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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관광 약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시설
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관광 향유권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유니버설 관광은 “모두를 위한 관광”으로 모든 사람(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 약자를 포함)에게 환경, 시설, 교통, 서비스가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

서울관광재단과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는 누구나 평등하게 관광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서울시 관광환경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

단순히 접근 가능한 공간구조로 만드는 것을 넘어 어떤 환경이든 모든 사람들이 나이,
신체 크기, 장애, 능력 등과는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등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
해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2. 사업의 목적
●

고령화, 세계화 등의 사회변화는 보행,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한 물리적 환경(Universally designed Environments)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

무장애 관광은 여행의 계획 및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유니버설 관광, 접근 가능한 관광
등으로 통용되고, 남녀노소 등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으
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

소규모 음식점, 숙박업소, 편의점 등은 관광객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며 해당 도시
(관광지)를 향유하는 접점들로써, 이들 시설의 관광약자 접근성이 해당 도시(관광지)
의 포용성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이에, 관광재단에서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상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음식점, 숙박시설, 편의점, 카페 등의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을 추진하였다.
●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서울 도심 등 6개 관광특구와
그 외 서울시에 위치한 민간 관광편의 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 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니버설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2 018년도 처음으로 추진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신체적이나 물리적 제약이 있는 관광 약자가 서울지역 내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
시설, 편의점 등의 관광객 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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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계획
2019년 접근성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서울 시내 6개 관광특구(이태원, 명동·남대문, 북창
동·다동·무교동, 동대문패션타운·종로·청계, 잠실, 강남 MICE(회의·포상관광·전시·이벤
트))와 그 외 성동구, 구로지역에 위치한 음식점, 소매상점, 숙박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이
며, 관련 법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음식점은 접근로 및 장애인주차장 확보,
주 출입구 단차 제거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지원대상은 시설 규모 면에서 법
적 의무시설에 미치지 못한 소규모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다.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신청을 한 시설에 한해서는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접근 가능성, 개선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53개소
를 선정하고, 대상시설에는 최대 1천만 원 이내 공사비를 지원하였다.
장
 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 약자가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공사를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접근로 개선, 출입구 단차 제거, 자동문
설치, 이동통로확보, 화장실 개선공사,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진행하였다.
2
 019년에 추진하는 관광시설 개선공사를 통해 접근 가능한 관광시설은 서울다누림관광
센터 홈페이지에 관광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관광 약자의 여행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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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4.1. 사업 기간
●

사업 기간 : 2019년 6월~2019년 12월

4.2. 사업대상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

●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국내외 관광객 이용 근린시설
- 음식점, 카페 등 식음료 시설 : 바닥면적 300㎡ 미만
- 숙박시설 : 객실 수 30실 미만
- 편의점, 약국 등 기타시설 : 바닥면적 300㎡ 미만

4.3. 사업내용
●

관광 편의시설에 대한 관광 약자의 이용목적이 완성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

- 음식점, 카페 등 식음료시설 : 경
 사로 + 자동문 + 입식 테이블 공간확보 + 화장실 개선공사
+ 이동식 경사로
- 숙박시설 : 경사로 + 자동문 +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객실 1개 확보
- 편의점, 약국 등 기타시설 : 경사로 + 자동문 + 이동식 경사로
●

화장실은 소규모 시설 실태를 고려하여, 휠체어 사용이 힘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보행, 관광 약자 편의 확충

●

음식점, 숙박시설, 편의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53개소 대상 관광 약자 편의시설 설치

4.4. 사업대상 지역
●

서울 시내 6개 관광특구(이태원, 명동·남대문, 북창동·다동·무교동,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강남 MICE(회의·포상관광·전시·이벤트))와 그 외 성동구, 구로구 지역

성동구

구로구

사업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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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범위
5.1.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 개선
●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나이, 신체크기, 장애, 능력 등과는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보·서비스를 실현하는 방법론과 철학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
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회실현을 지향하는 것이다.

●

다양한 사람들이 특별한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사로는 휠체어 사용자는 물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니버설디자인은 사람들이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디자인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무장애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개념이라고 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보다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고 또 법적
기준을 넘어서 감성적이면서 창의적인 해결안으로 실현되는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의 참여에 의한 디자인이 실현되는 과정과 그 결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최근에는 두 개념 모두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같이하게 되면서 차이가 없어지고
있지만, 법적 기준의 성격이 강한 무장애와는 달리 유니버설디자인은, 무장애에 따른
접근성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적 최소한에 머물기 쉬운 무장애 환경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사용자 관점의 편의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디자인적 접근
성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2.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 및 승인

사업팀 구성 및 계약

→

설계 진행

모집 및 홍보, 사전조사

→

사후 점검

→

백서 제작

→

→

→

용역계약

수시 보고
→
공사 및 감리 진행

→

사업종료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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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업무분장 및 조직
●

업무분장

① 관리 운영업무
② 현장 모집, 홍보, 사전 조사, 사후점검
③ 설계 및 감리
④ 시공

●

사업자 조직
관리 운영업무: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총괄:
박인수

홍보 및 민원대응:
우창윤

설계 및 CM:
손석훈

시공:
이병걸

사전 조사 및 사후점검:
김성곤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주)건축사사무소 하다

