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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barrier-free design which makes safe and convenient space for 

every pedestrian, not only the non-disabled but also the disab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ata on the pavement materials of barrier-free pedestrian environment in view of universal design. In order to 

this, the research is focused on evaluating the visual preference and preference factors for pavement scenery, 

which can be changed by pavement materials. And this research is also comparing the visual preference and 

preference factors of the disabled with that of the non-disabled. A multi-regression analysis method is adopted to 

analys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isual preference for pavement scenery and preference factors in this study.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visual preference for the pavement 

material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Secondly,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ing on preference are 

similar between two groups. Thirdly,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riority of preference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field of barrier-free desig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maximize the human being'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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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목

최근 환경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친환경  

주거단지의 개발에 많은 심이 모아지고 있고, 다양한 설

계기법이 용된 주거단지들이 건설되고 있다. 친환경  

주거단지의 외부 공간 요소들을 보면 주로 단지 내 우수활

용과 수순환 체계 조성 차원에서 투수성 포장  녹지 확

충과 같은 계획 요소가 증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보

도 포장에 있어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요

소들은 생태  활용차원과 시각  만족에 기반을 두고 있

으며 이용 편의성에 한 고려는 부족하다.

그러한 표 인 사례가 보행자도로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 공동주택단지 내 보행자 용도로 조성은 보차분리를 기

본으로 보도주변 녹지조성과 보도의 곡선  형태, 투수성 

포장 등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이용과 만족도가 일반 으

로 높다. 그러나 기존에 조성된 친환경 공동주택 단지 에

서, 일부 재료로 포장된 보행자 용도로가 유모차나 장애

인, 노약자의 보행불편을 일으킨다는 민원으로 인해 포장

이 교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1)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친환경  주거단지 개

발이 환경  지속성의 차원에서만 근되고 있고, 이용의 

편의나 사회  가치를 반 하는 것과 같은 사회  지속성 

차원의 개념들이 반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  약

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용하지 않고 단

순히 환경  지속성 차원의 물리  계획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의 목 은 무장애

(Barrier Free) 보행환경을 한 기  자료를 구축하는 것

이다. 이를 해 보행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행도로 포장

재료에 한 선호도를 비교, 분석하고 재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 보행도로의 재료를 이용의 편의 

차원에서 재검토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보도

1) 서울시 신도림 림아 트는 보행약자들의 산책로 근  

이용의 불편함이 문제로 제기되어 모든 산책로를 마사토 포

장에서 보도블럭 포장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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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과정 

포장재료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환경  지속성뿐만 아니

라 무장애 디자인을 고려한 보행환경 설계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범   방법

일반 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노약자, 아동, 임

산부와 같은 사회  약자 는 도시약자를 한 디자인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을 고려한 보행도로의 요구조건

으로 보도폭, 경사도, 바닥마감, 경계부 처리, 보행 장애물 

등에 한 고려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도

로의 포장재료 부분에 연구의 범 를 한정하고 포장재료와 

편의성의 계에 해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해 최근 

친환경성을 강조한 바닥포장재료와 기존에 사용빈도가 높

은 재료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 두 그룹의 바닥포

장 재료에 한 인식 차이와 선호도 차이를 조사하 다. 그

리고 각 그룹의 선호도에 가장 많이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선호되고 편리한 보

행환경을 만들기 한 보행도로 포장의 설계조건을 도출하

고자 하 다. 연구의 반 인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2.1 보행도로 포장재료의 선정 

