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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elderly to maintain their independence and to live safe and comfortable daily lives in

order to lead an independent life. The bathroom in the house has the greatest number of fall accidents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independence of the elder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athroom design method that improves the independence of the elderly whose physical function is deteriorated

through preventing falls. In this study, first of all, we investigated the causes of falling in bathroom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identified the intelligent services that can prevent falls and selected them according to

individual needs. Secondly, we investigated the bathroom size of the apartment among the various housing type,

analyzed the type of the bathroom, and developed a standard type of the bathroom. Thirdly, we analyzed the

design guidelines for the elderly residents in Korea and proposed improvement directions. We also divided the

intelligent sanitary appliances and fall-prevention products and proposed the installation method and directions.

Therefore, the comprehensive bathroom design standards and proposals proposed in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of bathroom design to prevent falls and improve independence of the elderly, and it will be easy to understand

and help the designer in designing. Final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independence of the elderly

through fall prevention and increases the easiness of hygiene action and suggests direction to maintain

self-sustaining life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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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간은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 특히 신체기능이 저하된 고

령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며 건강한 상태

로 여생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로 하여금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주

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사람은 물리적인 공간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삶의 동력이 되는 16가지의 기

본 동기인 힘(Power), 호기심(Curiosity), 독립성(Independence),

지위(Status),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 복수(Vengeance),

명예(Honor), 이상주의 (Idealism), 운동(Physical Exercise),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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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Romance), 가족(Family), 질서(Order), 식사(Eating),

수락(Acceptance), 평온(Tranquility), 저축(Saving)등

을 필요로 한다.1) 공간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 16

가지 기본 동기 가운데, 특히 ‘독립성(independence)’

은 공간이 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거나 개인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시켜 줄 때 필요로 하는 기본

동기이다. 공간이 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만족시킨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

능하다. 또한 공간이 개인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시

켜 준다는 것은 개인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을 실현시켜 준다는

의미이다. 이런 공간을 통해 사람들은 독립성을 향

1) Reiss, S., Multifaceted Nature of Intrinsic Motivation: The Theory

of 16 Basic Driv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8 No.3,

2004,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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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킬 수 있다. 욕실은 주택 내 다른 공간에 비해

고령자의 독립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욕실은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며2), 특히 신체 기

능이 저하된 고령자는 낙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낙상 사고로 인해 고령자 스스로의 일상생활 수행

이 어려워지면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낙상을 예방하여 신체 기능

이 저하된 고령자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욕실 계획 방

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욕실 내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조사하고,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를 파악하여 개인

의 요구에 따라 욕실 계획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고령자의 주택 유형 중 아파트 공용욕실에 한정하여 고

령자를 위한 적정 욕실 면적을 파악하고, 욕실의 유형을

분석하여 대표성을 띄는 표준 유형을 개발한다. 셋째, 국

내 고령자주거시설 설계 지침들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지능형 위생기기 및 낙상 방지 제품을 구분하

여 설치 방법과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고령자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욕실 계획의 사례 제안을 통해 종합적인

욕실계획의 방향을 논의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고령자의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욕실계획을 제안하는데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행위 중

낙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택 내 낙상이 가장 많이 일

어나는 공간인 욕실에, 그리고 다양한 주택유형 가운데

아파트로 범위를 한정하여 아파트 공용욕실의 계획 방법

을 개발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범위는 다음

과 같다.

(1)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욕실 내 낙상을 일이키는 원

인과 상황을 예측하고 행위요소를 파악하여 물리적 환경

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안전한 욕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능형 서비스를 재정리하

여 낙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욕실 내 환경을 개선하며 위

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세부요인을 추출한다. 선행연

구는 인터넷 국내학술연구정보 서비스인 RISS, DBpia에

서 고령자, 낙상, 지능형 욕실을 키워드로 학술 자료를

검색하고 2000년 이후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 고령자를 위한 욕실 평면 계획을 위해 고령자의 주

택 유형 중 1998년도 대비하여 고령자의 거주 비율이

15.9% 상승한 아파트(정경희 외, 2014)를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내 욕실의 두 가지 유형 중 부부욕실에 비해 면

적이 넓고 공간 활용도가 높은 공용욕실로 한정한다. 아

파트 공용욕실의 대상 선정은 2015년 시공순위 및 브랜

2)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고령자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 2013

드 인기도3)를 바탕으로 상위 10위 내 브랜드 중 6개 브

랜드 아파트를 선정하고, 최근 욕실의 설계 방향을 살펴

보기 위해 2015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된 판상형과 혼합

형 아파트 중 10∼30평형대 공용욕실 80세대를 표본으로

한다. 또한 각 건설사에서 제시하는 카탈로그와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는 평면, 그리고 해당 설계사무소의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고령자를 위한 욕실의 적정 면적을 분

석한다. 분석된 아파트 공용욕실의 유형을 파악하고, 대

표성을 띄는 유형을 채택하여 욕실 평면 계획의 프로토

타입 기준을 마련한다.