이아인 협동조합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5.4. 사업업무별 내용
① 관리 운영업무(총괄)
●

본 사업 총괄 업무 진행(홍보, 설계 및 감리 용역관리와 감독, 시공업체 선정과 같은 발
주지원 업무와 사업 전반의 관리 및 조율업무)

●

계약업무 및 정산 등 각종 행정업무

●

사업모니터링 업무(스케줄 및 예산 집행과정 검토, 각 업무의 기획 및 성과물에 대한
리뷰 및 검토)

●

최종보고서 작성 및 홍보 등의 업무

●

업무 간 조정 및 협의/지원업무(관광재단 및 관련 단체들과 의사소통 및 실행가이드)

② 홍보
●

특구협의회, 상가번영회 등과 업무 협력

●

관할 자치구와의 협력

●

신청모집 일정 조율 및 지역 선별 업무

●

시설개선사업 참여 독려(리플릿 제작 및 배포 등)

●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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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계 및 CM
●

각 공정별 설계 및 감리 업무

●

시공업체 준수 가이드라인 제시(시설배치, 디자인, 소요 예산, 공사 기간, 시설성능 요건 등)

●

지원 대상 선정 및 시설 개선 컨설팅 진행

●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UD) 적용

④ 시공
●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공사 진행

●

대상 시설별 민원대응

●

사후 보완공사 진행

⑤ 사전조사 및 사후점검
●

휠체어 장애인 1명 및 비장애인 등 2인 1조로 신청업소 현장 방문

●

사업 대상 시설 및 업소별 개선공사 필요 규모 파악

●

모니터링

●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시행

⑥ 기타
●

개선 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 사후 사진 촬영

●

도움벨 제작 및 대상 시설별 부착

●

사업 결과보고 백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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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추진 일정
6.1. 관리 운영업무(총괄)
●

6월 5일 :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공고

●

6월 14일 :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6월 18일 : 서울관광재단과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회의

●

6월 25일 :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계약

●

6월 25일 ~ 12월 : 실무회의 진행

●

7월 9일 ~ 11월 : 서울관광재단 회의 4회 진행

6.2. 홍보
●
-

신청자 모집 및 홍보
7월 10일 ~ 8월 9일 : 잠실 관광특구 6개 지역, 서촌, 종로 진행

6.3. 설계 및 감리
●

8월 1일 ~ 9월 30일 : 설계 진행 및 시설개선 컨설팅 진행

●

9월 30일 ~ 12월 5일 : 감리 진행

6/25

사업 계약
관리 운영업무(총괄)

홍보

설계 및 감리

7/10 ~ 8/9

신청자 모집 및 홍보
8/1 ~ 9/30

설계 진행 및 시설개선 컨설팅

사진 촬영

시공

사전 조사 및 사후점검

사이니지 제작
백서 제작

8/5 ~ 9/4

38개소 사전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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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진 촬영
●

9월 27일 ~ 11월 30일 : 시공 전 촬영

●

11월 18일 ~ 12월 6일 : 시공 후 촬영

6.5. 시공
●

9월 30일 ~ 12월 5일 : 공사 진행

●

11월 18일 ~ 12월 5일 : 사후 보완공사 진행

6.6. 사전 조사 및 사후점검
●

8월 5일 ~ 9월 4일 : 38개소 사전 조사 진행

●

11월 18일 ~ 12월 5일 :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진행

●

11월 18일 ~ 12월 6일 : 사후조사 진행

6.7. 사이니지 제작
●

10월 10일 ~ 11월 8일 : 사이니지 제작 진행

●

11월 13일 ~ 12월 6일 : 사이니지 시설별 부착 진행

6.8. 백서 제작
●

12월 2일 ~ 12월 13일 : 백서 제작

6/25 ~ 12/13

실무회의 진행
7/9 ~ 11/1

서울관광재단 회의(4회)

팅 진행

9/30 ~12/5

감리 진행

9/27 ~ 11/30

시공 전 사진촬영
11/18 ~ 12/6

시공 후 사진촬영
9/30 ~ 12/5

공사 진행

11/18 ~ 12/5

사후 보완공사 진행
11/18 ~ 12/6

사후조사 진행
11/18 ~ 12/5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진행
10/10 ~ 11/8

사이니지 제작 진행

11/13 ~ 12/6

사이니지 부착
12/2 ~ 12/13

백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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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추진경과
7.1. 신청업소 모집
(1) 1차 모집
●

모집지역: 방이맛골, 이태원, 잠실새내 진행

●

모집기간: 7월 10일 ~ 7월 16일

●

사업설명회(7월 2일)
- 서울관광재단이 주최한 도시민박 아카데미 참석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게스트하우스 1개소 신청 하였으나 오픈예정인 관계로 사업진행 불가

●

신청업소: 총 30개소 신청

① 방이맛골 : 음식점 10개소, 숙박업소 1개소, 총 11개소 신청
② 이태원 : 음식점 2개소, 소매업 1개소, 부동산 1개소, 총 4개소 신청
③ 잠실새내역 : 음식점 7개소, 숙박 1개소, 총 8개소 신청
④ 성수 : 행사, 대관업체 4개동 진행, 총 4개소 신청
⑤ 게스트하우스 1개소
⑥ 서울다누림관광센터, 더케이손해보험 2개소

