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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most homes, children are mostly car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ilities. However, the increased

number of safety accidents on children cared in such facilities has become a social issue. For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nterior environmental planning elements to improve safety leve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iliti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performing literature review analysis and survey. First, in total of

42 environmental planning elements that can be applied domestically were derived from analyzing safety related

guidelines for children facilities locat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n a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ed

for teachers and staffs in the facilities on importance of the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it is required to intensify the level of safety related training for teachers and staffs in the facilities including

better treatment for them. Second, the necessity of safety environment by each space in such facilities is required

to be approached upon the level of child activities. Third, facilities planning and finalizing planning are important

for improving safe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ilities. Forth, from factor analysis on the extracted

environmental planning elements that are considered as important by the teachers from both day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hey were categorized in 5 groups including ‘collision and fall prevention plan’, ‘physical

characteristic consideration plan’, ‘evacuation safety plan’, ‘lock security plan’ and ‘outer control plan’. It is fair to

say that constructing a better safety environment for children can be achieved by the environmental planning

factors by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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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과거에 비해

서 많이 변화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14년에 여성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 약 42.04%

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

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1)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mkha@yonsei.ac.kr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 NRF-2014S1A5A2A01013850)

본 연구는 권주영, 이종혁, 김숙하, 하미경의 2014년도 한국생태환경

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서 맞벌이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배우자가 있는

전체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2)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방식도

함께 변화해 가고 있다. 과거에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아

동의 보육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대다

수의 가정에서 유아기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육을 유아시

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3) 따라서 아동에 대한 보육의 의무가 가

1)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1978년에 약 500만 명이었던 여성취

업자 수는 1986년에 약 600만 명, 1994년에 약 800만 명, 2011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4년에는 10,761천명으로 나타났다.

2)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가 있는 1,178만 가구 가운데 약 42.9%에 해당하는 506가구가 맞

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유아시설(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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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보육 기관으로 옮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

해서 최근에는 아동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아동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아동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에

9,421건에서 2013년에 24,312건으로 약 2.6배 상승하였다.

이 중 미취학연령의 안전사고가 2008년에 2,889건에서

2013년에 19,295건으로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별로는 2013년 기준

으로 다른 장소에 비해서 가정, 여가 및 문화 놀이시설,

교육시설에서 아동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났다.4)

특히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안전사고는 2008년 617

건에서 2013년 1,801건으로 약 2.9배 이상 증가하여 다른

장소에 비해서 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데 아동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사망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일생동안 지속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5) 따라서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

이다. 특히 최근에 아동이 유아시설에서 활동하는 시간

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유아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유아시설

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육교

사나 학부모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이나 아동에 대한 안

전교육 강화 등이 주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차

적으로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안전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시설에서의 아동 안전사

고를 감소시키고 향상된 아동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유

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내 환경계획요인을 제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유아의 보

육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시설의 안전 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내 환경

계획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

의 수는 2011년 1,913,563명, 2012년 2,101,110명, 2013년 2,145,168명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가정, 공공행정시설·상업시설·의료서비스시설,

여가 및 문화 놀이시설, 교육시설, 도로 및 교통시설, 운동 및 레져시설로

분류된 모든 장소에서 2013년 기준으로 2008년보다 아동 안전사고 발생 건

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발생건수는 가정(16,564건), 여가 및 문화시설

(2,022건), 교육시설(1,80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 Mickalide, Angela D, Creating safer environments for children,

Childhood Education, 70(5), 1994, 263-266

다. 설문조사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의 유치원

과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시설을 구성하는 실내 공간을 분류하기 위

해서 대표적인 유아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하

여 유아시설의 주요공간을 설정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유아시설의 아동안전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유아시설 관

련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설문도구를 작성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유아시설에서 직접 아동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

아시설의 아동 안전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와 같다.

