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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버  용한 실  듈별 

 플랫폼 개발에 한 연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dule-specific Design Platform 

for a Bathroom Using Universal Design

인디자인

Dae-Hyun Lee(fine@finedesign.or.kr)

약

본 연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활용하여 고령자, 장애인, 일반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 정 환경에 맞춘 유연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는 상별 분석에 따른 최

의 크기, 색상 등을 도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알맞은 세부 인 모듈별 디자인 랫폼을 구축함으로 보다

편리한 환경을 구 하고자 연구의 목 을 두었다. 이를 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와 욕실 황을 살펴보

았으며, 다양한 사용자별 분석으로 디자인 개를 진행하 다. 결과물을 통해 가상환경을 조성하여 일반인

과 장애인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1,2 차에 걸쳐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 다. 이에 평균 90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얻었으며 이는, 기존 욕실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듈별 디자인 랫폼 개발로 주거공간에서 욕실

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보다 안 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조성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리라

단한다. 향후 이러한 모듈 시스템들이 욕실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으며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주

거 공간에서도 지속 으로 연구되기를 기 한다.

■ 중심어 :∣ 니버 ∣ 플랫폼∣다양 ∣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a way to compose a flexible environment capable of meeting the needs
of various users from the aged people to challenged people, and ordinary people by applying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ore convenient
environment by deriving the best size and color for each subject and constructing a detailed
design platform for each module. For this,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as well as the current
bathroom designs were examined and various users were analyzed prior to developing the
design. A virtual environment was prepared based on the results and its usability was evaluated
in two phases with various users including the aged people, challenged people, and ordinary
people. As a result, it received quite a favorable evaluation from users, over 90 out of 100 in
average, which can be regarded as a proof that it i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bathrooms. This
study may lead to the change in the paradigm of bathroom in residential space, development of
safer and comfortable domestic environment, and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healthy life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design platform for each module that provides new experiences to
various users. It is hoped that these modular systems are continuously studied not only for
bathrooms but also for various residential spaces where people can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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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연 배경 및 목  

20세기 반이후 선진국을 심으로 고령인구의 비

이 높아지며 고령화 사회로부터 고령 사회로의 진

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 가고있는 실이며이러한 고령화는 다양

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가정 안에서 물을 사용

하는 욕실 내부에서 고령자들의 낙상사고가 빈번히 일

어나고 있다. 단순한 타박상에서부터 미끄러지면서 욕

조나 세면 등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가정 내의 욕실이

다. 더불어 욕실은 남녀·노소 외에도 임신부, 어린아이

그리고 갑작스런 장애를 얻은 후천 장애인들까지 다

양한 상들이 사용되는 곳으로 모든 사용자들을 포용

할 수 있는 욕실공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 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목시켜 고령

자, 장애인, 일반인등에 이르기까지다양한 사용자들의

조건에 응하고 맞추어 해결 가능한 모듈별디자인

랫폼을 구축하고자 하 다.

그림 1. 연  방향  및 개

2. 연 범  및 방법 

고객과 사회가 요구하는 니즈가 속도로 변화하며

다양화(多樣化)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조합해 내는

능력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는 모든 사용자들을 포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상황과 조건의 부합하는 맞춤

형 모듈화 디자인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이

루기 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 고찰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에 한 이

해와 국내외 욕실 황에 한 조사 악으로 욕실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상별 이해 분석으

로 필요성을 제기하 으며, 컨셉에서 반 해야 될 주요

사항들을 도출하 다. 둘째, 기구축된디자인가이드라

인을 기반으로 욕실의 모듈화 그리드에 한 정의와,

유니버설 디자인 컨셉을 도출하 다. 셋째, 모듈별 디자

인 과정으로 스 치, 모델링, Soft Mock-up제작, 디자

인설계, 시제품제작을 진행하 다. 넷째, 시제품 제작을

1:1로 설치하여 유니버설 기반의 평가시트(5 척도)를

기 으로 일반인 10명을 상으로 1차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 다. 이어서 사회 약자인 휠체어사용자 그룹,

시각장애인 그룹, 청각장애인 그룹, 지체장애인 그룹,

비장인 그룹총5개 그룹으로 나 어 2차사용성 평가를

진행하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근미

래를 비하는 선행 연구개발로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유연한 응이 가능한 욕실환경을 제안하도록 하 다.