이태원

이태원 지도

방이맛골

잠실새내역

잠실새내역 지도

방이맛골 지도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015

(2) 2차 모집
●

모집지역: 강남MICE, 잠실새내, 방이맛골 진행

●

모집기간: 7월 24일 ~ 7월 26일

●

신청업소: 총 4개소 신청

① 방이맛골 : 음식점 1개소
② 잠실새내 : 음식점 2개소
③ 이태원 : 기타 1개소

강남 MICE

강남 MICE 지도

(3) 3차 모집
●

모집지역: 서촌, 종로 진행

●

모집기간: 8월 7일 ~ 8월 9일

●

신청업소: 총 2개소 신청

① 종로구 : 음식점 2개소

인사동 쌈지길
익선동 한옥길
공평박물관

보신각 피맛골

경복궁역 서촌 지도

종로 피맛골, 익선동 한옥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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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모집
●

모집지역: 구로구청 관광과 미팅 후 구로구지회 모집 홍보 진행
성동구 금남시장 상인회를 통해 모집홍보 진행

●

모집기간: 8월 7일 ~ 8월 9일

●

신청업소: 총 23개소 신청

① 구로구 : 18개소
② 성동구 : 5개소

(5) 최종 모집 결과
●

총 59개소 신청 중 6개소는 업주 사정, 위반 건축물 등으로 사업진행불가

7.2. 실무자회의
날짜

참석인원

회의안건

19. 06. 25.

5명

각 실무담당 내용과 일정 협의

19. 07. 18.

4명

신청모집 관련 업무 협의 및 각 당당 업무 공유

19. 08. 01.

9명

현재까지 신청업소 공유 및 모집관련 논의, 사전조사, 설계, 시공,
사진촬영일정 논의

19. 08. 06.

6명

관광재단 회의- 현재까지 진행사항 보고, 추진일정 및 사업 전반
에 관한 협의

19. 08. 29.

6명

모집 완료 및 설계, 시공 등 전체적인 세부일정 논의

19. 09. 05.

6명

관광재단 회의-진행사항 보고,추후일정 및 사업 내용 논의

19. 10. 01.

5명

신청모집업소, 각 담당 진행사항 공유, 추후일정 논의

19. 10. 15.

5명

각 담당 진행사항 공유, 시공 전 진행방향 논의 사이니지 제작논의

19. 11. 21.

6명

진행일정 공유 및 대표업소 선정 및 사업 마무리 논의

7.3. 모집 홍보
●

방문 시 업주 면담을 통해 사업에 관한 홍보 안내 및 신청모집 진행

●

사업설명회 개최 : 7
 월 2일에 서울관광재단에서 주최한 도시민박 심화 아카데미에서
50~60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진행

(1) 1차 모집
●

기간 : 7월 10일 ~ 7월 16일

●

투입인원 : 10명

●

방법 : 2인 1조, 5개 조로 방이맛골, 이태원, 잠실새내 방문홍보 진행

(2) 2차 모집
●

내용 : 방문 시 업주 면담을 통해 사업에 관한 홍보 안내 및 신청모집 진행

●

기간 : 7월 24일 ~ 7월 26일

●

투입인원 : 6명

●

방법 : 2인 1조, 3개조로 강남MICE, 잠실새내, 방이맛골 방문홍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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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모집
●

기간 : 8월 7일 ~ 8월 9일

●

투입인원 : 6명

●

방법 : 2인 1조, 3개조로 서촌, 종로 방문홍보 진행

7.4. 사전조사
(1) 사전조사 기간 및 투입인원
●

기간 : 8월 5일 ~ 9월 4일

●

투입인원: 5명(설계자 포함)

(2) 사전조사 방법
●

신청업소 방문하여 사업대상 시설 및 업소별 개선공사 필요 규모 파악 및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진행

●

신청업소를 방문하여 업주의 요구사항 정리 및 다른 애로사항 접수

●

주요공사(경사로, 출입문, 내부공간, 화장실, 객실 등)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집중하여
조사실시

●

업소별 측량이 필요하거나 업주 요청 측량 실시

(3) 사전조사 교육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공유

●

신청업소 위치 확인 및 전체조사 일정 논의

●

2018년도 조사 사례를 통한 조사 실측방법 소개

①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주요 유형에 대한 접근
② 지하 등 시설 입지에 따른 고려사항 체크
③ 도면 작도 시 체크되어야 하는 수치 확인 등
④ 주출입구, 화장실 등 본사업에서 중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접근 사항 설명

7.5. 컨설팅
●

사전 조사 후 설계팀에서 신청업소를 방문하여 시설개선에 관련된 컨설팅 진행
-사
 전조사 시 측량한 곳과 측량범위 외 접근로, 주출입구, 화장실 등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컨설팅 진행함

7.6. 사후 점검
(1) 사후 점검 기간 및 투입인원
●

기간 : 11월 18일 ~ 12월 6일

●

투입인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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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점검 방법
●

휠체어 장애인 1명 및 비장애인 등 2인 1조로 신청업소 현장 방문

●

공사가 완료된 53개 업소를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개선된 점과 공사 이전과
의 차이점을 파악, 추가시설물 또는 안전장치 점검 후 보완공사 요청