설문조사 항목 설문조사 내용

일반사항 나이 / 성별 / 학력 / 현 근무기관 / 직급 / 경력

안전사고 예방 중요도*
환경개선 / 기준강화 / 안전교육 강화 / 안전의식 강

화(부모 / 교사) / 처우개선 / 감독시스템 강화

공간별 안전 환경 디자인

필요도**

교실 및 보육실 / 화장실 및 목욕실 / 복도 및 계단

/ 현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환경

계획요소의 중요도*

공간계획(11개 항목) / 설비계획(8개 항목)

/ 시설물계획(13개 항목) / 마감계획(10개 항목)

* 중요도 : 1점-전혀 중요치 않음 ～ 5점-매우 중요함

** 필요도 : 1점-전혀 필요치 않음 ～ 5점-매우 필요함

<표 1>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5일부

터 2015년 1월 9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문

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보완된 설문

지로 2015년 1월 12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총 16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21부를 수거(수거율 75.63%)하

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107부를 분석(채

택률 66.88%)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K for Window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빈도, 평균비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 문헌고찰

2.1. 유아시설의 현황

우리나라의 유아시설은 크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시설은 그 성격의 유사함에도 불구

하고 주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각각 운영에 있어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두 시설의

통합에 대한 사회적 견해가 개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은설(2007)은 2000년대 초

에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어린이집이 증가하

였지만, 최근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그 성격과

목적이 유사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두 시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처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 교원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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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공간분류

어린이집 유치원

1 2 3 4 5 6 7 8 9 10

실

내

교육/

보육

공간

보육실/교실 ● ● ● ● ● ● ● ● ● ●

유희실 ● ● ● ● ● ● ● ● ● ●

낮잠실 ● ● · ● · · · ● ● ●

관리

공간

원장실 ● ● · ● · ● ● ● ● ●

교사실 ● ● ● · · ● ● ● ● ●

행정/관리실 ● ● ● ● · · ● ● ● ·

조리실 ● ● · ● ● ● · ● · ·

조유실 ● ● · ● · · · · · ·

자료실/창고 ● ● · ● · ● ● ● ● ●

서비스

공간

양호실 ● ● ● · · ● ● ● ● ●

식당 ● ● ● ● · ● ● ● ● ●

화장실 ● ● ● ● ● ● ● ● ● ●

이동

공간

복도 ● ● · · ● ● ● · ● ●

계단 ● · ● · ● ● · · ● ●

현관 ● ● ● ● ● ● ● · ● ●

* 이종혁, 권주영, 변기동, 하미경(2014)에서 부분 발췌함

** 1. 배시화, 보육시설의 내부설계기준에 관한 연구, 1995

2. 강미선, 배시화, 최경숙, 주서령, 초경량 철골조를 적용한 어린이집 설계표

준화 지침, 2001

3. 최재권,어린이집 실내디자인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2005

4. 이승준, 채희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어린이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2009

5.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보건복지부, 2014

6. 유치원 시설안전기준 및 안전점검체크리스트 개발, 교육부, 2005

7. 강형구, 강봉임, 이청웅, 유치원의 공간규모계획에 관한 연구, 2005

8. 유치원 표준설계 지침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9. 유치원 계획⋅설계 지침서, 서울시교육청, 2013

10. 정차원, 피유치원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13

<표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간구성 비교*

통합, 시설의 통합 등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

지만 주관부처, 교육과정, 교원자격 등을 일원화하기 위

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사회적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통합이 쉽

지 않다는 결과들이 다수 존재한다(박은혜, 장민영,

2014; 김수향, 임경심, 홍혜경,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설기준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2. 유아시설 공간 비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간 환경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

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유치원

의 공간분류는 교육공간, 관리공간, 서비스공간으로 나누

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육공간, 관리공간, 서비스공간으

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과 보육이라는 두 시설의 목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두 시설의 실내공간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과 같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간구성비교 결과, 관련 법령의 차

이, 영아의 수용 여부에 따른 이용 대상의 차이로 인해서 구

성공간의 명칭이나 일부 시설의 유무에 있어 약간의 상이함이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고 활동하는 교육

및 보육공간과 이동공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분석

3.1. 유아시설 안전 관련 연구의 흐름

아동의 안전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

되었다. 초기에는 현재와 같이 유아시설(유치원 및 어린

이집)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초등학생 및 초

등학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1990년대

에는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아동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거문화

가 공동주거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는 달리 유아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0년 이

후에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시설 안전과 관련

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6) 중 ‘유아시

설’,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을 주

제어로 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50편의 논

문이 추출되었고 이중에서 방사능 안전, 인터넷 중독, 판례

등을 다룬 연구를 제외한 총 39편의 논문을 검토하였다.

