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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bathroom plan for the elderly who use wheelchair has been done continuously. However, the

elderly's behaviour at the bathroom and consideration for the caregiver has been underestimated. In this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much more bathroom size is needed for the elderly who

use wheelchair and the caregiver based on their behaviours. The study method is as follows: First, behaviours

which occur at bathroom were collect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Second, the size needed was calculated

based on the elderly and caregiver’s movement. Third, the size of bathroom enough for the impaired elderly with

caregivers was suggested. The room next to shower booth and bath tub should be expanded for the caregiver.

In addition, the room beside the basin should be added as much as 600x600 to let the caregiver stand and

support the elderly when they are needed to wash their hair. As a result, the size of bathroom should be at

least planed as follow; 1.3㎡ more for type A, 1.5㎡ more for type B, 1.6㎡ more for type C, and 1.1㎡ more for

type D. As the bathroom is the room that the elderly want to modify for their rest of the lives, the room should

be reserved enough from the early stage of design, so that this will make the elderly be possible stay at the

place until they want to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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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욕실 공간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는1)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2)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욕실계획에 대한 선행연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행위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욕실을 계획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

다. 대부분 완전자립형3) 노인을 위한 욕실계획에 집중되

어 있고, 반의존형 고령자나 완전의존형 고령자를 고려

한 욕실계획에 관한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완전자립형 고령자에만 집

중하여, 고령자의 행위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고려하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hyunsl@yonsei.ac.kr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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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점에 주목한다.

고령자를 위한 욕실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휠

체어의 회전반경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욕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 반의존형

노인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 보호

자가 행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개념 하에 노인지원주택

(Assisted Elderly Housing)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1)2)3)

1) 일반인이 용변을 위해 욕실을 사용하는 빈도가 하루 5-6회인 것과 비교

하여, 고령자의 경우 하루 용변 횟수는 대변이 하루 1회, 소변이 5-10회

로 욕실 사용 빈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지 외, 2006)

2) 이현수, 정지예, & 박성준, 고령자 행위 패턴 기반 욕실의 지능형

서비스 패턴 개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1), 2013, pp.257

3) 강병근(1999)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시설의 개발유형을 분

류하면서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자립형 노인주거, 반의존형

노인주거, 완전의존형 노인주거 및 기타(그룹홈, 통합형) 등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상

적인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를 반의존형 고령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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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의 동기에서 시작한 본 논문의 궁극적인 연

구목적은 보호자의 행위를 고려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개념이 포함된 욕실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휠체어 사용 고령자와 보호자의 행위를 분석한다.

둘째, 휠체어 사용 고령자와 보호자 행위를 위해 필요한 동선

및 행동범위의 면적을 도출한다. 셋째, 반의존형 휠체어 사용

고령자를 위한 욕실평면의 필요면적을 제안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 휠체어 사용 고령자와 보호자의 행위를

고려하여 욕실의 평면을 개발 제안하기 위한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휠체어 비사용자와 휠체어 사용 완전자

립형 고령자를 위한 행위치수는 문헌4)을 활용하였다. 둘

째, 휠체어 비사용자와 완전자립형 휠체어 사용 고령자

의 인체공학적 치수에 기반을 두어 보호자+휠체어사용

고령자의 욕실 행위 치수를 산정하였다. 셋째, 보호자+휠

체어 사용 고령자의 욕실행위치수에 기반을 두고 욕실

평면유형을 제안하였다. 욕실평면유형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완전자립형 고령자의 평면유형을 수정 보완하였

다. 자료 수집은 ‘인체공학’, ‘Ergonomics’, ‘노인욕실’, ‘노

인주택’ 등의 키워드로 Google Scholar, DBpia, Riss 등

의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였다. 1차로 수집한 총 138건의

자료 중 유효한 논문은 107건이었으며, 그 중 치수에 관

련된 자료 11건, 노인의 특성에 관한 자료 5건, 유니버설

디자인과 욕실평면에 관련된 자료 각각 3건, 기타 2건으

로 총 24건이 본 논문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고하였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4) 일본건축학회, 건축설계자료집성 3권, 산업도서출판공사, 1980; 강

병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보건복지부, 1998; 3D인체형

상측정 조사사업보고서,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Size Korea,

http://sizekorea.kats.go.kr/03_report/6th.asp, 2012

본 연구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개념을 반영한 노인지원주택 욕실의 계획 방향을 다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출할 수 있는 욕실평면의 유형

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면유형

을 출발점으로 하여 노인지원주택에 적합한 욕실평면의

필요면적을 제안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다.

2. 문헌고찰

2.1. 욕실 내 행위 별 필요면적

(1) 욕실 내 발생 가능 행위

욕실 내 발생 행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

어 오고 있으며,5) 연구자에 따라 행위를 분류 나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중에서도 24시간

자기기입식 행위 일지 작성법을 개발하여 사용한 이현수

외6)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욕실 내 행위를 도출하

는 것을 연구의 방법으로 설정했다.

분류 욕실 내 행위

세면 세수하기, 이닦기, 손씻기, 발씻기

미용 머리손질, 화장, 면도

용변 용변, (신문읽기, 독서7))

몸씻기 샤워하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때벗김

준비 탈/착의

휴식 마사지, 사우나

가사작업 손세탁, 욕실청소

기타 식물재배, 단수 시 물 저장

<표 1> 욕실 내 발생 가능 행위

그 결과 세면(세수하기, 머리감기, 이 닦기, 손 씻기,

발 씻기), 미용(머리손질, 화장, 면도), 용변(용변), 몸씻기

5) 권오정, 하해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택의 욕실계획.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3), 2004, pp131-144.; 김아

름, 이연숙. 욕실기능의 추이와 특징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

회 논문집-계획계, 24(2), 2004, pp.39-42; 이호승, 김미영. 한국인의

욕실사용 문화를 고려한 욕실디자인. 한국감성과학회지, 13(2), 6.