(3) 고령자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욕실의 종합적인

설계 계획을 위해 우선 욕실 설계 기준을 재설정한다.

재설정의 기준은 국내 고령자주거시설 설계 지침 중 욕

실의 상세 설계 기준이 있는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

치수 원칙 및 기준(KSP 1509)과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2010)을 중심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개선방

향을 설정한다. 또한 지능형 위생기기 및 낙상 방지 제

품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위생기기 별 설치기준을 마련한

다. 마지막으로 평면 유형에 따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고 지능형 서비스의 설치 방안을 제시하여 고령자의 낙

상을 예방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프로

토타입 개발을 위한 설계 모형은 CAD프로그램을 활용

하며, 설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가능한 이미지를

함께 제공한다.

2. 선행연구

2.1. 고령자의 독립성과 낙상

고령자를 위한 독립성은 옷 입기, 씻기, 가사, 식사 준

비 등과 같은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를 지속하고 영위 할

수 있을 때 유지된다(Rowe &　Kahn, 1998). 하지만 노

년기가 되면 누구나 신체적 능력이 쇠퇴하고 인지적 기

능이 손상되어 낙상과 같은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사고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려워지면 타인

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체적 기능 손

상이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박진희, 2013).

따라서 고령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존

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Willis, 1996),

이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욕실은 건강과

휴식, 안정을 위한 공간이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인 생리·위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공간이다. 고령

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 저하로 집에서 머무

르는 시간이 많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생리기능의 빈도

3) 2015년 대한건설협회에서 선정한 시공능력순위와 건설워커에서 선

정한 브랜드인기도순위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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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낙상 발생 상황

원인

물리적

환경

신체적

노화

출입

어두워 물체를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딤.

조명,

물체,

물기

시력저하

턱에 걸려 넘어짐 단차 시력저하

욕실용 슬리퍼를 신다가 미끄러짐
물기,

슬리퍼
근력저하

물기 및 비눗물에 의해 미끄러짐

물기,

비눗물,

바닥재

-

용변
용변 후 일어나다 어지러워 균형을

잃고 넘어짐
-

근력저하

어지럼증

기립성저혈압

탈의/착의 자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짐 - 근력저하

샤워

욕조를 넘다 걸려 넘어짐 욕조턱 근력저하

서서 샤워하다 미끄러짐 - 근력저하

서서 샤워 후 앉다가 미끄러짐 재질
근력저하

어지럼증

청소 물기 및 비눗물에 의해 미끄러짐

물기,

비눗물,

바닥재

-

이동

물기 및 비눗물에 의해 미끄러짐

물기,

비눗물,

바닥재

-

바닥 물체에 걸려 넘어짐 물체
시력저하

근력저하

욕실 설비 및 기기에 걸리거나

부딪혀 넘어짐

설비

기기
시력저하

<표 1> 행위별 낙상을 일으키는 원인과 상황 예측

가 높아져 욕실의 이용 빈도가 높다. 이러한 욕실 공간

에서 스스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

이버시와 독립성에 손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다(Mullick, 2001). 그러나 이러

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 대한 욕실 계획은 크게

미흡하다. 예를 들어 욕실은 그 크기가 매우 협소하여

고령자의 원활한 행위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다. 또한 좁은 욕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다양한 행위는

낙상 사고위험을 높인다.

낙상은 침대와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행위를 포

함하여 직립보행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발바닥 외의

신체일부가 바닥에 닿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스즈키

미즈에, 2012). 2013년 소비자안전국 연구에 따르면 고령

자의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가정에서 일어나

는 사고가 전체의 61.5%로 가장 높으며, 미끄러짐·넘어

짐과 같은 낙상사고가 전체의 51.5%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중 욕실에서의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

였다. 따라서 고령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욕실 계획이 필

요하다.

신체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욕실 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낙상을 일으키는 행위요소 및 세부요소를 파악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1>은 욕실의 행위별

낙상 발생원인(이현수 외, 2013; 정지예, 2013)에 관한 선

행연구를 재정리한 것이다. <표 1>의 내용과 같이 욕실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출입, 용변, 탈의·착의, 샤워, 청

소, 이동 등이 있다. 행위에 따른 낙상 발생 상황을 예측

하여 원인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낙상은 욕실의 물리

적 환경과 고령자의 신체적 노화에 의해 일어난다. 욕실

내 고령자의 낙상요인은 신체적 노화에 따른 기능 쇠퇴

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낙상을 일으키는 물리적 환경

이 낙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욕실에서 낙상을

유발시키는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인 티다이크사르,

2012). 낙상 사고는 고령자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낙상을 한번 경험하면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행동 제한이 생겨 고령자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정지예,

2013). 그러므로 욕실 내 행위를 분석하고 낙상 유발 상

황을 예측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고령자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자립적인 삶을 가능하

게 한다.

