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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ging friendly guideline aging friendly outdoor exercise

environment in Universal design aspect. The aim for this guideline is to suggest a creative method to cope

with forthcoming aging society and meet the various demands of all park users. Documentary survey and

field survey were used to extract notion of universal design and aging friendly design; based from the

extracted notions three types of exercise environment were suggested, Small scale, Medium scale and Large

scale.

The significant of this guideline is as fallow: First, negative aspects of aging friendly design can be

eliminated by adopting universal design; therefore the guideline can have social integration aspect. Second,

reflected needs of residents can be suggested on the guideline; and it was extracted from documentary

survey, PPP UD checklist and field survey. Third, classifying universal design and aging friendly design in

one guideline can enhance ability to manage various composition of population. Fourth, by studying young

child and old people’s likeness and parallel resemblance, design guideline for forthcoming aging society can be

suggested. Fifth, from three developed exercise environments, the guideline can be applied into different

conditions of location. Sixth, canopy type design model can be very useful for ol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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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연구되었습
니다(2010-8-1105).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늘어난 여가시간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상

황을 볼 때, 노인비율과 늘어난 여가시간 활용이라는 측면

은 운동 환경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변화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새로

운 해석과 방향을 모색하게 한다. 기존의 공원의 고유한

기능인, 휴식 및 사회적 교류의 기능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요소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고령친화 운동환

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목적이다. 본 가이드라

인 개발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공

원에 대한 이해인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원의 주목적

은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발될 가이드라인이 운동환

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공원을 고령친화적인 운동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탐색하는 것이지, 공원이 지니는 고

유한 기능 즉 휴식, 교류 및 접촉, 심리적 안정제공과 같

은 본래의 기능을 훼손시켜 단순히 운동공간으로 탈바꿈

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 공원의 기능을 유지

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고 건강에 대한 공원 이용자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

1.2 문제제기 및 관점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기존공원에 단순히 운동

기능을 포함하는 측면에서의 지침서가 아니라 시대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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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고령친화-유니버설 디자인’ 

관계설정이 부적절)

(가이드라인의 

내용적 범위)

(가이드라인개발의 

궁극적 목적)

그림 2. ‘고령친화-유니버설디자인’ 관계설정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범위와 목적 개념도

* Type1A는 어린이전용, Type3B는 노인전용에 가까우며, 그 중간에 세대교류가 어

느 정도 이루어질지를 예제로 나타낸 것임. 

그림 1. 공원이용자 특성에 따른 시설 분포유형

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다양한 기능을 운동측면

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운동환경의 대

상으로 운동기구나 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만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공원의 구성요소와 시설 전체를 다루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고령친화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접목한 이유는 진정

한 의미의 고령친화는 고령자만을 배려한다는 배타적 개

념이 아니라 타 세대와의 통합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약자

인 고령자를 배려하자는 사회통합적 개념에 있음을 유념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분포에 따라 탄력적인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분포를 고려한 운

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림

1>과 같이 공원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이용하므로 시설이

나 환경에 대한 요구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고령친화

의 개념이 ‘노인만을 위한’이 아니라 ‘노인을 배려한’이라

고 해석할 경우, 결국 ‘고령친화’의 개념은 유니버설 디자

인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변화하는 사회와 다원화된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디자인 도구로 인식되

고 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미래사회를 위한 디자인’

으로 사회통합과 시대적 요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디자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

요소를 별도로 추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 사회가 고령화

에 시급히 대비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고령친화가 가지는 노인지향성을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느 정도 희석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의 실질적

효용가치가 높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고령친화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유니비설디자인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단지 유

니버설디자인으로 운동환경을 개발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

가 있는가? 다시 말해, 고령친화이면서 유니버설디자인 개

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념인가 아니면, 고령친화이거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인

가! 본 연구의 고령친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고령친화’와 ‘유니버설디자인’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가 기존의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차별화를

가지는 이유는 <그림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령친화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즉, 어

린이, 노인 전용 및 세대교류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으로 ‘고령친화’를 설명하기는 용이

하나, 노인전용의 범주에 가까운 ‘고령친화’로 ‘유니버설디

자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관

점이다. 이에 따라 <그림 2>의 (a) 또는 (b)와 같이 ‘고령

친화’는 ‘유니버설디자인’과 동일 위계의 개념이 아니라,

(c) 또는 (d)와 같이 ‘고령친화’를 ‘유니버설디자인’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적 범위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고령친화’를 모두 포함하지만(c), 본 가이드라인

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니버설디자인과 고령친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부분(d)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공원조성 가이드라인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추출하

고, 다시 고령친화적 요소를 선별함으로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별과정 자체가 고령친화

형 유니버설 공원 디자인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유

니버설디자인’항목과 ‘고령친화’ 디자인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3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세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개발되었다.

첫째, 8종의 학술자료와 7종의 법령자료를 통해 운동환

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서울

시 소재 공원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관찰 및 요구조사

(2010년 08월-2주간 실시)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항목을

포함시켰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Nakagawa의 PPP

DA (Design assurance) 10원리를 활용하여 체크한 평가

결과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가이드라인 항목을

추출하였다.

셋째, 야외 운동환경 시설물의 국외 선진사례 15종과

문헌고찰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을 비교하

여, ‘고령친화 디자인’의 개념항목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개념항목을 토대로 앞서 선정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가이드라인 항목 중에서 고령친화적인 항목을 선정하고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고령친화 야외운동환경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칭한다.