2010; 이현수, 장현원, 정지예, 박성준. 지능형 주거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고령자 행위 사례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1), 2012, pp.11-19; 이현수, 정지예, 박성준. 고령자 행위 패턴

기반 욕실의 지능형 서비스 패턴 개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

집, 22(1), 2013, pp.256-264; 정지예, 고령자 낙상 안전 관리를 위

한 욕실의 지능형 서비스,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등의 선

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6) 고령자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참고한 선행연구는 ‘지능형 주거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고령자 행위 사례분석 연구; 24시간 자기기입

식 행위(이현수, 정현원, 정지예, 박성준, 2012)’, ‘고령자 행위 패턴

기반 욕실의 지능형 서비스 패턴 개발(이현수, 정지예, 박성준,

2013)’이다. 24시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도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도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연구 대상인 고령자의 행

위 종류 뿐 아니라 시간, 행위 발생 장소 등이 파악 가능하다. 때

문에, 본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욕실 내 고령자의 행위를 파악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7) 욕실 내에서 발생하는 신문읽기와 독서 행위는 선행연구(정지예,

2013) <표 3-7> 욕실 이용의 전후 상황에 따른 욕실 내 행위를

참고하여 용변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판단하여 용변 행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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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행위

욕실

가구

필요

면적

필요면적 (1칸: 200*200)

평면 입면

머리감기

세면기 1400*
800

세수하기,

이 닦기,

손씻기

머리손질,

화장, 면도

용변 변기
1400*
1600

<표 3> 휠체어 사용자의 행위 필요면적

샤워하기,

목욕하기,

때벗김

욕조

(샤워부스)
1400*
1400

발 씻기

활동

공간
1400*
1400

탈/착의

(샤워하기, 목욕하기, 때 벗김), 준비(탈/착의), 휴식(마사

지, 사우나), 가사작업(손세탁, 욕실청소), 기타(식물재배,

단수 시 물 저장)의 행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휴식, 가사작업, 기타 행위는 고령자의 부가적인 행위이

거나, 보호자의 독립적인 행위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2) 휠체어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행위 별 필요면적

욕실에서 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의 공간

이 필요하다. 행위 별 필요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휠체어

비사용자와, 휠체어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필요한 면적

에 대한 문헌8)을 고찰하였다.

위에서 도출한 행위는 위행기기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사용자가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의 공간

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행위가 발생하

는 위행기기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행위 별 필요면적을

고찰하였다.

세부

행위

욕실

가구

필요

면적

필요면적 (1칸: 200*200)

평면 입면

머리감기

세면기 1200*
800

세수하기,

이 닦기,

손씻기

머리손질,

화장, 면도

용변 변기 1200*
800

샤워하기,

목욕하기,

때벗김

욕조

(샤워부스)
1400*
600

발 씻기

활동 공간
1400*
600

탈/착의

<표 2> 휠체어 비사용자 의 행위 필요면적

8) 일본건축학회, 건축설계자료집성 3권, 산업도서출판공사, 1980

2.2. 완전자립형 고령자를 위한 욕실평면

휠체어 사용 고령자와 보호자의 행위를 고려하여 욕실

의 치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기존 욕실평면에 대한 고

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체력 저하 등으로

욕조의 출입, 좌변기에 앉고 일어서기 등의 동작이 어려

워짐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계획된 욕실

을 사용해야 한다9).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용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다

세대 주택 등 평면의 경우 유형화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고령자의 신체적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욕

실 사용이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표 4>는 일반적인

욕실평면의 한 예시로서, 완전자립형 고령자가 사용하고

있는 욕실평면 사례이다.

평면 1 평면 2

평면 3 평면 4

평면 5 평면 6

평면 7 평면 8

<표 4> 완전자립형 고령자를 위한 욕실평면 (주서령 외, 2005)

2000년 이후 67㎡ 이상으로 계획된 평면에는 대부분

공용욕실과 부부욕실로 세분화되어 2개의 욕실이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10). 공용욕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9) 이연숙 외,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쇠퇴와 고령자를 위한 욕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계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5,

2013, p.190

10) 신경주, 박종혜, 대형 평형 브랜드 아파트의 욕실 평면에 대한 거

주자 평가,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8.3 200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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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 되어 2000-2006년 브랜드 아파트 별 욕실 유형을

정리한 것을 보면, 2000-2003년까지 평면의 면적에 따라

세면대+변기, 세면대+변기+욕조, 세면대+변기+욕조+드레

스룸이 달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부터는

욕조 대신 샤워부스가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11). 조

혜연 외12)는 총 80세대의 아파트를 평형별 공용욕실의

최소⋅최대면적을 분석하고, 면적 별 욕실의 전체 치수

와 위행기기 구성을 변기+세면대+욕조타입, 변기+세면대

+샤워부스타입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는 조혜연 외의 연구에서 제시한 평면 유형별

욕실계획 기준 4가지를 기준 욕실 평면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5년 이후에 공급된 아파트를 분석한 가장 최근

에 진행된 연구이며, 전국 주택유형 중 아파트가 48.

1%13)로 가장 높은 현 시점에서 분석 대상 평면으로서

변기+세면대+욕조 타입

유형 A 유형 B

Ÿ 2000*2600 (4.8㎡)
Ÿ 출입문 위치: 변기정면, 변기측면

Ÿ 2000*2500 (4.5㎡)
Ÿ 출입문 위치: 변기뒷면, 변기측면

변기+세면대+샤워부스 타입

유형 C 유형 D

Ÿ 2000*2400 (4.3㎡)
Ÿ 출입문 위치: 변기정면, 변기측면

Ÿ 2100*2100 (4.4㎡)
Ÿ 출입문 위치: 변기정면

<표 5> 완전자립형 휠체어 사용 고령자를 위한 평면 유형

(조혜연, 2017, 단위: mm)

최근의 경향을 가장 잘 반영한 욕실평면의 유형이라 판

단하였다. 조혜연 외는 아파트 공용욕실 평면 유형을 대

표성을 띄는 7개로 분류 하였다. 이 중 변기+세면대+욕

조 타입 2가지 유형, 변기+세면대+샤워부스 타입 2가지

유형, 총 4가지 유형에 대해 면적, 위생기기 위치, 지능

11) Ibid., p.12

12) 조혜연, 이현수, "고령자의 독립성을 고려한 낙상예방 공용욕실 계

획."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6.1, 2017, p.61

13)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일반가구) 지역별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자

료이며, 타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35.3%, 연립주택 2.2%, 다세대주

택 8.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 주택 이외의 거처 3.7%를

차지하여,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형 서비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완전자립형 휠체어 사용

고령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제

안한 평면은 <표 5>와 같다.