2.2. 낙상 예방을 위한 욕실의 지능형 서비스

낙상예방을 위한 욕실 계획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IT를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를 병행하였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스마트 홈(Smart Home)은 유비쿼

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편리한 환경 친화적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지능화된 거주공간이다. 주거 내 모든 공간들

은 정보기기 간의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누구나

언제든 다양한 홈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김재용·남경숙, 2010). 전 세계적으로 IT 기술이 발전하

면서 주택 내 홈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고 이러한 홈서

비스는 홀로 살고 있거나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일상생활 활동능

력이 저하된 고령자들의 식사, 취침, 세면 등과 같은 일

상생활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의존성이 증가한 고령자를 혼자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표 2>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 내 지능형 서비스 관련

연구를 포함하거나 지능형 서비스를 제안하는 국내 연구

동향이다. 홈 네크워크를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제

공과 더불어 행위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 개

발은 고령자에게 노출되는 위험한 환경을 제거하고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며 고령자의 안전을 유지시키는데 도움

을 준다. 또한 신체적 기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독립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에게 매우 필

요한 서비스라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된 바 있다.

고령자에게 있어 안전한 욕실 환경을 제공하고 생리활

동의 용이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전한 욕

실환경과 생리활동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욕실 내 지능형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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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자 특징 유형

2005 박광현

홈 네트워크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복

지와 서비스 로봇 주택 개발

지능형 주택

2008 오찬옥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홈의 개발 및 고

령자의 요구 파악에 관한 연구
지능형 주택

2009 박남천 외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

응하여 건강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욕실

공간 유형을 연구

지능형 욕실

2009 성윤영
주택 내 안전사고 중 센서를 활용해 예

방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출
지능형 주택

2010
김재용

남경숙

신체적 노화에 따른 고령자의 특성을 고

려해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고령자

를 위한 욕실개선안 제시

지능형 욕실

2013
이성희

이현수

고령자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고독사 관리 지능형 주

택 개발 방향 제안

지능형 주택

2013 이현수 외

건강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

능형 욕실 서비스를 통해 연속적인 행위

패턴의 지능형 욕실 서비스 패턴을 제안

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위기반

지능형 욕실

2013 박성준

고령자의 행위패턴을 토대로 가능한 시

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부합하는 지능

형 주거 서비스를 제안

행의기반

지능형 욕실

2013 이상민
독거고령자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반 지

능형 홈 시스템의 프로세스 분석
지능형 주택

2013 정지혜
욕실 내 고령자 낙상 안전관리를 위한

행위기반 지능형 서비스 제안

행위기반

지능형 욕실

2014 이성희

낙상에 의한 고독사의 문제를 거주자의

행위분석과 IT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

비스를 통해 해결방법을 제시

행위기반

지능형 주택

<표 2> 고령자 관련 지능형 서비스에 관한 연구 동향

분류 위치 세부 서비스 센서 및 디비아스

환경

실내 환경

조절

천장
온·습도

조절
온·습도 자동 조절 센서

천장
스마트

환기
자동 환기 조절 센서

바닥
스마트

바닥 난방

행동 감지 센서

수분 감지 센서

수분 자동 조절 센서

천장
인텔리전트

조명
실내 조도 조절 센서

욕실 환경

지원

욕실 내
스마트

세면대

행동 감지 센서

수온 감지 센서

높낮이 조절 센서

자동 급·배수 시스템

욕실 내
스마트

변기

자외선 자동 소독 센서

자동 급·배수 시스템

욕실 내
스마트

욕조

행동 감지 센서

높낮이 조절 센서

자동 급·배수 시스템

욕실 내
스마트

샤워 부스

행동 감지 센서

수온 감지 센서

높낮이 조절 센서

자동 급·배수 시스템

안전

행위 모니터
바닥 낙상탐지

바닥 압력 센서
바닥 행위 모니터링

응급 벽
스마트

응급 콜
-

<표 3> 낙상 예방을 위한 욕실 내 지능형 센서 및 디바이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노인의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주택 내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 중 욕실 내 필요한

서비스를 환경, 안전, 건강 세 가지 측면에서 분류한 이

현수 외(2013)의 연구와 욕실 공간의 유비쿼터스 요소를

안전 보안, 실내 환경 제어, 건강, 편의, 문화 여가, 자동

* 본 표는 국내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 DBpia에서 고령자, 낙상, 지능형

욕실을 키워드로 학술자료를 검색하여 정리함.

제어로 분류한 김재용·남경숙(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이를 욕실 내 고령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서

비스로 재구성한 것이 <표 3>이다. 고령자를 위한 욕실

내 환경 조절은 낙상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온·습도 조절과 적절한 환기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

며,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한 고령자에게 적합한

환경 만들어 준다. 낙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물기에

의한 미끄러운 바닥은 수분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센서나

수분 자동 조절 센서를 통해 예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센서는 안전한 욕실 환경을 만들뿐

만 아니라 물기로 인한 바닥 내 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욕실 환경을 만든다. 또한 인텔리전트 조명은 자동 조도