넷째, 규모(구성요소)에 따라 분류된 운동환경 유형별로

앞서 추출된 고령친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항목

을 정리하였다.

이상의 개발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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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원칙 및 부칙 가이드라인 항목

1

공평한 

사용에 

대한배려

1.평등한 사용           2.차별감 배제

3.선택권 제공           4.폭넓은 호감도

5.불안배제와 안심확보 

2

사용에 

있어서의 

유연성 확보

6.사용법의 자유         7.주로 쓰는 손의 수용

8.정밀도에 대한 관용    9.작업속도의자유도 

10.사용환경에 대한 허용도

3

간단하고 

명쾌한 

사용법 추구

11.복잡함 배제          12.직감과 일치

13.언어에 의존치 않는 이해 

14.간단한 조작으로 유도

15.조작에 대한 실마리와 화답 

16.오감정보에 대한 배려와 활용

4

모든 감각에 

대한 정보성 

배려

17.정보전달의 중복과 확보 

18.인지수단의 선택과 가능성

19.사용을 위한 정보의 정리 

20.파악하기 쉬운 사용상의 구조

21.보조 수단의 허용

5

사고 방지와 

오작동에 

대한 수용

22.사고를 방지하는 기본 구조와 구성 

23.위험요소의 격리     24.사고예방   

25.경고 시스템 마련    26.사고발생시 안전확보

27.현상복귀 수단

28.모든 안전성에 대한 배려

6
신체적 

부담경감

29.쾌적한 사용을 위한 자세 

30.적당한 힘으로 제어

31.무의미한 반복 동작 배제 

32.신체부하량의 경감

33.감각 기관의 보호

7

사용하기 

용이한 

사용 공간

34.인지의 확보          35.사용위치의 확보

36.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대응 

37.보조·개조의 여지    

38.점유면적의 부담 경감 

8
내구성과 

경제성 배려

39.사용 내구성 배려      40.적정한 가치

41.제조경비에 대한 배려 

42.지속사용에 따른 경제성

43.지속사용에 대한 안심제공 

9
품질과 

심미성 배려

44.미관상의 일반성       45.실용미와 기능미

46.치우치지 않는 품질감각 

47.소재의 특성을 살린 가공과 제조

48.안정감 있는 사용

10
보건과 

환경배려

49.위생과 청결          50.인체에 무해

51.자연환경에 무해      52.재활용·재사용 추진

53.병용에 의한 위험 억제 

54.사용상의 자원절약, 에너지 절약

55.환경문제나 공해 회복 

표 2. PPP DA원리 및 가이드라인 55항목

학술
자료
(8종)

법령․
지침서
(7종)

PPP UD 
원리 적용
평가 결과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

⇩ ⇩ ⇩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 추출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항목 추출

➡ ‘고령친화
디자인‘ 개념
항목 추출

➡ ‘고령친화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
운동환경 이용자 
관찰 /요구조사 

결과

운동환경 유형화
운동환경 요소분류

그림 3.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세스

2. 가이드라인 개발의 단계별 근거 자료

2.1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증

진을 위한 야외 운동공간을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의 야외

운동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공원과 같은 공간내

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공원의 디자인 맥락속에서

운동공간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

혹은 공원에 준하는 공간적 범위를 통해 다양한 실태와

요구사항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PPP조사

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운동공간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공

원전체에 대해 수행함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운동환경이라

는 개념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외 8개의 학술자료와 5개의 지침서를 문헌고찰하고 건축

법과 편의증진법에 대한 법령자료를 참고하였다. 사례조사

를 포함하여 공원과 관련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일차적 근거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주요내용
근거자료

유니
버설

고령
친화

조사
자료

① 서울시 공원의 20개 지점 시설 및 환경      
   이용자 관찰조사

◯ ◯
② 서울시 공원의 20개 지점 시설 및 환경 
   이용자 요구조사 ◯ ◯

문
헌
자
료

학
술
자
료

①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아일랜드 발리문 
   주거단지 포함) ◯ ◯
② Global age friendly cities Guide(WHO) - ●

③ People Place ◯ ●

④ 고령친화형 공원조성 가이드라인(경기개발원) ◯ ●

⑤ SWEAT-Training anual20v12(하버드대학교) - ◯
⑥ 공원의 유니버셜 디자인 매뉴얼 사람과 
   자연에 친화적인 공원을 지향하여 ● -

⑦ Aging for older adult (WHO) - ●

⑧ 사람에게 따뜻한 공원 만들기(친환경공원조성) ◯ ◯

법
령․
지
첨
서

①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경기도) ◯ ◯
② 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 지침 ◯ ◯
③ 한국주택공사 조경설계 지침 ◯ ◯
④ 한국토지공사 조경설계 지침 ◯ ◯
⑤ 건축법(노유자 시설) - ●

⑥ 편의증진법 - ●

⑦ 조경업체 설계 지침 ◯ ◯
● : 주요내용, ○ : 부분적 내용포함, -:관계없음

표 1.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의 근거자료

2.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은 1950년대 무장애디자인 개념에서 출

발하여 현재는 장애인, 노인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넘어 다양한 능력과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디

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연

구자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이론이 전개되어 왔으며, 그 일

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onald L. Mace에 의해 최초로 4가지의 UD원리가 제

