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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에서의 Barrier-Free 인증제도 개발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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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arried out to develop barrier-free certification program in forest trail. It is done to provide the certification system 

presented about certification organized, certification standard and indexes, evaluation method and operation plan.

  In order to develop certification program in forest trail, detailed measurement index must be developed earlier based on an 

accessbility, a stability, a preservation and a walking continuity. The suitable forest trail for weak pedestrian was investigated 

that running slope should be 1/20(5%) maximum, cross slope cannot exceed 1/50(2%) maximum and clear tread width should 

be above of minimum 90cm. In addition, the trail type is designed as a mixed trail system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loop 

and the line form and its distance should be 225~675m. 

  Finally, forest trail should be manage sustainably by having regular monitoring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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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몇몇 연구에 의해 산림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치

유 능력에 한 근거가  밝 짐에 따라 산림치유에 

한 사회  심이 증 되고, 생활권 내 녹지시설 뿐만 아

니라, 나아가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휴양시설에 한 이용 

수요도 차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재 국내 등록 장애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후천 인 장애인은 약 95.3%로 부분의 장애인이 후

천 인 장애인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연구원, 2006). 뿐만 

아니라 의학기술의 발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 한 속

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통계청, 

www.kostat.go.kr).

  하지만 산림휴양지의 경우, 지형 인 문제와 환경의 열

악함으로 인해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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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태이다. 산림의 공익  기능  산림휴양 편익

인 측면에서 보면 산림의 공익  기능과 혜택은 배타

이어서는 안되며, 수혜 상은 국민 체에 돌아가야 한다

(김재  등, 2000).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휴양시설의 경우 

재까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보행약자에게 있어서 그 

근과 이용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등산이 주목 인 우리나라의 숲이용 행태는 육체

으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보행 약자의 경우, 숲 이

용에 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신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고립된 사고를 갖

게 하여 보행장애의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로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보다 다

양한 삶의 혜택을 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

우 요한 사회  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숲길에 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연탐방로를 

상으로 동선의 형태와 탐방시간, 탐방 로그램  시설물

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국립공원 리공단, 1999), 이

재(2000)에 의해 개인의 연령  운동능력에 따른 건강

증진용 동선설계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 련하

여 김철 과 김기원(2003)은 이동장애인의 운동능력과 

근성을 고려한 산림욕로의 계획  설계기 에 한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

성을 고려한 건축물이나 공원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까지 산림을 상으로 보행약자의 근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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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약자들이 이용가능한 숲길에 해 

인증제도의 개발  시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용가능

한 숲길에 한 사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산림공간으

로 유도함으로써 산림복지의 상을 확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한 숲길의 인증을 통하여 보행약자 뿐만 아니

라 모든 사람들이 인증된 숲길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숲길의 의미
  우리나라의 ‘숲길’은 로부터 마을주민들의 생활 속에

서 자연발생 으로 생겨났거나, 산의 정상을 오르거나 능

선부를 이동할 목 으로 산악인 는 등산객에 의하여 조

성되어 왔으며, 이를 다수 국민들은 일반 으로 ‘등산로’

라고 통칭하고 있다(산림청, 2004). 하지만 ‘등산로’ 라는 

명칭은 산을 오르는 행 에 비 을 둔 표 으로 정상정복

형 등산문화의 결과로서 자연친화 인 의미를 포함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 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1994년 제정한 등산로․유원지쓰 기통설치․
리규정에서 ‘등산로’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자연공원내의 지역  도시공원법 제3조제3호에 

의한 도시자연공원내의 지역으로서 산책길로 이용되는 길 

는 그 주변 지역(야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고 정

의한 바 있다. 하지만 숲길의 의미는 단순히 길의 역할만 

강조한 등산로와 달리 “인간이 숲의 역사와 문화, 자연자

원 등을 이용하거나 숲을 통해 지역 간의 이동을 하기 

하여 오랜 기간 사용함으로써 자연발생 으로 발생한 사

람의 통행로 는 인공 으로 만든 사람의 통행로”를 의미

한다(산림청, 2004).

2. 인증의 개념
  인증(認證)의 사  의미는 “문서나 행 가 정당한 

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해 증명”(민 서림, 1997)하는 

것이다. American Society of Association Excutives(1992)는 인

증제도를 “지식의 특정 형태 혹은 지식의 일부분에 한 

우월성을 결정하기 한 개인의 검증  평가 차”로 정

의하 으며, Honer and Rome(2001)는 인증이란 “기업, 상

품, 진행(process), 서비스, 는 리체계가 특정 요구조건

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고 모니터하여 성문화(成文化)된 

보증을 제공하는 자발 인 차”라 하 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시행지침(2006)에서는  인증

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  장애

인 등이 개별시설물․ 구역․ 도시를 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증명하는 과정”이라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숲길 인증은 숲길의 상태, 서비스, 리시

스템 등의 특정기 에 부합하는 숲길에 하여 평가 차

를 거쳐 이용객들에게 사  정보를 제공하는 차라고 말

할 수 있다. 

