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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인이 되면 시지각 인지장애 및 치매까지도 수반하게 되어 지지적 공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전 및 생명에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지지는 연령이나 성별, 신체정신적 한계를 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IPA기법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거주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현행 무장애 공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교차분석결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남성보다
는 여성그룹의 무장애 공간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은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위생시설의 일부인 세면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 또한 계단 및 승강기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IPA
분석결과, 14가지 인증항목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BF인증지표는 세면대, 욕실, 샤워실 경보 및 피난시설로
도출되어 위생시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시설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노인, 무장애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주택, 인증기준

Abstract  When a human being grew older, followed by visually and perceptually impaired, and 
dementia, it jeopardizes safety and life unless supportive design is secured for a living environment. 
This supportive space is based on universal design concept which offers safe-oriented, and simple use 
by incorporating gender and physical/mental limitation. The study of purppose wa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barrier-free standard for seniors’ living in apartment through IPA. Chi-square 
analysis found that satisfaction with BF space is lowered as aging is continued and for female group.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sink was the prime predictor in satisfaction, and stair/elevator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PA concluded that sink, bath, shower/locker and alert/egress were prime 
BF indexes to be improved among 14 elements, implying careful design in sanitation area for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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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3]
Characteristics Changes Problems Planning & Design

Physical
characteristics

changes of personality - reduction of work
- decrease of movement

- dimension plan for the 
  elderly
- plan to minimize of safety 
  accident

degeneration of muscle and exercise 
organ

- occurrence of accident
- Use of mobility support

- plan for nursing and 
  protection

deterioration of sensory - degeneration of night sight
- isolation and alienation

- install lighting and signage
- consider social space

respiratory circulation
- slowness of mobility
- occurrence of asthma and 
  handicapped

- consider heating & cooling
- consider temperature & 
  humidity, rest plac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al-adaptation & closed - fear and attached to past
- loneliness

- provide home environment
- secure public space

intellectual - degradation of intelligence 
- occurrence of dementia 

- lay-out educational space
- provide unit space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Social
characteristics

social participation and
lose of role in position

- feeling of isolation & 
  futility
- occurrence of desire to 
  possess and inferiority

- install rest & hobby space
- install common and 
  individual space
- expand social participati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degraded of sensory and exercise 
ability

- downgrade of adaptation
- lose of social position

- consider community
- provide environment 
  friendly & sense of belonging

1. 서론

21세기 들어 국내의 건조환경 (Built Environment) 
은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의료수준의 향상과 건강을 지지하는 생활수준향상
으로 2000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면
서 이미2017년도 통계청 기준, 고령화 사회를 뛰어넘어 
노인인구가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을 
하게 되었다. 이제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베이비부머(Baby boomer)를 중심으로 국내 인구
의 20%에 해당하는 1,000 여만명에 달하는 노인계층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1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노인이 되면 신체, 정신적으로 시지각 인지장애 
및 치매까지도 수반하게 되어 실제 생활 활동공간에서의 
지지공간(Supportive space)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전 및 생명에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즉 고령화는 ‘인
구’라고 하는 양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노화에 따른 질적
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1]. 공간 지지개념은 모
든 사람들이 일정한 활동공간에서 연령이나 성별, 신체
정신적 한계를 포용하여 안전하고 수월하게 접근,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 타당적인 범용설계, 즉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 직결되는 활동공간의 영역조성은 학
술적이고 설계영역의 선택적 계획요소 적용을 떠나 국내

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관련 법령을 기초로 
하여 공원 및 종교,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편
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관련인증기준에 의거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 공동주택을 기준
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
령을 살펴보면 일반사항 10개 항목과 대상시설별로 설치
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1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
준의 대부분이 의무 및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그 기준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중요도 및 만족도
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는
지는 의문시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 아파
트에 거주하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현행 무장애 공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무장애 관련 설문
항목을 인증기준내용에 맞추어 개발하고 그 내용을 
SPSS 및 IPA를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인증항목
의 개선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노인주거를 위한 대상계층에 집중하고 그 
시설이나 공간의 인증기준 적용을 강화하는데 유효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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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 of Facilities to be installed : Multi-family Housing[9]