3. 반의존형 휠체어 사용 고령자와 보호자의

행위를 고려한 필요욕실면적 산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개념이 구현된

욕실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주자에

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의 신체능력이 쇠퇴함에 따라

보호자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행위와 필요면적

을 계획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령자

행위
보호자 행위

목적

행위
목적행위 이동행위 회전행위

단

일

행

위

머리

감기

휠체어 브레이크 걸기,

휠체어 등받이 뒤로 기울이기,

수납장에서 목욕용품 꺼내기,

세면대 위에 물건 올려두기,

머리감기 행위 보조,

수건걸이에서 수건 가져와 닦기,

휠체어 등받이 원위치,

휠체어 브레이크 풀기

휠체어 뒤에서

밀어 입구와

세면대 이동
휠체어가

세면대를

등지도록

세면대 앞에서

휠체어 회전

휠체어의

앞, 뒤, 옆으로

이동하여 행위

보조

---------------------- 이하 표 생략 ----------------------

연

속

행

위

머리

감기

→

용변

휠체어 브레이크 걸기,

휠체어 등받이 뒤로 기울이기,

수납장에서 목욕용품 꺼내기,

세면대 위에 물건 올려두기,

수도꼭지 작동시키기,

멀리감기 행위 보조,

수건걸이에서 수건 가져와 닦기,

휠체어 등받이 원위치,

휠체어 브레이크 풀기

휠체어 뒤에서

밀어 입구와

세면대 이동

휠체어가

세면대를

등지도록

세면대 앞에서

휠체어 회전
휠체어의 앞,

뒤, 옆으로

이동하여

행위 보조

휠체어가 변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세면대 앞에서

휠체어 회전
휠체어 브레이크 걸기,

고령자를 변기로 옮기기,

착석자세 고정,

탈의, 착의 행위 보조,

고령자를 휠체어로 옮기기,

착석자세 고정,

휠체어 브레이크 풀기

휠체어 뒤에서

밀어

세면대에서

변기로 이동 휠체어가

변기에서 입구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회전

휠체어 뒤에서

밀어

변기에서

입구로 이동

---------------------- 이하 표 생략 ----------------------

<표 6> 휠체어 사용 고령자와 보호자의 욕실 내 행위(분석 일부)

욕실 내 고령자와 보호자의 행위는 목적행위와 이동

및 회전행위로 나눌 수 있다. 고령자와 보호자가 각 행

위를 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산출하여 평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목적행위를 할 때 고령자와 보호자의 자세, 행

위를 하기 위해 욕실 내에서 이동 및 회전을 할 때 발생

하는 동선을 알아야 한다.

<표 6>은 고령자가 욕실 내 목적행위를 할 때 보호자

가 이를 보조하기 위해 취하는 목적행위, 이동행위, 회전

행위를 분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머리를 감겨

주는 한 가지의 동작, 즉, 단일행위를 보조하기 위해 보

호자는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 욕실 입구에서 세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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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후, 휠체어가 세면대를 등지도록 세면대 앞에서 휠

체어를 회전시킨다. 그 후,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걸고,

등받이를 뒤로 기울여 고령자의 머리가 세면대에 위치하

도록 보조한 후 목욕용품을 꺼내어 세면대 위에 올려둔

다. 세면대 옆에 서서 고령자의 머리를 감긴 후, 수건을

가져와 닦고 휠체어 등받이를 원위치 한다. 휠체어의 브

레이크를 풀어 뒤에서 밀며 휠체어를 욕실 밖으로 이동

시킨다. 이와 같은 행위는 보호자가 휠체어의 앞 뒤 옆

으로 이동하며 편한 위치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령자의 머리를 감긴 후,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보조하는 두 가지 이상의 동작, 즉, 연속행위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머리감는 단일행위 종료 후, 다음

단일행위(용변)를 보조한다. 휠체어를 회전 이동하여 변

기로 위치시킨 후, 휠체어에 브레이크를 걸고 고령자를

변기로 옮겨 고령자의 착석자세를 고정한다. 탈 착의 행

위를 보조하고 고령자의 목적행위가 끝나면 다시 휠체어

로 다시 옮겨 착석자세를 고정한다.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고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 욕실 밖으로 이동시킨다.

3.1. 행위 별 필요면적치수 산출과정

(1) 목적행위를 위한 자세와 이동 회전을 위한 동선

먼저 목적행위를 할 때 필요한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서는, 고령자가 목적행위를 할 때의 자세와 보호자가

고령자의 목적행위를 보조할 때의 자세를 나누어 생각해

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모든 목적행위를 보호자로부터

보조받기 때문에 별도로 행위에 필요한 자세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보호자의 경우, 고령자의 목적행위

를 보조하기 위한 자세를 고려해야 한다. 각 행위에 필

요한 세부자세들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

적은 행위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행동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자가 앉아서 고령자를 보조하

는 자세, 허리를 구부려 보조하는 자세, 서서 보조하는

자세, 팔을 위로 뻗어 보조하는 자세의 공간범위를 기준

으로 면적을 산출하기로 한다.

보호자

자세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서 있는 자세

팔을 위로

뻗은 자세

도식화

<표 7> 고령자를 보조할 때 보호자의 자세 (1칸: 200*200, 단위: mm)

이동 및 회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욕실 내 발생 가능한 동선을 생각해야 한다. 행위가

발생하는 지점은 위행기기 옆이므로, 위행기기로의 접근

을 위한 이동 및 회전 동선을 도출하였다.