●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사후 점검 시 관광약자를 배려한 시설 개선사항과 종사자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7.7. 보완공사
●

사후 점검 시 업주들과의 미팅을 통해 요청사항을 시공업체에게 전달하여 보완공사 진행

① 공가네 한방족발 – 합성고무경사로 추가 설치
② 에스팩토리 –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제거
③ 별미곱차2호점, 원조마포소금구이, 한우한마리 – 화장실 휴지걸이 재설치
④ 새벽감자탕 – 합성고무경사로 추가 설치
⑤ 새마을공판장 – 이동식 경사로 추가 설치

7.8. 사후 홍보
●

무장애 관광지역으로 조성하여 활성화 지원 → 개선업소 매출액 증대

●

유니버설 관광시설로 인증받아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보유매체, 홈페이지, 가이드북 등)

●

개선업소 영상매체 제작을 통한 접근성 개선사업 홍보

●

사업백서 제작을 통한 사업경험과 자료 축적

●

서울다누림관광센터를 통한 접근가능한 업소로 홍보 지원

서울다누림관광센터 홈페이지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1층,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연락처: 1670-0880
● 홈페이지: https://www.seouldanurim.net/(2020년 3월 재오픈 예정)
●
●

제2장

사업대상지역

용산구 이태원
종로구
송파구
성동구
구로구
Ⓒ JEON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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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역
2019년 사업대상지인 서울 시내 6개 관광특구(이태원, 명동·남대문, 북창동·다동·
무교동, 동대문패션타운·종로·청계, 잠실, 강남 MICE(회의·포상관광·전시·이벤트))
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지정된 장소이며 그 외 성동구, 구로지역은 평소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1. 용산구 이태원
●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으로 구성된 이태원에는 외국인과 외국 공관이 집중되어 있다.
이태원1동에는 총 4,277가구에 10,601명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은 1,951명
(18.4%)에 달한다. 이태원2동에는 5,208가구에 11,637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 중
외국인은 370명이다. 용산구에서 한남동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이 이태원에 살고 있다.
또한 이태원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세네갈, 스리랑카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다.

●

외국인을 위한 호텔, 음식점, 상가 등이 늘어나면서 이태원에는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증가된 유동인구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9월 29일 이태원동과 한남동 일부를 이태원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매년 10월경에 이태원지구촌축제(Itaewon Global Village
Festival)가 열린다. 또한 매년 5월경에는 서울시의 ‘서울거리예술축제’와 연계해서
이태원 그랜드 세일(Itaewon Grand Sale)이 개최된다. 이태원은 우리나라에서 초국적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미래한국

Ⓒ 모르니까타임즈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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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로구
●

새문안길과 함께 동대문과 서대문을 잇는 이 길은 육의전(六矣廛) 등 시전이 있어서
예로부터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종루(鐘樓)’가 있어 아침에 인정(人定), 저녁에 파루
(罷漏)를 알려 8개의 도성문을 여닫은 데서 현재의 도로명이 유래했다. 종루십자가
(鐘樓十字街)·종가(鍾街)·운종가(雲從街)라고도 불렀다. 1929년 9월에는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현대식 백화점인 ‘화신상회(和信商會)’가 지금의 종로2가 국세청 자리에
들어섰다.

●

주요 통과지역은 종로구 청진동·공평동·서린동·인사동·관철동·낙원동·돈의동·관수동·
장사동·봉익동·훈정동·예지동·인의동·효제동이다. 새문안길·왕산로와 동서로 이어지고,
세종로·창경궁로·대학로와 연결 교차된다.

●

철도로는 지하철 1호선의 종각역·종로3가(탑골공원)역·종로5가역·동대문역이 있고
종로3가역에서 1·3호선으로, 동대문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보신각 외에
종묘(宗廟：사적 125), 탑골공원, 동대문(보물 1) 등 유서 깊은 사적이 많이 남아 있다.

●

그 밖에 광화문우체국·국세청·동대문경찰서·중부교육청 등의 공공기관과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의 대형 서점, 피카디리극장·단성사·서울극장 등의 극장가,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등의 대형 전문도매시장, 약국·한약·의료기·귀금속 상가 등이 밀집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위키백과

Ⓒ sam&partners

Ⓒ 비즈니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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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파구
●

잠실과 잠실새내 일대는 과거 '부리도'라 부른 하중도(河中島)였는데, 잠실 개발에 따른
물막이공사로 대규모 주택단지로 변모했고, 한강의 옛 하도(河道)가 매립되어 석촌호수
가 만들어졌다. 예로부터 비옥한 충적지를 배경으로 논농사와 근교 농업·양잠 등이 성행
했고, 주변의 질 좋은 찰흙을 이용한 옹기와 기와 제조도 성하였다.

●

송파나루는 삼남(三南)에서 올라오는 물산 유통의 집산지였으며, 송파 장시(場市)는
조선 시대 5대 향시(鄕市)의 하나로 다수의 상설 점포를 갖춘 상업중심지였다. 오늘날
송파구는 1985년에 개장된 한국 최대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하여 대형
백화점, 신천동 수협수산물백화점 등 대단위 종합유통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어 서울
동남권의 상업 및 유통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년
올림픽 경기대회의 개최지로서 서울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 내 국제 규모의 경기장
이 밀집되어 있으며, 강남 개발에 따른 가락·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신개발
고밀도 주거지역이다.