기존에 보편 으로 사용되는 보행도로 포장재료는 시멘

트블럭, 토블럭과 같은 블럭류이나 최근 친환경 주거단

지에서는 투수성과 심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료를 사용

하고 있다. 보도포장에 많이 쓰이고 있는 포장 재료를 재료

별로 분류하고 재료 특성이 유사한 재료를 제외한 후 최종 

10개의 포장 재료를 선정하 다. 최종 선정된 재료로는 고

무, 토블럭, 시멘트블럭, 자연석+잔디, 화강석+잔디, 잔디

블럭, 마사토, 칼라아스팔트, 자갈시멘트, 목재이다. 선정된 

사진은 이미지수정 로그램인 Adobe사의 Photoshop 

v.7.0을 사용하여 사진을 수정하고 경 평가 실험을 하

다. 사진 수정 시 주변 환경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 바닥포장재료 외의 부분은 동일한 조건으로 구성하여 

외생변수를 통제하 다. 경 평가실험에 사용된 사진은  

표 1과 같다. 사용된 보도 포장 재료의 사진은 동일한 시야

각을 확보한 상태에서 촬 하 다.

(1) 고 무 (2) 토블럭

(3) 시멘트블럭 (4) 자연석+잔디

(5) 화강석+잔디 (6) 잔디블럭

(7) 마사토 (8) 칼라아스팔트

(9) 자갈시멘트 (10) 목재

표 1. 경 평가실험에 사용 된 10가지 바닥포장재료  

2.2 경 형용사 선정

경  형용사는 Feimer의 경 평가 형용사 목록(임승빈, 

1991)과 기존의 련연구(김 , 2004 : 주신하와 임승빈, 

2003) 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한 장애인을 고려한 

보도포장의 요구조건을 토 로 총 13가지를 선정하 다. 

13가지 경  형용사를 어의구별 척도화 하여, 이를 7단계 

리커트 척도로 만들어 설문지를 작성하 다. 경 형용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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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장애인 합 계

성 별
남 성 22 23 45

68
여 성 17 6 23

연 령

20~29세 25 7 32

68

30~39세 10 9 19

40~49세 3 8 11

50~59세 - 2 2

60~69세 1 3 4

보조기구

지팡이 - 3

29 29목발 - 5

휠체어 - 21

보조기구

사용연한

1~5년 - 6

29 29

6~10년 - 9

11~15년 - 9

15~20년 - 2

21년 이상 - 3

표 3. 피조사자 인구통계학  분포

재료의 느낌을 설명하는 형용사와 재료의 물성이나 시각  

특성을 표 하는 형용사로 구성하 고 13번 경 형용사가 

최종선호도임을 인지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3

개의 경 형용사는 표 2와 같다. 

번호 경 형용사 (7  리커트 척도)

1 통 인 인

2 자연 인 인공 인

3 따뜻한 차가운

4 단조로운 복잡한

5 질서 있는 질서 없는

6 보기 좋은 보기 싫은

7 바닥이 단단한 바닥이 무른

8 바닥에 틈이 없는 바닥에 틈이 있는

9 바닥이 평평한 바닥이 울퉁불퉁한

10 미끄럽지 않은 미끄러운

11 안 한 험한

12 이동이 쉬운 이동이 어려운

13 좋아하는 싫어하는

표 2. 7  리커트 척도의 경 형용사

2.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05년 11월과 2007년 4월에 걸쳐 2차에 걸

쳐 진행되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두 그룹으로 나 어 

설문을 진행하 다. 장애인의 경우, 고양시 장애인복지

에 재활치료 온 사람들과 장애인 인터넷 까페를 통한 인터

넷 설문으로 진행하 고 휠체어나 기타 보조기구를 사용하

며 설문조사를 인지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하 다. 비

장애인의 경우는 서울  환경 학원 학생과 건축, 조경 계

획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를 심으로 조사하 다.2) 최종 

2) 개인  특성이 경 선호나 평가에 미치는 향 유무 여부는 

서로 상충되는 결과들이 기존 연구사례에서 입증되었다. 건

축, 조경 등 환경계획 련 문가들이 경 미에 한 평가에

서 일반인과 다르다는 연구도 있으나 본 연구는 경 미 평가

에 이 맞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피설문자의 모집단 차이

가 연구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하 다. 이와 

련해서 이 경(1994)의 연구 참조.