선정된 선행연구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교사의 안전

인식’(15편), ‘안전교육’7)(11편), ‘공간 및 시설 안전 현

황’(11편), ‘운영 및 관리 실태’(7편), ‘안전사고 실태’(6편),

기타(안전지표, 안전 규정 등)(3편) 등으로 나타났다.8) 이

는 유아시설 안전 환경에 대한 교사의 전반적인 인식 정

도가 아동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교사의 안전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에

대한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사에 대한 안

전교육과 안전사고 발생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그리고 유아시설 및 구성공간의 안전성에 대

한 연구도 11편에 이를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대부분 실외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실내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환경의 현황을 파

악하는데 치우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시설의 실내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의

안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방법으로는 대

부분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및 예방에 있어

서 해당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

하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현

장조사 및 실험연구의 방법으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6) 국내의 논문 검색 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건축도시

연구정보센터(AURIC)를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검색하였으며, 1차

추출된 논문 중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7)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는 3편에 불과하고 나머지 8편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에 관한 연구로 나타났다.

8) 선행연구의 연구내용 빈도는 복수의 연구내용이 포함된 논문을 중

복으로 집계하였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권 2호 통권109호 _ 2015.04200

3.2. 유아시설의 실내안전 환경계획요소

유아시설의 실내안전과 관련된 계획요소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27개의 국내⋅외 환경계획지침을 검토

하였으며, 그 항목은 다음의 <표 3>와 같다.

분류 안전계획지침 발행국가
발행

년도

유아

시설

관련

지침

보육시설 안전 매뉴얼 대한민국 2009

유치원표준설계지침개발 대한민국 2010

유치원 계획,설계 지침서 대한민국 2013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대한민국 2014

Planning & Design guidelines for child care centers 캐나다 2005

Child Care Design and Siting Guidelines 미국 2010

Guide to Setting up a child care centre 싱가포르 2013

UD

관련

지침

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2009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2011

Building for Everyone : A Universal Design Approach 영국 2002

Universal design New York 미국 2003

Universal design guide 싱가포르 2007

Design manual- Barrier free access 홍콩 2008

Accessibility Design Guide- Universal design principles

for Australia’s aid program
호주 2014

범죄

안전

관련

지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대한민국 2010

학교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대한민국 2014

CPTED Guidelines for The City of Kelowna 캐나다 1999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Principles 캐나다 2005

General Guidelines for Designing Safer Communities 미국 2000

Safe School Design : A Handbook for Educational

Leaders Applying the Principl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미국 2000

NEW SCHOOLS 2014 영국 2014

<표 3> 국내·외 환경계획지침

본 연구에서는 유아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범주의 국내⋅

외 환경계획지침을 검토하였다. 첫째는 유아시설과 관련

된 지침으로, 국내에는 중앙정부의 관련부처(교육부, 보건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유아시설에 관한 계획지침이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

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둘째는

UD(Universal Design)와 관련된 지침으로, 최근에 UD는

아동을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안전환경에 적

합한 계획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

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범죄안전과 관련된 지침

을 본 연구의 범위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유아시

설의 안전에 대한 연구가 일상적인 생활안전이나 화재안

전 등에 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해서 본 연구는 이를 확대

하여 생활안전뿐만 아니라 범죄안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 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9) 각 지침에서 제시된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계획요소 중에서 일차적으로 실내환경에

9) 유아시설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의 유형은 크게 생활안전,

식품·위생안전, 놀이안전, 범죄안전으로 분류된다. 이 중 식품·위생

안전은 본 연구의 물리적 환경계획에 기초하는 연구목적에 부적합

하여 제외하였고, 놀이안전은 생활안전 하위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

어 생활안전과 범죄안전을 범위에 포함하였다.

