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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hildren's participating behavior on the environment-improving

process of a community child center, and to develop participating technique and tools that can be appliable. For

this, a workshop, constructions, and an evaluation research were done on the premise that children participate in

process of designing a community child center.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1) A survey chart, questionaries, preference image chart, and attitude measurement chart used in this study

were easy to understand, simple, and thus found to be a useful technique and tool that could make children

participate more active and interested. (2) As children participated more on the environment-improving process of

community child centers, their demands became more diverse and specific, and their levels of satisfaction were

high. (3) The change of satisfaction level before construction and after, and consistent demands for the separation

of studying space between upper and lower graders show that children understand their physical environment

changes well, and have clear ideas on how their studying space should be co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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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충청대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

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 16조 1항 11호)로 규정하고 있

으나, 정부의 미약한 지원 및 관리 등으로 시설환경이 열

악하여 자치 공동체나 기업체 등의 지원을 통한 시설환

경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일반적으로 제한

된 인적․물적 지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 우선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요소들을 찾고, 아동이 선호하는 디자인 요

소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아동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접

근방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동교육의 질적 향상은 교육을 받는 시설환경의 개선

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시설환경개선 방향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아동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 향상은 아동들이 주도적인 입

장에서 디자인 의사결정 과정에 가능한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받을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전문

가, 시설운영자, 정부 관리자 위주의 시설물 디자인 과정

에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아동이 디자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요구를 반

영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아동이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여

원하는 디자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행위

가 흥미롭고, 작업에 대한 이해 및 조작이 용이한 기법과

도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참여태도

나 참여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기법과 도구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아동들의 참여를 전제로 아동의 참여특성을 고

려한 기법과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

시된 기법과 도구는 아동 시설물 디자인 및 환경개선의

실용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방법은 지역아동센터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의 참여디자인 기법과 도구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적절한 기법과 도구를 제시․제작하고, 지역아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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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주요내용 및 분석틀

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시된 기법의 적절성 및 도구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 분석, 공사실행과 평가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4곳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설문

지, 학습 공간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 등에 대해 아동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워크숍에서

조사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공사를 실행하며, 공사실행

후 관찰, 요구사항, 만족도, 만족한 이유 등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워크숍 및 평가에 참여한 아동은 센터의 주

된 연령인 만7～12세(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70～80%

를 차지함)로 범위를 한정하고, 만족도 평가는 5단계 리

커르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분석의 틀은 그림1과 같다.

2. 이론적 고찰

2.1 지역아동센터의 특성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의 아동을 보호하며 학습지도

및 건전한 문화 활동 등을 해오던 공부방이 1997년 11월

IMF위기를 겪으면서 아동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

어 왔으며, 2004년 4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불리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기본프로그램

(5대)으로는 ➀ 보호프로그램: 빈곤 · 방임 아동보호, 일

상생활지도, 급식, 위생지도 등 ➁ 교육프로그램: 학교생
활준비, 숙제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예체능교

육, 독서지도 등 ➂ 문화 프로그램: 공연관람,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적성 등 ➃
복지프로그램: 아동상담 및 부모상담, 가정방문, 학교와

소통하기, 돌봄과 치유 등 ⑤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각

지역협의체 연계사업, 복지단체 연계사업, 지역봉사활동,

인적․물적 자원연계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발달단계와 상황, 그리고 아동의

욕구와 수준에 맞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기존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공격성이 낮으며, 교사의 정보적 지

지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비행, 공격성의

심리사회적 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류지현,

2007; 임춘희 외, 2010; 이준상․이정희, 2007). 또한 지역

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 연구에서

는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

생에 비해, 일반가족 아동이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에 비

해, 서비스 이용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이 1년 미만인 아

동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센터의 아동이 대도시

에 소재한 센터의 아동에 비해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교

사 1인당 아동수가 5∼6명일 때 아동의 전반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경림․박영숙․황정아․안

수경, 2007; 임춘희․이선형․이경림, 2010; 유향숙, 2006;

전혜연, 2005)2). 지역아동 센터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3,69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3). 지역사회

의 보호(국민기초생활 수급권 가정아동, 차 상위․조손․

다문화․한 부모 아동 등)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약 10만 명 정도의 빈곤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과 더불어 좀 더

안전한 구조 속에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게 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가 지니는 시설환경개선 등 복

지기능이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아동의 참여디자인

참여디자인은 사용자가 자신의 건축 환경이나 생태 환

경을 창조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참여에는 비전문가가 디자인과정에 쉽

게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법과 도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시설물 디자인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통한 참여기법과

도구에 대한 연구사례는 많으나 대표적인 실제적용 사례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외의 아동시

설물 디자인 관련 주요사례로는 사노프(Henry Sanoff;

1994)가 웨이크 커뮤니티 기술대학(Wake Technical

Community College)의 요구로 실시한 어린이를 위한 운

동장과 시설물 디자인에 워크숍(질문서, 상징그래픽, 역할

게임)을 통한 어린이 참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4), 로빈

과 허브(Robin C. Moore & Herb H. Wong; 1979)는 버

1)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메뉴얼,

2011. 2, pp.87∼120

2) 지역아동정보센터, 2010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서비스 만

족도 조사, 2010. 12, pp.13∼14

3)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2010. 12월말 기준, 2011. 2, pp.4

4) Sanoff, H., 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 in Design and

Planning, Wiley, 2000,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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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 대학(UC Berkeley) 건축과 학생들과 같이 사용자인

어린이, 부모, 교육당국, 교사, 이웃거주자들과 함께 교육

및 커뮤니티 공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놀이터를 포함한

정원계획인 야드 프로젝트(The Yard Project)를 수행하

였으며 회의, 행태지도, 이벤트, 시뮬레이션, 디자인 워크

숍 기법 등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5). 코스텔닉(Marjorie J.