시되었으며, 여기에는 ① 기능적 지원이 높은 디자인 ②

수용 가능한 디자인 ③ 접근 가능한 디자인④ 안전을 지

향하는 디자인. 이후 B. R. Connell외 9인에 의하여 7가지

원리가 제시되었고 원리는 ①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② 사용상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③ 간단하고 직관

적인 사용(Simple and Intuitive), ④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Perceptible Information), ⑤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⑥ 적은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⑦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국내에서도 박정아, 이연숙에 의하여 5가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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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조사
이용자

요구 조사

PPP UD 평가

일반공원 노인용공원

일시
2011년 

8/2~8/15

2011년 

8/2~8/15

2011년 

9/16~9/28

2011년 

3/23~3/30

조사

기관

Y대학교 

조사원 15인

Y대학교 

조사원 15인

PPP UD 평가 

전문업체

PPP UD 평가 

전문업체

조사

대상지

한강변, 지천변, 

근린공원, 

쌈지공원 20개 

지점

한강변, 지천변, 

근린공원, 

쌈지공원 20개 

지점

한강변 공원

쌈지공원

성북구 월곡 

2동 ‘어르신 

건강마당’

조사

방식

관찰

체크리스트
설문지

PPP UD

체크리스트

PPP UD

체크리스트

조사 내용

AM 06~PM 

22시까지 30분 

단위로 

이용자수, 성별, 

연령대, 

동행인수

체크

운동기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특성, 

운동기구 

선호도, 

환경개선 

요구를 조사

PPP UD 

104항목을 

통해 

평가항목을 

추출하고, 이를 

현장에서 사용 

및 체험하면서 

평가

PPP UD 

104항목을 통해 

평가항목을 

추출하고, 이를 

현장에서 사용 

및 체험하면서 

평가

조사결과

물
60일치 데이터 1733 설문부수 보고서 보고서

표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에 활용된 평가조사의 개요

가 제안되었는데, ① 기능적 지원성, ② 수용성, ③ 커뮤니

케이션의 효율성, ④ 쾌적성, ⑤ 접근성으로 분류되어 있

다. 이외에도 Beautiful Universal Design이라는 24개의

단어 첫 자를 이용하여 UD의 성격과 미래방향을 제시한

이연숙의 996이론1)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 원리 및 이를 활용한

평가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

해 운동기구 운동공간, 공원환경을 체크하여 운동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추출하고자 하여, 첫째 유니버

설디자인 평가의 정량화에 유용하고, 둘째 제품뿐만 아니

라 보다 복잡한 환경까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

하다고 판단되는 Nakagawa(2004)에 의해 소개된 PPP

(Product Performance Program)의 DA(Design Assurance)

원칙 및 USS(User Scene Sequence)법을 활용하였다.

PPP(Product Performance Program) DA(Design Assurance)

원칙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상과 기술로 개발된 디자인 평

가 시스템으로, B. R. Connell외 9인의 7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앞의 <표 2>에서 보이듯이 3개의 부칙이 추가된 10

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지며 5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USS(User Scene Sequence)법은 사용장면(Scene)

과 사용절차 및 흐름(Sequence)을 통해 경험하고, 이때 느

낀 차이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보다 리얼리티가 있는 평가

방법으로, 공원과 같은 환경을 평가함에 있어 구성되는 각

공간별로 사용장면, 절차, 흐름을 설정할 수 있어 체계적

으로 평가하는데 용이하다.2)

이러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서울시 소재 공원 중 하천

변(한강변, 홍제천, 양재천), 근린공원(백련공원, 대치유수

지 체육공원), 쌈지공원(서대문구 궁말공원, 궁뜰공원, 강

1) 이연숙 (2005). 유니버설디자인 pp38-47에 996이론에 대한 설명

및 앞서 논한 4가지 원리, 7가지 원리, 5가지원리에 대해 구체

적인 설명이 이루어 있다.

2) 안창헌, 이연숙, 구나은(2010), UD관점에서 본 야외 생활체육환

경 평가체크리스트 개발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추계학술발

표대회 논문집

남구 샘터공원, 버드나무 공원)과 성북구 노인전용 운동기

구가 설치된 ‘어르신 건강마당’을 대상으로 운동환경의 실

태조사를 실시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이 단계에서 형성된 분류는 본 연구

에서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의 기본적 분류의 틀로 활용되

었다.

2.3 고령친화 디자인 개념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

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각각의 고유한 성격의 요소들을

인정하되 이를 개별적으로 두지 않고 성격이 다른 요소들

과 조합시키는 복합의 개념이며, 둘째는 하나의 요소를 특

정 성격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성격(속성)을 융해시

키는 융합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원조성에 있어서는 공원내에 어린이전용공

간과 노인전용공간을 함께 두는 것은 복합의 방식이며, 공

원전체를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융

합의 방식이며, 운동기구 개발에 있어서는 어린이용 운동

기구와 노인용 운동기구를 각각 개발하여 함께 두는 것이

복합의 개념이며,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개발하는 것이 융합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복합과 융합 모두 장단점이 있다. 복합의 경우 이질적

인 두 성격으로 인해 차별화와 경계가 생기고, 심할 경우

불협화음으로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초기의 복합의도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융합의 경우 각각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에 있어 혼란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

으며, 융합된 각각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독

립된 각각의 기능보다 낮은 수준의 기능을 제공할 소지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공원과 같은 야외 운동환경이라

는 점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용의

효율을 고려하여 융합의 방식에 기본을 두고 고령자를 더

욱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고

령친화라는 단어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이슈로서 ‘노인만을 배려한다’는 배타적 개념이 아

니라 타 세대와의 통합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

인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과 결과적으로 맥락

을 같이한다.