Division Apartment

Intermediate Facilities
Access path to main entrance Required
Handicapped parking lot Required
Remove the level difference between entry and path Required

Interior Facilities
Entrance(door) Required
Corridor Required
Stair or elevator Required

Sanitation Facilities
  Toilet

Lavatory Recommended
Urinal Recommended
Sink Recommended

Bathroom Recommended
Shower booth / Locker room Recommended

Information Facilities Braille block installation Recommended
Alert and egress equipment Required

Other Facilities Room / Bedroom Recommended

2. 노인을 위한 무장애공간 문헌고찰

2.1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정신적 특성
국내에서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다. 전체인구 중 65세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
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
회로 정의한다[4]. 노인이 되면 중·장년기에 느끼지 못했
던 신체,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된다. 노화(Aging)가 진행
될수록 골밀도저하, 고관절계통 질병 및 인지능력 저하로 
보행 시 주변 환경에 따라 반사능력 및 유연성 저하로 낙
상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며 가사내 위생 
및 취사 등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지각계통의 
노화로 치매 등의 신경·정신적 변화로 전이 되어 환경적
응력에 대한 감퇴로 일상 생활공간에 대한 공간인지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뿐 만 아니라 정신· 심리적변화도 노화가 진행 될수록 
나타나는데 소득의 감소 및 사회생활의 단절에서 오는 
정서적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우울, 불만, 질투, 
열등감의 감정으로 표출되기도 하며[5], 이는 질병과 이
에 수반한 장애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호소하기도 한다. 
노인기준 하루 평균 20시간을 주생활 영역에서 보내는 
것을 고려할 때 주거의 편안함과 쾌적함은 심리적 안정
감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6]. 노화가 진행
될수록 노인층의 생애주기에 부응한 안전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
함과 동시에 생활 형태적 특성의 니즈를 고려한 실내공
간의 가변적 디자인 요소반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7].

2.2 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개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장애인이 건물

과 시설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요구가 반영된 무장
애 디자인(Barrier-free)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21세기
에 이르러 장애인을 정상인의 범주로 확대하여 접근성 
확보위주의 협소한 개념보다는 노화가 진행되어가면서 
일상 환경에 부적응화 되어가는 모든 사용자를 포함, 적
용되는 인간중심의 보편타당한 디자인원칙이라 할 수 있
다. 즉,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 근거한 편의시설이더라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이 적용된 편의시설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8]. 로날드 메이스(Ronald Mace)는 범용 환
경에서 보편, 타당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구현을 위해 지원
성(Supportive design), 적응성(Adaptable design), 
접근성(Accessible Design), 안전성(Safety-oriented 
Design) 등의 디자인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여
러 단계의 보완을 거쳐 1999년에 노쓰캐롤라이나대 유
니버설 디자인센터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적용
을 위해 보다 발전된 7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융통성 있는 사용(Flexibility in 
use), 간편하고 직관적 사용(Simple & intuitive use),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실수에 대한 여유치 두기(Tolerance for error), 적은 
물리적인 노력(Low physical effort),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Size & space for approach & use)[10].