1. 연구의 목

니버  개  도 한 듈별 플랫폼  
다양한 사용 에게 연한  가능한 실 경 개발 

2. 이론 고찰

니버   해
내  실 경  해, 상별 해 및 

3. 욕실의 모듈별 디자인 랫폼 개

4. 상별 사용성 평가

5. 결론 제언

 1. 연  차

Ⅱ. 해당 연  야  해 및  

1. 니버  해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의 등장 배경으로는 20세기 산

업화 과정으로 경제 부흥을 갈망했던 사회에서 기인

한다. 제품, 공간 등의 모든 상은 모든 사람이지만

량생산의 효율성을 해서 표 화된 공산품만이 선택

되었다. 이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사용자들은 불가피

차별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탄과 각성으로써 등장

한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 의 심에는 사회 평등의 실 을 이루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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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평

등하게 사용가능한 환경을 창조하는 것으로 제품, 건축

등을 디자인을 할 시 다양한 특징을 지닌 모두를 포용

할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것이다. 어린이부터, 장애인, 임

신부등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아우르며 디자인하는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구

할 수있는 개념이지만 단 하나의 디자인으로 모두가

사용하도록 제공 하는 것은 실과 맞지 않다. 그러므

로 가능하다면 다양한 상자들이 사용할 수있도록

근하는 시도가 유니버설 디자인이 추구하는 방향이라

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확

립한 노스캐롤라이나 학의 U.D센터에서 제공한

Universal Design 7원칙을 [표 2]와 같이 정리하 다.

이 원칙을 통해 디자인 컨셉에 용하도록 진행하 다.

1.  리  

2. 근과 사용  한 크  공간

3. 간단하고 직  사용

4. 쉽게 지할 수 는 보

5. 공평한 사용

6. 사용상  통

7. 류에 한 포용

 2. Universal Design 7원칙

한 여러 련 사례 철학이 된 일본의 유니버설

디자인은 고령화 사회의 두와 함께 도입되었다. 당시

무장애설계, 하드웨어 인 근에 머물러 있던 기술

이고 단편 인 기술을 융합 인 디자인과 결합하는 것

에 의해 인간 심의 보편 인 철학으로 승화시켰다. 일

본 유니버설디자인의 출발 을 제시한 세키스이하우스

의 경우는 가장 좋은 선례이다. 일본 최 의 주택생산

기업인 세키스이하우스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

가 일본에 도입되기 이 부터 사용자 심의 주거공간

과 이를 실 하는 제품 만들기를 도모하여 왔다[2]. 어

떤 의미에서는 세키스이하우스가 기존에 실행해 왔던

제품과 공간 만들기가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일반화

되었다고 잘 알려져 있다.

2. 내  실 

욕실이 스마트해지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

는 모든것들이 IT와디자인이 융합되어욕실안에서의

행 하나하나가 즐길수 있는 스마트한 공간으로 탈바

꿈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 생활수 과 문화 욕구가 상

승하며 욕실공간은 힐링, 음악 감상 등의 다양한 안식

을 리려는 소비자의 Needs가 요구되어 사용자 맞춤

욕실 시장이 각 받고 있다. 기존의 욕실에서 벗어나

단순히 방과거실을 격리하는 기능 공간만이아닌 소

비자들이 편안한 공간으로써 인식의 환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의 욕실의 모습은 다양한 수납공

간, 건식·습식 공간의 분리, 간 조명으로 고 스러운

욕실의 연출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습식 욕실에서 건식 욕실까지 범 가 넓

어졌고, 스타일도 매우 다양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욕

실의 개념이 몸을 씻는 공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

닌, 휴식을 한 공간으로 확 , 욕실 리모델링에 한

심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실  변

그리고 우리나라의 욕실시장 규모와 가치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한 최근 20평 이상 아 트에 욕실

이 두 개씩 들어간다는 에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시스템 화장실 기술 분야 련하여 각 국가별 출원

황을 살펴보면, 일본이 1465건으로 47%를 차지하

으며, 미국이 865건으로 28%, 한국이 600건으로 19%,

유럽이 174건으로 6%의 출원 비 을 차지했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이 유럽에비해 상 으로 많은 특허를 출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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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별 실  지식재산  보  