3. Barrier-Free의 개념과 Barrier-Free 인증제도
  Barrier-Free는 1974년 국제연합(UN) 장애인생활환경 문

가회의에 의한 ｢배리어 리 디자인｣, ｢장벽 없는 건축  

설계｣ 보고서에서 사용된 것이 시 라고 되어 있다(유니버

셜디자인연구회, 200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의 제2조(정의)에 의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

부 뿐만 아니라 일시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구역․ 도시

를 근 ․ 이용 ․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

의증진보장에 한법률｣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기술되어 있는 편의시설 설치기  외에 여러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각각의 상을 평가토록 하고 있다. Barrier-Free 

인증제도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 하

고 있으며, 각 부에서 2년을 주기로 교 하여 업무를 담당

한다. 인증 상은 도시  개별시설물로 분류되며, 개별시

설물은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공원  건축물로 구분

된다. 그 외에는 인증제도 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

다. 재 Barrier-Free 인증제도의 공원부문에는 4개의 범주

에 44개의 평가항목이 지정되어 있다. 각 평가지표는 3단

계로 수화 하여 평가되며, 인증 상의 등 은 3개의 등

으로 평가되고 각 항목의 체 합계가 만 의 70% 미만

이거나 한 항목이라도 기 에 합하지 않은 경우 등  외

로 정된다. 

4. 숲길 BF인증제도의 필요성
  숲길 Barrier-Free인증제도(이하, 숲길 BF인증제도)는 유

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과 Barrier-Free의 개념에 부합

하는 숲길에 하여 공인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숲길 이용목 은 등산을 주목 으로 하는 

정상정복형이 부분으로 이제까지의 숲길은 부분 양  

성장에 치우쳐져 있었다. 이러한 양  확충에 치 한 결과 

나타난 문제 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림휴양의 수요

에 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경제발

과 더불어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문화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건강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

림휴양에 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 수평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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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최근 보 ·확산됨에 따라 걷는 길에 한 사회  

요구와 심 한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부분

의 휴양시설은 보행약자를 배제한 상태로 계획·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보행약자들의 산림에 한 근

성은 배제되어 왔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한법률｣에서 

근권이라 명시되어 있는 이동권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

닌 사람이 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근할 수 있는 권리”라 정의되어 있다. 

  한편 ｢산림문화․휴양에 한법률｣에서는 국민에게 쾌 하

고 안 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약자에 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숲길 BF인증제도는 보행약자에게 양질의 숲길 환경

과 숲길에 한 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

주며, 리자에게는 숲길의 조성  리․ 운  지침에 

한 기 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 실을 감안하면 인증

제도의 개발  도입에 많은 어려움과 회의 인 시각이 있

을 수 있으나, 보행약자의 숲에 한 근권을 보장하고 

이용을 증 시키기 해 인증제도를 구체 으로 계획하여 

단계 으로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사회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범   방법

1. 연구범위 
  이동장애인의 범 와 련하여, 김철 과 김기원(2003)

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 정기 과 함께 의  장

애인의 개념을 포함해 이동장애인의 범 와 종류를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유아, 노약자, 유모차 동반 등

으로 분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 를 휠체어 

등의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보행약자로 한정하 으며, 

간병인의 도움 등에 따른 변수는 제외하 다. 이는 다양한 

장애유형  보행에 직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의 수

가 체 유형의 50% 이상이고(김상운 등, 2009), 후천 인 

장애원인  노인성 장애의 발생측면에서 이러한 장애의 

비율이 다른 장애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숲길 련 선행연구 사례와 국내외 

장애인 련 시설규정  법규를 상으로 문헌조사를 실

시하 다. 먼  숲길 BF인증제도와 련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증제의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해 재 국토

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Barrier- 

Free 인증제도를 조사하여 인증기   조직, 평가  모

니터링 방법에 해 악하 다. 한 표  휠체어 규격을 

고려하여 보행장애인의 숲길 내 동작특성을 악하고, 보

행장애인이 숲길을 이용함에 있어 한 종·횡단경사, 유

효폭, 노선 형태와 길이 등의 설계기 을 제시하 다. 