즉, 앞서 추출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항목

중 ‘고령친화’적인 항목을 추출함으로서 일반인의 사용이

고려되면서도, 노인이 사용하기에 더욱 편한 야외 운동환

경을 위해 ‘고령친화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

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불리

는 만큼 그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항목을 추출함에 있어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많을 것이며,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접근방법의 하

나로서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을 활용하여 ‘고령

친화‘ 평가항목을 추출하는 방법을 시험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이는 본 장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으나,

두 대상이 유사성을 가질 경우는 모두를 고려한다는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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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설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상사성을 가지는

경우가 ‘고령친화‘적인 것을 반영한다는 논리로서, 이를 통

해 모호함에 대한 명확성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고령친화’에 대한 이해

를 돕고자 노화를 살펴보는 단계를 거쳤다. 이를 통해 노

화와 이로 인한 기능쇠퇴를 보완하는 디자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신경주․장상옥(2004) ; 윤형준

(2010) ; 임귀동(2007) ; 한종식(2009) ; 김기웅(2003) ; 김

봉숙(1987) ; 나항진(2002) ; 배나래(2006)의 연구내용 중

이러한 이해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노년기의 여가는 다음의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위한

휴식의 시간도 아니고 단순히 남는 시간도 아니며,

평소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건상관리를 하여 보람되

고 활기차게 노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

명하여 노인 여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에 도움을 줌.

❏ 지역사회환경 접근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거주지 환경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요인이 됨.

❏ 노화단계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신체부위는

눈, 다리, 귀, 머리, 심장, 위로 나타남.

❏ 노화에 의해 이동성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잡는 힘

이 약화되며, 체력과 시력, 청력, 촉감 등이 저하됨.

이에 따른 부엌의 디자인에서는 움직임을 최소화시

키는 평면 계획이 필요하며, 융통성, 적용성, 안정성,

편리성이 충족되어야 함.

❏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의 관점에

서 기존의 노화관련 이론을 정리하여 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움.

❏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이론을 통하여, 나이

가 들어감에 따라 우선성이 높은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이나 목표를 선택하여 그와 관련된 기술을 풍부

하게 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전신/기술적 측면에서

부족함을 보상한다는 것으로 노화로 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년기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

는지를 설명

❏ 노인 개인의 목표와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요구와 욕

망, 성공적인 노화를 제공

❏ 노화로 인한 고령자 특성에 의한 운동기기에 요구되

는 항목은 신체적 측면(관절에 무리가 없는 운동,

스트레칭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 상체 및 하체의 반

복 운동으로 근력을 향상, 지구력을 지속시키거나

향상), 심리적 측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요소 첨

가, 의욕 및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 및 기능

첨가, 심리적 안절감을 위해 안정성에 유의)으로 설

명됨.

❏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요소는 신체 기능의 허약

화, 골절이 쉬우며 팔/주먹/다리의 힘이 약해짐, 근/

골격계에 통증이 심해짐, 관절염은 노인에게 가장

흔함, 신체 관절의 운동 범위가 좁아짐, 시각 능력의

저하로 정보전달에 장애, 기억력 및 학습 능력 저하,

반복적인 행동 증가로 반복 운동이 가능한 동작, 칼

로리 증가, 감각능력 감퇴 등이 있음.

❏ 나이가 들수록 안구의 변화로 파란색계통의 식별이

어려워지므로 파란색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음.

사인물의 글씨크기도 커야겠지만 배경과 글씨의 대

조도를 높여야 하며, 바닥의 높이가 달라지는 곳은

색상의 대조도를 높여 쉽게 구분되도록 해야 함.

❏ 노인생활공간은 부족한 운동능력을 보완해주고 사고

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

❏ 노인을 위한 제품이나 환경에서 모서리 및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되는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하

고, 시·청각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야 함.

또한, 몸상태를 운동 전·후 체크하여 흥미를 유발토

록 함.

❏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 중

에는 자아 존중감과 활동적 심리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흡연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운동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족이 있는 노인이 혼

자 사는 노인보다 운동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내용 등을 통해 노화를 이해하고, 다음으로는

‘고령친화’적인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항목 평

가기준은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을 통해 추출하였

다.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은 어린이와 노인은 각

기 다른 신체적 특성을 지니지만 생애주기를 통해 들여다

보면 그들의 행태적 특성에 유사점과 상사점을 동시에 드

러낸다는 주장이다.3) 따라서 노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 어

린이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림

4>는 이연숙(2011)이 제시한 ‘어린이와 노인의 생애주기별

직립 기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4)

그림 4. 어린이와 노인의 생애주기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성은 어린이와 노인에게도 모두

적합한 디자인이므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해당되며, 어린이

와 노인의 상사성은 각 집단별 특성을 강조하므로 노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출하면 ‘고령친화’적인 디자인 항목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그림 5>와 같다.

3)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에 대한 주장은 이론으로 체계화

되진 않았지만, 이연숙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국내

외 학술발표대회에서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4) 개발자의 승인없이 사용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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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과

유니버설․고령친화의 관계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 원리에 기초하여 ‘고령

친화’ 평가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 및 운동시설

과 노인의 운동 및 놀이시설의 국내외 사례의 비교를 통

해 유사·상사성을 분석하였다.