적합한 항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 간에 중복적

인 내용이나 유사한 항목을 통합한 후, ‘기존 법률 시행

항목’10), ‘위생안전 관련 항목’11), ‘건축 자재 및 규모 관련

항목‘12) 등은 배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총 42개의

환경계획요소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계획특성유형에 따라서

공간계획(space planning, SP), 설비계획(facilities planning,

FAP), 시설물계획(equipment planning, EP), 마감계획(finish

planning, FIP)으로 분류하였으며13),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4. 조사결과 및 논의

4.1.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일반사항

은 다음의 <표 4>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106명(99.1%), ‘남성’

이 1명(0.9%)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30세 미

만’ 43명(40.2%), ‘40세 이상～ 50세 미만’ 28명(26.2%), ‘30

세 이상～ 40세 미만’ 21명(19.6%), ‘50세 이상’ 11명(10.3%)

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현 근무기관은 ‘어린이

집’ 68명(63.6%), ‘유치원’ 38명(35.5%)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은 ‘5년 미만’ 69명(64.5%), ‘5년 이상～10년 미만’ 21명

(19.6%), ‘10년 이상’ 15명(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 f %

성별

남 1 0.9

여 106 99.1

소계 107 100.0

나이

30세 미만 43 40.2

30세 이상～40세 미만 21 19.6

40세 이상～50세 미만 28 26.2

50세 이상 11 10.3

소계 103 96.3

현 근무기관

유치원 38 35.5

어린이집 68 63.6

소계 106 99.1

근무경력

5년 미만 69 64.5

5년 이상～10년 미만 21 19.6

10년 이상 15 14.0

소계 105 98.1

<표 4>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n=107

10)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리도록 설치’, ‘화장실 등에 화재감지기 설

치하여 흡연여부 감지’ 등은 기존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는 항목으

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11) ‘교실 내에 세면대를 설치하여 수시로 사용’, ‘시설 출입구에 세면대를

설치하여 세손, 세안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 등은 ‘위생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불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12) ‘보육실은 1인당 2.64㎡ 이상으로 계획’, ‘계단의 조명은 300룩스 이

상으로 계획’ 등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문대상이 교사라

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13) 계획특성유형은 시설을 계획함에 있어서 건축계획론에 입각해서 분

류하였다. 우선 배치계획, 공간계획, 설비계획, 조명계획, 시설물계획,

마감계획, 색채계획으로 분류한 후, 유사유형을 통합하였다. 즉, 배

치계획과 공간계획, 설비계획과 조명계획, 마감계획과 색채계획을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공간계획, 설비계획, 시설물계획, 마감계획으로

유형화하였다. 도출된 환경계획요소를 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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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중요도

유아시설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

해 필요한 조치의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5>과 같이 나타났다.

내용

전체

중요도

평균

유치원

교사

평균(A)

어린이집

교사

평균(B)

평균차

(A-B)

유아시설 환경개선(시설 및 설비 보수) 4.55 4.47 4.59 -0.12

어린이 이용 시설물에 대한 기준 강화 4.42 4.45 4.40 0.05

어린이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4.55 4.55 4.54 0.01

부모님의 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 4.42 4.29 4.49 -0.20

교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 4.65 4.55 4.70 -0.15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증원 및 급여개선) 4.62 4.55 4.65 -0.10

외부기관에 의한 감시 및 감독시스템 강화 3.43 3.29 3.51 -0.22

전체 평균 4.38 4.31 4.41

<표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조치 중요도 평균 n=107

유아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 중요도의 전체평균은 4.38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예방 조치의 중요도 평균은 ‘교사의 안전에 대한 인

식 확대’(4.65),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증원 및 금여개

선)’(4.62), ‘유아시설 환경개선(시설 및 설비 보수)’(4.55),

‘어린이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4.55), ‘어린이 이용

시설물에 대한 기준 강화’(4.42), ‘부모님의 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4.42), ‘외부기관에 의한 감시 및 감독시스템

강화’(3.4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무기관에 따른 안

전사고의 예방조치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

로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서 예방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이용 시설

물에 대한 기준 강화’와 ‘어린이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예방조치는 유치원교사들이 그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유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간별 안전

환경 계획 필요도

유아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아시설을 구성

하고 있는 실내 공간별 환경 계획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

사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유아시설을 구성하는 실내공간 중에서 안전환경 조성