Kostelnik; 1997)은 ‘아동은 자신이 참여하는 물리적 환경

에 영향을 받으며, 공간의 위치, 실내 디자인 및 재료들은

아동의 활동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아

동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환경에 관한 명확한 의견이나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등으로 전제한 뒤, 아동에게 좋은

질의 실내 환경을 꾸미는 기초적인 요소로 안전, 건강, 편

안함, 편리함, 융통성, 움직임 등 8가지를 구체적인 사례

(건강: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재를 사용 등,

안전: 미끄러운 바닥, 가구나 물건의 날카로운 면 등 위

험한 요소는 항상 조심 등)를 들어 제시하였다6)

국내의 아동시설물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이연숙(1997)

이 아동의 참여 없이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설문 및

델파이 조사기법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7). 민선주(2005)가 성북1동 사무소

어린이집 놀이 공간을 하자작업장 학교 어린이들과 서울

문화재단이 함께 문화가 있는 놀이터를 청소년 건축봉

사 워크숍을 통해 직접 만든 사례8)가 있으며, 박우장

(2008)이 어린이를 직접 참여시킨 유치원 놀이터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행태조사표, 모형, 선호도 및

우선순위기법, 워크숍, 시뮬레이션기법 등을 적용한 도구

를 제시한 바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참여가 용이

하고, 흥미롭다고 판단되는 소극적 기법인 실태조사, 설

문지 기법, 인터뷰, 직접관찰 기법을 사용하고, 적극적 기

법인 워크숍, 선호도, 우선순위 기법, 자조기법, 평가기법

등을 중심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적용한 기법들은 ① 이

해하거나 사용하기 쉽고(용이성), ② 즉각적이고 실제적

인 결과를 낼 수 있고(유용성), ③ 선택의 다양함과 차별

이 있고(범용성), ④ 서로의 관계와 일정한 태도(연계성과

일관성)를 갖춘 체계적인 도구로 제시하고자 한다.

3. 기법 및 도구의 제작과 조사

3.1 조사 개요

기법 및 도구의 적용은 C지역의 지역아동센터10)를 사

5) Robin C. Moore & Herb H. Wong, The Life History of an

Environmental Schoolyard; Natural Learning: Creating

Environments for Rediscovering Nature's Way of Teaching,

MIG Communications. 1997, pp.222～233

6) Marjorie J. Kostelnik, Spaces to Learn and Grow: Indoor

Environm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삼성복지재단,

제5회 국제학술대회; 어린이와 환경, 1997, pp. 156∼172

7) 이연숙, 어린이집 실내공간의 이론 및 실제, 5회 국제학술대회

집; 어린이와 환경, 1997, pp.124∼134

8) 민선주, 건축봉사 스튜디오를 일단락 지으며, 한국건축가협회

지 ARCHITECT, Vol. 212, 2005

9) 박우장, 박준영, 유치원 놀이터의 참여디자인 기법 및 도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권 4호, 2008

전 현장조사한 후, 아동이 직접 워크숍에 참여 가능하고

지역, 생활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지 4곳(시 지역 2곳과 군 지역 2곳)을 선정하였다.

워크숍은 B, W, L, J11)에 조사원 4인과 함께 진행하였다.

워크숍 내용은 B, W, L에서는 실내 학습 공간 중심으로,

J에서는 외부 놀이공간의 벽화그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평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기간

은 평가를 포함하여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진

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3.2 기법 및 도구 제작

연구에 사용된 기법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우선 공

간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실태조사기법이나 다양

한 요구나 만족의 정도를 파악, 평가하는 설문지 기법, 참

여태도 및 수준을 파악하는 관찰기법, 선호하는 이미지의

유형이나 지각,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태도측정기법 등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 ① 실태조사표 ② 설

문지 ③ 이미지 선호보드 ④ 이미지 유형별 태도조사표

가 우선적으로 제작되었다.

첫째, 실태조사표는 아동을 위한 어린이 집이나 아동의

학습공간에 대한 기존 연구들12)을 참조하여, ‘① 공간분

리 및 구분은 적절한가?’, ‘② 부모와 아동 만남 위한 대

기공간은 적절한가?’ 등 크게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표가 제작되었다(그림2. a 참조).

둘째, 설문지 제작은 시설물, 활동, 이미지에 대한 아동

의 요구를 파악13)하기 위해 아동들의 수준에 맞추어 “우

리 센터(공부방)에 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형식으로 네모 안을 채워 보게 하였다. 또한 센터

(공부방)의 만족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5단계 리커르트 척

도(매우 좋다-좋다-보통-싫다-매우 싫다)로 파악하였으

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하게 하였다(그림2. b 참조).