사례는 영국의 Sci-Tek Rhoderham (Magna Science

Museum), 덴마크의 Odense Zoo playground, 미국의

Rocket Park (Grand Juction), Robertson Park

(Community Park Playground), Millstone Creek Park

(Westerville)의 5개 어린이용 놀이/운동시설 및 글로벌

놀이시설 브랜드인 Landscape Structures Inc.과 Play &

Park Structures의 어린이용 놀이/운동기구 합 10개, 성북

구 내 운동시설인 어르신 건강마당 및 이에 설치된 운동

기구, 올림픽공원에 설치된 LAPPSET사의 노인용 놀이/

운동기구 합 10개 등 국내외에서 우수시설물로 선정되거

나, 신문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해 소개된 어린이용, 노인용

의 놀이/운동 시설 및 기구위주로 채택되었다.

또한, 이러한 비교분석은 본 연구에 참여한 건축, 주거

환경 박사학위 소지자 및 놀이기구, 운동기구 전문가 6명

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앞

서 추출된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항목의 추출과정 설명 후, 먼저

각 사례를 보고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에 한정하

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그룹 토의를 하여 유사성과 상사성에 관련된 항목을 추출

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

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A : 유사성

(유니버설 

디자인)

A1.자연친화적 요소의 도입

A2.편안한 감각적 요소 도입

A3.안전한 재료와 환경

A4.신체특성고려

A5.충분하고 여유로운 크기

A6.점진적 변화

A7.직관적 사용 및 인식성 높은 인터페이스

A8.접지성과 접근성 향상

B : 상사성

(고령친화)

B1.개인의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

B2.강한 자극 금지

B3.노인의 취약성을 보호해줌(심리적 지원)

B4.시각적 아름다움과 흥미요소 부여

B5.단순하고 일정한 사용법

B6.프라이버시/영역성 부여

B7.자발적인 사회활동 및 교류유도

B8.무장애 공간

B9.건강유지와 휴식기능 강화

B10.원색보다는 편안한 색상계획

표 4.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

3.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체계화

3.1 운동환경의 유형화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운동환

경을 규모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원전체를 운동(건강증진)의 공간으로 재해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단위인 소규모 공간과 운

동장을 포함하는 중규모 공간, 그리고 특정 건축물을 포함하

는 대규모 공간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유형화하였으며, 상기한

공간규모별 운동환경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대규모 운동공간은 공원내에 특정 기능의 건축물(공원

내 부대시설물 개념이 아님)이 포함된 사례로서 국내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추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

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내용 소규모(운동단위) 중규모(공원단위) 대규모(주거단위)

시설
운동기구군

+편익시설

소규모 + 필드

(보행로 포함)

소규모 혹은 중규모 

+건축물

사례

한강 이촌지구 홍제천 제안(예시)

운동

환경 

유형

의

위계

표 5. 공간규모별 운동환경 유형

본 연구에서 개발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방대한 일차

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을 유니버설 디자인 → 고령친화

디자인의 순으로 추출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의 중심이 되는 PPP UD 원리를

적용한 실제 사례조사는 운동기구가 설치된 서울시 운동

환경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진행되었고, 개

선요구도 및 이용실태조사 또한 상기한 3가지 운동환경

규모에 따라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또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개별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운동환경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는 운동기구와 이를 지원하는 편의시설을

포함하는 운동기구 중심 공간단위이다. 둘째, 중규모는 소

규모에 포함된 범위에 더하여 운동장(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족구장, 배구장 등)으로서 필드(field)를 제공하는

공간단위이다. 그리고 최근 늘어난 걷기와 달리기, 그리고

사이클 등의 용도로 활용되므로, 보행로와 이에 준하는 공

간은 중규모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대규모

는 운동기구 중심의 공간단위(소규모), 혹은 필드중심 공

간단위(중규모)에 건축물5)이 포함됨으로서 실내와의 연관

성을 지니는 운동환경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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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기

호
공원구성요소 및 분류

계

획

일

반

(T)

배치계획, 경관계획, 동선계획, 규모계획, 

관리계획
T

소

규

모

(S)

주

요

소

운동기구(배치프로그램 포함) S1

편의시설(벤치, 파고라, 음수대, 

쓰레기통, 화장실,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우체통, 키오스크, 

가로등, 자전거 보관함, 시계, 

온습도계, 맨홀, 집수정, 배전함)

S2

차양시설(천막 포함) S3

주차시설(자전거보관함 제외) S4

바닥(배수, 포장 포함) S5

부

요

소

안내판 및 사인 S6

보안 및 관리(CCTV 포함) S7

중

규

모

(M)

주

요

소

보행로(출입구, 산책로, 계단, 

경사로, 점자, 볼라드, 자전거 도로 

포함)

M1

운동장(구기 종목) M2

공원 프로그램 시설(테마시설물) M3

부

요

소

담장(울타리, 옹벽 포함) M4

식재 M5

휴게시설(수공간 포함) M6

부대시설(안내센터, 매점, 

관리사무실 등)
M7

대

규

모

(L)

주

요

소

독립형 L1

캐노피형(전이공간) L2
부

요

소 실내운동공간 L3

계획일반은 모든 규모에 있어 고려되어야하는 배치계획, 경관계획, 동선계획, 규모계획,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S), 중규모(M), 대규모(L)은 모두 주요소와 부요소 두 파트로 나누었다. 위의 항목들은 실제 계획에서 쉽