유효표본수는 68부이며 장애인 29부, 비장애인 39부로 구

성되었고 피조사자의 인구통계학  분포는 표 3과 같다.

비장애인 피조사자가 장애인 피조사자 보다 10명 정도 

많으며 비장애인의 경우 성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장애인

의 경우 남성응답자가 여성응답자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성차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단되며,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다수이며 보조기구 이용연한도 6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설

문에 큰 오류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2.4 분석방법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Microsoft Excel과 SPSS for 

Window Ver.12.0.을 사용하 다. Cronbach's Alpha값을 

통해 독립변수의 신뢰도를 검정하고, 두 그룹간의 선호도 

평균값을 비교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두 그룹 간 선호도

(종속변수)에 향을 끼치는 평가항목(독립변수)을 구하는 

회귀식을 도출하 다.

  3. 문헌고찰

3.1 이론  고찰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어린이로부터 성인,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환경의 창조

를 추구하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사고나 부상 등으로 일시  장애를 가지고 있

는 사람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용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념

 특성을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박 재 외(2005)에서는 근성, 안 성, 식별성으로 분류

하고 있었고, 문수  외(2004)에서는 이동의 용이성, 생활

의 편리성, 생활의 안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신동

근 외(2001)에서는 근성, 편리성, 안 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각각의 논문에서 제시하는 분류 항목들은 선택한 어

휘들은 다르나 비슷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 이 에서 박

재 외(2005)3)를 살펴보면, 근성은 인간의 기본권인 근

성의 보장, 장벽 혹은 장애의 제거를 뜻하고, 안 성은 인

간의 기본 인 욕구인 외부환경으로부터 안 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며, 식별성은 환경인지의 불안감과 방향상실감

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모두를 한 무장애 환경을 창출

하기 하여, 이러한 개념  특성들을 일반 이고 보편

인 건축의 기본개념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3.2  선행연구 동향

재까지 노인, 장애인의 보행환경에 한 연구는 주로 

도시계획  건축계획의 시설기 에 련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고 구체 인 주요 설계항목이나 기 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물리  계획기 에 

3) 박 재, 성기창(2005), "공동주택단지 옥외공간의 장애인 편

의시설 실태분석에 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1

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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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일정 수 까지 진행되어 왔으나 직 인 용 

 활용단계에 있는 재료  이용행태연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하미경, 제해성(1997)은 주요 시설별(주거용, 상업용, 업

무용, 공공시설, 교통시설)건물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의 

용성을 검토하고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

구는 주로 장애인의 외부 근성  내부 이동성 측면에 

을 맞추어 주요 시설을 평가하 다. 신동근, 안건

(2001)은 도시맥락  차원에서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향

을 편리성, 안 성, 근성으로 보고 장애인에게 불편한 보

행공간의 항목을 보도와 도로횡단 련으로 한정하여 연구

하 다. 이 연구에서는 보도폭, 보도의 기울기, 연석처리, 

보도굴곡  요철, 횡단방식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하 으

며 도시 내 장애인의 이동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 다. 

문수 , 황은경(2004)은 국내 공동주택 단지 내 유니버

설 디자인의 도입을 고려하여 일본과 한국의 련법규(장

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한 법률 / 친환

경건축물 인증제도)를 검토하고 디자인 항목의 분석  향

후 용에 하여 고찰하 다. 김 (2004)은 포장 재료에 

한 환경심리  특성을 악한 연구로서, 12종류의 포장 

재료를 경 형용사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 연구는 공

간의 특성에 맞는 재료 선택을 하고 바닥경 을 조성하는

데 주요 목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박 재, 성기창(2005)은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의 장애

