 굵기도 굵고 재료도 스테인레스 스틸로 되어 있어

차갑고 시설적인 느낌을 주었다.

경사로 바닥 경사로 경사도 핸드레일 위치

<그림 5> 아파트 건물 출입구

이러한 아파트 건물의 입구에 있는 경사로의 접근성과

안정성 및 지원성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5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2.71점에서 최고 3.60점

으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컸다.<표 6> 경사로 핸드레일

의 형태, 색, 재료 등 디자인의 우수성에 대한 거주자 평

가는 부정적(2.71점)이었다. 핸드레일의 사용편리성에 대

해서는 긍정적(3.06점)이지만 그 정도는 낮았으며 경사로

바닥재질의 미끄러운 정도에 대해서도 긍정적(3.18점)이

지만 그 정도는 낮았다. 그러나 경사로 기울기는 사용하

기에 적절하다(3.60점)고 평가하였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자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2.86점으로 부정적으로 평

가하였다. 즉 경사로의 기울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

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낮은 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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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출입문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홀

<그림 6> 아파트 현관 출입구

이는 경사로를 설치하되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행태에 대

한 배려와 함께 형태나 재료 등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높게 하여 거주자들이 보다 만족하는 마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파트 건물의 현관 출입구는 외부에는 길이 6m, 폭

2m의 진입부분이 있었고 내부는 다른 층의 계단참 크기

와 동일하여 단지 통로로서의 역할만을 할 수 있을 정도

였다. 그러나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개방감을 확보하

고 있었으며 자동식 출입문의 폭은 90cm로 휠체어 사용

자나 양손에 물건을 들고 출입하기에 적절하였다.

이러한 아파트 동 건물의 현관 출입구의 접근성 및 지

원성 등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4개 항목에 대

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2.73점에서 최고 3.16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관 출입구의 형태, 색, 재

료 등 디자인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부정적(2.7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출입구 부분의 넓이는 약간 좁은 편(3.04

점)이라고 평가하였다. 현관문 형태의 사용편리성에 대해

서도 긍정적(3.16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정도는 낮았

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에 대해서는 부정

적(2.90점)인 평가를 하였다. 건물 출입구 부분을 좀 더

넓게 하여 잠시라도 머물 수 있게 하고 건물 출입구의

형태와 색, 재료 등 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검

토와 함께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행태를 고

려한 디자인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요소 원리 M(S.D.)

경

사

로

현관입구 경사로 기울기의 사용 적절성 접근성 3.60(.829)

미끄러지지 않는 경사로 바닥재질 안전성 3.18(.968)

사용편리한 경사로 핸드레일 지원성 3.06(.689)

경사로 핸드레일의 형태,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 지원성 2.71(.749)

휠체어 사용자의 경사로 이용편리성 융통성 2.86(.910)

출

입

구

현관 출입구 부분 넓이의 적절성 (16m×2m) 접근성 3.54(.904)

사용편리한 현관문 형태 지원성 3.16(.849)

출입구의 형태,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 지원성 2.73(.908)

휠체어 사용자의 현관 출입구 이용편리성 융통성 2.90(.959)

엘

리

베

이

터

엘리베이터 앞 충분한 여유공간 확보 (1.3m×3.4m) 지원성 3.18(.744)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와 색, 재료 등 디자인 우수성 지원성 2.68(.942)

휠체어 사용자의 엘레베이터 이용편리성 융통성 3.13(.895)

( ) : 실측결과

<표 6> 현관 경사로와 출입구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아파트 동 건물의 출입구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는

1.3m-2.6m의 여유공간이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는 스테인레

스 스틸로 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층 버튼이 가로

형이 아니라 세로형으로 되어 있어 키가 작은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어 보였다.

이러한 엘리베이터 홀의 지원성 및 융통성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3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2.68점에서 최고 3.18점으로 높지 않았다. 즉 엘리

베이터 홀의 형태와 색, 재료 등 디자인의 우수성에 대

한 평가는 우수하지 않은 것(2.68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앞의 여유공간 확보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3.18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정도는 낮았다. 또한 휠체

어 사용자의 엘리베이터 홀의 이용편리성에 대해서도 높

지는 않지만 긍정적(3.13점)으로 평가하였다. 현관 출입

구와 엘리베이터 홀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첫 인상을

좌우하는 부분임을 고려할 때 엘리베이터 홀과 엘리베이

터의 재료와 색상 등의 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여유

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아파트 단지 내 공동공간에 대

한 조사항목 중 5개의 공동공간 각각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한 정도를 거주자에게 평가하게 한 결과

는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동공간에 대한 평가

가 3.0점 이하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아파트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거주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곧 다리가 불편하게 되어 휠체어 등을 이

용하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으로 기존의 아파트가 유모차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도 거주할 수 있

게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기존의 아파트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다면 젊

은 층에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주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적용한 아파트의 공

급이 필요하다.