행위가 발생하는 위행기기는 세면기, 변기, 욕조, 샤워

부스, 활동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위행기기의 쌍

을 나열하면 세면기-변기, 세면기-욕조, 세면기-샤워부

스, 세면기-빈공간, 변기-욕조, 변기-샤워부스, 변기-빈

공간, 욕조-샤워부스, 욕조-빈공간, 샤워부스-빈공간, 수

납장-빈공간 등과 관련된 동선을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욕실 평면 상, 욕조 혹은 샤워부스가

배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욕조와 샤워부스를 같은 동선으

로 간주하였다. 더하여 욕실의 입구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동선을 추가했다. 결론적으로 욕실 내 발생 가능한

동선은 입구-세면기, 입구-변기, 입구-욕조(샤워부스),

입구-활동공간, 세면기-변기, 세면기-욕조(샤워부스), 세

면기-활동공간, 변기-욕조(샤워부스), 변기-활동공간, 욕

조(샤워부스)-활동공간을 욕실에서 고려해야 하는 동선

으로 설정했다.

입구에서부터 발생 가능 동선 욕실 내 발생 가능 동선

입구 ⇄ 세면기 세면기 ⇄ 변기

입구 ⇄ 변기 세면기 ⇄ 욕조(샤워부스)

입구 ⇄ 욕조(샤워부스) 세면기 ⇄ 활동공간

입구 ⇄ 활동공간 변기 ⇄ 욕조(샤워부스)

변기 ⇄ 활동공간

욕조(샤워부스) ⇄ 활동공간

<표 8> 욕실 내 발생 가능 동선

(2) 고령자의 목적행위 별 필요면적

전술한 바와 같이 반의존형 고령자의 경우, 보호자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목적행위를 하기 위한 공간범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수하기, 머리감기, 이닦

기, 손씻기, 머리손질, 화장, 면도, 발씻기, 탈/착의는 고

령자가 휠체어에 앉은 채 행위가 발생하며, 그 외의 행

위는 위행기기로 이동 후 목적행위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고령자가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와 휠체어의

등받이를 뒤로 기울여 누웠을 때(머리감는 행위)의 공간

범위만을 산정하였다. 디지털 인체모델링의 한 방법인

Safework◯R를 이용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동작치수를 분

석한 선행연구14)를 바탕으로 하였다.

휠체어 사용을 위한 유효공간 치수(휠체어 사용자의 점

유폭 및 길이, 발 높이)15)는 사용자 점유폭 730mm, 사용

자의 점유길이 1180mm이다.16)

14) 김민경, 박용환, 건축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휠체어 사용 고령자

기본치수 설정방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

획계, 22(3), 2006, pp.57-164; 강병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보건복지부, 1998

15)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효공간 치수는 남성을 기준으로 하며, 여

성 기준 사용자 점유폭은 670mm, 사용자의 점유길이는 1060mm로

유효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남성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16)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매뉴얼(강병근, 1994)에서 제시한 치수는

700*1200mm이나, 강민경(2007)은 인체측정치수를 참고하여 휠체

어 자체 폭과 길이에 핸들림 여유치수를 더하여 730*1180mm를

휠체어 점유폭으로 수정⋅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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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이동 및 회전 필요 면적 도식화

L자형 회전 800*1180

T자형 회전 1380*1380

90도 회전 ∅1500

180도 회전 1310*1810

휠체어 좌석을

축으로 360도 회전
∅1370

휠체어 등받이를

축으로 360도 회전
∅1760

<표 10> 고령자 이동 및 회전 시 필요면적 (김민경, 2007, 단위: mm)

성별 나이(세)
90퍼센타일19)

(mm)
보호자 자세

키

남성
60-64 1716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65-69 1723

여성

60-64 1619

65-69 1598

<표 11> 행위 면적 산출을 위한 인체치수

고령자 목적행위 필요 면적 도식화

세수하기, 머리감기,

이닦기, 손씻기,

머리손질, 화장,

면도,

730*1180

머리감기 730*1600

용변, 목욕하기,

샤워하기, 때밀기,

마사지, 사우나

위행기기로 이동 후 목적행위 발생

(행위를 위한 필요면적은

위행기기 설계 시 이미 포함)

<표 9> 고령자 목적행위 시 필요면적 (단위: mm)

(3) 고령자 이동 및 회전 시 필요면적

휠체어의 이동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이동의 종

류는 <표 10>과 같이 직선이동, L자형 이동, T자형 이

동, 90도 회전, 180도 회전, 360도 회전 등이 있다. L자형

이동을 위한 통로 유효폭은 800mm, T자형 이동을 위한

통로 유효폭은 900mm이다. 회전 공간은 90도 회전을 위

해서는 1500mm, 180도 회전을 위해서는 1310*1810mm,

360도 회전을 위해서는 좌석을 축으로 할 시에는 지름

1370mm, 등받이를 축으로 할 시에는 지름 1760mm의

휠체어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보호자 목적행위 별 필요면적

보호자가 고령자의 목적행위를 보조할 때 필요면적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에서

인체 치수를 표준화하기 위해 시행한, 3D인체형상측정

조사사업 보고서17)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3차원으로

전신을 자동 측정한 항목 <그림 2> 중, 평면에 치수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항목은 <표 11>과 같다.

어깨가쪽너비

키

목뒤높이

무릎뼈가운데높이

팔길이

등길이
엉덩이두께

<그림 2> 3차원 전신 자동 측정 항목

욕실 내 보호자가 휠체어 사용 고령자의 행위를 보조

할 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팔길이, 어깨가쪽너

비, 엉덩이너비, 무릎뼈가운데높이, 가슴두께, 엉덩이두

께, 등길이 치수를 참고하였다. 보호자가 서서 팔을 뻗었

을 때 필요한 공간을 계산하기 위한 치수로, 60-69세 90

퍼센타일(percentile, 백분위수)의 팔길이는 568-571mm

(남성), 536-538mm(여성)이다. 보호자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혹은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가로18) 공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는 어깨가쪽너비 400-406mm(남

성), 361-367mm(여성), 엉덩이너비 360-361mm(남성),

361-361mm(여성)이다. 보호자가 무릎을 구부리고 앉았을

때 필요한 공간은 무릎뼈가운데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하

였으며 457-461mm(남성), 423-428mm(여성)이다. 보호자

가 서있거나, 앉거나, 허리를 구부렸을 때 필요한 세로

공간 수치를 확보하기 위해 가슴두께 260-262mm(남성),

257-261mm(여성), 엉덩이두께 279-280mm(남성),

280-285mm(여성)를 참고 하였다. 보호자가 허리를 구부

렸을 때 필요한 세로 공간은 등길이 468-471mm(남성),

428-430mm(여성)를 기준으로 참고 하였다.