의 필요성은 ‘교실 및 보육실’(4.76), ‘화장실 및 목욕

실’(4.63), ‘복도 및 계단’(4.57), ‘현관’(4.15) 순으로 나타났

다.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전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아시설 실내공간
전체

중요도 평균

유치원

교사 평균(A)

어린이집

교사 평균(B)

평균차

(A-B)

교실 및 보육실 4.76 4.76 4.75 0.01

화장실 및 목욕실 4.63 4.63 4.62 0.01

복도 및 계단 4.57 4.55 4.57 -0.02

현관 4.15 3.89 4.28 -0.39

전체 평균 4.53 4.46 4.55

<표 6> 공간별 안전환경 조성 필요도 평균 n=107

4.4. 유아시설의 안전환경 계획요소 중요도

유아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아시설의 실내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계획요소에 대한 중요도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유아시설의 어린이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내환경 계획요소의 중요도 평균은 4.2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계획특성 유형별로 살펴보면,

FAP(4.34), FIP(4.33), SP(4.16), EP(4.16) 순으로 나타났

다. 즉 개별 공간의 배치나 각 공간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보다 전기, 조명, 통신 등의 설비를 통한 안

전 확보와 어린이의 접촉이 많은 마감자재의 재질이나

색채 등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어린이 안전을 향상시

키는 계획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각 계획특성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환경계획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P의 안전환경 계획

요소의 중요도는 ‘SP-6’(4.64), ‘SP-8’(4.50), ‘SP-5’(4.36),

‘SP-2’(4.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FAP는

‘FAP-4’(4.82), ‘FAP-3’(4.56), ‘FAP-8’(4.37), ‘FAP-2’(4.36)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EP는

‘EP-7’(4.79), ‘EP-11’(4.70), ‘EP-12’(4.62), ‘EP-13’(4.59) 등

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FIP는

‘FIP-10’(4.86), ‘FIP-8’(4.68), ‘FIP-5’(4.64), ‘FIP-9’(4.45)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설문에 응한 교사들의 근무기관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FAP-4’(4.87),

‘FIP-10’(4.84), ‘EP-7’(4.74), ‘EP-11’(4.66), ‘FIP-5’(4.61),

‘FIP-8’(4.58), ‘FAP-3’(4.57), ‘SP-6’(4.53), ‘FAP-5’(4.45),

‘EP-13’(4.4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FIP-10’(4.87), ‘EP-7’(4.82),

‘FAP-4’(4.79), ‘FIP-8’(4.74), ‘EP-11’(4.72), ‘EP-12’(4.72),

‘SP-6’(4.70), ‘EP-13’(4.66), ‘FIP-5’(4.65), ‘FIP-9’(4.65) 등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시설의 종류에 따라 각각에 근무하는 교

사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환경계획요소의 중요도에 대

한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차이검정(t-검정)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총 42개의 환경계획요소 중에서 20개

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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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어린이 안전환경 계획요소

중요도 평균

t검정전체

평균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SP

(공간

계획)

1 [교실 및 보육실] 가능한 한 지면에 접한 층에 배치 4.03 3.71 4.22 -3.297**

2 [교실 및 보육실] 교사실에서 관찰이 용이하도록 계획 4.28 4.00 4.43 -2.671*

3 [교실 및 보육실] 화장실, 보건실, 교사실, 교실 등과 인접하여 배치 4.25 4.00 4.40 -2.714*

4 [화장실 및 목욕실] 복도에서 바로 이어지도록 계획 4.06 3.74 4.22 -3.067**

5 [복도 및 계단]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 4.36 4.29 4.41 -.947n.s

6 [복도 및 계단] 비상시를 대비하여 복수의 피난경로를 확보 4.64 4.53 4.70 -1.499n.s

7 [복도 및 계단] 꺾어지는 코너에는 충분한 공간을 계획 4.14 3.92 4.25 -2.308*

8 [현관] 큰길에 직접 접하지 않게 위치 4.50 4.26 4.62 -2.390*

9 [현관] 건물로의 출입은 하나의 출입문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 3.84 3.66 3.93 -1.172n.s