센서를 통해 시력저하로 물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발을

헛디디는 고령자의 낙상 행위를 방지한다. 편리하고 쾌

적한 욕실 환경을 조절하고 지원해주는 지능형 서비스뿐

만 아니라 낙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 할 수 있는 지능형

안전 서비스도 고령자에게는 중요하다. 낙상 탐지와 행

위 모니터링 서비스는 바닥 압력 센서를 통해 고령자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낙상과 같은 응급 상

황을 감지하고, 특정 행위 패턴을 인식하여 위급 상황에

대처 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능형 서비

스를 통해 고령자의 낙상 위험 요소를 미리 알리거나 제

거해주고, 낙상 발생 후 사후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안

전하고 편리한 욕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3. 아파트 욕실 면적 및 유형 분류

3.1. 아파트 평형별 욕실 면적 분석

고령자의 주거유형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등이 있고, 전체 고령자들 중 34.7%가 아파트에

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2014). 이는 1998

년 대비 15.9% 상승한 수치로 고령자의 주거유형 중 아

파트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를 통해 점차 아

파트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예상 할

수 있다. 최근 설계된 아파트 공용욕실의 면적과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수도권에 위치한 판상형, 혼합형 단

지 중 2015년 이후에 입주한 단지이거나 현재 설계가 완

료된 단지의 실시설계 도면을 분석하고, 대상은 2015년

시공순위 및 브랜드 인기도4)를 바탕으로 상위 10위 내

브랜드 아파트 중 6개를 선정하였다. 단위세대의 면적

산정기준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용면적의 비

율에 따라 전용면적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용면

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아파트 내 욕실 유형

4) 2015년 대한건설협회에서 선정한 시공능력순위와 건설워커에서 선

정한 브랜드인기도순위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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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m²)

평형

(평)

세대수

(세대)

분포 비율

(%)

공용욕실 면적(m²)

최소 최대

33∼66 10∼19 19 23.75 3.1 3.6

67∼99 20∼29 49 61.25 3.1 3.8

100∼132 30∼39 12 15 3.2 3.6

총합계 80 100 3.1 3.8

<표 4> 아파트 평형별 분포 비율 및 공용욕실 면적

<그림 1> 욕실 단위 공간 가이드라인(예시)

분류
1. 변기+세면대+욕조 타입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사례

도면

규모(mm) 1500 × 2100 1500 × 2100 1670 × 2200 1580 × 2180

면적(m²) 3.2 (최소면적) 3.2 (최소면적) 3.8 (최대면적) 3.6 (최대면적)

출입문 위치 변기 정면 변기 측면 변기 정면 변기 측면

분류
2. 변기+세면대+샤워부스 타입

유형 E 유형 F 유형 G

사례

도면

규모(mm) 1540 × 2480 1570 × 2460 1550 × 2370

면적(m²) 3.1(최소면적) 3.4(평균면적) 3.6(최대면적)

출입문 위치 변기 정면 변기 측면 변기 정면

<표 5> 아파트 공용욕실 유형분류

중 부부욕실에 비해 면적이 크고,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공용욕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80세대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33m²∼66m²(10평형대)가 19세대, 67m²∼

99m²(20평형대)가 49세대, 100m²∼132m²(30평형대)가 12

세대로 나타났다. <표 4>는 평형별 분포비율과 평형별

공용욕실 면적의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을 보여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평형별 분포 비율은 전

용면적 67m²∼99m²(20평형대)가 61.25%로 가장 높았다.

전용면적 33m²∼66m²(10평형대)가 전체 80세대의

23.7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용면적 100m²∼

132m²(30평형대)가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

용면적 33m²∼66m²(10평형대)공용욕실의 최소면적과 최

대면적은 각각 3.1m², 3.6m²로 나타났고, 전용면적 67m²

∼99m²(20평형대)는 3.1m², 3.8m², 전용면적 100m²∼

132m²(30평형대)는 3.2m², 3.8m²로 전용면적의 증가와

상관없이 공용욕실 면적은 거의 동일하게 3.1m²∼3.8m²

내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욕실면적이 전용면적

의 크기와 큰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KSP 1509)에 제시된 욕실의 기준으로, 고령자 및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고령자가 활동 할 수 있는 최소면

적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구의 규모 및 배치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KSP

1509)에 제시된 욕실의 최소면적은 변기+세면대+욕조 타

입의 경우 1800mm×2350mm(4.23m²), 변기+세면대+샤워

공간 타입의 경우 샤워 공간이 면한 공간을 가로기준으

로 했을 때 2380mm×2100mm(4.3m²)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아파트의 공용욕실 80개를 분석 한 결과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KSP 1509)에 제

시된 욕실의 최소면적 기준에 부합한 공용욕실은 단 한

사례도 없었다. 현재 아파트가 고령자가 선호하는 주택

유형인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내 공용욕실의 적정 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

인 것이다.