셋째, 이미지 선호보드 제작은 우선 아동들이 선호하는

이미지유형에 대한 제시는 참고자료14)와 사전조사 수행

중에 지역아동센터장의 자문을 통해 기본, 모던, 컨트리,

클래식으로 결정하였다15). 이미지의 표현은 동일공간이지

만 바닥, 천정, 창문, 벽지, 커튼, 조명, 수납장, 의자와 테

이블, 색채 등의 이미지가 유형에 어울리게 3D Studio

10) 조사는 충북지역(이후 C지역으로 지칭함)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기업체, 언론사 및 학계(연구자 포함)와 협조하여 11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기간; 2008.

1～12. )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지역적인 안배, 아동 참여의

용이성, 연구내용과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4곳이 선정됨

11) B; 푸른꿈지역아동센터, W; 모충(서청주)지역아동센터, L; 사

랑나눔지역아동센터, J; 진천시민지역아동센터를 지칭함

12) 이연숙, 앞의 책, pp.98∼155; Marjori J. Kostelnik, 앞의 책,

pp. 156∼172; H., Sanoff, 앞의 책, pp.112～119: Robin C.

Moore & Herb H. Wong, 앞의 책, pp.222～233 등 참조

13) Marjori J. Kostelnik, 앞의 책, pp.159∼160  
14) 高橋由美 外 1人(김남훈 역), 인테리어 배색사전, 도서출

판국제, 1993

15) 이미지 유형 제시는 ‘① 선택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갖도록 한

다. ② 범용성(환경 및 지역을 고려)을 고려한다. ③ 가정집의

공부방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한다.’ 을 전제로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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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프로그램으로 완성하였다. 기본유형에서는 아동 중

심의 공부방 인테리어의 일반적인 색인 노랑과 녹색을

주조 색으로 조합하고, 평범한 가구나 장식물, 바닥재나

조명을 두었다. 모던은 잘 정돈되고 색채가 있는 도시 이

미지를 표현되도록 하였고, 빨강, 파랑, 노랑의 3색을 주

조 색으로, 직선의 테이블과 의자, 세련된 조명으로 단순

성이 돋보이도록 구성하였다. 컨트리는 갈색, 녹색의 내

추럴한 색을 중심으로 투박스럽고, 시골스런 모습의 가구

와 천정으로 투박스러움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클래식은

갈색과 옅은 핑크로 곡면의 천장과 개구부 그리고 우아

한 가구와 조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조사 개요

대상

내용
B W L J

일

시

사전

조사

’08.5.10 am.

11:30～50

’08.5.23 pm.

2:00～3:00

’08.6.25 pm.

3:00～4:10

’08.10.13pm.

3:00～4:00

워크

숍

’08.5.14 pm.

3:20～4:10

’08.5.27 pm.

3:00～4:20

’08.6.27 pm.

3:00～4:20

’08.10.15pm.

3:00～3:50

공사 ’08.5.16～17 ’08.6.19～20 ’08.7.23～24 ’08.11.6～7

평가
’08.12.30pm.

2:50～3:30

’08.12.30pm.

2:00～2:30

09.1.14pm.

2:50～3:40

’08.12.12pm.

3:40～4:40

위치 /
규모 청주시 66㎡ 청주시 42㎡ 청원군 50㎡ 진천군38.5㎡

참

여

자

워크

숍16)
30 25 20 13

평가 20 18 23 13

주요공사

부분

벽, 천정 도

배, 바닥재,

조명, 칸막이

수납가구, 도

배(천장, 벽),

전기배선

조명 및 전

기배선, 붙박

이 수납장

패널 (지붕 ) ,

친환경 페인

트, 모래

공사비 2,650,000 3,420,000 2,000,000 2,200,000

기존

공간의

특징 -어둡고,공

간분리 안됨

수납부족,공

간분리 안됨

-수납부족,

조명 어두움

-캐노피 좁

고 낡음

개선

안의

주요

특징
- 공 간분 리

(칸막이),채

광 확대

-저․고학년

의 분리, 붙

박이장 설치

-붙박이장

설치, 천정조

명 추가

-캐노피설

치, 벽화, 놀

이공간 개선

제시된 이미지는 동일한 크기로 출력하여 두께 5mm의

A1 크기 폼 보드 위에 붙이고, 아래 부분은 선호 이미지

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여백을 두는 패널을 제작하였

다(그림2. c 참조).

넷째, 이미지 유형별 태도조사표는 형용사 대조법을 사

용하여 아동의 언어감각에 맞고, 실내공간의 이미지에 결

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5가지 형용사의 상반되

는 의미를 극단(‘좋다-싫다, 친하다-친하지 않다’ ‘편안하

16) 참여자수는 크게 워크숍과 평가단계로 크게 나누었으며, 워크

숍에서의 진행한 3가지 작업(설문지, 선호도, 우선순위)중에서

최대 참여한 아동 수(자유로운 방과 후 활동을 제한하지 않아

차이가 있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조사일시의 차이로 각각

의 작업별로 참여한 아동수가 차이 있음

다-불편하다’ ‘재미있다-재미없다’ ‘아름답다-못생기다’)으

로 3단계 척도로 구분하여 A4크기로 제작하였다(그림2.

d 참조).

 

 a) 실태조사표(일부)    c) 이미지 선호보드

  

 

 b) 설문지  d) 이미지 유형별태도조사표 

그림 2. 조사를 위해 사용된 조사표 및 작업보드

3.3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조사의 진행은 크게 사전현장조사, 디자인 워크숍, 공

사실행, 평가 순으로 그림4와 같이 진행되었다. 모든 작

업에서 연구자가 전반적인 진행을 하며, 조사자는 팀별

혹은 전체 작업 시 보조적인 역할로서 참여 과정에 대한

아동들의 행동 및 태도를 기록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였다.