4.3. 아파트 단위주택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 아파트 단위주택의 현관, 침실, 거실, 부엌,

욕실, 거실 및 부엌발코니의 7개 공간을 대상으로 34개

의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관찰조사와 거

주자 조사를 하였다.

(1) 단위주택 현관

아파트 단위주택의 현관문 앞 공간은 폭이 2.6m이고

길이가 3.4m로 현관문이 좌우 양쪽에 바깥쪽으로 열리는

여닫이 문 형태로 되어 있어 통로로서의 역할만을 하도

록 되어 있었다.<그림 7> 현관문의 폭은 90cm로 적절하

였으며 현관바닥과 내부공간과의 바닥높이 차이는 7.5cm

로 아주 컸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가 혼자 들어가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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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므로 신발을 신는 부분과 벗는 부분

을 구분하기 위하여 현관 부분에 높이 차이를 두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가능하기 위해서

는 높이 차이가 2cm이하여야 하므로 휠체어 사용자 등

의 사용을 고려하여 높이 차이가 2cm이하가 되도록 하

거나 또는 바닥높이는 동일하게 하고 바닥재를 다르게

하여 현관과 내부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관 앞 현관 바닥높이 차 현관 문

<그림 7> 단위주택 현관

이러한 단위주택 현관의 접근성 및 지원성 등과 관련

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5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

는 최저 2.75점에서 최고 3.24점으로 높지는 않았다.<표

7> 현관문 앞부분은 더 넓게 할 필요가 있는 것(3.14점)

으로 평가되었으며 현관문 폭은 지나다니기에 적당한 편

(3.09점)이라고 하였다. 현관문 폭이 90cm이면 적정한 폭

이지만 거주자들이 높지 않게 평가한 것은 현관 내부의

좌측과 우측 모두에 신발장과 별도의 수납장을 설치하여

내부 현관의 폭이 문의 폭과 동일하게 되어 좁기때문인

것으로 본다. 현관문의 무게는 열고 닫기에 적절한 편

(3.24점)이라고 하였으며 현관 바닥과 내부공간과의 바닥

높이 차이도 적절한 편(3.22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휠

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2.75점)으

로 평가하였다.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거주자

가 거주하려면 현관 앞부분은 현재보다 넓게 하여 의자

한 개 정도는 배치할 수 있게 하고, 현관 내부공간의 좌

측과 우측 중 한 방향은 수납장을 두지 말고 개방시켜

놓는 것이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보며,

현관 바닥의 내부공간과의 높이 차이를 2cm 이하로 줄

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소 원리 M(S.D.)

집 현관문 앞부분 면적의 적절성 (2.6m×3.4m) 접근성 2.86(.810)

지나다니기에 적당한 현관문 폭 (90cm) 접근성 3.09(.712)

열고 닫기에 적절한 현관문 무게 지원성 3.24(.712)

현관바닥과 내부공간과 바닥높이차이의 적절성 (7mm) 접근성 3.22(.733)

휠체어 사용자의 현관 이용편리성 융통성 2.75(.903)

( ) : 실측결과

<표 7> 단위주택 현관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2) 침실

침실문의 폭은 82cm로 적절하였으며 사례조사한 주택

의 경우 침대 주변 여유공간도 침대 앞 94cm, 옆 1.3m로

있는 편이었다.<그림 8> 본 사례조사 대상 주택의 경우는

1인용 침대가 있어서 여유가 있는 편이었으나 부부용 침대

가 있을 경우 옷장 문을 여는 공간과 통로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생활하기에는 불편할 것으로 보였다.