3.2. 아파트 공용욕실 유형 분석

고령자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욕실 계획을 논하

기 위해서는 욕실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 욕실은 변기, 세면대, 욕조, 샤워부스와 같은 위생기

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에 따르

면 아파트 공용욕실은 변기+세면대+욕조 타입과 변기+

세면대+샤워부스 타입등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

째 타입인 변기+세면대+욕조 타입은 전체 80개의 욕실

중 69개로 86.25%로 나타났고, 두 번째 타입인 변기+세

면대+샤워부스 타입은 전체 80개의 욕실 중 11개로

13.75%로 나타났다. <표 5>는 앞서 말한 두 가지 타입

을 분석하여 대표성을 띄는 7개의 유형으로 재분류한 것

이다.

출입문의 위치와 수납장 설치여부에 따라 변기+세면

대+욕조 타입 4가지 유형과 변기+세면기+샤워부스 타입

3가지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출입문의 위치는 고령자가

노화 때문에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휠체어를 사용하게

될 때 욕실 진입 에 따른 통로의 유효 폭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고령자를 배려한 아파트 내 공용

욕실 설계 지침 재설정시 적정 면적을 선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입문에 따른 설치

기준을 각각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형 C, 유형 D,

유형 G와 같이 덕트의 위치나 공용욕실과 인접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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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위생기기 및 낙상 방지 제품 참조 이미지

세 면 대 변 기

이 미 지 특징 및 출처 이 미 지 특징 및 출처

- 높낮이조절

세면대

- 그립바 일체형

- 곡선형 디자인

(출처:Bano, Norway)

- 높낮이조절

변기

- 그립바 일체형

(출처:Bano,

Norway)

-각도조절 거울

-자동 온도조절

(출처: Royal &

Company, Korea)

-자동 급·배수 변기

-청소솔 수납

-LED 조명

(출처: Royal &

Company, Korea)

- 수납 시설

-앉아서 접근 용이

(출처:Bano, Norway)

-자동급·배수변기

-그립바 겸용 휴지

걸이

(출처: Hewi,

Japan)

샤 워 욕 조

이 미 지 특징 및 출처 이 미 지 특징 및 출처

-그립바 사워 핸들

일체형

-높낮이 조절

(출처:Bano,

Norway)

-출입문 설치

-그립바 일체형

-목베게 설치

(출처:LOES'S,

USA)

-스마트 샤워

-화상방지기능

-수납기능

-접이식 의자

(출처: Royal &

Company, Korea)

-욕조 의자

-높낮이조절

-욕조 접근 용이

-이동가능

(출처: Medline

Industries, USA

- 접이식 의자

- 높낮이조절

(출처:Bano,

Norway)

<표 7> 지능형 위생기기 및 낙상 방지 제품 참조 이미지

에 따라 생기는 요철 공간에 매입형 붙박이장을 설치하

는 유형들은 고령자의 활동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이므로 설계 기준을 제안할 때 대표 유형에서 제외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토대로 낙상 예방을

위한 욕실 계획의 방향을 제안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4. 고령자 낙상 예방을 위한 욕실계획

4.1. 욕실 설계 계획의 기준 검토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 낙상 예방을 위한 욕실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내 고령자를 위한

설계 지침들 중 욕실의 상세기준이 있는 고령자 배려 주

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KSP 1509)과 고령자용

설계기준(2010)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

한 판단에 따라 국내 고령자를 위한 욕실 설계 기준을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구 분
고령자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KSP 1509)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활동 공간 - 직경: 150cm 이상

단차 및 구배
- 단차: 10mm 이하

- 구배: 1/30

- 단차제거

- 구배: 1/30이하

출입문

- 유효 폭: 85cm이상

-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 손잡이 높이: 85cm-100cm

- 손잡이: 레버형

- 유효 폭: 80cm 이상

- 밖여닫이, 미닫이, 미서기

변기

- 높이: 40-45cm

- 유효 폭: 75cm 이상

- 핸드레일: 높이 70cm, 폭 75cm로

수직·수평으로 설치, 반대편은

접이식 설치

- 휴지걸이: 앉은 상태에서 이용

쉽게 설치

-

세면대

-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고정식일 경우 상단 75-85cm, 하단

65cm이상

- 하부 공간: 65cm이상 확보

- 핸드레일: 높이 70cm 수평

- 세면대 가장자리 공간 확보

- 손잡이: 레버형 또는 센서형

- 거울설치: 경사각 15도

-

욕조

- 접근공간: 150cm 이상

- 높이: 40-45cm

- 핸드레일: 욕조로부터 250cm 높

이, 바닥으로부터 750-850cm사이에

설치

- 손잡이: 레버형

- 높이: 45cm 이하

샤워

- 접이용 의자: 40cm-45cm

또는 이동식 의자

- 상하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

또는 이동식 수도꼭지 설치

- 핸드레일: 수평, 수직

- 손잡이: 레버형, 높이 90cm

- 상하이동이 가능한 샤워

기 설치

안전손잡이 - 수직, 수평, 접이식

- 좌변기, 세면대, 욕조,

샤워 공간 주위에 설치

(선택항목)

기타

- 미끄럼 방지 재료

- 바닥 난방

- 타월걸이 높이 75cm

- 비상장치 높이 80cm

- 콘센트 높이 50cm

- 미끄럼방지 재료

- 바닥 난방

- 비상연락장치 설치

<표 6> 국내 고령자를 위한 욕실 설계 기준 요약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 치수 원칙 및 기준((KSP

1509)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활동의 편의성을 고려

한 주거시설 설계 기준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이며, 고령

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2011)은 무장애(Barrier

free)설계를 통해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설계 방안

이다.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

(KSP 1509)은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 기준을 반영하고 있고, 휠체어 및 재활 보조 기구

이용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낙상 예방

을 위한 욕실의 설계 기준을 정할 때 이를 최대 설치 기

준으로 활용한다. 또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2011)은 고령자를 배려한 최소기준을 채택 하고 있어

낙상 예방을 위한 욕실의 설계 기준을 정할 때 최소 설

치 기준으로 사용한다.