17) 2012년 (재)아이패션비즈센터에서 시행한 3차원 인체 형상 측정 데

이터로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수도권지역의 40-69세 남

녀 1,22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이다(한국인 인체치수조사 Size

Korea, http://sizekorea.kats.go.kr/03_report/6th.asp)

18) 몸의 좌우방향을 가로로, 앞뒤방향을 세로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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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세)
90퍼센타일19)

(mm)
보호자 자세

목뒤높이

남성
60-64 1470

65-69 1470

여성
60-64 1372

65-69 1350

머리높이

(키-목뒤높이)

남성
60-64 246

65-69 253

여성
60-64 247

65-69 248

팔 길이

남성
60-64 568

서 있는 자세,

팔을 위로 뻗은 자세

65-69 571

여성
60-64 536

65-69 538

어깨가쪽너비

남성
60-64 406

서 있는 자세,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65-69 400

여성
60-64 367

65-69 361

무릎뼈

가운데높이

남성
60-64 457

65-69 461

여성
60-64 428

65-69 423

엉덩이두께

남성
60-64 279

65-69 280

여성
60-64 280

65-69 285

등 길이

남성
60-64 471

허리를 구부린 자세
65-69 468

여성
60-64 430

65-69 428

서 있는 자세,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휠체어 사용 고령자를 보조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필요한 공간은 다음과 같다.

보호자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가로공간은 어깨가쪽

너비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 361-406mm가 필요하다.

세로공간은 보호자가 필요한 행위를 하면서 취하는 자

세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 있을 때 자세는 엉덩이 두께

를 고려하여 최소 279-285mm이 필요하다. 앉은 자세는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았을 때, 무릎과 골반이 굽어지는

정도를 고려하여 등과 팔의 축이 직각을 이룰 때를 기준

으로 필요한 가로공간을 산정하였다. 즉, 등 길이와 팔

길이에 의해 형성되는 가로길이에 무릎뼈가운데높이를

더한 380-404mm의 최소공간이 필요하다. 허리를 구부린

자세는 등 길이에 팔 길이를 더하여 한정하였다. 즉, 보

호자가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행위를 하기 위한 공간

은 686-740mm의 범위이다. 서서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위로 뻗기 위해 필요한 공간은 엉덩이 두께와 팔 길이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최소 815-856mm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복되는 공간과 여유공간을 고려하면 <표 12>

과 같이 필요면적이 도출된다.

19) 디자이너는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불

가능하므로 전체의 90%를 충족시키고, 양극의 10%는 고려하지 못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장재호 외, 1993), 본 연구에서도 90th 퍼

센타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보호자 자세 기준 자세 필요면적20)

서 있는 자세
어깨가쪽너비,

엉덩이 두께
600*300

앉은 자세

어깨가쪽너비,

등 길이,

팔 길이

600*600

허리를 구부린 자세

어깨가쪽너비,

등 길이,

팔 길이

600*900

팔을 위로 뻗은 자세

어깨가쪽너비,

엉덩이 두께,

팔 길이

600*600

<표 12> 보호자 자세 별 보호자 필요면적 (가로*세로, 단위: mm)

3.2. 고령자와 보호자의 행위 별 필요면적치수

(1) 고령자와 보호자 이동 및 회전 시 필요면적

고령자와 보호자가 목적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욕실

면적은, 고령자가 사용하는 휠체어의 면적과 보호자가

고령자의 행위를 보조하면서 취하는 자세에 따라 산출된

다. 보호자가 휠체어의 뒤에 위치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

있을 때가 기본자세로 필요면적은 가로공간 730mm, 세

로공간 1465mm 이다. 보호자가 앉아서 고령자의 행위를

보조할 때에는 가로 730mm, 세로 1584mm가, 허리를 구

부려 보조할 때에는 가로 730mm, 세로 1920mm가, 팔을

뻗은 자세를 취하여 보조할 때에는 가로 730mm, 세로

2036mm 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령자와 보호

자 간의 중복되는 공간과 여유공간을 고려하면 <표 13>

과 같이 필요면적이 도출된다.

자세 필요 면적 도식화

서 있는 자세 730*1500

앉은 자세 730*1800

허리를 구부린 자세 730*1600

<표 13> 보호자의 자세 별 보호자+고령자 필요면적 (가로*세로, 단위: mm) 

20) 남성 치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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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필요 면적 도식화

팔을 뻗은 자세 730*1600

세부

행위
필요면적

필요면적 (1칸: 200*200)

평면 입면

머리감기 2200*1200

세수하기,

이 닦기,

손씻기,

머리손질,

화장, 면도

1400*1200

용변 1800*1600

샤워하기,

목욕하기,

때벗김

1600*1400

발씻기,

탈/착의
1800*1400

<표 14> 고령자+보호자 목적행위 시 필요면적 (가로*세로, 단위: mm)

(2) 고령자와 보호자 이동 및 회전 시 필요면적

고령자와 보호자가 목적행위를 위해 이동 및 회전을

할 때의 면적도 확보되어야 한다. T자형 회전을 할 때의

면적은 보호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1380*1380mm의 공간

이 확보되어야 하며, 휠체어 등받이를 축으로 하여 360

도 회전을 하는 경우 역시 보호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1760*1760mm로 동일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 외에는 휠

체어 사용 고령자의 행위와 동선에, 보호자가 휠체어의

이동을 보조하기 위해 휠체어 앞 혹은 뒤에 섰을 때 필

요한 면적을 더하여 <표 15>와 같이 정리하였다.