침실 침대 옆 공간 침대 앞 공간

<그림 8> 침실공간

이러한 침실공간의 접근성 및 지원성 등과 관련된 유

니버설 디자인 요소 4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

저 2.37점에서 최고 3.28점으로 낮은 편이었다.<표 8>

82cm인 침실 문의 폭에 대해 거주자들은 지나다니기에

적절한 편(3.28점)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침대 주변의 여

유공간은 충분하지 못한 것(2.79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침

실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되지 않아(2.37점) 안전

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침실은 휠체어 사

용자가 사용하기에는 불편할 것(2.58점)이라고 평가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이고

가장 큰 침실의 면적이 12.73m
2
로 좁은 편이므로 나타난

결과이며 따라서 거주자 편에서 적절한 크기의 침대 선

택과 공간 효율적인 가구배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소 원리 M(S.D.)

지나다니기에 충분히 넓은 침실문 폭 (82cm) 접근성 3.28(.712)

침대주변 충분한 여유공간 접근성 2.79(.884)

가구모서리 둥글게 마감 안전성 2.37(.985)

휠체어 사용자의 침실 이용편리성 융통성 2.58(.901)

( ) : 실측결과

<표 8> 침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3) 거실

거실의 크기는 현관에서 각 실로 가는 통로를 포함하

여 4m와 4.6m로 소파 등의 가구를 대면형으로 배치하여

사용할 경우 통행을 위한 여유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편

이었다.<그림 9> 또한 거실 발코니로의 출입문이 TV가

위치한 방향이 아닌 소파가 배치된 방향에 위치하고 있

어 소파 옆에 별도의 통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게 되어

거실 거실 발코니로의 문

<그림 9> 거실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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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거실의 여유공간 등 접근성과 안전성 및 융통

성 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3개 항목에 대한 거

주자 평가는 최저 2.47점에서 최고 3.08점이었다.<표 9>

거실 가구 모서리의 둥근 마감에 대하여 부정적(2.47점)

으로 평가되어 가구제작이나 선택을 할 때 모서리가 날

카롭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거실에 소파 등의 가구를 배치하면 여

유공간도 많지 않은 것(3.08점)으로 평가되어 보다 효율

적인 가구배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를

제작하는 측에서는 일정한 크기로 제작하기보다는 크기

를 다양하게 하면서 모듈러 형태로 제작하여 거주자가

자신의 거실규모에 따라 크기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주자 측에서는 좁은 공간을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거실공간에 맞는 크

기의 거실가구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요소 원리 M(S.D.)

가구배치하고도 여유공간 있는 편 접근성 3.08(.837)

가구 모서리 둥글게 마감 안전성 2.47(.973)

휠체어 사용자의 거실 이용편리성 융통성 2.70(.847)

<표 9> 거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4) 부엌에 대한 평가

부엌공간은 2.7m와 3.0m의 크기의 사각형 공간에 부

엌 작업대가 L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한 편에 식탁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 DK형으로 되어 있었으나 식탁을 배

치하기에는 후면 부엌발코니로 통하는 출입문이 위치하

고 있어 공간이 협소하였다.<그림 10> 또한 별도의 수

납장을 두기에도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싱크대

높이는 86 cm로 약간 높은 편이었다. 식탁을 두지 않는다

면 휠체어 사용자가 요리를 하기 위해 접근할 수는 있겠

지만 싱크대의 접근성 등을 위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부엌 싱크대 부엌 식당공간 발코니로의 문

<그림 10> 부엌공간

이러한 부엌의 접근성 및 지원성 등과 관련된 유니버

설 디자인 요소 5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2.40점에서 최고 3.20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았다.<표 10>

즉 음식준비를 하기에 부엌크기가 협소하며(2.85점) 수납

장도 부족하다(2.90점)는 평가를 하였으며 휠체어 사용자

의 부엌공간(2.40점) 및 식당공간(2.26점)의 이용편리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엌공간의 크

기가 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며 따라서 보다 공간

효율적인 부엌설비와 수납공간 확보를 위한 가변형 가구

사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소 유디 M(S.D.)

음식준비에 충분히 넓은 부엌크기 (2.7m×3.0m) 접근성 2.85(.770)

사용적절한 부엌 싱크대 높이 (86cm) 접근성 3.20(.765)

부엌 수납장 충분히 넓음 지원성 2.90(.893)

휠체어 사용자의 부엌 이용편리성 융통성 2.40(.979)

휠체어 사용자의 식당 이용편리성 융통성 2.26(.954)