첫째, 사전현장조사에서는 실태조사표를 통해 항목별로

체크와 동시에 센터관계자와 인터뷰하면서 조사하였다.

둘째, 워크숍은 작업의 목적, 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단

히 설명하고, 먼저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

성 후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

략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셋째, 이미지 선호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이미지 선호유

형의 차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선호에 대한 의사결

정은 4개 공부방 이미지 유형 중에서 1개를 선택하게 하

고, 3～4명씩 그룹으로 나와서 색깔과 모양이 다른 스티

커를 직접 붙이도록 하였다. 작업 후 집단의 선호경향을

함께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넷째, 이미지 태도조사표는 제시된 4가지의 이미지가 5

가지 상반되는 형용사 중에서 어떤 느낌이 적절한지 네

모 칸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결과,

선호이유 등에 대해 어린이들과 함께 토의하였다.

다섯째, 벽화의 이미지 그림은 사용자가 커뮤니티를 스

스로 조정하는 자조(Self Help)의 수준17)으로 지역아동센

17) Wates, N., Community Planning Handbook, 2000, p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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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

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J지역아동센터만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원장에게 진행과정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논의

를 하였다. 즉 개별적으로 켄트지(8절지) 위에 아동들이

좋아하는 벽화용 그림을 1시간 정도 그리게 하고, 제시된

그림들 중 자신들이 선호하는 그림 위에 스티커를 붙이

게 하여 가장 많은 수의 스티커를 얻은 그림을 선호그림

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전 현장조사

•기본자료 수집 및 인터뷰

•조사내용 설명 및 일정 협의

•실태조사(15개 항목)

워크숍(Design Workshop)

•작업의 목적

및 원칙

•작업의 절차

및 방법

•참여자 그룹

결정

 설문지  벽화그리기  태도 측정
•요구 및 만

족 파악

•벽화이미지

그리기

•선호도 및

우선순위

공사 실행( Field Workshop)

•계획도면 결정

•벽지, 조명, 가구 등 결정

•공사에 대한 참여 태도

평 가

• 관찰 및 인터뷰

• 만족도 측정

• 잠재 요구사항 파악

분석 및 종합 토의

그림 3. 조사과정의 흐름도

여섯째, 공사실행은 워크숍에서 나타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도면과 스케치를 작성하고, 바

닥재, 벽지, 조명은 샘플을 통해 후원업체, 실내건축업자,

센터원장, 연구자가 공동으로 가격, 품질, 형태 등을 사전

협의18)하에 결정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공사계획은 1

주일 전에 붙박이 수납장 제작, 벽지 등 마감재와 조명

선정 등이 이루어지며, 공사는 아동의 수업프로그램 진행

에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2일간 수행하였다. 1일째는 공사

용 재료구입, 수납장을 설치하고, 2일째는 실내공사를 위

한 가구 및 기자재 옮기기를 시작으로 철거공사, 마감재

18) 방염처리가 된 벽지의 경우 일반 벽지보다 고가이며, 수요가

적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벽지가 다양하지 않아 선택에 한계

가 있었으나 선호도 높은 클래식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천정부분은 하늘색, 벽은 핑크색 계열을 주색으로 함

공사, 몰딩공사, 도장용 공사, 조명 및 전기공사 후 가구

배치 및 기자재를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일곱째, 평가는 시공 후에 인터뷰, 설문지, 관찰을 통해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워크숍에서 내린 의사

결정이 시공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과 워크숍 및 공사의 참여태도 및 참여수준이 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4. 기법과 도구에 대한 분석

4.1 참여행태 및 수준

1) 사전실태조사에 대한 일반사항

사전실태조사는 지역아동센터별로 작업시간을 감안하

여 한 작업이 끝난 후에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규모면에서는 38.5∼66㎡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

며, 아동 수는 20∼30명 정도로 남여 및 저․고학년의 비

율19)이 비슷하나 센터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실 구성은 홀 및 복도(B. W. L은 교회공간과 공용

으로 사용함), 식당(B만 식당이 있으며, 대부분은 공부방

과 같이 사용)과 부엌, 공부방(B, W, L에서는 교회의 부

속공간이거나 사무공간을 개조하여 사용함, J의 경우는

일반주택), 화장실(W의 경우 야외화장실), 교사연구실(B

만 있음)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 사용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센터공간에 수납공간

이 없어 학습도구, 외투, 가방을 둘 장소가 없는 것이 가

장 불편하며, 휴게실, 학습실, 수납공간의 구분이 잘 이루

어지지 않아 공간이 혼란스럽고 정리정돈이 잘 이루어지

지 않았다. 특히 저학년과 고학년 학습공간에 대한 구분

이 없어 학습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조명은 전체

적으로 어둡고, 벽, 바닥재, 천정 등 마감재는 노후화되어

있었다.