한유니버설 시스템 Bathroom 련하여국내 주요

출원일을 살펴보면, (주)LG가가장 많은 38건의 특허를

출원하 으며, 그 뒤로 LG 화학, LG 자가 특허를 출

원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세턴바스 이낙스 엘지 하

우시스 등의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국내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기업을 심으로 특허출원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4]. 앞서 살펴본 로 국

외의 경우 특히 일본에서는 많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미래를 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 내 실  지식재산  보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욕실시스템과 유니버설 측면

에서 욕실의 지식재산권이 상당히 부족함을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에게 응이 가능한 욕실 시

스템을 U.D의 개념으로 재해석하여 노약자 장애인

까지 아우르며 보다 편리한 욕실 공간을 이용할 수 환

경을 조성하는 모듈별 기법(원리)를 제안하고자 하 다.

3. 상별 해 및 

고령자의 경우 신체능력 감퇴를 배려한 디자인, 장애

인은 사용반경과 행동반경을 고려한 디자인, 어린이는

신장에 제약 없고 직 인 디자인이 용되어야 한다

[5]. [그림 5]에서 정리한바와 같이 일반을 상으로는

기존의 화장실보다 개선된 디자인 모두를 포 할수 있

는 Universal Design Idea가 담겨야하며, 가족 구성 형

태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모듈별

디자인의 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림 6]은 객 인

디자인 자료를 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

원에서 제시하는 한국인 인체치수의 자료를 검토하

여 세면기, 변기, 샤워기 등의욕실제품의 디자인과정에

용하 다.

그림 5. 상별 특징 및 보

그림 6. 가 술 준원  체치수

Ⅲ. 실  듈별  플랫폼 개

1. 실  듈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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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욕실의 모듈(Module)은 공업

제품이나 건축물을 설계하고 제작을 할 때 조립구조의

형식에 용하기 한 기 이 되는 치수나규격 단 로

써 활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모듈화 기법을 이용하

면 설계 작업이 단순하고 용이하며 공간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크기 구

성품의 선택) 정 환경에 맞춘 유연한 환경을 구성

할수 있어 공 수요측면에서효율성을높일수 있

는 방식이다.

그림 7. 듈  GRID  필

따라서 모듈화 공정도입으로 장시공 감소로인한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모듈설계, 제작시 확장성 유

연성 반 , 장 안정성 증 , 품질향상과 체계 인 규

격화 실 , 장비 재배치에 따른 수정 추가설치 용이,

Utility를 집화에 따른 동선 단축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이 들이 있다. 이에 욕실의 크기와 기 을 삼기

해 안 한 욕실이용을 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

인[6]곽 철, 이 엽의 논문을 참고하 다. 이에 기 구

축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모듈화의 개념을 용한 욕

실 공간 구성의 기본 Cell 개념의 치수는 30cm이다.

그림 8. 듈  GRID 본개  및 치수

[그림 8]과 같이 욕실 실내공간의 모듈 기본개념은

기본 30cmX30cm의 Cell 공간이 구성되어 욕실 구조의

벽면 모듈은 60cmX60cm 모듈구조가 되도록 하 다.

30㎠은 15cmx15cm로 모듈 구조화로 구성되어

30cmx15cm로 60cmx15cm, 90cmx15cm, 120cmx15cm

의 형태로 Cell 모듈의 구성이 개 될 수 있으며, Cell

모듈의 구성은 가로, 세로, 구조로 설비할 수 있도록 구

성 할 수 있다.

그림 9. 듈  GRID 용 시

[그림 9]와 같이 일정한 규격 Size로 (600*600)로 된

모듈에 욕실 제품 즉, 필수 구성 요소인 변기, 세면 ,

샤워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치에 놓을 수 있다. 한

[그림 10]은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인 모듈별 디자인을

사용자의 기호에 맞도록부착할 수있다는 것을 시로

써 상세도를 제시하도록 하 다.