( ) : 실측결과

<표 10> 부엌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5) 욕실

욕실의 바닥높이는 인접한 공간인 거실의 바닥과

6.5cm의 차이를 보였으며 욕실문의 폭도 68cm로 다른

실의 문 폭보다 10cm이상 좁았다.<그림 11> 바닥 마감

재는 미끄러운 재질의 타일로 되어 있어 물이 떨어졌을

경우 미끄러워 안전성이 미흡하였다. 욕실 타일을 선택

할 때 표면이 거칠게 마감되어 물이 떨어져도 덜 미끄러

운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면대, 변기 등 욕

실설비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 안전하였으나

재료가 딱딱하여 위험요소가 남아 있었다. 최근 개발되

고 있는 부드러운 재료의 사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욕실설비들의 설치높이는 변기 41cm, 욕조 50cm,

세면대 77cm로 적절하였다. 그러나 설비 간 여유공간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어 일반 거주자가 사용하기에도 넓지

않았으며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가 혼자 사용하기는 어려

운 것으로 보였다.

욕실 바닥높이 차 협소한 공간 협소한 공간

<그림 11> 욕실

이러한 욕실의 접근성 및 안전성 등과 관련된 유니버

설 디자인 요소 9개 항목 중 3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

가는 3.0점 이하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6개

항목은 최저 3.11점에서 최고 3.47점으로 높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표 11> 부정적으로 평가된 요

소는 욕실 문 폭(2.90점)과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욕실

바닥(2.32점)으로 접근성과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일반 거주자들도 욕실문의 폭이 좁다고 평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욕실의 경우 혼자 사

용하는 공간이지만 거주자가 휠체어를 타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통권97호 _ 2013.04          29

을 고려하여 침실문의 폭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욕실에서의 낙상은 집안에서 발생하는 가장 빈

번한 사고 중의 하나이므로 욕실의 바닥마감을 매끄러운

타일이 아닌 미끄럼 방지 재료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요소는 변기높이(3.47점), 휴지걸이

위치(3.35점), 인접실과의 바닥높이차(3.26점), 세면대 높

이(3.21점), 욕조 높이(3.15점), 둥글게 처리한 설비 모서

리(3.11점)로 대부분 욕실설비의 설치높이와 관련된 접근

성 항목이었다. 바닥높이를 인접공간과 2cm 이하의 차이

가 나도록 하여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성을 확보해 주

는 것이 필요하다.

요소 원리 M(S.D.)

욕실과 인접 공간과의 바닥높이 차이로 인한 편리성

(65mm)
접근성 3.26( .832)

지나다니기 충분히 넓은 욕실문 폭 (68cm) 접근성 2.90( .798)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욕실바닥 안전성 2.32( .978)

세면대, 변기 등 설비 모서리 둥글게 안전성 3.11( .952)

사용편리한 수건 휴지걸이 위치 지원성 3.35( .744)

사용 적절한 변기 높이 (41cm) 접근성 3.47( .675)

사용 적절한 욕조 높이 (50cm) 접근성 3.15( .757)

사용 적절한 세면대 높이 (77cm) 접근성 3.21( .718)

휠체어 사용자의 욕실 이용가능성 융통성 2.45(1.100)

( ) : 실측결과

<표 11> 욕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N=100

(6) 거실과 부엌 발코니

거실과 인접해 있는 거실 발코니의 바닥은 인접한 공

간인 거실과 높이 차이없이 편평하게 되어 있었으나 물

을 사용하는 부분은 바닥이 더 낮아 높이차이가 있었

다.<그림 12> 문 폭은 89cm로 적절하였으며 발코니 폭

은 1.5m였다. 부엌과 인접해 있는 부엌 발코니의 경우도

인접공간과의 바닥높이 차이는 없었으나 물을 사용하는

부분은 바닥이 낮게 되어 있었으며 문 폭은 74cm로 좁

은 편이었고 발코니 폭은 1.5m였다. 방문조사한 단위주

택의 경우 부엌공간이 협소하여 냉장고를 부엌발코니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냉장고와 싱크대와의 접

근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실발코니 거실발코니 부엌발코니

부엌발코니 부엌발코니 부엌발코니

<그림 12> 거실 및 부엌 발코니

이러한 거실 발코니의 접근성과 융통성 관련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4개 항목에 대한 거주자 평가는 최저 2.75

점에서 최고 3.44점으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이었다.<표 12> 즉 거실 바닥과

의 높이차이(3.44점), 출입문의 폭(3.28점), 발코니의 폭

(3.35점) 등 3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

이었다. 그러나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편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2.75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1.5m 폭의 발코니