자세 필요 면적 도식화

L자형 회전 1742*1742

T자형 회전 1380*1380

90도 회전 ∅1952

180도 회전 ∅1810

휠체어 좌석

중심축으로 360도 회전
∅1931

휠체어 등받이를

축으로 360도 회전
∅1760

<표 15> 고령자+보호자 이동 및 회전 시 필요면적 (가로*세로, 단위: mm)

3.3. 반의존형 고령자와 보호자를 위한 욕실평면계획

휠체어 사용 고령자와 보호자의 행위 및 동선에 따라

필요욕실면적을 산출하기에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도록 한다. 연속적 행위로

구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각 단계별 행위와 동선을 위해

필요한 면적을 산출하여 욕실평면을 계획하도록 한다.

행위는 <표 16>과 같이 욕실을 입장하여 용변-손씻

기-화장지우기-탈의-샤워하기-착의-머리손질-양치질-욕

실퇴장 순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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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행위 욕실 입장 이동 및 회전 목적행위 위해 자리잡기 변기로 이동, 용변 이동 및 회전

평면

행위발생지점 입구 욕실 내 빈 공간 욕실 내 빈 공간 변기 욕실 내 빈 공간

내용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고령자

욕실 입장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

근처로 휠체어 이동⋅회전

변기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휠체어 위치 이동

휠체어 고정 후,

고령자 변기로 이동.

용변

용변 후,

고령자 휠체어로 이동.

손씻고 화장을 지우기 위해

세면대 앞으로 이동

면적변화
기준평면(평면유형A)

2000 * 2600

휠체어 이동⋅회전 위해

가로 300 추가

2300 * 2600

-

고령자가 변기로 이동하는 행

위를 보조하면서 보호자의 공

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기존

평면 면적으로 충분함. 추가

필요면적 없음

-

고령자 행위 손씻기, 화장지우기 이동 및 회전 탈의 목적행위 위해 자리잡기 욕조로 이동, 샤워

평면

행위발생지점 세면기 욕실 내 빈 공간 욕실 내 빈 공간 욕조 욕조

내용

보호자가 세면기 옆에

위치하여 고령자의 손 씻기와

화장 지우기 보조

샤워를 하기 위해 욕조

근처로 휠체어 이동⋅회전

샤워를 위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탈의

고령자가 욕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고정

고령자 욕조로 이동 후,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샤워

면적변화

보호자가 세면기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세로 200 추가

2300 * 2800

- -

고령자가 욕조로 이동하는 행

위를 보조하면서 보호자의 공

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기존

평면 면적으로 충분함. 추가

필요면적 없음

고령자가 샤워하는 것을 보조

하면서 보호자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기존 평면 면적으

로 충분함. 추가필요면적 없

음

고령자 행위 이동 및 회전, 착의 목적행위 위해 자리잡기 머리손질, 양치질 이동 및 회전 욕실 퇴장

평면

행위발생지점 욕실 내 빈 공간 욕실 내 빈 공간 세면기 활동공간

내용

샤워가 끝난 후, 고령자

휠체어로 이동,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착의

머리를 손질하고 양치질을

하기 위해 세면기 근처로

휠체어 이동

보호자가 세면기 옆에

위치하여 고령자의

머리손질과 양치질 보조

욕실 내 행위가 끝난 후,

입구 쪽으로 휠체어

이동⋅회전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고령자

욕실 퇴장

면적변화 - -
세면기 옆 보호자 공간 확보

를 위한 면적 수정 완료
-

최종면적변화

2000*2600 → 2300*2800

<표 16> 욕실 내 발생 연속행위 시나리오(예시: 평면유형 A, 단위: mm)

시나리오를 통해 욕실 내 발생 가능한 고령자의 연속

행위와 이를 보조할 때 보호자를 위한 필요공간을 산출

할 수 있었다. 이 과정 <표 17>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

하자면, 단계 1. 기준 평면으로 선정한 욕실에 휠체어 사

용 고령자와 보호자가 입장하여 각 위행기기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360도 회전 면적을 확보하였다. 이는 연속행

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위행기기에서 위행기기

로의 이동이 가능한 최소한의 면적이다. 고령자가 독립

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였을 때 360도 회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지름 1500mm의 원을 그리는 면적이지만,

보호자가 휠체어를 움직일 때에는, 좌석을 기준으로 360

도 회전할 경우 지름 1931mm만큼의 원을 그리는 면적,

등받이를 기준으로 360도 회전할 경우 지름 1760mm의

원을 그리는 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

소의 공간에서 연속행위가 가능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등받이를 기준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면적을 확

보하였다. 단계 2. 각 위행기기에서 고령자와 보호자의

목적행위가 가능하도록 면적을 확보하였다. 위행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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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도출한 결과에 따라 욕조, 세면기, 변기를 기준으

로 하였다. 각 위행기기에서 필요한 행위를 위해 추가면

적이 필요할 때에는 평면의 가로길이와 세로길이를 추가

하여 평면을 조정하고, 기존의 면적으로 행위가 가능하

다면 추가 필요면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지 않았

다. 단계 3. 수정된 최종 면적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단계 기준 평면 (변경 전) 단계 1. 360도 회전 면적 확보 단계 2. 목적행위를 위한 면적확보 단계 3. 최종면적확인

평면

면적변화

및

최종면적

Ÿ 휠체어의 360도 회전반경 1500

Ÿ 2000*2600 (4.8㎡)

Ÿ 휠체어의 360도 회전반경 1760

Ÿ 가로길이 300 추가
Ÿ 2300*2600

Ÿ 기존 면적으로 보호자
공간 확보

가능(추가필요면적 없음)

Ÿ 2300*2600

Ÿ 보호자 공간 확보 위해

면적 확보 필요

Ÿ 세로길이 200 추가
Ÿ 2300*2800

Ÿ 최종면적 확인
Ÿ 2000*26000→2300*2800

<표 17> 반의존형 고령자와 보호자를 위해 욕실 평면에 필요면적확장 과정 (예시: 평면유형 A, 단위: mm)