그림 10. 듈별 닛 상 도

2. 사용 별 니버   컨

도출된 상별 이해 분석의 데이터를기반으로 연

구자가 노인 간 체험을 실시하 다. 65세 이상의 노

인기 으로 체험복을 착용하여 각 강제 항

팔·발목 모래주머니(각 1, 2kg)로 노인의 행동분석을

실행하 다. 한 휠체어를 이용하여 세면 , 좌변기,

샤워기를 근 사용하는 실험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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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상별 간 체험

그리고 임산부의 입장에서 욕실 사용시에 어떤 이

불편한지 직 느껴보며 공감하기 해 임산부 체험복

을 착용하여 임산부 행동 분석 한 실시하도록 하

다. 임산부 체험복은 7,8개월 기 만삭(양수 포함

7.5kg)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

그림 12. 상별 간 체험

고령자는 하 에 한 부담보단 몸에 생기는 항값

으로 인해 행동의 최소화가 필요했으며 움직임을 보조

해 수 있는 물체를 찾게 된다. 이어 장애인은 출입문

을 시작으로 모든제품의 사용자체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임산부는 허리와 무릎 에 집 으

로 부담이 되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모든 제품의

사용방법이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사용할 때에

는 당연하다 치부되어 미처 알지못했던 것들이 배려되

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의 높이를 포함한 행동반경에

한개선이 실하는등 욕실의모든제품이용시 사

용방법과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3가지의 Universal Design Concept과 각 항목에 따른

기본 기능을 제안하 는데, 이는 앞선 유니버설 디자인

7원칙과 연 하여 제안하도록 하 다.

첫 번째로, 신체 제약을 한 Reachable Concept

욕실 시스템이다. 이는 유니버설 원칙 은 물리

노력, 근과 사용을 한 크기와공간의 배려의 1, 2 원

칙에 해당하는컨셉이다. 따라서 도달범 배려, 근성

용이, 안 한사용, 보조(기구) 설비, 무장애동선을 고려

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직

인 인지가 가능한 Recognizable Concept 욕실 시스템

으로, 유니버설 원칙 3, 4, 5원칙과 부합하도록 하

다. 즉 간단하고 직 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포인트

컬러를 용하는 것이다. 이는 컬러를 통해 인지성을

높이며, 단순하며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욕실 환경을

구성하도록하는 것이다. 더불어 일체형 손잡이의 변기

시트는 어느 구나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여 유니버설

원칙 공평한 사용의 개념과 일치하도록 하 다. 마

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용간 오류를 최소화하는

Reliable Concept의 욕실시스템이다. 이 컨셉은디지털

과 목시킨 개념으로써 사용상의 배려라든지 오류방

지 등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를 들면

디지털 기술이 용된 냉온수 수 을 용함으로써 손

잡이를 사용하는 수 에 비교하여 물의 약으로 요

감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니버설 디

자인의 원칙 사용상의 융통성과오류에 한포용에

한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상 세 가지의 컨셉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UD Concept1. Reachable 기본 기능

항목 능 및 칭

변 리프트 / 발받침 / 어린 용 시트 / 안

낮  / 도  / 하중지지  

샤워 치   샤워헤드 / 간  / 하단  

UD Concept2. Recognizable 기본 기능

항목 능 및 칭

변 변 시트 및 커버 / 별도  / 커버겸용 

 겸용 체  / 수건걸 겸용

샤워 체  시트 /  겸용

UD Concept3. Reliable 기본 기능

항목 능 및 칭

변 스마트변  / 체중 측

냉 수 동

샤워 사용 별 동  / 택  다방  사

 3. Universal Design Concept



한 츠학 지 '19 Vol. 19 No. 4472

3. 듈별 개발

신체 제약을 한 Reachable 욕실 시스템, 직

인 인지가 가능한 Recognizable 욕실 시스템(컬러를

용한 인지), 사용간 오류를 최소화하는, Reliable 욕실

시스템(IOT기술과의 연계) 이 3가지의 컨셉 항목에 맞

추어 세면 , 변기, 샤워기 욕실의 주요 구성품의 컨셉

스 치를 진행하 다. 각 코 에 비교 큰 라운드를

용하여 안 성을 높이도록 하 으며, 다양한 사용자

들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편의성 고려, 장애요소가 없

는 심 한 디자인을 지향하도록 하 다.

그림 13. 실  컨  스 치 및 링

컨셉스 치를 거쳐Rhinoceros 5 모델링을 활용하여

디테일 모델링 이후 디자인의 비율감과 모듈의 구성품

의 조화 등을 검토하고자 FFF Printer인 CUBICON社

의 Single Plus로 소 트 목업 PLA로 제작하 다.