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호화되었다. 즉, 소규모 운동환경의 경우는 기호로 T+S1~S7, 중규모의 경우는

T+S1~S7+M1~M7, 대규모의 경우는 T+S1~S7+M1~M7+L1~L3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의 분류들을 정리하여 공

원별 요소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요소의 분류

5) 여기서의 건축물이란 수직적 벽과 천장을 포함한 것으로, 운동

기구나 편익시설 상부 차양막이나 천막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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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가이드라인 내용(예시)
유니버설 고령친화 표기

기호근거 정도 근거 정도

주
요
소

운동
기구군
(S1)

재활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집단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U01 ○ B3 ●
고

U08 ○ B6 ○

신체적 취약자를 포함한 다

양한 사람들이 부담없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한다.

U01 ● B1 ●

고유U02 ○ B3 ◎

B7 ○

고가도로, 교량, 공사로부터

의 공해, 분진,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입지를 선정한다.

U07 ◎ B3 ○

유U10 ● B4 ○

B9 ○

편의
시설
(S2)

노인들이 개인 또는 그룹으

로 대화하고 어울릴 수 있도

록 벤치 규격과 배치를 고려

한다.

U01 ○ B3 ◎

고유
U02 ● B7 ●

비상전화는 노인들이 이용

하기 쉽게 버튼이 크고 색상

으로 구분되며, 야간사용을 

위한 조명을 제공한다.

U01 ◎ B1 ●

고유U03 ● B3 ●

U04 ○ B5 ○

U06 ○

부
요
소

배수/마
운딩

평탄한 산책로와 난이도가 

있는 경사도 등으로 복합적

으로 마운딩한다.

U01 ◎ B1 ◎

유
U02 ● B3 ○

마운딩은 기존 지형에 순응

하거나 보존한다.

U08 ○
유

U10 ●

안내판 
/사인

노인을 위해 아이콘 등의 픽

토그램 사용을 권장하고 글

자는 충분히 크게 한다.

U01 ◎ B1 ●

고유U03 ● B3 ●

B5 ○

보안 
/관리

노인들의 낙상사고 시 신속

한 응급조치를 위해 CCTV

를 설치한다.

U05 ● B1 ◎

유고B3 ●

B9 ○

● : 매우확실, ◎ : 확실, ○ : 관계있음

표 7. 요소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의 분류화 작업

(소규모의 예시)

3.2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요소 분류

일차적으로 추출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을 검토한

결과 방대한 범위의 요소가 추출되었다. 편의시설의 종류

만 하더라도 벤치, 파골라, 배전함, 시계, 온도계, 휴지통,

자전거보관함, 자동판매기, 음수전, 가판대, 가로등, 볼라드

등 20여종에 달했다. 이러한 공원 디자인 요소를 규모에

따른 운동환경 3유형(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에 따라 분류

하여 체계화하여 정리하였다.

3.3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의 분류 및 표기

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 제시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거나 모호할 경우, 실제 디자인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방대한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리작업과 축소작업이 중요한 과정중 하나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분류작업은 추출된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단

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자료와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추출된 항목중에서

야외 운동환경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고, 중복되

지 않도록 정리하였다(1차). 정리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

목에 대해 앞서 설정된 유니버설 10원리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 항목만을 선별하였다(2차). 선별된 유니버설 디자

인 가이드라인 중에서 앞서 설정된 고령친화 평가기준에

따라 3차적으로 고령친화 항목을 선별하였다(3차).

하나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다수의 평가기준에 중복될

경우, 어떻게 분류할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평

가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3단계[매우 확실(●), 확실(◎),

관계있음(○)]로 표기하였다. 최종 분류된 가이드라인 항

목은 앞서 본 연구에 참여한 건축, 주거환경 박사학위 소

지자 및 놀이기구, 운동기구 전문가 6명에 의해 분류를 최

종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타당성을 가지고자 하였다. 앞의

<표 7>은 가이드라인 항목의 분류의 근거(평가기준)와 일

치의 정도를 보여주는 예이다.

표기기호는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하였다. 평

가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매우확실(●)이 최소한 1개 이

상 있을 경우에만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유, 고령
친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고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유니

버설 디자인과 고령친화 디자인 중 충족정도에 따라 표기

기호를 유고, 고유처럼 달리하여 표기하였다. 즉 고령친화

보다 유니버설 디자인 평가기준을 보다 충족시킬 경우에

는 유고로, 반대의 경우에는 고유로 표기하였다. 충족정도

는 확실성의 위계에 따라 판단하였다. 즉 매우확실(●) >

확실(◎) > 관계있음(○)의 순으로 검토하여 우선하는 것

을 기준으로 하였다. 모든 확실성에서 정확히 일치할 경우

에는 재검토하여 우열을 가지도록 했다.

4.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4.1 디자인 일반

본 연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일반 및 소규

모·중규모·대규모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4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별로 각각의 해당내용만을 제시하였

다. 즉, 대규모의 경우는 대규모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

내용만이 아니라, 앞의 단계인 디자인 일반 및 소규모·중

규모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

여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디자인 일반은 야외 운동환경 디자인을 위한 가장 보편

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니버

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10원리와 노화이론을 운동환경과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 원

리에 의해 추출된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를 정리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R&D 과제의 수행연구결과나 선진 국내외 사례

에서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부분도 포함하고, 본 야외 운

동환경 조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면서 강조되거나 지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함으로서, 디자

인 일반은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야외

운동환경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함

축적인 의미로 인식되는 단계이다.