●

송파구는 국내 최초로 UN이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체코 필센에서 열린 ‘2009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송파구가 인구
20만~75만 명 도시 중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적으로 공인된 살기 좋은 도시상 수상은 이번 송파구가 처음이다.
송파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UN 산하 WHO(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건강 도시
공인에 이어 겹경사를 맞았다. 리브컴 어워즈는 UNEP 공인 하에 비영리기구인
ILC(International Liveable Communities)가 지구 환경보호에 기여한 도시를
대상으로 97년부터 수여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상이다. UNEP이 정부,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상대로 수여하는 상을 공인한 것은 모두 11개로 이중 도시를 대상으로
한 상은 리브컴어워즈가 유일하다. 2000년 전 고대 백제 수도로 출발한 송파구의
친환경적 도 시계 획 과 살 기 좋 은 도 시 를 만 들기 위 한 지 역 사 회 의 노력 이
이번 수상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송파는 곳곳에 토성 및 무덤 등 고대 유적이 즐비한
‘2000년 서울 역사의 발원지’로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면
서 조성된 공원, 도로, 문화 체육시설 등이 풍부한 점, 또 사면을 둘러싼 물길을 잇는
27㎞에 달하는 워터 웨이 프로젝트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롯데타워 홈페이지

Ⓒ 서울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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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동구
●

한양도성이 동쪽이란 뜻에서 구명을 정한 성동구는 왕십리를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2호선, 3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이 통과하며,
동호대교, 성수대교를 축으로 강남,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이다. 청계천, 중랑천,
한강 등 총 14.2km의 수변과 접하고 있는 물의 도시로, 성동구는 수변 구간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수변도시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2.17km의 성수 준공업 지역의 생산 기능과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유통 기능, 금호동, 옥수동, 행당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거 기능을 고루 갖추고 있다.

●

뚝섬은 생성과 변천을 거듭해 오면서 임금의 사냥터, 군검열장 등으로, 최초의 상수원
수원지, 골프장, 경마장으로 변화를 거듭하였다. 서울숲 조성 이전에는 체육공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2005년 6월 18일 환경친화적 대규모의 숲으로, 시민의 삶이 어우러진
서울에서 최고의 휴식처로 다시 태어났다. 35만 평 규모의 생태공간으로 조성된
서울숲은 크게 문화예술공원, 생태숲, 자연 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 수변공원 등
5개 테마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

서울숲 입구 분수대를 지나 가장 먼저 만나는 ‘문화예술공원’이 서울숲의 중심축이다.
이곳에는 서울숲 광장과 야외무대, 숲속 놀이터, 물놀이터, 스케이트 파크 등이 들어서
있어 가족 단위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4만 5,000평 규모의 생태숲은
과거 한강이 흘렀던 곳으로, 서울 근교의 자연 생태숲을 재현해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밖에도 자연 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 수변공원 등에서 다양한 생태환경을
이
골고루 체험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성동저널

Ⓒ 조선비즈

Ⓒ 서울숲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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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로구
●

전체면적의 28%인 5.64㎢가 준공업지역인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한국수출산업
공단과 영등포 기계공업 단지가 입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공장도 관내에 산재해
있어 안양·부천·광명·영등포와 함께 경인공업지대의 핵심을 이룬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와 구로구의 각종 지원이 진행되면서 대기업
연구개발시설, 지식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려들었다. 1999년 597개였던
입주기업 수는 2011년 1만 개를 넘겼고 고용 규모는 12만 8,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IT 기업이 전체의 80%에 육박해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산업단지로 우뚝 섰다. 캄캄
했던 과거 ‘공단’에서, 희망의 미래 ‘첨단’으로 옷을 갈아입은 구로디지털단지. 그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어제와 내일도 바라볼 수 있다.

●

안 양천을 경계로 생활권이 동서로 나누어져 있어 지역 간 연계체계가 다소 미흡한
편이며, 상대적으로 경기도 부천시·광명시 등과의 연계가 강하다. 오류2동·수궁동 지역
에 개발제한구역, 풍치지구 등 미개발지역이 다수 남아 있으며, 대단위 공장이전지 등
미개발지역이 많고, 경인로를 축으로 대규모 산업용품 상가 단지 입주로 인하여 서울
서남부권의 교통·상업·유통·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문화유적지로서의 함양 여씨 여계 묘역과 평강
성서유물박물관, 고척근린공원, 안양천 체육 생태공원, 구로동 화원 어린이공원, 구로
기계공구상가 단지 등이 있다.

●

1990년 이후 구로구는 구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지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각계각층의 구민이 참여하는 ‘구로문화축제
(JumpGURO)’는 2003년 이래로 매년 10월 초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어 구로구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이 행사는 구로구가 이전의 공단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문화도시로, 벤처산업의 집결지로 거듭나는 것을 기본 지향으로 하며, ‘벤처인 마라톤
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로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오늘보다

Ⓒ 구로구청 홈페이지

Ⓒ 구로구청 블로그

제3장

기본방향

기본방향
유니버설디자인
Ⓒ Tyler 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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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1. 사업의 비전
●

접근 가능한(Accessible) 공간을 만든다.