아동의 활동을 보면 교사와의 공부시간 이외는 외부놀

이시설의 미비(W, J의 경우 실외놀이터가 있으나 노후화

로 사용이 불편함)등으로 외부활동보다는 대부분 컴퓨터

게임이나 만화보기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어 활동의 행태가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은 대부분 ‘학

습하는 곳’, ‘친구들과 즐겁게 여러 가지 활동(게임, 피아

노 등)하는 공간’, ‘야간에 보호받는 곳’ 등으로 인식하며,

일부 ‘즐겁지 않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2) 참여태도 및 수준

워크숍에 대한 어린이들의 참여태도는 전반적으로 적

극적이며, 또한 진지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특히 어린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부방 이미지와 벽화그림을 어린이

들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에 흥미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초 실내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된 프로젝트

였지만 J의 설문조사에서 외부환경인 놀이공간개선에 더

많은 요구가 있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놀이터의 벽화

19) 남여 및 저․고학년의 비율을 워크숍 참여자 기준으로 살펴

보면 공교롭게 각각 41(46.6%) : 47(53.4%)로 파악되었으며,

저학년은 1～3학년, 고학년은 4～6학년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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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기(지붕패널 내어달기와 모래놀이터 개선과 함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함으로써 벽화그리기 워크숍에 흥미

와 관심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4.2 시설환경에 대한 요구태도

1) 시설물에 대한 요구

시설물에 대한 요구는 자신들이 처한 시설물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하여 이에 대한 요구 또

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으로 나타났다. W의 경우 시설물

에 대한 요구에서 각각 실외 놀이터에 대한 개선(45%)과

실내화장실 설치(16%), 수영장(12%), 저고학년 분리(8%)

등으로 나타났으며20), J의 경우 실외 놀이터에 대한 개선

(69%)과 실내화장실(23%)에 대한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장 실태조사에서도 나타

났듯이 야외 놀이터가 있으나 노후화로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었으며, 화장실 역시 옥외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

거나(W의 경우), 화장실의 면적이나 변기가 부족(J의 경

우)하여 사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B

의 경우 컴퓨터실(26%), 놀이방(20%), 저․고학년 학습

공간(14%)의 분리에 대한 요구가 대부분으로, 이는 컴퓨

터를 하는 공간이 학습공간과 분리되지 않거나, 저․고학

년의 학습공간이 구분 없이 사용됨으로 여러 가지 불편

을 느끼는 것을 잘 표출한 결과로 파악된다.

2) 이미지에 대한 요구

이미지에 대한 요구는 예쁘게, 멋있게, 재미있게, 신기

하게, 깔끔하게, 활발하게 등 매우 다양한 형용사의 언어

로 표현되었으며, 또한 크게, 밝게 등 보다 기능적이며 현

실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지를 사용하

는 언어로 ‘아름답게’보다는 ‘예쁘게’, 멋있게’라는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하게’ 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즉 B의 경우 이미지에 대한 요구

에서 편안하게(25%), 예쁘게(25%), 멋있게(20%), 재미있

게(10%), 청결하게(10%), 좋게 등으로 조사되어, ‘아름답

게’라는 언어가 ‘예쁘게’, ‘멋있게’ 라는 언어로 더 많이 표

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요구에서 보

았듯이 공간사용의 혼용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편안한 이

미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3) 활동에 대한 요구

활동에 대한 요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체험과 놀

이형태의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W, L에서

각각 체험학습(29%, 12%), 컴퓨터게임(16%, 37%), 그림

그리기, 비즈공예, 줄넘기. 종이접기, 뮤지컬 등 다양한 체

험과 놀이형태의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

에 대한 공간적, 시설물 검토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센터환경에 대한 느낌

현재 센터(공부방)환경에 대한 느낌의 정도는 4.1로 대

체로 ‘좋다’(이후 ‘만족’으로 표현)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20) W의 경우 외부놀이터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많아 초기계획

과정에서 놀이터 개선 작업이 추진되었으나, 경제적, 시간적

여건이 어려워 실내개선 중심으로 변경되어 진행됨

의 물리적인 환경뿐 만아니라 사회 심리적 환경이 더 크

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21)

표 2. 성별 및 학년별 센터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공사 전)

유형

대상

B

(27)

W

(17)

L

(20)

J

(13)

평균

(77)

남아 3.9 3.8 4.1 4.1 4.0

여아 3.9 4.0 4.3 4.5 4.2

저학년 4.1 4.0 4.2 4.3 4.2

고학년 3.7 3.8 4.2 4.3 4.0

평 균 3.9 3.9 4.2 4.3 4.1

* ( ): 워크숍에서 설문조사부분에 참여한 아동 수 기준임

또한 유의적인 차이를 논하기 어렵지만 여아가 남아보

다 그리고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지역인 B, W(3.9, 3.9)가 군지역인 L, J(4.2,

4.3)보다 전반적으로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연구에서 고찰된 기존연구

들의 결과와 유사하며, 환경만족에 대한 성별, 연령별, 시

설환경의 노후화 정도별 등에서 다양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지역별 차이는 공간구성 및 사용의 차이

점으로 B, W22)(L, J에서는 공부방이 2개실로 자연히

저․고학년의 공부방으로 구분하여 사용됨)에서는 저학년

과 고학년의 구분 없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4.3 학습공간에 대한 이미지 선호태도

1) 이미지 유형에 대한 선호 태도 및 이유

이미지 유형에 대한 태도는 선호보드에 선호하는 스티

커를 붙이는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으로 아동들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인 선호의

경향을 살펴보면 표 3, 4와 같이 클래식이 75.4%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모던, 컨트리, 기본유형의 순으