4.2 소규모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소규모 야외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중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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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분류)

디자인 가이드라인
표기
기호

주
요
소

운동
기구군

노인전용 운동기구는 몸에 무리가 적은 신체균형 및 
유연성 중심의 운동기구 제공.

고
재활운동기구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함 고
환경-시설-기구를 각각의 개별 요소로 떨어뜨려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디자인함

유고
기억자극 및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기구도 포
함시킴

고
의도적 운동을 기피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
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효과를 유발하게 함

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동공간에 맞는 
충분한 간격의 운동기구 설치를 유지 유
운동공간의 바닥 특히, 추락위험이 있는 시설 주변 바
닥에는 충격을 흡수․ 완화하는 바닥재료 사용 유
같은 운동시설을 저강도와 고강도로 구분하여 설치하
거나 강도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 유
노인들의 신체적 부담 및 운동기능을 고려하여 장기
적인 운동효과를 줄 수 있고, 부담감 없이 자기페이스 
조절이 가능한 운동기구를 구비

고유

사용자에게 맞는 높낮이, 폭, 무게 등의 사이즈 조절 
기능 필요 유
운동기구 사용법과 효과, 순서에 대한 알기 쉬운 사용
법과 주의사항 안내 필요 유

편의
시설

비상전화는 버튼이 크고 색상으로 구분되며, 자동화된 
긴급연락처 다이얼링과 작동법, 그리고 이용하기 쉽
고, 야간사용을 위한 조명을 제공

유고

노인의 이용을 위해 공원입구, 화장실, 매점 가까이에 
휴게시설을 제공

고유
노인들이 카드놀이나 게임을 하는 공간을 제공하며, 
게임 테이블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과 그늘진 곳 
양쪽에 배치하여 선택가능하게 함

고유

노인들이 개인 또는 그룹으로 대화하고 어울릴 수 있
도록 벤치 규격과 배치를 고려함

고유
벤치 뒤에는 벽이나 식재를 하여 안전감을 높임 고유
음수전은 휠체어의 바퀴가 배수구에 빠지지 않고, 다
양한 신장의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등이 쓰기에 편리
해야하고 위험한 소재를 피해야 함

고유

음수전은 방향성에 제한이 없는 형태를 적용하여 다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모서리는 사
용자의 안전을 위해 둥글게 처리함

고유

음수대의 모든 손잡이는  한손으로 조작이 가능하도
록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설치함

고유
주차
시설

노인들을 위한 별도 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을 확보함. 고

부
요
소

배수
/마운

딩

평탄한 산책로와 난이도가 있는 경사도 등으로 복합
적으로 마운딩하되, 최대경사도는 10% 이내

고유
둔각, 예각으로 정리된 법면의 상단, 하단 등의 형태
는 둥글게 조정함

고유

안내판 
/사인

안내판 글자는 노인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밝은 배
경에 어두운 글자를 사용하며, 야간조명을 고려함

고유
시력저하 노인을 위해 아이콘 등의 픽토그램 사용을 
권장함

유
문자 자료의 글자 크기와 TV에 나오는 시각자료는 
노인들이 읽기에 충분히 크며,  청각자료는 이해할 정
도로 충분히 느리며, 광고와 같은 관련되지 않는 것들
이 복잡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언어자체도 복잡
하거나 낯설지 않으며, 간결하고 큰 글자를 사용함

고유

보안 
/관리

낙상사고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운동시설장 등을 비
롯한 여러 곳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함

고유

표 8. 소규모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일부)

요소
(중분류)

디자인 가이드라인
표기

기호

주

요

소

보행

공간 성격에 따라 바닥의 포장 재료나 패턴을 

달리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게 함.
고

건널목 신호등 시간은 노인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조정함.
고

공원내 보행 가능한 모든 지역에 단차가 없어야 

함.
고유

노인의 비중이 많은 보행로에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손잡이를 여러 군데 설치함.
고유

공원 출입구는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버

스 정류장 가까이에 위치시키고 횡단보도 제공.
고

산책로는 가능하면 순환형으로 만들어서 노인들

의 길찾기에 용이하도록 함.
고유

운

동

장

운동장 가까이의 안전한 탈의실 및 주차장을 설

치함.
고유

협동심과 팀 운동을 위한 기구와 구기종목을 확

충함.
고유

다양한 활동을 위한 게이트볼, 파크골프장을 설

치함.
고유

부

요

소

담장

옹벽

옹벽 등에는 담쟁이덩굴 등을 식재하여 입면 녹

화를 권장함.
고유

울타리는 투시형을 원clr으로 하며, 생울타리와 

병행하여 자연미를 강조함.
고유

부대

시설

/화

장실

화장실은 공원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하며, 모든 손잡이는  한손으로 조작이 가

능하도록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설

치함.

고유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지 말고,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내습성 재질

로 마감함.

유

이동식 화장실은 이용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개방적인 공

간에 설치함.

유

공중화장실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

하되, 눈에 잘 띄도록 높은 곳에 위치하고, 

CCTV로 감시 중이라는 사인을 부착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킴

고유

표 9. 중규모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일부)

대규모의 운동환경 디자인에도 포함되어야 하며, 소규모

운동환경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일부)은 <표

8>과 같다.