  숲길 BF인증제도의 기   평가항목의 경우, 국내 장애

인 편의시설 설치 기 , 미국의 FSTAG(Forest Service Trail 

Accessibility Guidelines, 2006)의 설계 기 과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2000)의 련 내용, 숲길 련 

선행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숲길 BF인증제도의 평가에 필요

한 요소를 도출하여 인증제도의 기 과 평가항목을 제시

하 다. 

Ⅳ. 결과  고찰

1. 숲길 BF인증제도의 개발 방안
  숲길 BF인증제도의 시행을 해서는 인증  시행기

의 선정, 기   지표의 개발, 인증 로그램의 유지  

리를 한 재정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증제도

의 개발  운 을 총 하는 인증조직의 설립과 숲길의 지

속 인 이용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지표의 개발

이 핵심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가. 주무기관 및 인증관리조직

  숲길 BF인증제를 시행하기 해서는 우선 인증제도의 

운 과 리를 담당할 기 이나 조직이 필요하다. 산림휴

양시설의 경우 부분 국가기 이나 지자체가 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숲길의 유지 리와 인증제도의 방향성

을 유지하기 해서 앙정부기 과 장애인 련 민간단

체가 공동으로 인증제도를 운 하고 주도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한 주무기 은 인증제도의 운 과 련하여 주요 사

항을 심의하기 한 인증심의 원회를 구성하고 운 하며, 

인증제도에 한 일반 인 운 ․ 리사항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인증심의 원회는 주무기 의 담당자를 심으로 주

무기 의 추천을 받은 련 분야의 문가들로 구성해야 

하며, 이들 원회는 인증 상의 지정  취소, 인증심사

기 의 제정  개정, 인증로고의 디자인 등의 사항을 심

의하고 이 밖에 기타 인증제도의 운 에 필요한 사항을 결

정해야 한다. 

나. 인증제도의 지표 및 평가기준의 방향

  숲길에서 보행약자의 근성 향상  이동편의성 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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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개념을 충족하기 해서는 숲길의 Barrier-Free 상

황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

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표  평가기 이라 할 수 있다.

  숲길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숲길을 리하는 조직 등 다

양한 이해 계자들을 고려하여 숲길의 조성  리 방향

을 제시하고, 지표와 평가기 을 바탕으로 숲길을 정량 , 

정성 , 기술 으로 평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숲길 BF인증제도의 지표  평가

기 을 근성, 보행연속성, 안 성, 보 성 등 이상의 4가

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단되며, 각 지표에 따른 

인증기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Table 1). 

다. 숲길 BF인증제도의 평가항목

(1) 휠체어 사용자의 동작특성

  휠체어 사용자의 동작특성은 휠체어의 크기에 가장 큰 

향을 받는다. 표 휠체어 규격을 고려하면 휠체어 사용

자의 통과에 필요한 최소 노폭은 70cm 이상으로 쉽게 통

과할 수 있는 유효폭은 90cm이다. 휠체어 사용자와 비장애

인이 으로 비켜섰을 때에는 120cm이면 통과가 가능하며, 

휠체어 사용자와 비장애인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유효

폭은 150cm이다(김상운 등, 2009). RRNC(1999)에서는 장애

인을 한 야외 크리에이션 트 일(trail)의 유효노폭을 

최소 91.5cm로 규정하고 있다. 한 숲길에서 휠체어의 정

지에 필요한 공간은 70cm×120cm이고, 회 에 필요한 공간

은 90° 회 할 경우 최소한 140cm×140cm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180° 회 할 경우 140cm×170cm가 필요하다.

  한 휠체어 사용자의 근과 이동을 고려한 숲길의 경  

Fig. 1. 표  휠체어 규격

Table 1. 숲길 BF인증제의 지표  인증 기

지표 인증 기

근성이 뛰어난 숲길( 근성) 일반 으로 많은 사람들이 숲길까지의 근이 용이한가

연속 으로 이용가능한 숲길(보행연속성) 숲길 상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이용객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안 지향 인 숲길(안 성) 숲길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 사고 등의 문제를 제거하고 개선하 는가

산림환경을 고려한 숲길(보 성)
숲길의 조성  변경함에 따라 시설물의 과도한 도입으로 주변 산림환경이 훼손되지 

않았는가

사 기 은 체 으로 1/12(8.3%)~1/20(5%)를 기 으로 삼

고 있으며, 완화된 경우는 1/8(12.5%)까지를 제한하고 있으

나, 이 경우는 거리에 제한을 두거나 그에 해당하는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보건복지부, 1999). 