따라서 불특정다수를 위해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은 일상 주거생활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고령
자의 신체특성 변화에 따른 공간 환경의 배려가 필요로 
하는바, 국내의 설계지침은 1997년 4월에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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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건축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고령
자 및 장애인 주거 등의 특수계층을 위하여 2003년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 무장애 설계메뉴얼을 필두로 
2007년 노인가구 주택개조 메뉴얼을 보급한바 있으며
[11], 이러한 인증제는 BF 디자인이 공공기관을 중심으
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12].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인증 절차를 보면 상기 Table 2에서 나타난 것
처럼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
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항목별로 갖추어야 하는 
편의시설은 의무 및 권장사항이 각각 7개 세부항목으로 
제정되어 있다[9]. 그러나 이러한 최소 적용기준이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의 요구조건과는 달리 고령자를 위한 적
합한 디자인 기준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설문조사 및 조사방법

3.1 조사항목 및 조사대상
연구목적에서 설정된 공동주택 중심의 무장애시설 적

합성 검토기준의 분석을 위해 Table 2에서 의무 및 권장
사항으로 설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만족도와 중요도 산출
을 위해, 2019년 10월, 다양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
울시 강북의 노원지역의 노인계층 223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
근로,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
축물 출입구, 4)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5) 장애인 등
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6)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
로,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8) 점
자블록,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10) 장애
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또한 검증에 
앞서 설문항목의 신뢰도 검증(Cronbach's ⍺ = .8780) 
결과, 평가항목의 타당한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다. 

  
3.2 설문항목 분석방법

위에서 언급된 항목의 설치기준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IPA 분석이란 연구 개념틀에 따
라 설문항목을 설정하고 아래 Fig. 1에 나타난 것처럼 5
점의 라이커트척도로 평가된 설문조사결과를 근거로 항
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측정하여 2차원 좌
표 상에 표시하고, 이들 좌표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분할
된 매트릭스의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평가결
과를 바탕으로 해당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만족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다[13]. 2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다면 개선이 필
요한 항목으로 평가되고, 3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개선
은 필요하나 중요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High Importance

Low
 Perform

ance

High Perform
ance

 Quadrant II
Concentrate here

Quadrant I
Keep up the good work

Quadrant III
Low priority

Quadrant IV
Possible overkill

Low Importance

Fig. 1. Definition of IPA Matrix

3.3 설문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 Table 

3과 같다.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연구개념 및 통계분석을 고려하여 5세 단
위로 구분, 개인적 특성으로 분류, 교차분석을 실시코자 
하였다.

Div. Item
Contents

Freq. Rate(%) S-M χ2 I-M χ2 

Gender
Male 134 60.1 2.46 56.38

(.028*)
3.46 39.82

(.466)Female 84 37.7 2.40 3.56

Age Group

65∼ 69 98 43.9 2.56
140.8
(.045*)

3.41
114.9
(.535)

70∼ 74 89 39.9 2.39 3.53
75∼ 79 25 11.2 2.38 3.60

80∼ 11 4.9 1.95 3.67

Type 
of 

Residence

Apt 120 53.8 2.61
95.53
(.895)

3.53
112.0
(.613)

SFA 47 21.1 2.31 3.26
SFD 51 22.9 2.17 3.58
e.t.c 1 0.4 - -

* <.05, n=223

Table 3. Demographic Profiles and Chi-Square Analysis 
on Survey Respondents

개인적 특성과 무장애시설 적합성 기준검토항목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 항목에 대한 전체만족도 및 중요도평
균값을 산출하여 교차분석결과, 성별(X2 = 56.38, p = 
0.028, p<.05), 연령별(X2 = 140.8, p = .045, p<.05) 구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성별분석에서 남
성그룹보다는 여성그룹의 전체만족도가 낮았으며,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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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같이 연령별 분석에서는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BF 전
체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적합성 검
토기준은 고령화화 취약한 여성계층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 주거형태에 대한 만족
도 및 성별, 연령별, 주거형태별 중요도의 경우 그룹간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Level of Satisfaction