소규모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운동기구에 대한 내용과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20여종의 편의시설 중에서 특히 벤치와 음수전

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안내판과 사인에 관한 내용도 노

인들의 쇠퇴된 시지각 능력쇠퇴를 고려하여 비교적 많은

항목이 추출되었다.

4.3 중규모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중규모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앞 단계의 소규

모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구기종목 및 운

동장의 디자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운동환

경 디자인에 참조된다.

중규모에 해당되는 내용만으로 정리된 디자인 가이드라

인의 내용(일부)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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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살펴보면, 운동장보다는 보행과 관련된 내용

이 많음을 볼 수 있다. 걷기와 달리기, 사이클과 같은 유

산소 운동을 위한 보행로가 운동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운동환경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부요소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이

특히 많다.

4.4 대규모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대규모 운동환경을 디자인할 경우에

는 앞서 제시한 소규모 및 중규모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모두 참조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건축물은 공원내 관리소

나 상점과 같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운동 혹은 거주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독립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대규모 운동환

경 조성 가이드라인의 내용(일부)은 <표 10>과 같다.

요소
(중분류)

디자인 가이드라인
표기

기호

주

요

소

노출

형

배드민턴장, 농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퍼팅그

린, 게이트볼장, 족구장, 탁구장, 야구장 등, 단

지별 최소 1개소 이상 계획하며 2종 이상의 스

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멀티공간으로 구성

고유

캐노

피형

노인들이 실내․외 환경을 빠르게 접촉할 수 있

는 툇마루, 캐노피, 마당과 같은 전이공간을 도

입

고유

툇마루, 캐노피 공간은 노인들의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함
고유

툇마루, 캐노피는 노인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권장함
고유

툇마루는 걷기, 빨래 널기, 고추 말리기, 담소나

누기, 누워서 휴식하기 등의 행위를 고려한 구

조와 재료사용

고유

캐노피 공간은 기후에 관계없이 스포츠활동, 체

력단련, 취미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고유

캐노피 공간은 일사조절 및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가변형을 권장함
고유

부

요

소

캐노

피

건물에서 캐노피로 이동하는 미닫이문은 가벼

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 제거
고유

건물

노인들이 선호하는 행위중의 하나인 자연환경 

조망을 위해 전면 창을 충분히 확보함
고유

옥외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 보행인구가 많은 

곳에는 안전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를 지양함.
고유

표 10. 대규모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일부)

대규모 운동형에서 캐노피형, 즉 기존건물과 연계된 툇

마루와 같은 반외부공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캐노피공간은 노인들의 쇠퇴된 신체능력과 특성을 감안할

경우, 매우 효과적인 운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

내의 장점과 실외의 장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안

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캐노피형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여가시설,

초등학교 등과 연계되어 설치되고, 지붕이나 벽과 같은 주

요 구조체를 가변형으로 계획할 경우,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의 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발전될 가

능성이 높다. 아울러 외기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운동

기구와 이용자의 제약에서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도 장점중의 하나이다. 캐노피를 도입한 국외선진 사례도

최근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표로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추출된

결과를 토대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과 고령친화 개념을

적용하여 운동환경 유형인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제시

하였다. 개발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지니는 의미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라는 부정적 측면인 ‘노인지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사회통합

적 의미를 지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PPP UD 체크리스트를 통한

현장조사와 이용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을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고령친화 가이드

라인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운동장의 이용자 구성 비

율을 고려한 탄력적 가이드라인 적용이 가능해졌다.

넷째, 어린이와 노인의 유사·상사성을 통해 고령친화적

항목을 별도로 추출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압축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다섯째, 환경유형 즉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장소와 입지특성을 고려한 탄력

적 가이드라인 적용이 가능해졌다.

여섯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의 운동을 촉진시키

는데 있어 효율적인 캐노피 유형이라는 새로운 대안의 가

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캐노피 타입의 디자인 모델은 내

부와 외부의 장점과 노인의 신체쇠퇴와 행태특성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지속적인 모델개발이 기

대된다.

5.2 제언

개발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운동환경이 고려된 공원조

성을 위한 디자인 지침서로 개발되었으며, 운동환경 디자

인 측면, 유니버설디자인측면, 고령친화적인 디자인 측면

을 단계별로, 그리고 공간의 규모별로 고려하여, 가능한

공간유형과 유니버설 및 고령친화의 개념을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러나, ‘고령친화’라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이

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추출하는 평가기준

을 제안함에 있어,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해 폭 넓은 환경

의 다양한 요소에 많은 부분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더욱 객관화 시키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자는 추후의 연구에서 이를 포함해 친환경 디자

인 가이드라인을 추가시키고, Murtha and Lee의 사용자

혜택이론(UBC: User Benefit Criteria)을 통해 디자인 평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고령친화형 운동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 이연숙・안창헌・이동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2, No. 4  2012. 08 57

투고(접수)일자: 2012년 2월 9일

수정일자: (1차) 2012년 6월 25일

(2차) 2012년 7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11일

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또한 포함시켜 운동환경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이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고령친화 디자인 못지않게 친환경에 대한 이슈

또한 현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며, 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디자인 이전에 제시되는 지침서라면, 디자인 이후

에 대한 평가부분이 포함되어 하나로 될 때 더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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