●

단순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넘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확장한다.

●

지속적인 유니버설 환경을 만든다.

●

사후 관리 등의 과정이 선순환적으로 확산하도록 한다.

2. 지속가능성의 견지
● 디자인의

지속성 :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추구
● 품질의

지속성 :

내구성과 가변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품질의 추구
● 사후관리의

지속성 :

사회적 자산으로서 디자인 결과물을 유지관리(접근성 지도, 백서 제작, 서울다누림센터
홈페이지 접근 가능한 업소로 홍보)

일반화장실과 구분하여 다목적 화장실 설치

평창패럴림픽 접근성 개선사업 경사로 설치

3. 유니버설디자인 지향
● 보편적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 :

휠체어와 유모차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주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배리어프리를

넘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 환경 만들기:

접근, 물리적 접근성과 동시에 심리적 접근성을 개선
●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향 :

산업화가 가능한 아이템 조사 및 이를 도입하여 계획(자동문, 경사로, 이동식 경사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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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3.1.1. 기원(Beginning)
② 법적 규제(Regulatory Action)를 넘어,

① 접근성(Accessibility)
●

하였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

디자인적 접근(Design Approach)의 필요성 대두

유니버설디자인은 접근성 개념으로 60년대 미국에서 출발
●

상이군인들과 50년대 급증한 소아마비 학생들에게 대학교

대두의 배경이 되었다. 법적 규제방식에 의한 별도의 장애인

의 물리적 환경이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50년

편의시설이 낙인효과를 가져오며 보행장애 외의 다양한

대 후반부터 확립되고, 60년대 미국의 시민권운동이 촉발되

요구를 수용하기엔 한계가 많고, 한편으론 편의시설이 장애

면서 장애인 권리 운동의 형식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결과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였다. (ex. 공원 등에서의 Accessible area, 장애인

시민권운동과 관련된 제정(ex. civil rights act. 1964)을 뒤

전용주차구획,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따르면서, 이를 모델로 해서 시민권을 장애인에게도 확대하
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당사자들도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

미국에서의 접근성 관련 법률의 경험이 유니버설디자인

●

또한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바꾸어 나갔으며, 1968년 연방자금이 지원된 건물들에 접

통합적 사회(Inclusive society)의 달성은 기준을 높이고

근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률(the Architectural Barriers

법적인 규제로 제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는 인식

Act. 1968)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확산되고,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아니라 철학과 원칙에
입각한 디자인 어프로치가 차별이 아닌 포용, 통합을 정상

이후 당사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운동을 통해 법과 기준이 여

규범으로 만드는 생활환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깨달음이 유

러 차례 개정·확대되어, 1990으로, The Americans with

니버설디자인으로의 전환을 낳았다.

Disabilities Act(ADA)의 제정에 이름, 이법은 법무부(DOJ)
소관으로, 연방자금 지원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공용건축

●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은 도시, 건축 분야에서 사용자에 대

물로 접근성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 건

한 관심 증대와 사회과학적 연구성과의 유입이 결합되면서

물주, 공공기관에 대한 집단소송과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규

형성됨. 공간 분야 지원그룹(ex. community architect, ad

정하였는데, 이후 장애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 의한 소

vocacy planner 등)이 한 축을 이루고, 인간공학, 환경심리

송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소송당사자 이외의 건물주 등

학 등의 연구성과를 디자인에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해지면

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미리 실행하게 되면서 전

서, 인간 중심적(Human-centered), 실증기반(Evidence-

사회적으로 접근성 개선이 크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다.

based)의 경향의 출현과 맞물려서 확산되었다.

[표 1] 접근성 관련 미국의 법과 기준의 개정·확대

법

● The

기준

Architectural Barriers Act(1968)

- 연방자금 지원 건물에 대한 접근성 의무화

●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of Act(1973)

- 장애인의 고용, 교육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이를 위한 적극
적 프로그램 마련

● The

Fair Housing Act Amendments(1988)

●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1990)

-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에 대한 접근성 확보의 의무화

● ANSIA117.1제정(1961)
● ANSIA117.1제정(1980)
●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1984)

● ADAAccessibility

Guidelines(ADAAG,1990)

● ICC/ANSIA117.1(2003)
● ADA-ABA

Guidelines(2010)

- 연방 지금 지원과 관계없이 모든 공용건물에 대한 접근성 의무화

이러한 배경으로,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법적 규제를
(포함하되, 이를) 넘어서는 디자인 어프로치를 통해, 표준의 달성이 아닌 우수한 통합환경
사례의 축적을 지향하는, 이념으로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이 발전하게 되었다.