인 편의시설을 근성, 안 성, 식별성의 차원에서 분석하

고 보행로, 주차장, 주출입구, 출입문, 승강기 등의 설치기

을 제시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 기존 연구들의 특징은 주로 장

애인 보행환경의 일반 인 계획기  고찰에 머물러 있으며 

연구의 주요 방향은 건물내부  건물과 외부공간과의 

계에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행도로에 한 연구로는 김 (2001)이 보행자 용

도로의 이용자 경 만족의 요인을 분석하 고 경 의 만족

도가 높은 경 은 식생이 다양하고, 녹음이 풍부하며, 주변

이 자연 이며 깨끗한 경 이며 이를 통해 보행자 용도

로를 구성하는 녹음, 식생, 포장, 경 , 폭, 휴식시설 등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제시하고 있다.

바닥포장재에 한 연구로는 김 (2004)의 연구에서 

12종류의 포장 재료에 따른 심리  특성을 평가하 고 

상지의 심리  특성을 합리 으로 표 해낼 수 있는 포장 

재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보행도로에 한 연구와 바닥포장재에 한 기존 연구

는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  들어 증가하고 있

으나 바닥포장재료의 이용 편의성과 련된 연구는 아직 

기단계라 볼 수 있다. 

  4. 보행도로 포장재료 선호요인

4.1 독립변수 신뢰도 검증

보도 포장 재료의 특성을 평가하는 측정항목 즉, 독립변

수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12개의 독립변수 신뢰도를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일반 으로 Cronbach's alpha 계수값이 0.6 이상이면 신

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1차 으로 독립변수 신뢰도 

값을 측정한 결과 0.712의 신뢰도를 보 다. 외부 보도포장 

재료의 특성이 일반 으로 ‘단단한’ 재료임을 볼 때 독립변

수의 타당성을 높이기 해 '단단한'을 제외하고 신뢰도를 

재검증하 다.

‘단단한’을 제외하고 신뢰도 재검정시, 알 계수 평균값

이 0.712에서 0.838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최

종 회귀분석 단계에서는 독립변수 '단단한'을 제외하고 회

귀식을 구하 다. 회귀식 검정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포

장 재료에 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해 T-test를 하

고 이를 토 로 두 그룹의 포장 재료별 선호도 평균값을 

비교 검토하 다.

4.2 장애인 그룹의 회귀분석 결과

Model R R Square
Adj 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935(a) .874 .858 .375768

2 .990(b) .981 .976 .155766

a Predictors: (Constant), 이동이 쉬운

b Predictors: (Constant), 이동이 쉬운, 보기좋은

c Dependent  Variable : 좋아하는

표 4. 장애인 그룹 회귀모형 요약 

장애인 그룹의 선호도 평가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보행도로재료 선호도에 가장 향을 끼치는 요소는 '

이동이 쉬운'과 ‘보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로에서

의 이동의 용이성이 장애인들에게는 제일 요하고 그 다

음으로 ‘보기 좋은’이 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회귀식은 Y=-0.841+0.581X1+0.504X2 (Y= 좋아하는, 

X1=이동이 쉬운, X2=보기좋은)로 도출되었고 회귀식 기울

기  상수 모두 0.05이하이므로 유의미하며 회귀식의 설

명력은 R
2= 0.981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

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800 .412  1.941 .088

이동이쉬운 .748 .101 .935 7.439 .000

2

(Constant) -.841 .312  -2.697 .031

이동이쉬운 .581 .049 .726 11.746 .000

보기좋은 .504 .080 .389 6.289 .000

a Dependent Variable: 좋아하는

표 5. 장애인 그룹 회귀모형 계수값 

4.3 비장애인 그룹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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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904(a) .817 .795 .477443