위생기기
휠체어 사용

고령자 행위

고령자

필요면적
보호자 행위

면적산출을 위한

필요 인체치수
보호자 자세

보호자

필요면적

고령자+보호자

필요면적21)

변기 용변

휠체어 면적:

730*1180

휠체어 브레이크 걸기

고령자를 변기로 옮기기,

착석자세 고정

탈의, 착의 등 행위 보조

고령자를 휠체어로 옮기기,

고령자 발을 휠체어 발판에 옮기기,

착석자세 고정

휠체어 브레이크 풀기

어깨가쪽너비(400-406),

등길이(468-471),

팔길이(568-571),

머리높이(246-253),

무릎뼈가운데높이(457-461)

서 있는 자세 406*285 (가로) 730

(세로) 1180+740

(최종: 중복 및

여유공간 포함)

730*1600

앉은 자세 406*404

허리를 구부린 자세 406*740

세면기

머리손질,

화장, 면도

휠체어 브레이크 걸기,

수납장에서 세면용품 꺼내기,

세면대 위에 물건 올려두기,

수도꼭지 작동시키기,

비누걸이에서 비누 가져오기,

세수, 면도 등 행위 보조,

수건걸이에서 수건 가져와서 닦기,

휠체어 브레이크 풀기 어깨가쪽너비(400-406),

등길이(468-471),

팔길이(568-571),

머리높이(246-253),

무릎뼈가운데높이(457-461)

팔을 위로 뻗은

자세
406*856

(가로) 730

(세로) 1180+856

(최종: 중복 및

여유공간 포함)

730*2100

세수하기,

이닦기,

손씻기
서 있는 자세 406*285

머리감기
휠체어 면적:

730*1600

휠체어 뒤에서 밀기,

휠체어 브레이크 걸기,

휠체어 등받이 뒤로 기울이기,

수납장에서 목욕용품 꺼내기,

세면대 위에 물건 올려두기,

수도꼭지 작동시키기,

멀리감기 행위 보조,

수건걸이에서 수건 가져와 닦기,

휠체어 등받이 원위치,

휠체어 브레이크 풀기,

휠체어 뒤에서 밀기

앉은 자세 406*404

허리를 구부린 자세 406*740

욕조

(샤워부스)

샤워하기,

목욕하기,

때벗김,

발 씻기

휠체어 면적:

730*1180

휠체어 뒤에서 밀기,

휠체어 브레이크 걸기,

수납장에서 세면용품 꺼내기,

세면대 위에 물건 올려두기,

수도꼭지 작동시키기,

비누걸이에서 비누 가져오기,

세수, 면도 등 행위 보조,

수건걸이에서 수건 가져와서 닦기,

휠체어 브레이크 풀기,

휠체어 뒤에서 밀기

어깨가쪽너비(400-406),

엉덩이두께(279-280),

등길이(468-471),

팔길이(568-571),

머리높이(246-253)

서 있는 자세 406*285 (가로) 730

(세로) 1180+740

(최종: 중복 및

여유공간 포함)

730*1600
허리를 구부린 자세

406*740

활동공간 탈/착의

휠체어 브레이크 걸기,

발씻기, 탈/착의 등 행위 보조,

수납장에서 필요용품 꺼내기,

수납장에 옷 수납,

수건걸이에서 수건 가져와 닦기,

휠체어 뒤에서 밀기,

휠체어 브레이크 풀기

어깨가쪽너비(400-406),

등길이(468-471),

팔길이(568-571),

머리높이(246-253),

무릎뼈가운데높이(457-461)

서 있는 자세 406*285 (가로) 730

(세로) 1180+740

(최종: 중복 및

여유공간 포함)

730*1600

앉은 자세 406*404

허리를 구부린 자세 406*740

<표 18> 반의존형 고령자와 보호자를 위해 필요한 면적 산출과정 (가로*세로, 단위: mm)

21) 보호자의 자세 중 가장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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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의존형 휠체어 사용 고령자와 보호자

행위를 고려한 필요욕실면적 제안

위에서 도출한 휠체어 사용 고령자와 보호자의 욕실

내 행위, 행위를 위한 필요면적을 바탕으로 하여, 욕실평

면의 필요면적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고

령자가 면적에 의한 불편함 없이 욕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개념이 실현될 것이다. 기존 욕실평면을 기준

으로 하여 필요면적을 추가함으로써 반의존형 휠체어 사

용 고령자와 보호자를 고려한 욕실평면을 제안한다.

<표 19>는 3장에서 도출한 목적행위와 이동 및 회전

을 위해 필요한 면적을 기준평면 유형A, 유형B, 유형C,

유형D에 적용한 것이다. 기준평면의 휠체어 회전반경을

1500mm에서 1760mm으로 확대함에 따라 평면유형A와

B는 가로공간 300mm, 평면유형C는 가로공간 400mm,

세로공간 200mm, 평면유형D는 가로공간 100mm, 세로공

간 400mm 확장되었다.

목적행위를 위해 평면유형B에서 고령자와 보호자가

변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로길이 200mm, 세로길이

100mm만큼의 추가면적이 필요하다. 또, 평면유형C에서

고령자가 샤워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보조를

하는 경우 가로길이 600mm 만큼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 결과 평면유형A는 기존 2000*2600(4.8㎡)에서

2300*2600(6.1㎡), 평면유형B는 2000*2500(4.5㎡)에서

2500*2600(6.0㎡), 평면유형C는 2000*2400(4.3㎡)에서

2500*2600(5.9㎡), 평면유형D는 2100*2100(4.4㎡)에서

2200*2500(5.5㎡)만큼 필요면적 확장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반의존형 휠체어 사용 고령자와 보호자를

고려하여 필요욕실면적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욕실에서 발생하는 고령자와 보호자의 행위를 도출하고,

행위를 위해 필요한 공간면적을 산출한 뒤, 이를 기준

평면에 적용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령자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욕실을 사용할 때 면적에 의한 불편함 없이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욕실면적을 도출하였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욕실 평면은 휠체어 사용 고령자