Age Group

Fig. 2. Box plot of Overall Satisfaction of Barrier-Free 
and Age Group

4. 분석

4.1 설문항목의 만족도 분석
연구목적에서 설정된 공동주택 중심의 무장애시설 적

합성 검토기준의 분석을 위해 조사된 각 설문항목별 중
요도 및 만족도는 아래 Table 4와 같다. BF 인증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서는 주출입구 매개시설에 
대한 만족도(M = 2.67)가 어느 정도 높은 반면, 위생시
설의 샤워룸(M = 2.35)에 대하여는 낮게 나타났다. 중요
도 측면에서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위생시설 중 화장시
설의 대변기가 중요가 높은 것(M = 3.73)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개방형 설문에서는 대변기 옆에 앉고 일어서는
데 신체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 설치를 호소하는 응답
자도 있었다. 반면 주출입구 매개시설에 대한 중요도(M 
= 3.30)으로 나타나 14개의 항목중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아파트 유형에 대한 BF 인증항목 중 만족도
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해 
전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Stepwise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에서 제시된 것처럼 위생시
설 중 ‘세면대’ (Index 9: Beta Weight = .332)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매개시설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시설 중 
‘점자블럭 설치’, 내부시설 중 ‘복도유효폭 확보 및 재질 
마감’ 순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Mean of Importance & Satisfaction
In
dex Survey Index Mean of

Satisfaction
Mean of 

Importance
1 Access path to main entry 2.67 3.30
2 Handicapped parking lot 2.54 3.51

3 Remove level difference 
between entry & path 2.48 3.42

4 Entrance(door) 2.53 3.44
5 Corridor & Interior finish 2.38 3.46
6 Stair or elevator 2.35 3.47
7 Lavatory 2.46 3.73
8 Urinal 2.44 3.65
9 Sink 2.38 3.63
10 Bathroom 2.41 3.62
11 Shower booth & Locker 2.35 3.59
12 Braille block installation 2.52 3.33
13 Alert/Egress equipment 2.37 3.51
14 Room / Bedroom 2.35 3.41

Average of Mean 2.44 3.49
n = 215

Predictors Reg. 
coefficients

Std.
Error

Beta
Weight

F Sig.

Index 9 .239 .020 .332 493.15 .000*

Index 2 .224 .017 .348
Index 12 .220 .020 .296
Index 5 .172 .018 .244

(Constant) .380 .048

 R2=.901, Adj. R2=.899
* p < .001
** Dependent variable: composite score of overall satisfaction

Table 5.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n Satisfaction
of Barrier-Free Indexes

아래 Table 6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동일한 분석방법
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유형에 대한 BF 인증항목 중 중요
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
해 종속변수를 전체중요도로 설정하고 Stepwise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부시설 중 건물내부의 수직동선
을 촉진하는 ‘계단 또는 승강기’(Index 6: Beta Weight 
= .349) 가 가장 중요한 인자로 도출되었다. 이어서 위생
시설 중 화장실의 ‘대변기’,  매개시설 중 ‘복도의 유효폭 
확보 및 재질 마감’,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순으
로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계층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시설에서
는 편리하고 힘이 들지 않는 계단 또는 승강기설치가 건
축계획상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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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s Reg. 
coefficients

Std.
Error

Beta
Weight

F Sig.

Index 6 .215 .016 .349 468.1 .000*

Index 7 .277 .017 .419
Index 5 .179 .016 .290
Index 13 .151 .017 .231
(Constant) .604 .068

 R2=.899, Adj. R2=.897
* p < .001
** Dependent variable: composite score of overall importance

Table 6.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n Importance
of Barrier-Free Indexes

4.2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Scatter plot를 통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 에서 의무 및 권장사항으로 설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Fig. 3과 같이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하여 보면, 중요도
가 높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1)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매개시설), 2) 대변기(위생시설) 3) 소변기(위생시
설) 으로 나타나 이러한 항목에 대하여는 좋은 성과항목
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Keep up the good 
work), 중요도가 높으면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1) 세
면대(위생시설), 2) 욕실(위생시설), 3) 샤워실/탈의실(위
생시설), 4) 경보 및 피난설비(안내시설) 등으로 나타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적극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Concentrate here) 나타났다.