로 나타났다23). 주목할 점은 W에서는 남아가 모던을 가

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위환경이나 아동의 집단적인

특성에 따라 선호의 경향이 다양해 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선호이유에 대해서 ‘고급스러워서’, ‘편할 것 같아

서’, ‘의자가 마음에 들어서’ 등으로 아동의 시각으로도 고

급스럽고, 보다 안락한 이미지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2) 선호 이미지에 대한 우선순위 태도

선호 이미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분석24)은 가장 선호하

는 첫 번째 이미지에 4점, 두 번째 3점을 부여하는 방식

으로 점수를 매겨 합산한 결과, 클래식(216점)이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모던(193점), 컨트리(176점), 기본(105

21) 시설환경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센터환경의

전반적인 느낌은 교사 및 센터 장들의 따스한 보살핌의 영향

등으로 ‘좋다’의 느낌을 갖는 것으로 이해됨

22) W는 큰 실과 작은 실 두개실로 되어 있었으나 작은 실을

창고로 사용하여 사실상 저․고학년이 큰 실을 공용으로 사

용하고 있는 실정임

23) J에서는 놀이터 환경개선 작업을 수행하여 학습공간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음

24) 분석에 사용된 조사표는 69부임



지역아동센터 개조 시 아동의 참여디자인 기법 및 도구에 관한 연구 / 박우장・박준영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2, No. 2  2012. 04 21

유형

대상
B W L 소계 총계(%)

기본
저 - 1 - 1( 3.2)

2( 2.9)
고 - - 1 1( 2.6)

모던
저 - 3 1 4(12.9)

9(13.0)
고 - 5 - 5(13.2)

컨트리
저 1 1 - 2( 6.5)

6( 8.7)
고 1 2 1 4(10.5)

클래식
저 17 3 4 24(77.4)

52(75.4)
고 11 10 7 28(73.9)

소계
저 18 8 5 31(45.0)

69(100)
고 12 17 9 38(55.0)

총 계(%) 30 25 14 69(100)

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미지 선호도와 같은

순위결과로 나타나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성별 이미지 선호도의 차이 분석

       유형

 대상 
B W L 소계 총계(%)

기본
남 - - - - ( 0.0)

2( 2.9)
여 - 1 1 2( 5.4)

 모던
남 - 6 1 7(21.9)

9(13.0) 
여  - 2 - 2( 5.4)

컨트리
남  1 1 - 2( 6.3)

 6( 8.7) 
여  1 2 1 4(10.8) 

클래식
남 13 5 5 23(71.8)  

52(75.4)
여 15  8 6 29(78.4)

소계
남 14 12 6 32(46.4)

 69(100)
여 16 13 8 37(53.6)

 총 계(%) 30 25 14  69(100)    

표 4. 저․고학년별 이미지 선호도의 차이 분석

3) 형용사 대조법에 대한 태도

이미지 선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형용사는 5가지 중

에서 ‘좋다-싫다’는 이미지에 가장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

으며, 다음으로 ‘편안하다-불편하다’, ‘아름답다-못생기다’

와 같은 이미지가 ‘친하다-친하지 않다’와 ‘재미있다-재미

없다’의 이미지보다 더 높게 나타날 때 이미지의 우선순

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의 표현으로 보아 감정

이 직설적으로 나타나는 용어인 ‘좋다’라는 형용사와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면

편안하고 예쁜 공간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4) 벽화 이미지 그리기와 선호에 대한 태도

벽화 이미지 그리기 및 선호 이미지에 대한 태도는 구

성원들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흥미를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의 주제들은 여행(3

점), 지역아동센터 건물이 들어 있는 풍경(6점), 동물(2점)

그림 등이 11점이나 제시되었으며, 아이들과 주제가 유사

한 센터장이 추천한 기존의 애니메이션 그림 4점(여행 2

점, 풍경 1점, 동물 1점)이 제시되었다. 그 중 가장 선호

가 높은 센터장이 제시한 동물들의 여행그림이 선택되었

다25). 이는 동물, 여행, 풍경의 주제들이 포함하는 신나는

그림이라 선호가 높았던 것으로 예측된다.

4.4 공사실행에 대한 태도

B와 W에서는 일부 아동들이 공사과정을 흥미를 가지

고 쳐다보는 등 관심을 표현했으나 대부분의 아동이 체

험학습 프로그램의 수행으로 직접 참여가 일어나지 않았

다. 그러나 L에서는 고학년을 중심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책과 가구를 옮기고, 정리하는 작업에 참여26)하였으며, J

에서는 벽화의 밑그림(조사자 중 2명이 작업)을 그리고

난 후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에서 아동들이 3～4명씩 교

대로 별 어려움 없이 흥미롭게 참여하였다. 또한 L과 J에

서는 공사실행 후 기념으로 후원업체 직원, 센터장과 아

동이 함께 간단한 음식과 음료로 기념사진촬영과 함께

자축파티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마무리 행사의 참여

는 아동들이 센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높이는 좋은 기

회로 파악되었다.

4.5 평가에 대한 태도

평가 연구에서는 워크숍에서의 만족도와 공사실행 후

만족도, 요구사항을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지 4곳에서 공사실행 후의 만족도가 0.2

～ 0.5정도로 상승되었다(표2와 표5 참조). 특히 아동의

W시설에서 가장 큰 폭으로 변화(0.5)가 나타나 자신들의

당초 요구(외부놀이터 개선)가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자신

들을 요구를 배려한 일련의 작업과정(저학년 고학년의 공

간 분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또

한 아동의 시공참여가 있었던 사례(L, J)는 환경 변화(시

공)에 대한 인식 및 만족정도27)가 다른 사례보다 절대치

에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계획결정과정 뿐만 아니라

시공과정에서도 직접적인 참여가 만족도를 높이는 원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참여기회나 영향력 발휘가 클수록 만족도

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28).