가 사용하기에 공간 면적에 따른 제약이 매우 크다. 또

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령자의 신체능력이 쇠퇴하면

서 보호자의 도움이 불가피해졌을 경우, 고령자를 보조

하기 위해 보호자가 함께 욕실에 들어가게 되면 부족한

면적에 따른 제약은 더욱 커진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

간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공간을 사용하는데 유리하겠지

만, 공간을 계획할 때에는 경제성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휠체어 사용 고령자

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욕실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

는 최소한의 필요면적을 제안하였다. 휠체어 사용 고령

자가 위행기기 간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욕실 내에서

휠체어의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회전반경 1760mm의

면적을 확보하였다.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휠체어 사용자

를 위한 욕실 공간을 계획할 때 제안하고 있는 방법이

다. 단,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휠체어의 회

전반경에 더하여 보호자를 위해 필요한 면적을 계산하여

산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욕실 내 회전 뿐 만 아니라,

보호자의 보조행위가 가능하도록 보호자가 휠체어 사용

고령자의 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필요면적을 확보하였

다. 그 결과, 기존 평면보다 평면유형A의 경우 4.8㎡에서

6.1㎡로, 평면유형B의 경우 4.5㎡에서 6.0㎡로, 평면유형C

의 경우 4.3㎡에서 5.9㎡로, 평면유형D의 경우 4.4㎡에서

5.5㎡로 각각 1.3㎡, 1.5㎡, 1.6㎡, 1.1㎡씩 확장되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

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주요 이슈이다.

현재 공동주택 공용욕실의 면적 분포를 보면, 40평형대

중간까지는 3-4㎡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50평형대 이상부터는 욕실을 변화의 요인이 많고 차별화

되는 공간으로 계획하여 3-10㎡ 면적까지로 급격히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22). 이와 같은 경향은 ‘주택에서의

욕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위한 공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용자로부터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에 대한 요구와 사회로부터

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자립적 생활 지원이 강

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계획에

대한 재고는 시기적절하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자의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을 고려한 보다 나은 구조적⋅환경적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욕실평면의 제공이 절실하다. 사용자의

나이가 들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되어도 지속

적으로 불편함 없이 주택 내 욕실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

려면, 최소한 5.5-6.1㎡ 정도의 면적이 더 확보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 요구에 대한 신뢰도와 더불어 시장에서의

적합성 타진은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더하

여, 본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휠체어 사용 고령자와 보

호자의 행위를 고려한 침실, 거실 등에 대한 연구, 공간

사이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2) 이경아, 아파트 단위평면 분석을 통한 주거공간 면적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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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세면대+욕조 타입 변기+세면대+샤워부스 타입
평면유형 A 평면유형 B 평면유형 C 평면유형 D

선행연구로 부터

추출한 기준

평면

(완전 자립형

고령자 고려)

Ÿ 기준평면 2000*2600 (4.8㎡)

Ÿ 휠체어 회전반경 1500

Ÿ 기준평면 2000*2500 (4.5㎡)

Ÿ 휠체어 회전반경 1500
Ÿ 기준평면 2000*2400 (4.3㎡)

Ÿ 휠체어 회전반경 1500

Ÿ 기준평면 2100*2100 (4.4㎡)

Ÿ 휠체어 회전반경 1500

연속행위를

위한 필요면적

(휠체어 등받이

기준 360도 회전)

Ÿ 휠체어의 360도 회전반경 1760

Ÿ 가로길이 300 추가

Ÿ 2300*2600

Ÿ 휠체어의 360도 회전반경 1760

Ÿ 가로길이 300 추가

Ÿ 2300*2500

Ÿ 휠체어의 360도 회전반경 1760

Ÿ 세로길이 200 추가

Ÿ 2500*2600( 샤워부스 1200*650)

Ÿ 휠체어의 360도 회전반경 1760

Ÿ 세로길이 400 추가

Ÿ 2200*2500

필요면적

산출 과정

(고령자와

보호자 고려)

Ÿ 목적행위 지점: 변기
Ÿ 기존 평면 면적으로 목적행위
충분(추가필요면적 없음)

Ÿ 목적행위 지점: 변기
Ÿ 가로길이 200/ 세로길이 100

추가

Ÿ 최종면적: 2500*2600

Ÿ 목적행위 지점: 변기

Ÿ 기존 평면 면적으로 목적행위

충분(추가필요면적 없음)

Ÿ 목적행위 지점: 변기
Ÿ 기존 평면 면적으로 목적행위

충분(추가필요면적 없음)

Ÿ 목적행위 지점: 세면기
Ÿ 기존 평면 면적으로 목적행위
충분(추가필요면적 없음)

Ÿ 목적행위 지점: 세면기
Ÿ 기존 평면 면적으로 목적행위

충분(추가필요면적 없음)

Ÿ 목적행위 지점: 세면기

Ÿ 기존 평면 면적으로 목적행위

충분(추가필요면적 없음)

Ÿ 목적행위 지점: 세면기
Ÿ 기존 평면 면적으로 목적행위

충분(추가필요면적 없음)

Ÿ 목적행위 지점: 욕조
Ÿ 기존 평면 면적으로 목적행위
충분(추가필요면적 없음)

Ÿ 목적행위 지점: 욕조
Ÿ 기존 평면 면적으로 목적행위

충분(추가필요면적 없음)

Ÿ 목적행위 지점: 욕조(샤워부스)

Ÿ 샤워부스 가로길이 600 추가

Ÿ 2500*2600( 샤워부스 1800*650)

Ÿ 목적행위 지점: 욕조
Ÿ 기존 평면 면적으로 목적행위

충분(추가필요면적 없음)

최종 제안평면

Ÿ 2300*2600 (6.1㎡) Ÿ 2500*2600 (6.0㎡) Ÿ 2500*2600 (5.9㎡) Ÿ 2200*2500 (5.5㎡)

<표 19> 반의존형 고령자와 보호자를 위한 필요욕실면적 제안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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