그림 14. FFF 3D Printer를 용한 프트목업 

컬러를 선정하고 용하는 단계에서 CUD 문((사)

한국컬러 유니버설디자인 회에서 제공한색상을 도입

하도록 하 다[7]. 이에 고령자 색각이상자 가장

많은 유형인 녹색각 이상자들의 경우 빨간색은 록

색 는 갈색과 혼동할 수 있으며, 록색은 빨간색

는 갈색과 혼동할 수 있기에 이 을 고려하도록 하

다. 한 어린이, 고령자를 배려하기 해 주의 강조

를 한 별도의 컬러를 용하 다. [그림 15]와 같이

고령자를 한 컬러계획으로 욕실 내부의 사용 색채는

명도 2단계 이상으로 계획하며 인지 측면과 안 하게

이용할수 있도록조성하기 해 P/T 165C, 116C, 368C

를 용하 다. 이는 욕실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고령자의 인지기능의 활성화 유

도측면의 장 으로 들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심신의

안정을주는 컬러 용으로 P/T 711C, 165C, 259C를

용하 다.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컬러는 일반 인 어

린이의선호컬러 선명한 순색을 반 하여 P/T 116C,

287C, 711C의 색상을 용하도록 설정 하 다.

그림 15. 상별에 맞  컬러 용

상별에 맞춘 유니버설 컬러를 기 으로 최종 도출

된 디자인에 용하여 모듈별 랫폼을 구축하도록 하

다. 용한 구성품으로는 세면 , 샤워기, 좌변기, 그

리고 안 보조 장치로써안 바, 간이의자, 비상호출벨

도 구성에 추가하 다.

구축된 모듈별 디자인 랫폼을 통하여 사용자의 요

구 사항 정 환경에 맞추어 유연한 환경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다음 [그림 16]과 같이 정리하 다. 이어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기 한 공간구성과 시제품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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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해 CNC작업으로 모든 제품을 1:1로 제작하 다.

그림 16. 듈별  플랫폼 라 업

세면 의 상부와 샤워기의 신, 변기커버는 가공이

용이한 ABS 라스틱을 주로 사용하여 제작 되었으며.

안 장치로 활용되는 손잡이 부분에는 내구성이 좋은

PC 라스틱으로 사용하 다. 아울러 세면 의 수

구의 주변에는 블랙 유 과 도 류를 부착하여 고 스

러움을 연출하도록 제작하 다.

그림 17. 시   습

Ⅳ. 상별 사용  평가

최종 제작된 욕실 시제품을 실제 사용 환경과 같이

조성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 다. 1차 사용성 평가

에는 일반인 20세부터 29세까지의 남성 8명, 여성 2명

으로 진행하 다. 사용자 지침에 맞추어 [표 4]와 같이

사용자 시 스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지는 유

니버설 7원칙에 따른 편의성 안정성 여부, 사용성을

악하며 연구수행 단계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불

만요소의 정량화 Insight를 명확하게 하 다.

평가방법에는 [그림 18]와 같이 가상공간을평가환경

으로 지정하여 5 척도의 평가조사지와 비디오 카메

라에 의한 동작 기록을 실시하 다.

그림 18. 사용  평가를 한 경

 4. 시퀀스 

2차 사용성 평가의 상자로는 고령자, 휠체어 사용

자 그룹, 시각장애인 그룹, 지체장인 그룹 총 12명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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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시 스는 1차와 동일하게 기 구축된 시 스

에 맞추어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 다. 다만 일반인 그

룹과 달리 소요시간은 2배로 책정하여 사용자들이 조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음

[표 5]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과 응하는 질문 항목

을 별도로 정리하 다. 이는 연구된 결과물인 모듈별

디자인 랫폼이 유니버설 개념에 하게 용되었

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표로써 1차, 2차 사용성 평가에

도입하여 진행되었다.