Fig. 3. Scatter plot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또한, 중요도가 낮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1) 주
출입구/접근로(매개시설),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매
개시설), 3) 출입구/문(내부시설), 4) 점자블럭 설치(안내
시설) 등으로 분석되어 과잉노력은 지양할 항목( 

Possible overkill)으로 제시되었으며, 중요도가 낮으면
서 만족도도 낮은 항목은 1) 복도 유효 폭 확보 및 재질 
마감 (내부시설), 2) 계단 또는 승강기(내부시설), 3) 침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나타나 낮은 우선순위(Low 
priority)로  판단된다.

중요도가 높으면서 만족도가 낮은 인증기준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IPA 분석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Fig. 4와 같다.

Concentrate here Keep up the good work

 Sink
 Bathroom
 Shower booth & Locker
 Alert/Egress equipment

 Handicapped parking lot
 Lavatory
 Urinal

Low priority Possible overkill

 Corridor & Interior finish
 Stair or elevator
 Room / Bedroom

 Access path to main entry
 Remove level difference 
   between entry & path
 Entrance(door)
 Braille block installation

Fig. 4. An IPA Analysis of BF Certification Indexes 

5. 논의 및 결론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노인계층의 대부분이 일일평
균 20시간 이상을 실내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동주
택의 무장애 공간의 조성은 중요하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있어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의무 및 권장항목
은 10여 항목에 걸쳐 설정되어 있으나 사용자 계층을 중
심으로 설문분석결과, 중요도 및 만족도에 따라 적합성 
확인과정에서 인증지표 항목 그 자체에 대한 개선할 내
용들이 도출되었다. 

만족도 및 중요도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연령별 개인
적 특성에 따라 연령이 들어 갈수록 본인이 거주하는 주
거에 대한 만족도는 저하되는 통계적 유의미를 나타냈으
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만족도가 낮음을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고령 거주자의 양상은 신체적 기능의 
약화에 따라 외출의 범위가 축소되어지고 사회적 교류를 
위한 매개공간 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한다[14]. 노인을 위
한 일회성으로 설치된 무장애 공간은 세월이 경과됨에 
따라 노인의 육체적 상태에 따라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
을 더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며 유사 노인요양시설의 선행연구에서도 환경이 다양
하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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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간적 요인, 수용성의 반영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한다[15].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BF 인증인자는 Fig. 5와 같은 ‘세면대’(위생시설)로 나타
났으며 중요도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계단 및 
승강기’(내부시설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형설문에서 일
부 응답자는 대변기(위생시설)에 편리하게 앉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 지지대(Hand Bar) 설치를 기술하기도 하
여 이는 개인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수적인 시설
로 설치해야 함을 시사하며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
활수행능력 중 화장실 이용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한 논문과 일맥상통한다[16,17]. 

  

Fig. 5. Accessible Sink and Elevator for the Elderly

현행 법령에 기술된 BF 인증항목의 적합성 검토를 위
한 IPA분석은 세면대(위생시설), 편리한 욕실(위생시설), 
3) 샤워실/탈의실(위생시설), 4)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
치 (안내시설) 등으로 나타나 이 부분의 중점적개선, 보
완이 필요한 것으로(Concentrate here)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북동지역의 노원구소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기 때문에 거주지역이나 소득계층에 따른 각 시설의 환
경이 상이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 연구결과 적용성에 
한계가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설문에 참여한 노인계층의 
거주환경의 다양한 경험으로 인하여 특정 공간에 대한 
인증기준 평가의 일반화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는 인증기준이 주로 공동주택의 주거시설 
내부 진입단계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가 여러 가지 한계를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적합성 유효도평가 연구
결과는 추후 유사시설용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에 그 의의를 지닌다. 또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노인주거
시설의 무장애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방, 발코니 
등 주거시설의 실내부의 중심생활공간까지의 확장된 인
증기준 개발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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