2 .983(b) .967 .958 .217055

3 .992(c) .985 .977 .158411

a  Predictors: (Constant), 보기 좋은

b  Predictors: (Constant), 보기 좋은, 안 한

c  Predictors: (Constant), 보기 좋은, 안 한, 이동이 쉬운

d  Dependent  Variable : 좋아하는

표 6. 비장애인 그룹 회귀모형 요약 

비장애인 그룹 보행도로 선호도에 가장 향을 끼치는 

요소는 ‘보기좋은’, ‘안 한’, ‘이동이 쉬운’ 것으로 볼 수 있

다. 도로의 바닥경 이 비장애인들에게는 선호도 선정에 

있어 제일 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회귀식은 Y=-1.522+0.675X1+1.193X2-0.470X3 ( Y= 좋

아하는, X1=보기좋은, X2=안 한, X3=이동이 쉬운)로 도

출되었고 회귀식 기울기  상수 모두 0.05이하이므로 유

의미하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R
2= 0.985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M o

del

 U n s t a n d a r d i z e 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454 .794  -.572 .583

보기좋은 1.047 .175 .904 5.984 .000

2

(Constant) -1.702 .424  -4.018 .005

보기좋은 .844 .087 .729 9.660 .000

안 한 .542 .096 .425 5.631 .001

3

(Constant) -1.522 .316  -4.812 .003

보기좋은 .675 .090 .583 7.516 .000

안 한 1.193 .253 .935 4.705 .003

이동쉬운 -.470 .176 -.488 -2.672 .037

a  Dependent Variable: 좋아하는

표 7. 비장애인 그룹 회귀모형 계수값 

4.4 그룹간 선호도 차이에 향을 미치는 요소 비교

보행자도로 선호도에 향을 끼치는 요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장애인에게는 이동의 

용이성이 제일 요하 고 비장애인에게는 경 우수성(보

기 좋음)이 가장 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비장애인도 

안 함과 이동편리성을 2차 인 요인이지만 장애인과 마

찬가지로 요하게 여기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선호도에 향을 끼치는 요소는 

비슷하나 우선 순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포장재료의 특성  그룹간 선호도 차이 

5.1 포장 재료에 한 두 그룹간 선호도 비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포장 재료에 한 

선호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진행하

다. 이를 검증하기 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포장 재료

에 한 선호도 차이를 각 재료별로 T-test를 통해 검증하

다. 최종 선호도 차이에 있어서 5% 유의수  하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재료는 자연석+잔디, 화

강석+잔디, 잔디블럭, 칼라아스팔트이다. 이 4개의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최종 선호도 평가에 있어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그룹 간 차이는 

포장 재료별 선호도 평균값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표 8 

를 보면 T검정에서 확인된 4개의 재료는 선호순 에서 장

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장재료
장애인 비장애인

평균 순 평균 순

1 고 무 5.07 (1) 4.77 (4)

2 토블럭 3.69 (6) 4.36 (5)

3 시멘트블럭 3.35 (7) 3.10 (8)

4 자연석+잔디 2.90 (8) 5.03 (3)

5 화강석+잔디 2.21 (10) 3.44 (7)

6 잔디블럭 4.21 (4) 5.59 (2)

7 마사토 4.14 (5) 4.28 (6)

8 칼라아스팔트 4.31 (3) 3.05 (9)

9 자갈시멘트 2.48 (9) 2.85 (10)

10 목재 5.03 (2) 5.64 (1)

표 8. 포장 재료별 선호도 평균값

한 선호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반 으로 비장애

인들의 선호도 평가가 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

었는데 이것은 재 쓰이고 있는 바닥포장재가 장애인들에

게 반 으로 불편을 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

10개 포장재  목재는 두 그룹 모두 선호도가 높게 나

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고무, 목재, 칼라아스팔트, 

마사토 등 재료 자체에 틈이 없거나 평탄한 재료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재

료는 목재에 이어 잔디블럭, 자연석+잔디, 고무 등 재료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경우 

선호하는 포장 재료의 특성이 비장애인보다 일 되나 비장

애인의 경우 선호하는 재료의 경향이 하나로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두 그룹간의 평균값에 있어서 조 인 재료는 칼라아