4.2. 지능형 위생기기 및 낙상 방지 제품

앞서 언급한 지능형 서비스와 면적과 관련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능형 위생기기와 낙상 방지 제품들의 특징과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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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관련 제품 설치 시 세면대 관련 제품 설치 시

욕조 관련 제품 설치 기준 샤워부스 관련 제품 설치 기준

<표 8> 욕실 위생기기 별 제품 설치 기준

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품들을 욕실공

간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

이다. <표 7>은 욕실 내 설치 가능한 지능형 위생기기

및 낙상 방지 제품들의 특징, 출처, 참조이미지를 보여주

는 것이다. 지능형 위생기기에는 스마트 세면대, 스마트

변기, 스마트 샤워, 스마트 욕조가 있다. 이러한 지능형

위생기기는 신체적 노화에 의해 신체 기능이 쇠퇴한 고

령자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욕실 환경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낙상을 예방하여 안전한 욕실 환경을 만든다. 자

동 높낮이 조절 센서가 있는 스마트 세면대나 스마트 변

기는 무리한 신체동작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낙상을 예

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동 온도 조절 기능, 자동

지수 기능, 자동 급·배수 기능은 화상과 같은 사고를 예

방할 수 있으며, 각도조절 거울, 세면 대 옆 수납 시설,

출입문이 설치된 욕조, 이동형 의자는 신체기능이 저하

된 고령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욕실 위생

기기 및 낙상 예방 제품들을 설치 할 경우에는 그에 따

른 설계 기준이 필요하다.

<표 8>은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

준(KSP 1509)에 제시된 욕실 위생기기의 설치 기준이다.

* 본 표는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 KSP 1509에서 욕실의

위생기기 설치기준을 정리함.

첫째, 변기의 높이는 40-45cm 정도를 유지하여 휠체어

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측면에는 휠체어 접근을

위한 유효 폭 75cm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변기

양쪽에 70cm정도 높이로 한쪽 벽면에는 수직·수평, 반대

쪽은 접이식 수평 핸드레일을 75cm정도 간격으로 설치

한다. 비상장치는 80cm정도 높이로 변기 옆에 설치하며,

휴지걸이 및 세정장치, 비상장치는 변기에 앉은 상태에

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콘센트는 바

닥으로부터 50cm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둘째, 세면기

는 상하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고, 고정식일

경우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75∼85cm, 하단

높이는 65cm 이상으로 한다. 세면기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워두며 세면기 양

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한다. 셋째, 욕조의 측면에는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150cm이상의 공간을 확보

하고, 욕조의 높이는 휠체어에서 이동이 편리하도록 40

∼45cm사이로 한다. 욕조 주위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넷째, 샤워를 위한 40cm ×45cm

크기의 접이용 의자 혹은 이동식 의자를 설치한다. 샤워

기는 상하로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샤워기의 손잡이는

레버식으로 하며 90cm정도 높이에 설치한다. 샤워기 주

변에는 수평 및 수직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4.3. 아파트 공욕욕실 계획의 개선 방향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령자의 독립성 향상을 위해서

는 욕실공간계획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일부 수정·보

완하여야 한다. <표 9>는 고령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편

리하고 쾌적한 욕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욕

실계획 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표

6>에서 제시한 국내 고령자를 위한 욕실 설계 기준 요

약과 <표 3>에서 제시한 낙상 예방을 위한 욕실 내 지

능형 센서 및 디바이스 항목을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욕실 설계 기준을 제공한다.

욕실 공간 구성의 구분은 바닥, 벽, 천장과 같이 물리적

으로 주어진 환경인 1차 공간 요소와 변기, 세면대, 욕

조, 샤워부스와 같이 기호에 따라 쉽게 변경이 가능한

환경인 2차 공간 요소로 구분한다. 적용 범위는 초기 설

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해야 할 공간 별 요소와 추후 개·

보수가 어려운 경우로 나누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아파트의 공용욕실의 경우 추후 공간의 확장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신축 시 초기 설계 단계에서

부터 물리적 환경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설치 기준

은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필수사항과 고령자의 기

호나 노화의 정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분리하여 지침을 마련했다.