  Table 2는 국내외 연구에 의해 제시된 숲길의 기 을 정

리한 것이다. 특히 산림욕로의 경우 최 기 을 경사 1/8, 

연장거리 3m 이하로 하고 1/12의 경우 연장거리 20m를 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하다. 한 경사 1/12 이상의 구

간은 운동부하를 고려하여 체 트 일의 30% 이상일 수 

없으며, 경사 1/8은 보행 장애인이 이동하기 한 최 경

사이고 이 경사보다 강화된 기 은 용할 수 있으나, 1/8

보다 하거나 연장거리가 3m보다 길어서는 안된다(김철

과 김기원, 2003). FSTAG(2000)에 의하면 종단경사 1/20

까지의 숲길 경사는 거리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보

행약자가 스스로 이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숲길 BF인증제도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약자가 스

스로 이용하기 합한 숲길은 종단경사 1/20(5%) 이하, 횡

단경사 1/50(2%) 이하, 최소유효폭은 90cm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2) 보행약자를 고려한 노선 형태

  산림욕의 합한 시간은 사람마다 신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략 30~60분이다(이 재, 2001). 이를 고려해

볼 때, 보행약자를 배려한 노선의 형식은 왕복로 형식과 

회유로 형식을 용하여 보행시작 30분의 지 에서는 되

돌아 올 수 있는 형식으로 계획하여 신체 으로 무리가 갈 

경우를 비하고, 그 후의 형식은 보다 자연과 을 늘

릴 수 있으면서 지루함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김

철 과 김기원, 2003).  

  한 지나치게 짧은 거리는 자연 찰의 만족감, 자연체

험의 기 감에 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탐방로 노선

방정식(국립공원 리공단, 1999)을 이용하여 보행약자의 

정 이동거리를 산출해 보았다. 이러한 노선방정식은 일

반인이 산림내에서 이동하고, 주변 찰  휴식에 한 

노선의 거리 산출식으로 일반인의 경사지 평균보행속도인 

0.6~0.7m/sec를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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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자연 찰로 길이, Ut: 이용시간(분)

  하지만 일반인과 달리 경사지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 평균 0.4m/sec의 속도(교통연구원, 1994)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약 3/5 정도의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식에

서 상수 25는 찰자의 속도와 계있는 상수이므로 25의 

3/5을 용한 노선거리 산출식을 유추하여 보행약자를 고

려한 숲길의 노선방정식을 도출하 다.

    

L: 자연 찰로 길이, Ut: 이용시간(분)

  따라서 산림욕에서 보행약자에게 알맞은 운동부하를  

수 있는 이동시간인 30~60분을 숲길의 노선방정식에 입

하면 숲길의 형태와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약 225~675m의 거리가 추정된다.

  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요약해 보면, 보행약자를 배

려한 숲길의 정 노폭은 150cm이며, 최소 81.5cm 이상이

어야 한다. 특히 숲길의 노면 장애물은 5cm를 넘지 않도록 

리해야 한다. 한 숲길의 최 경사는 1/8(12.5%)를 넘지 

않아야 하며, 경사 완화기  1/12(8.3%)의 경우 연장거리 

2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 경사 1/12 이상의 구간은 

운동부하를 고려하여 체 트 일의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숲길의 계획  조성시 보행약자의 

정 이용시간과 거리를 고려하여 왕복로 형식과 회유로 형

식을 용하여 계획해야 한다.  

  

  출처

경사 노폭(cm)

숲길 장애물 
기

강화

기
완화기

기

(최소)

휠체어

+보행인

휠체어

+휠체어

강병근(1998) 1/12
1/8

(1.0m이하)
120 150 164

김철  등(2003) 1/12
1/8

(3.0m이하)

보건복지부(1999) 1/18 1/12~1/8
120

(90)
150

유리화 등(2009) 1/20
150

(120)
180 2cm 이하

한국장애인 재활 회 

부설 재활연구소(1998)
1/12 1/20 120

ADA(2000) 1/16 1/12~1/14

FSTAG(2006) 1/20
1/8

(3.0m이하)

91.5

(81.5)
152.5 5cm 이하

RRNC(1999) 1/12 1/20
1/8

(3.0m이하)