10 [현관] 입구에 부모를 포함한 외부인이 일시 대기할 수 있는 대기공간을 확보 4.00 3.82 4.09 -1.626n.s

11 [현관] 다양한 각 실에서 모두 현관에 대한 관찰이 최대화되도록 계획 3.97 3.97 3.96 .103n.s

소계평균 4.19 3.99 4.29 　

FAP

(설비

계획)

1 [화장실 및 목욕실] 화장실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음 4.09 3.84 4.22 -2.070*

2 [현관] 외부인은 사전에 행정실과의 인터폰을 통해 허락을 받고 출입하도록 설치 4.36 4.37 4.35 .112n.s

3 [공통사항] 1층 저층부의 창호와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확실히 적용되도록 계획 4.56 4.57 4.55 .127n.s

4 [공통사항] 콘센트나 온수 수도꼭지는 유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 4.82 4.87 4.79 .927n.s

5 [공통사항] 실내외 주요 공간(교실, 복도, 현관 등)에 CCTV를 설치 4.21 4.45 4.07 2.053*

6 [공통사항] 실내외 주요 공간(교실, 복도, 현관 등)에 감시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도를 확보 4.27 4.39 4.19 1.552n.s

7 [공통사항] 공간사이의 조도차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 4.01 3.79 4.12 -2.221*

8 [공통사항] 비상시에 쉽게 접근 가능한 비상벨이나 비상전화기를 설치 4.37 4.24 4.44 -1.379n.s

　소계평균 4.34 4.32 4.34 　

EP

(시설

물계획

)

1 [교실 및 보육실] 실내놀이터와 옥상놀이터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않음 3.50 3.32 3.60 -1.457
n.s

2 [화장실 및 목욕실] 화장실에는 칸막이 설치 지양 3.35 2.79 3.66
-3.984**

*

3 [화장실 및 목욕실] 어린이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문구의 안내판을 입구 주변에 설치 3.43 3.18 3.54 -1.825n.s

4 [복도 및 계단] 창문을 설치하여 창문과 문을 통하여 각 교실, 교사실에서 시야를 확보 4.18 3.89 4.32 -2.824**

5 [복도 및 계단]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모퉁이에 블록거울을 설치 3.70 3.34 3.90 -3.108**

6 [복도 및 계단] 비상구를 향한 지시안내 계획 4.46 4.21 4.59 -2.247*

7 [현관]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도록 개폐 관리 4.79 4.74 4.82 -.905n.s

8 [공통사항]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며,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계획 4.44 4.27 4.53 -1.727n.s

9 [공통사항] 각 실의 출입문은 투명한 수직창으로 계획 3.85 3.63 3.97 -2.102*

10 [공통사항] 창문은 최소 1m 위로 설치하고 추락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를 설치 4.51 4.34 4.60 -2.076*

11 [공통사항] 문을 여닫을 때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고무패킹, 완충장치, 도어클로저)를 설치 4.70 4.66 4.72 -.616
n.s

12 [공통사항]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살은 세로로 설치 4.62 4.43 4.72 -2.162*

13 [공통사항] 모든 기구나 가구는 어린이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설치 4.59 4.45 4.66 -1.784n.s

소계평균　 4.16 3.94 4.28 　

FIP

(마감

계획)

1 [교실 및 보육실] 벽은 푹신푹신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4.39 4.26 4.46 -1.332n.s

2 [복도 및 계단] 복도 및 계단은 전면 투시형 구조로 계획하여 자연채광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3.98 3.79 4.09 -1.663n.s

3 [복도 및 계단] 복도와 차별화되도록 색채를 계획 3.67 3.34 3.85 -2.724**

4 [복도 및 계단] 바닥에서 일정 높이까지는 벽체 파손 시에도 위험하지 않은 재료 사용 4.29 4.05 4.41 -2.548*

5 [복도 및 계단] 벽이나 기둥 모서리는 사선방향으로 면 처리하거나 둥글게 마감 4.64 4.61 4.65 -.348n.s

6 [공통사항] 모든 문이나 창들은 명시도를 높일 수 있는 색으로 하여 위험을 방지 3.98 3.70 4.13 -2.597*

7 [공통사항] 투명한 유리문은 유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트지 또는 스티커를 부분적으로 부착 4.34 4.24 4.40 -1.081n.s