4.4. 아파트 공용욕실 계획의 사례 제안

디자인의 특성상 표준화된 욕실 계획을 제시하는 작업

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지침을 제시하는 것만

으로는 욕실공간의 개선효과를 널리 전파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프로토타입을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다. 아파트 공용욕실의 신축 계획

및 개·보수 시 고령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올바른 설계

를 하기 위해서는 <표 9>에서 제시한 욕실 계획을 기준

으로 개선 방향을 참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토타입 제안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표 5>에서는 이러한 아파트 공용욕실의

프로토타입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성을 띠는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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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치 기준 (필수 사항)

지능형 서비스(선택사항)
신축 설계 기준

개보수

기준

1차

요소

(주어진

환경)

바닥

Ÿ 활동 공간:

직경150cm이상
- -

Ÿ 단차: 제거 또는

10mm이하

이동형

슬로프
-

Ÿ 구배: 1/30이하 - -

Ÿ 재질: 미끄럼 방지

재료

미끄럼

방지 패드

바닥 압력 센서

Ÿ 낙상 탐지

Ÿ 행위 모니터링

Ÿ 바닥 난방 -

스마트 바닥 난방

Ÿ 행동 감지 센서

Ÿ 수분 감지 센서

Ÿ 수분 자동 조절 센서

벽

Ÿ 핸드레일 설치 가능한 구조벽,

핸드레일 유형: 수직, 수평,

접이식
스마트 응급 콜

Ÿ 비상장치 설치 높이: 80cm

천장

Ÿ 천장 리프트 설치

위한 레인 설치

공간 확보

-

Ÿ 온습도 자동 조절 센서

Ÿ 자동 환기 조절 센서

Ÿ 실내 조도 조절 센서

2차

요소

(변경

가능

환경)

출입문
Ÿ 미닫이 또는

밖여닫이
- -

변기

Ÿ 높이: 40-45cm

Ÿ 유효 폭: 75cm 이상

Ÿ 핸드레일: 높이 70cm, 폭

75cm로 수직·수평으로 설치,

반대편은 접이식 설치

Ÿ 휴지걸이: 앉은 상태에서 이용

쉽게 설치

스마트 변기

Ÿ 자외선 자동 소독 센서

Ÿ 자동 급·배수 시스템

세면대

Ÿ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Ÿ (고정식일 경우 상단 75-85cm,

하단 65cm이상)

Ÿ 하부 공간: 65cm이상 확보

Ÿ 핸드레일: 높이 70cm 수평

Ÿ 세면대 가장자리 공간 확보

Ÿ 손잡이: 레버형 / 센서형

Ÿ 거울설치: 경사각 15도

스마트 세면대

Ÿ 행동 감지 센서

Ÿ 수온 감지 센서

Ÿ 높낮이조절 센서

Ÿ 자동 급·배수 시스템

욕조

Ÿ 접근공간: 150cm 이상

Ÿ 높이: 40-45cm

Ÿ 핸드레일: 욕조로부터 250cm

높이, 바닥으로부터

750-850cm사이에 설치

Ÿ 손잡이: 레버형

스마트 욕조

Ÿ 행동 감지 센서

Ÿ 높낮이조절 센서

Ÿ 자동 급·배수 시스템

샤워부

스

Ÿ 접이용 의자: 40cm-45cm 또는

이동식 의자

Ÿ 상하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

또는 이동식 수도꼭지 설치

Ÿ 핸드레일: 수평, 수직

Ÿ 손잡이: 레버형, 높이 90cm

스마트 샤워부스

Ÿ 행동 감지 센서

Ÿ 수온 감지 센서

Ÿ 높낮이조절 센서

Ÿ 자동 지수 센서(화상

예방))

<표 9> 낙상 예방을 위한 욕실계획 기준의 개선 방향

+세면대+욕조 타입 4가지 유형과 변기+세면대+샤워부스

타입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아파트의 경우

구조적으로 개·보수 시 면적의 확장이 용이하지 않으므

로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

정 면적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출입문 위치에 따라 적정

면적 및 위생기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 사례

제안에서는 변기+세면대+욕조 타입 2가지 유형, 변기+세

면대+샤워부스 타입 2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표 10>은 평면유형별 욕실계획 기준을 예시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신축 설계 시 차후 발생 할 수 있는 개

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설치 항목을 제안함에 있어

공용욕실 유형에 따른 치수, 면적, 출입문 위치, 출입문

유효 폭등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또한 위생기기의

배치를 제안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표 11>은

지능형 서비스의 설치 가능 위치를 표기하여 고령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욕실 설계를 가능

하게 한다. 참고 가능한 이미지를 함께 제공한 것은 공

용욕실 설계 시 설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낙상 예방을 통해 고령자의 독립성을 향상

시키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공용욕실의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

해 이를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 서비스, 지능형

위생기기 및 낙상 방지 제품들을 함께 다루어 낙상을 예

방하는 종합적인 설계 지침을 제공하였고, 그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욕실 내 낙상을 일

이키는 원인과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낙상을 일으

키는 두 가지 요인 중 물리적 환경을 낙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고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