에 물건들을 두어 유효 폭이 좁고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바닥높이가 차이가 있어 사용할 수 없기때문인 것으로

본다. 물을 사용하는 공간도 바닥을 낮게 하기보다는 사

용용도별 싱크대 등을 잘 계획하여 접근성을 좋게 하여

바닥을 낮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부엌 발코니의 경우도 거실 발코니와 동일한 4개 항목

을 갖고 조사한 결과 최저 2.53점에서 최대 3.24점으로

거실 발코니에 대한 평가보다 낮았다. 즉 휠체어 사용자

의 사용편리성 항목은 2.53점으로 거실 발코니의 경우보

다 더 낮게 평가되었고 나머지 3개 항목도 모두 더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엌 발코니의 경우 보조부

엌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간크기가 넓었으면 하는 바램에

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특히 부엌 발코니의 경우 물건

등을 들고 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출입문의 폭은

다른 문보다 좁게 제공되고 있었다. 따라서 출입문 폭은

최소 80cm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요소 원리 M(S.D.)

거실

발코니

거실 바닥과 높이차이 없어 편리 접근성 3.44( .732)

지나다니기 충분히 넓은 출입문 폭 (89cm) 접근성 3.28( .784)

사용 적절히 넓은 발코니 폭 (1.5m) 접근성 3.35( .787)

휠체어 사용자의 거실 발코니 이용가능성 융통성 2.75(1.024)

부엌

발코니

부엌 바닥과 높이 차이 없어 사용편리 접근성 3.24( .797)

지나다니기 충분히 넓은 출입문 폭 (74cm) 접근성 3.04( .832)

사용 적절한 발코니 폭 (1.5m) 접근성 3.09( .788)

휠체어 사용자의 부엌발코니 이용가능성 융통성 2.53( .933)

( ) : 실측결과

<표 12> 거실과 부엌 발코니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가 N=100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위주택 내의 7개 공간 각각

에서의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거주자 평가

는 2.40점에서 2.75점으로 모두 3.0점 이하로 부정적이었

다. 즉 기존의 아파트 내부공간은 휠체어 사용자가 거주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부분의 요소들

에 대한 거주자 평가가 3점 이하로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은 조사대상인 소규모 아파트가 일반인이 보기에도 유

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 중 1인 거주 가구가 노인

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층의 경우에도 급증하고 있으며

평균 가족수도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규모 아파

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리라 예상되며 따라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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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우선적으로 적용하

여 계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사례연구 대상인 23평형 아파트의 주거환경

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 노인, 장애

인 등 다양한 거주자가 거주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와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순히 소형주택의

공급만을 늘리기보다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특성

을 가진 거주자를 고려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 개

념이 적용된 주거공간 계획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

다.

둘째, 아파트 단지 내 보행도로의 바닥마감,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아파트 동

입구 경사로의 핸드레일과 아파트 현관 출입구, 엘리베

이터홀의 형태, 색, 재료 등의 디자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디자인의 질적 수준은 궁극적으로는 자

신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심리적 지원성 및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동

등성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소형아파트의 경우 단

위주택 내부 뿐 아니라 단지 외부공간의 마감재료나 색

등 디자인의 질적 수준이 다른 중형아파트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형아파트 디자인의 질

적 수준을 중형아파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개선이 필요

하다.

셋째, 아파트 단위주택의 출입문 중 특히 욕실문과 부

엌 발코니 출입문의 폭은 68cm와 74cm로 침실문 폭인

82cm 보다 좁았으며 이에 대해 거주자도 좁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위주택 내의 모든 출입문은 모든 사람의 출입

이 용이하도록 최소 80cm이상이 되도록 하여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현관 바닥과 욕실 바닥은 인접해 있는 실내공간

과 7cm와 6.5cm의 높이 차이가 있어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휠체어 사용자가 혼자

이동하려면 2cm 이하의 높이 차가 되어야 하므로 바닥

높이 차이를 줄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형주택의 경우 공간이 좁으므로 가구 자체

의 치수도 적절한 크기 안에서 최소로 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와 함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

구배치도 되어야 한다. 소형주택에 적합한 크기의 가구

가 제작되어야 함과 동시에 거주자가 움직일 수 있는 여

유공간을 확보하도록 가구배치를 하는 거주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파트 주거환경 전반에 걸친 유니버설 디

자인의 적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유

니버설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

며 공간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들을 보지

못하였다. 거주자 개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된 아파트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공

간별로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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