8 [공통사항] 모든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질을 사용 4.68 4.58 4.74 -1.234n.s

9 [공통사항] 모든 바닥은 단차이가 없게 계획하거나 단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 4.45 4.08 4.65 -3.448**

10 [공통사항] 모든 기구나 가구의 모서리는 안전하게 처리 4.86 4.84 4.87 -.361n.s

소계평균　 4.33 4.15 4.43 　

　전체평균 4.24 4.08 4.33 　

* 0.01<p<0.05 ** 0.001<p<0.01 *** p<0.001 n.s : not significant

<표 7> 유아시설 어린이 안전환경 계획요소 중요도 평균 n=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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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유아시설 안전을 위한 환경계획요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아시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환경계획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

는 교사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계획요소

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집단의 중요도 설문 결

과를 산점도를 활용하여 나타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그룹별 계획요소 중요도 평균 산점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시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환경계획요소의 중요도에 있어서 정비례의 추세

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환경계획요소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한

1사분면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한 4사분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이 안전에 대

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의식이 유사한 방향성

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그림

1>에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공통적으로 어린

이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평가한 환경계획요소는 총

42개의 항목 중에서 20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SP(공간계획)에서는 SP-5, SP-6, SP-8

등이 이에 해당하고, FAP(설비계획)에서는 FAP-2,

FAP-3, FAP-4, FAP-8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다음으

로 EP(시설물계획)에서는 EP-6, EP-7, EP-8, EP-10,

EP-11, EP-12, EP-13 등이 이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FIP(마감계획)에서는 FIP-1, FIP-5, FIP-7, FIP-8, FIP-9,

FIP-10 등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유아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내환

경 계획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위에서 도출된 20개의 환

경계획요소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0개 항목이 총 5가지의 요인(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KMO와 Bartlett의 검정에서 Kaiser-Meyer-Olkin 측

도는 0.811로 구형성 검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계획요소’ 요

인분석의 설명된 총분산(회전 제곱합의 적재값 : 누적 %)

은 61.56%14)로 나타났으며 <표 8>과 같다.

성분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요인 1 3.11 15.55 15.55

요인 2 2.889 14.446 29.996

요인 3 2.38 11.898 41.894

요인 4 2.182 10.91 52.803

요인 5 1.751 8.757 61.56

* 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각 요인은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의 요인을 정함

<표 8> 설명된 총분산 및 요인의 설명력

요인분석 결과, 유아시설의 어린이 안전성 향상을 위

한 환경계획요인은 5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충돌

및 추락방지계획(요인1)’, ‘신체특성고려계획(요인2)’, ‘피

난안전계획(요인3)’, ‘잠금장치계획(요인4)’, ‘외부통제계획

(요인5)’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은 <표 9>과

같다.

각 환경계획요인의 중요도 평균은 ‘신체특성고려계

획’(4.74), ‘피난안전계획’(4.53), ‘충돌 및 추락방지계

획’(4.51), ‘잠금장치계획’(4.46), ‘외부통제계획’(4.43)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즉, 유아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간이용의 주 대

상층인 어린이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가구 및 설비계

획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성

인의 편의성보다 어린이의 눈높이를 공간계획 시에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화재 등의 비

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비

상시에 피난동선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아동

들 간 또는 교사와 아동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어린이의 일상생활

에서 발생하는 충돌 및 추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어린이의 공간인지 및 상황

인식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유치원에 외부인이 침입

하여 흉기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15) 이

러한 사고는 유치원의 외부인 출입 통제 시스템에 허점

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14)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이 전체 20개의 유아시설 안전환경 계획요소에

대해 61.56%의 설명력을 가짐을 의미

15)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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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분류** 환경계획요소 성분 중요도
중요도

평균

충돌

및

추락

방지

계획

(요인1)

EP-11

[공통사항] 문을 여닫을 때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고무패킹, 완

충장치, 도어클로저)를 설치

0.678 4.70

4.51

EP-10
[공통사항] 창문은 최소 1m 위로 설치하

고 추락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를 설치
0.663 4.51

FIP-8
[공통사항] 모든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하

고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질을 사용
0.658 4.68

FIP-9
[공통사항] 모든 바닥은 단차이가 없게 계획

하거나 단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
0.604 4.45

FIP-7

[공통사항] 투명한 유리문은 유리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시트지 또는 스티커를 부