032

3.1.2. 정의(Definition)
① 정의
●

유니버설디자인의 선구적 주창자인 Ron Mace에 의한 정의 이후, 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정의를 확대 재생산해 왔다. 대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특별한 개조, 전용화 없이 접근, 사용이 가능하고’, ‘단순한 신체적
접근성을 넘어 사회적 교류와 참여까지 포함하여’, ‘공간환경(Space or environment),
제품(Products), 서비스(Service)까지 대상 영역이 넓어진다’는 개념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의미와 개념의 쉽고 정확한 전달 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 외에 유럽권
에서는 inclusive design, Design for all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초창기 Ronald Mace의 정의가 유토피아적, 몰정치적, 기술 중심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니버설(universal)이란 단어가 마치 모두를 위한 하나의 디자인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그릇된 암시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보통 선거권(Universal
suffrage), 보편 의료(Universal healthcare)와 같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쟁취된 보편
적 권리를 암시하여 대중적 수용이 쉽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오늘날에는 유니버설디자
인(Universal Design)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정의

구분
Mace(1985)
Design for All Europe(2008)

내용
개조 또는 전용 디자인 없이, 모든 사람이 최대한도로 사용
할 수 있는 제품과 환경디자인
인간 다양성, 사회적통합, 평등을 위한 디자인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나이, 성 정체성, 능력, 문
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사회참여를 즐길 수 있으며, 이 과정

Design for All Foundation(n.d)

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어떤 환경이든 접근, 사용, 이해
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여가, 유흥의 각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취지에서 환경, 제
품, 서비스에 가해진 조정

British Standards Institute(2005)

Steinfeld&Maisel(2012)

개조 또는 전용 디자인의 필요가 없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
인간 행위 능력, 건강과 복지, 사회적 참여를 향상시킴으로
서, 다양한 사람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끌어올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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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원칙(Principle)
●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적 규제지침을 대신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소통과 실천의
전파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이 제시되었으며, 디자인, 평가의 각 단계에서 지식
기반과 실천사례의 전파를 위한 소통의 도구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

7원칙은, Ronald Mace 주도하에 관련분야 워킹그룹의 협력에 기반하여 노스캐롤라이
나 주립대의 유니버설디자인센터(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에서 1997년 개
발된 것으로, 7가지 원칙 각각에 대해 명칭(Name), 정의(Definition), 가이드라인(Gui
deline)을 제공하였다.

[표 3] 유니버설디자인과 7원칙

가이드라인

명칭

정의
● 모든

공평한 사용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성Useful과
시장성Marketable을
가진다.

개인적 선호와
능력 차이를
넓은 범위로
수용한다.

● 사용

사용상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사용

사용경험, 지식,
언어능력, 집중도와
관계없이, 사용 방법이
쉽게 이해된다.

정보 이용의 용이

주변환경과 사용자의
감각 능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오류에 대한 포용력

부주의 또는 의도치
않은 작동으로 인한
피해와 역효과를
최소화한다.

적은 물리적노력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Equitable Use

Flexibility in Use

Simple and Intuitive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사용 방법 제공

●특
 정 사용자의 배제segregating 및 낙인화Stigmatizing 방지
●사
 생활,

보안, 안전에 대한 조항이 모든 사용자에
게 공평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수립
● 모든 사용자에게 어필appeal 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의 선택권 제공
접근과 사용을 위한 방법도모
● 사용자의 정확성과 정확도 도모
● 사용자의 보조pace 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왼손/오른손잡이의

● 불필요한

복잡함complexity 제거
기대와 직감intuition에 일치
● 광범위한 문자와 언어기술에 부합
● 중요도에 일치하도록 정보제공
● 작업완료 후, 진행 중에 실질적인 응답과 반응제공
● 사용자의

●중
 요한

Perceptive Information

Tolerance for Error

Low Physicaleffort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규격과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사용자의 신체 크기,
자세, 이동능력에
상관없이 접근,
조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크기와 공간을
제공한다.

정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림,언어, 촉감 등) 사용
● 중요한 정보의 가독성legibility 최대화
● 다양한 묘사 방법으로 각각의 요소 구별
●감
 각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구나 기술들
의 호환성 제공
●위
 험과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요소 배열
실수에 대한 경고 제공
●위
 험 상황에 대비
●주
 의를 필요로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 방지
●위
 험과

● 사용자들이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작동의 힘의 활용
● 반복동작 최소화
●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의 최소화
● 합리적인

●중
 요한

요소들은 앉아있거나 서 있는 사용자 모두
에게 잘 보이도록 함
●모
 든 물건이 앉아있거나 서 있는 사용자 모두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함
● 손이나 손잡이 크기의 다양화
●보
 조기구나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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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목표(Goal)
●

Steinfeld는 소통도구로서의 7원칙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또 다른 도구로서, 8가
지 목표(Goal)를 제시했다.

●

‘유니버설디자인은 인간 행위능력(Human Performance), 건강·복지(Health and Well
ness),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그 자신의 정의에 기반
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목적, 범위, 언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식·아이디어의 소통
과 의사결정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8 가지 목표 중, 첫 4대는 인간 행위능력에 관련된 것으로, 각각 신체 측정학
(Anthropo-metry), 생체역학(.Biomechanics), 지각(Perception), 인지(Cognition)
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맞추어 실증-기반적(Evidence-based) 접근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 3개는 사회참여에 관련된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시민권운동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개인적 선호, 문화적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으
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와 참여를 이뤄내는 최종목표를 의미한다. 5번째 건
강·복지는 위 2가지 영역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표 4]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

구분

내용

신체적합Bodyfit

신체 크기와 능력의 차이를 광범위하게 수용한다.

편안Comfort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신체기능만이 요구되도록 한다.

인지Awareness

사용상의 중요정보가 쉽게 인지되도록 한다.