91.5

(81.5)
152.5

제시안 1/20 1/8 90 120 150 5cm 이하

Table 2. 국내외 장애인을 고려한 숲길의 경사  노폭 기 에 한 연구결과  제시안

(3) 숲길 BF인증제도의 평가항목

  보행약자들이 숲길을 안 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기 해

서는 장애인 용주차구역, 숲길까지 근로 등의 시설물과 

숲길에서의 보행  이동에 필요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

다. 따라서 숲길 BF인증제의 시행을 해서는 보행약자의 

동작특성과 동선을 고려한 숲길의 평가항목과 기 이 마

련되어야 한다. Table 3은 보행약자의 동작특성에 따른 인

증제 평가기 을 나타낸 것으로 앞으로 문가 그룹을 

심으로 계 분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체계 으로 작

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요도와 가 치에 따

라 배 기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평가 방법

  평가의 방법에는 양 인 방법과 질 인 방법이 있다. 양

인 방법은 설정된 기   지표에 한 수를 부여하여 

종합 수로 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질 인 방법은 인

증평가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수행된 행동에 한 요성

을 평가하는 것이다(환경부, 2002). 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BF인증제도의 경우, 양 인 방법을 택하여 

각 평가항목에 따른 수를 부여하고 이들의 합계 수를 

계산하여 등 을 부여하고 있다.

  한 인증신청을 받은 구역을 상으로 해당항목  한 

항목이라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한법

률 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 을 만

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 을 정하지 않으며, 심사기

의 만 을 기 으로 3개의 등 으로 나 어 인증등 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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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길의 경우 산세가 험하고 리 감독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양 인 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단의 장 평

가를 병행해야 한다. 한 수시로 숲길의 상태를 악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나 해당지역 시민단체 등의 모니터링  비

정기  평가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 결  론

  숲길 Barrier-Free 인증제도는 숲길의 신규 계획이나 노선

변경 시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보행약자들에게 숲에 보

다 가까이 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장치의 하나로 

보행약자들에게 산림에 보다 쉽게 근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재 미국과 일본 등의 Barrier-Free 선진국에

서는 보행약자의 근성을 고려한 숲길의 계획  설계 가

이드라인 이 마련되어 있으며, 여러 제도  장치들에 의해 

보행약자들의 근성을 보장받고 있다.

  차 산림욕이나 산림치유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산림욕을 하기 한 숲길에 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숲길 BF인증제도는 숲길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산림환

경을 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객들에게는 근성이 

뛰어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을 제공하며, 리자에

범주 동작 특성 평가기

장애인

주차시설

근 장애인 용주차구역의 정 주차면수 확보

승하차 장애인 주차면의 정 면  확보

이동 보행  이동에 한 안  구역 확보  안내 유도 표시

숲길

근로
이동

휠체어 이용자의 통과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효폭 확보

휠체어의 이동에 필요한 종․횡단 기울기

미끄럽지 않은 재질과 빠질 험이 없는 배수덮개 시설 유무

숲길까지 근가능한 단차 

숲길

휴식 

안

숲길의 일정구간마다 일정 면  이상의 휴식공간 설치

보행  이동에 한 안  구역 확보  안내 유도 표시

이동

휠체어 이용자의 통과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효폭 확보

휠체어의 통과에 필요한 종․횡단 기울기

미끄럽지 않은 재질과 빠질 험이 없는 배수덮개 시설 유무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한 숲길의 단차 유무

보행의

연속성

보행자가 신체 으로 무리하지 않는 정수 의 숲길

숲길의 통행에 방해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유효폭 확보

보행유도의 연속성을 한 시설물이나 장애물 리

안 시설
보행 

이동

보행약자를 고려한 핸드 일의 설치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자블럭의 설치

노면 가장자리 보호 를 설치하여 휠체어  보행자의 추락 방

편의시설

정보 달
휴양시설 내에 숲길  편의시설에 한 안내  설치

숲길에 한 정보와 이용에 한 안내소 설치 

근성 편의시설까지의 이용자 근용이성

화장실

화장실 내부공간의 정 면  확보

미끄럽지 않고 안 한 바닥 마감

이용하기 편리한 정 규격의 화장실 시설물 설치

편의기구 보행약자가 이용가능한 보행보조기구의 배치

Table 3. 숲길 이용을 고려한 장애인 동작특성과 인증제 평가기 (안)

게는 효율 인 숲길의 리와 운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숲길 BF인증제도의 

개발을 해 국내에서 시행 인 Barrier-Free 인증제도와 

FSTAG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증기 의 구성, 기   

지표의 설정, 평가기 의 제시, 그리고 평가  모니터링 

방법에 하여 제안하 다. 숲길 BF인증제를 개발함에 있

어 가장 요한 것은 사회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등 다

양한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개발·운 되어야 하며, 이를 바

탕으로 인증제의 기 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용자를 고려

한 실질 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모든 사람에게 산림 치유의 공익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각각의 장애의 유형에 따른 인체치수  동작특

성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이루어지고 각종 실험을 바

탕으로 정확한 기 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

를 바탕으로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에 한 가 치 부여와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평가항목이 추가 으로 마련되어 

숲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쾌 한 산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08년도 충남 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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