스팔트와 자연석+잔디로 칼라아스팔트의 경우 장애인들에

게는 선호되는 반면, 비장애인들에게는 선호되지 않았고 

자연석+잔디의 경우는 비장애인들에게 선호되는 반면, 장

애인들에게는 선호되지 않아 두 그룹 간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T-test를 통해 나타난 두 그룹

간의 차이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자갈시멘트는 두 그룹 

모두에게 다른 재료에 비해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5.2 평가를 통한 포장 재료의 특성 악

다음으로 각 포장 재료에 한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통

해 재료의 표 인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평균값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가값을 종합하여 산출한 것으로 독

립변수별 평균값의 최고값 혹은 최 값을 통해 재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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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악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재료의 특성

고무 평평한, 이동이 쉬운, 단조로운

토블럭 미끄럽지 않은

시멘트블럭 질서 있는, 차가운

자연석+잔디 보기 좋은, 틈이 있는

화강석+잔디 틈이 있는, 차가운

잔디블럭 보기좋은, 따뜻한

마사토 단조로운, 통 인

칼라아스팔트 틈이 없는,  평평한, 이동이 쉬운, 

자갈시멘트 울퉁불퉁한

목재 보기 좋은, 질서 있는

표 9. 포장재료의 특성

재료의 특성 특성별 재료의 순

통 인 마사토 - 자연석+잔디 - 목재

자연 인 목재 - 잔디블럭 - 마사토  

따뜻한 목재 - 잔디블럭 - 마사토

단조로운 마사토 - 고무 - 목재

질서 있는 목재 - 시멘트블럭 - 고무

보기 좋은 잔디블럭 - 목재 - 자연석+잔디

틈이 없는 칼라아스팔트 - 고무 - 마사토

평평한 고무 - 칼라아스팔트 - 마사토

미끄럽지 않은 토 블럭 - 고무 - 시멘트 블럭

안 한 고무 - 목재 - 잔디블럭

이동이 쉬운 고무 - 목재 - 칼라아스팔트

표 10. 특성별 재료의 순  

표 9와 표 10을 보면 각 재료별 특성을 악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보행자 도로 계획  설계 시 이를 이용하여 

도로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주거단지의 보행도로가 가지는 한계를 지

하고 보도포장 재료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포장재료에 한 선호도와 선호도에 향을 미

치는 요소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포장 재료에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선호도 차

이는 분명하며 10개의 평가 상 포장재료  자연석+잔디, 

화강석+잔디, 잔디블럭, 칼라아스팔트는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다.

둘째, 포장 재료의 선호도에 향을 끼치는 포장 재료의 

특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

나, 장애인의 경우 심미  특성보다 이동의 용이성이 요

하고 비장애인의 경우 심미  특성이 요한 요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최근 친환경 주거단지가 증하는 가운데 투수성과 심

미성 심으로 바닥포장재료가 선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포

장 재료들  일부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불편한 보행

환경을 래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주거단지내 

보도포장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이동의 용이성이 심미성, 

투수성과 함께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임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보도포장재료의 개선 방향

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첫째, 바닥포장재료 선택에 있어서 바닥경 의 우수성과 

함께 장애인, 노약자 등을 고려한 이동의 용이성과 안 성

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심미성과 이동의 용이성, 안 성을 동시에 고려한 

친환경  바닥포장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동의 편의와 

안 성을 해서는 균일한 패턴에 평탄하고, 이음새의 틈

이 규칙 이고, 틈의 면이 평탄하게 잘 채워진 재료가 좋

다. 재까지 투수성과 심미성 주로 친환경 보도 포장재

료들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동의 용이

성까지 동시에 고려한 포장재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불규칙하고 틈이 많은 재료를 사용 시에는 무장애 

디자인 측면에서 포장 재료를 이원화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를 한 보도를 별도로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행도로 포장재료의 이용편의성 증진을 

한 기 연구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비교연구라는 측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 보행자 도로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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