또한 워크숍 및 공사실행 후의 센터환경의 만족도 변

화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3곳보다 B가 상대적으로 낮으

며, 더욱이 남아의 경우 공사 실행 후의 만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공사실행 후에도 공간의

분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

망감이 작용한 결과29)로 추측되기도 한다. 즉 공사의 경

25) 조사된 J지역아동센터(13명)의 남여비율은 6(46.2%) : 7(53.8%)

이며, 저․고학년의 비율은 8(61.55): 5(38.5%)임

26) L에서는 센터에 있는 중학생(4명)도 후원업체 직원과 함께 일

부 작업을 도움

27) 일반적으로 아동은 의사표현이 솔직하고 분명한 결과로 태도

측정값이 성인에 비해 매우 높게 나올 수 있음

28) 사용자의 만족도는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채워졌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쳤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른다.’ 는 사노프의 견해와 일치함

29) B의 공사실행 전 요구분석에서 남아들이 컴퓨터 사용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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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대상 

B

(20)

W

(18)

L

(23)

J

(13)

 평균

(74)

 남아 3.7 4.2 4.4 4.3 4.2

 여아 4.5 4.6 4.6 4.7 4.6

 저학년 4.4 4.7 4.4 4.5 4.5

 고학년 3.8 4.1 4.6 4.5 4.3

 평 균 4.1 4.4 4.5 4.5 4.4

 * ( ): 조사일시의 차이로 표2의 참여자 수와 차이가 있음

제적인 여건 등으로 컴퓨터사용공간과 학습공간의 구분

은 기존의 책장을 눕혀 사용하였고, 저학년과 고학년의

공간 구분을 아동의 눈높이 정도의 기존 사무용 칸막이

를 사용하여 공간을 구분하였으나 아동들의 만족도 향상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W는

과거 수납 및 창고로 쓰는 공간을 고학년 공부방으로 명

확히 분리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사전과 비교해서 상대적

으로 만족도의 변화(0.5정도)가 가장 크게 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고학년의 공간의 명확한 분리는 지

역아동센터에서 매우 중요한 디자인요소임을 알 수 있다.

표 5. 성별 및 학년별 센터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공사 후)

그리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W의 경우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50%)’, ‘벽도 꾸미고 공부방이 더

욱 좋아진 것 같아서(20%)’,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10%)’, 등이며, B의 경우는 ‘시설이 좋고 예쁘고 재미있

어서(30%)’, ‘잘 가르쳐 주어서(30%)’, ‘컴퓨터가 많아서

(13%)’ 등으로 나타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느낌이외 선

생님의 지도에도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L의 경

우 아름답게 꾸며주셔서(36%), 깨끗하고 편하기 때문에

(9%),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어서(4%) 등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환경개선이 만족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

으로 해석된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실행 전 보다

공사실행 후 요구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동들이 공간

및 디자인에 대한 태도나 지각활동을 더 활성화시킨 결

과로 보인다.

5. 기법과 도구에 대한 토의

5.1 기법의 적절성과 개선에 대한 토의

제시한 여러 기법들은 아동의 관점에서 작업의 관심유

발, 이해도 및 용이성의 측면에서 기법의 적절성과 개선

점 을 중심으로 토의하였다.

1)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기법

1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기법은 조사자가 현

장 사전조사 전에 미리 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을 일목요연하게 숙지하게 하여, 센터장이나 교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또한 어떤 형태로 환경개

선이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대한 분리요구(70%)가 강하게 나타남

설문조사는 교사나 센터 원장을 포함하여 아동 스스로

가 자신들의 환경에 대해 집단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A4 한 장에 5개 문항의 짧은 문장으

로 네모 안에 적어보는 기법은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센터(공부방)에 대한 느낌

에 대한 응답에서 교사들의 지도에 대한 느낌까지 반영

되어 응답한 사례30)가 있어 좀 더 구체화된 문장표현(예

시로 ‘센터(공부방)의 시설환경’ 등)으로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이미지 선호보드, 우선순위기법 및 형용사 대조법

이미지 선호보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작업이 간단하

여 이해하기 쉬웠으며, 작업하기 용이하였다. 그러나 제

시한 이미지 유형에 대한 시각적 차별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디자인 도구로서의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미지에 대한 우선순위기법은 이미지의 선호보드에서

결정한 선호결과와 대조하여 가치판정의 일관성을 파악

하는데 적절하였다.

학습공간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

해 제작한 형용사 대조표에 대한 작업은 이해하기는 쉬

우나, 반복적인 언어가 4번이나 나열되어 있어, 일부 아

동들이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그래픽 및

그림을 추가하여 집중과 흥미를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이

요구되었다.