분적으로 부착

0.563 4.34

FAP-8
[공통사항] 비상시에 쉽게 접근 가능한

비상벨이나 비상전화기를 설치
0.546 4.37

신체

특성

고려

계획

(요인2)

FIP-10
[공통사항] 모든 기구나 가구의 모서리는

안전하게 처리
0.848 4.86

4.74

EP-13
[공통사항] 모든 기구나 가구는 어린이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설치
0.683 4.59

FAP-4
[공통사항] 콘센트나 온수 수도꼭지는 유

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
0.676 4.82

EP-12
[공통사항]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살은 세로로 설치
0.641 4.62

EP-7
[현관]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도록 개폐 관리
0.550 4.79

피난

안전

계획

(요인3)

SP-6
[복도 및 계단] 비상시를 대비하여 복수

의 피난경로를 확보
0.764 4.64

4.53
SP-5

[복도 및 계단]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

록 충분한 폭을 확보
0.656 4.36

EP-6 [복도 및 계단] 비상구를 향한 지시안내 계획 0.600 4.46

FIP-5
[복도 및 계단] 벽이나 기둥 모서리는 사

선방향으로 면 처리하거나 둥글게 마감
0.592 4.64

잠금

장치

계획

(요인4)

FIP-1
[교실 및 보육실] 벽은 푹신푹신하고 미

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0.758 4.39

4.46EP-8

[공통사항]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며,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계획

0.620 4.44

FAP-3
[공통사항] 1층 저층부의 창호와 출입문

은 잠금장치가 확실히 적용되도록 계획
0.512 4.56

외부

통제

계획

(요인5)

SP-8 [현관] 큰길에 직접 접하지 않게 위치 0.770 4.50

4.43
FAP-2

[현관] 외부인은 사전에 행정실과의 인터

폰을 통해 허락을 받고 출입하도록 설치
0.618 4.36

*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 베리멕스

회전수 : 총10회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

** 분류 항목 기호는 <표 8> 참조

<표 9> 유아시설 어린이 안전환경 계획요소의 요인분석 결과*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향상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환경계획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어

린이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시설의 교사를 대상으

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유아시설 공간별 환경계획의 필

요성과 환경계획요소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유아시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

경계획을 실시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함에 있어서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할 환경계획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시설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 및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들이 어린이

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

다. 특히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서 이러한 인식

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

의 급여나 인원수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

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 발생한 어린이집교사에 의한 어

린이 학대사고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유아시설에서 공간별로 안전환경 조성의 필요성

은 어린이들의 활동정도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유아시설 내에서 각 공간별 어린이 활동시간 등을 고려

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이 유치원에 비해서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다. 그 원인은 어린이집이 시설규모, 설립규정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계획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실내공간의 환

경계획요소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 설비계획, 마감계

획, 공간계획, 시설물계획 순으로 그 중요도가 평가되었

다. 즉 개별 공간의 배치나 각 공간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보다 전기, 조명, 통신 등의 설비를

통한 안전 확보와 어린이의 접촉이 많은 마감자재의 재

질이나 색채 등의 마감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을 향상시

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부적으

로 ‘모든 기구나 가구의 모서리는 안전하게 처리’, ‘콘센

트나 온수 수도꼭지는 유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도록 개

폐 관리’, ‘문을 여닫을 때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 등과 같이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미

숙함을 충분히 고려한 세부적 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유아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환경계획요인은 ‘충돌 및 추락방지계획’, ‘신

체특성고려계획’, ‘피난안전계획’, ‘잠금장치계획’, ‘외부통

제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계획요인은 상

이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환경계획요소를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유아시설의 종류와 무관하게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자 할 때 이러한 환경계획요인을 활용하면 보다 적합한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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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인 어린이, 학부

모, 교사 중에서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어린이 안전환경 계획요소와 환경계획요인을 바탕으로

유아시설 내 어린이 안전의 실태조사나 현장조사 또는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더욱 현실감 있고 현장 적용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환경계획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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