 5. UD원칙과 하는 질  항목

1차 사용성 평가를 다음 [그림 19]과 같이 정리 하

다.만족도 측면에서 의견이 제기된 평가된 항목은 Q9

양변기 디자인의 만족도, Q12 양변기좌석의 손잡이사

용성, Q30 휠체어 사용자의 거울 사용성, Q39 샤워기

이식 의자와 샤워기 사용성으로 총 4가지 항목은 다

른 질문에 비해 상 으로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Q9 양변기 디자인의 경우 기존 디자인과 차이 이 분

명하다는 의견과 커버의 내구성에 해서는 불안함이

나타났다. Q12 항목은 구별이 뚜렷한 좌석의 크기

컬러는만족하나 상자 군에 따라 커버의크기가 다양

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교체가 가능하면 용이하겠다

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Q30 항목의 경우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거울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가로 버튼을 장착하여 거울을 조 할 수 있

었으면 하는개선 의견이 나타났다. Q39 항목은 휠체어

사용자가 샤워기 의자에앉아 샤워기를 사용할시 수온

이나 수압 조 모듈이 손에 닿지 않는 다는 의견이 조

사되었다.

그림 19. 1차 사용  평가결과 

2차 사용성 평가의 결과 분석 내용으로는 다음 [그림

16]과 같다. 이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는 응답자 A는

욕실 체 으로 흰색과주황 컬러를사용한 욕실 배색

이 마음에 든다(욕실이 밝아 보이고 따뜻해 보여서 좋

다). 응답자 D는 체 인 컬러, 높이, 구성이 다 사용

하기 편리하다. 응답자 E는 욕실 공간은 휠체어사용자

가 사용하기 충분하다. 문 입구의 턱이 없어 출입이 편

하다 등 다양한 사용성평가에 응답을 주었다. 결과 으

로 정리하면 1차평균 92 , 2차평균 94.5 으로 2차사

용성평가에서 1차보다 평균 2.5 높은 평가 수를 얻

었다. 이는 장애인·고령자 그룹에서 일반 그룹 보다 만

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한 반 으로

평균 90 로 사용자들의 평가조사가 되었다. 44개의

평가문항 평균 이상의 수 로 6개 문항(Q1,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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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Q10, Q11, Q19)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유로

는 디자인의 우수한 부분과 CUD의 한 조화가 사

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균

보다 조한70 의 수도 3개문항(Q31, Q37, Q39)에서

나타냈다. 이는 샤워기 헤드의 높이가 부 한 곳에

치하여 사용성에 있어 낮은 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Ⅴ. 결 

욕실은 더 이상 생 이거나 생리 상만 해결하

는 공간이 아닌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환경으

로써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세계

으로 고령사회를 비해야하는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아이부터 고령

자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각각특성이 다른 사용자에

게그 상황에맞춰 응할 수있는방안으로욕실의 모

듈별 디자인 랫폼을 제안하 다. 기본 원칙과 개념을

다양한 사용자들을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심으

로 하여 3가지 유니버설 컨셉을 도출하 다. 신체 제

약을 한 Reachable 욕실 시스템 그리고 직 인 인

지가 가능한 Recognizable 욕실 시스템(컬러를 용한

인지) 마지막으로 사용 간 오류를 최소화하는 Reliable

욕실 시스템(IOT기술과의 연계) 이 3가지의 컨셉 항목

에 맞추어 세면 , 변기, 샤워기 욕실의 주요 구성품에

용하도록 하 다. 모듈별 랫폼 디자인 과정으로는

스 치, 모델링, Soft Mock-up제작, 디자인설계, 시제

품제작을 진행하 다. 넷째, 시제품 제작을 1:1로 설치

하여 유니버설 기반의 평가시트(5 척도)를 기 으로

일반인 10명을 상으로 1차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

다. 이어서사회 약자인휠체어사용자 그룹, 시각장애

인 그룹, 청각장애인 그룹, 지체장애인 그룹, 비장인 그

룹의 5개 그룹(총 12명)으로 나 어 2차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 다. 이에 따른 결과로는 1, 2차 평균 90 로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이는 기존의 욕실에서 보다 개

선되었으며 진보된 제품의 평가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새로

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듈별 디자인 랫폼 개발

로 주거공간에서 욕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보다

안 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조성 건강한 삶의 질 향

상으로 이어지리라 단한다. 향후 이러한 모듈 시스템

들이 욕실내에서만 머무르지 않으며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주거 공간에서도 지속 으로 연구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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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차 사용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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