3) 벽화 이미지 그리기 기법

자조(Self Help)기법은 외부의 관여 없이 지역아동센터

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으로 참여디자인의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센터 장(J

시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아동들이 참여하여 선택된 그

림은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 중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애니메이션 그림이 선택되었으나, 구성원들의 참

여를 통한 선택결과로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는 공사의 활발한 참여태도에서나 공사실행 후

높아진 만족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4) 공사실행 및 평가기법

공사실행에 대한 참여는 주로 고학년을 대상으로, 참여

의 관여수준은 낮게, 그룹별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L, J)

하였으나, 구성원들 모두에게 센터환경에 대한 흥미와 관

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실체화되는 과정으로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실행에 따른 참

여의 대상, 수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더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환경개선 작업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동시에 구성원들의 요구나 만족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기

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평가결과는 차후 프로젝트

30) 느낌에 대한 이유에서 ‘잘 가르쳐 주어서’, ‘선생님이 많아서’

등으로 응답한 사례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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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다만 공간의 영역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세부

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향후 더 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센터환경개선을 위해 제시된

실태조사 및 설문기법, 선호기법, 우선순위기법, 자아계획,

공사실행 및 평가기법 등은 아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

작이 간단하고, 비교적 작업시간이 짧아 아동의 참여를

적극적이고, 흥미롭게 만드는 유용한 기법으로 파악되었다.

5.2 도구의 가능성에 대한 토의

여러 기법들이 묶어져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도구31)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시한 기법들이 서로의 연

계성과 일관성, 작업수행의 용이성, 범용성, 결과의 유용

성 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센터(공

부방)의 환경개선을 위해 진행된 여러 기법들은 조사대상

과 유사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에 적용 가능한 결합

된 도구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1) 기법의 연계성과 일관성 측면

표6에서와 같이 작업의 방향이나 순위를 결정하게 하

는 인터뷰,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정된 작업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결정하게 하는 이미지 선호 보드작업, 형용사

대조기법, 벽화 이미지 그리기, 그리고 작업에 대한 참여

자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선순위기법,

실제적 적용을 위한 공사실행, 마지막으로 작업의 타당성

을 설문지 및 관찰 등을 통해 디자인 결과를 도출해 냄으

로서 기법들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표 6. 센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 기법들의 단계적 연계

작업단계 적용기법 비 고

1)작업순위 결정
실태조사표 원장 및 교사요구 수용

설문지 아동 요구 및 만족도 파악

2)선호 이미지
  결정

선호이미지 보드 4가지 이미지에서 선택

형용사대조표 5가지 선호용어에서 선택 

벽화이미지그리기 15가지 안에서 선택

3)일관성 검증 우선순위기법   4가지 이미지를 순서화

4)실제적 적용 공사실행 선호이미지 최대한 반영

5)타당성 평가 설문지 및 관찰 아동요구 및 만족도 파악

2) 작업수행의 용이성과 범용성 측면

실태조사표, 벽화 이미지 그리기 기법, 그리고 5.1절의

기법의 적절성 부분에서 논의된 점을 보완(설문지; 활동

요구에 대한 공간적 시설물의 검토 및 구체적인 문장표

현, 이미지 선호 보드; 이미지 유형에 따른 시각적 차별

성, 형용사 대조표; 형용사에 그래픽 그림을 추가하여 흥

미를 높이는 방안 등)한다면 설문지 및 이미지 선호 보

드, 형용사 대조표의 작업은 비교적 1시간 내외라는 짧은

시간과 손쉬운 조작으로 이루어져 작업의 용이성, 범용성

31) 참여디자인에서의 기법은 각 기술의 운용의 측면을 중심과제

로 다루는 반면, 도구는 기본적으로 기술의 실질적인 결과물

의 측면을 중심과제로 다룬다고 할 수 있음

의 측면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3) 결과의 유용성 측면

전반적으로 공사실행 전의 만족도와 공사실행 후 만족

도 가 증가한 결과나 공사 후 더 다양한 사항에 대한 아

동의 적극적인 요구표현은 제시한 기법들이 긍정적인 결

과를 이끌어내어 유용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판

단된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제약, 효율성을 중심

으로 대상지를 4곳으로 한정하고, 초등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나, 향후 이를 구성원 전체(교

사, 중·고등학생 등)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공사실행

단계에서 저학년의 참여가 미진한 점이 있어, 향후 저학

년의 참여를 북돋우는 작업(짐 나르기, 페인팅하기, 청소

하기 등)으로 공사실행 단계를 확대하거나 평가 단계에서

공간구성 영역별로 만족도 조사를 확대 수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참여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또 다른 적용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

법들이 더욱 보완되면 향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위

한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개선을 위

해 아동의 참여태도나 수준을 고려한 참여기법 및 도구

를 개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디자인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전제로 여러 기법들이 적용된 워

크숍, 공사실행,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➀ 연구에서 사용된 실태조사표, 설문지, 이미지 선호

보드, 이미지 태도조사표, 평가기법 등은 이해가 쉽고, 간

단하여 아동의 참여를 적극적이고, 흥미롭게 만드는 유용

한 기법이며, 동시에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체계

적인 도구로써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였다.

➁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과정에 아동의 직접적인

참여가 높을수록 아동의 요구수준이 다양하고 구체적이

며,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➂ 공사실행 전후의 만족도 변화,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습공간분리에 대한 일관된 요구에서 보듯이 아동들은

자신의 물리적 환경변화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학습공간

이 어떻게 구성되면 좋을지에 관한 명확한 의견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➃ 연구에서 제시된 기법과 도구는 향후 여러 적용연

구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아동시설물 디자인의

실용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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