다. 또한 욕실 내 낙상을 예방하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하는 방안으로 지능형 센서 및 디바이스를 제안하였다.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는 낙상 위험 요소를 미리 알리거

나 제거하고, 낙상 사고 발생 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안전한 욕실 환경을 제공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지능형 서비스의 제안은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욕실 설계 과정에

서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최근 시공된 전용면적 33㎡10평)∼132㎡(40평)

미만 아파트 공용욕실의 실시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공용

욕실의 면적을 검토하고 유형을 분리하였다. 우선 공용

욕실 면적에 대한 분석 결과 전용면적의 크기와 상관없

이 3.1㎡∼3.8㎡내에 분포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고령자를 위한 욕실 설계의 최소면적 기준인 4.23㎡에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로 고령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욕실의 면적을 최소 4.23m²이상 확보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 공용욕실의 유형은 변기+세면

대+욕조 타입과 변기+세면대+샤워 부스 타입으로 나타

났으며, 두 타입을 분석하여 대표성을 띄는 7개의 유형

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재분류는 공용욕실의

면적을 산정하고 욕실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고령자를 위한 욕실 계획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국내 고령자 주거시설 지침들을 검토하여 욕실

계획 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안했고, 지능형 위생기기 및

낙상방지 제품, 지능형 서비스의 설치 위치 등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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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서비스 설치 위치

① 스마트 온·습도 조절(온·습도 자동 조절 센서)

② 스마트 환기(자동 환기 조절 센서)

③ 스마트 조명(자동 실내 조도 조절 센서)

④ 스마트 바닥 난방(행동 감지 센서, 수분 감지 센서, 수분 자동 조절 센서

⑤ 행위 모니터링 및 낙상 탐지 (바닥 압력 센서)

⑥ 스마트 응급 콜

⑦ 스마트 세면대 (행동 감지 센서, 수온 감지센서, 높낮이 조절, 자동 급·배수)

⑧ 스마트 변기 (자외선 자동 소독 센서, 자동 급·배수, 높낮이 조절)

⑨ 스마트 샤워 부스 (행동 감지 센서, 수온 감지 센서, 높낮이 조절, 자동 지수)

⑩ 자동 각도 조절 거울

⑪ 그립바 설치 (출처: Bano, Norway)

<표 11> 지능형 서비스 설치 위치(이미지 출처: Royal & Company, Korea)

평면 유형별 욕실계획 기준

변기+세면대+욕조 타입 변기+세면대+샤워부스 타입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Ÿ 구성: 공용욕실

Ÿ 규모(mm): 2000x2600

Ÿ 면적(m²): 4.8

Ÿ 출입문 위치: 변기 정면, 변기 측면

Ÿ 출입문 유효폭(mm): 1260x1500확보

Ÿ 구성: 공용욕실

Ÿ 규모(mm): 2000x2500

Ÿ 면적(m²): 4.5

Ÿ 출입문 위치: 변기 뒷면, 변기 측면

Ÿ 출입문 유효폭(mm) :1260x1500확보

Ÿ 구성: 공용욕실

Ÿ 규모(mm): 2000x2400

Ÿ 면적(m²): 4.3

Ÿ 출입문 위치: 변기 정면, 변기 측면

Ÿ 출입문 유효폭(mm): 1260x1500확보

Ÿ 구성: 공용욕실

Ÿ 규모(mm): 2100x2100

Ÿ 면적(m²): 4.4

Ÿ 출입문 위치: 변기 정면

Ÿ 출입문 유효폭(mm): 1260x1500확보

<표 10> 프로토타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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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또한 앞서 검토된 욕실 유형을 바탕으로 프

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욕실 설계 기준을 마련했

다. 아파트 욕실은 구조적으로 확장이 용이하지 않아 개·

보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개·보수를 통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 없이 고령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안전한 욕실 환경

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출입문 방향 변경, 핸드레일 설치,

미끄럼 방지 패드, 이동형 슬로프와 같은 안전을 위한

보조시설물 설치를 통해 고령자의 욕실 내 낙상을 어느

정도는 해결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욕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처음 설계 시점

부터 고령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용욕실의 면적을 확보

하고 추후 개조를 최소화 하는 방향의 욕실 설계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종합적인

설계 기준 및 제안은 고령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성

을 향상시키는 욕실 설계의 기준이 될 것이며, 설계 시

설계자의 이해를 돕고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낙상 예방을 통해 고령자의 독

립성을 확보하고, 위생행위의 용이성을 증대시켜 고령자

의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그 동안의 선행 연구가 고령

자를 위한 욕실 계획 시 한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욕실

계획 지침을 마련하였다면, 본 연구는 욕실의 물리적 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욕실 설계 기준을 마련했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욕실 면적을 분석함에 있어 2015년도 이후에 시공

된 브랜드 아파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고령자들의

욕실 내 지능형 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지능형 위생기기

에 대한 사용상 불편함 그리고 사용 요구 사항이 반영되

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비 브랜드 아파트를 포함한 다

양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욕실 면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

고, 지능형 서비스 및 지능형 위생기기의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향

후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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