이해Understanding

작동과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고 명확하며 모호하지 않게 한다.

건강과 복지Health&Wellness

건강증진, 질병 회피, 부상 예방에 기여한다.

사회적 교류와 참여Social Inregration

모든 그룹을 존엄과 배려로 대하도록 한다.

개인화Personalization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적 수용Cultural Appropriateness

모든 디자인프로젝트의 문화적 가치, 사회·환경적 맥락을
존중하고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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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개선사업 결과

대표업소 개선사례
#01 ~ #10

기타 개선사례
#11 ~ #44

Ⓒ Saad Sa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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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개선 대상 업소(53개소)
전체 개요
음식점

카페

숙박

기타

합계

송파구

19

1

-

-

20

성동구

8

1

1

6

16

용산구

1

-

-

2

3

구로구

10

-

-

-

10

종로구

2

-

-

2

4

합계

40

2

1

10

53

세부 내역
연번

업소명

업종

주소

공사내용

1

새벽집 양곱창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61길 21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2

치킨뱅이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67길 23

자동문, 도움벨

3

광명식당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9길 7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4

장군주먹고기

5

황제꽃소

6

그램그램

7

새벽감자탕

8

대호집

9

김밥나라

10

신생루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1다길 12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대표

대표

대표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5길 3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169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5길 14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5길 4-1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길 10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208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11

㈜엘5에이엠씨 에스팩토리(A동)

대표

기타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5길 11

경사로, 화장실, 도움벨

12

㈜엘5에이엠씨 에스팩토리(B동)

대표

기타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5길 11

경사로, 화장실, 도움벨

13

㈜엘5에이엠씨 에스팩토리(C동)

대표

기타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5길 11

자동문, 도움벨

14

㈜엘5에이엠씨 에스팩토리(D동)

대표

기타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5길 11

자동문, 진입로, 도움벨

15

통오찡어떡볶이 한양대점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길 23

16

커농커피

17

화통집

18

한양아크리스

19

파치

20

골목냉면

21

금호동바다장어초이408

22

BYC금남점

23

케리홈치킨호프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303-14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24

푸른소나무식당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99-6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25

새마을구판장

26

완도댁아구찜

카페

대표

대표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46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46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숙박

대표

대표

대표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46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길 24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95-7

경사로,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95-5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기타

기타

서울시 성동구 장터길 41-2

서울시 성동구 장터길 44-2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금호산2가길 2

자동문, 도움벨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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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연번

업소명

27

새마을포차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23

이동식 경사로, 진입로, 도움벨

28

별미곱창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4

경사로, 도움벨

29

원조 마포소금구이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29-7

자동문, 도움벨

30

한우한마리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4

자동문, 도움벨

31

도화호프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4

화장실, 도움벨

32

별미곱창2호점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22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33

영동족발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3길 3-20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34

타도삼겹(서울방이점)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18-22

이동식 경사로, 진입로, 도움벨

35

이디야 올림픽공원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4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36

꼼장군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49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37

신천장수소곱창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49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38

잠실분식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10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39

아토토루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42-25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40

혼네인도쿄(잠실점)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39, 2층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41

공가네 한방족발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17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42

고집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7길 52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43

비바 라 비다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52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44

신천황소곱창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52

화장실, 도움벨

45

울랄라 횟집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5길 44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46

불타는삼겹살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4-23

경사로,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47

이태원왕김밥

음식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03

경사로, 도움벨

48

드림라인

기타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59길 56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49

프로방스

기타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113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50

기분이 닭한마리

음식점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길 37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51

쉬는시간

음식점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7길 52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도움벨

52

서울다누림관광센터

기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화장실, 도움벨

53

더케이손해보험

기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화장실, 도움벨

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

카페

주소

039

공사내용

신청 업소 53개소 중 대표 개선 사례인 '#06 커농커피, 화통집, 한양아크리스'는 화통집의 접근로 개선 공사와 건물 내 자동
문 설치를 하여 한 개의 사례로 소개하였고, '#7 에스팩토리'는 A동~D동, 4개동을 각각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결과가
아닌 하나의 사례로 묶어서 표시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08 도화호프, 별미곱창, 한우한마리'는 33개소가 한 건물 내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 전체 공사를 진행하여 하나의 사례로 표기하였다. 개선 사례 중 '#27 서울다누림관광센터, 더케이손해보험'
과 '#33 비바라비다, 신천황소곱창'도 같은 건물 내 공사를 진행하여 한개의 사례로 설명하였으며, 이 때문에 신청업소 총 53
개소를 44개의 사례로 소개하였다.

040

지역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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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개소수
● 구로구

10개소

● 성동구

16개소

● 송파구

20개소

● 용산구

3개소

● 종로구

4개소

042

세부내역
구로구(10개소)

②
④

①
③

⑧
⑦ ⑤
⑥⑨ ⑩

연번

업소명

업종

1

새벽집 양곱창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61길 21

2

치킨뱅이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67길 23

3

광명식당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9길 7

4

장군주먹고기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1다길 12

5

황제꽃소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5길 3

6

그램그램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169

7

새벽감자탕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5길 14

8

대호집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5길 4-1

9

김밥나라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길 10

10

신생루

음식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208

대표

대표

대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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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16개소)

⑤

⑨

⑥⑦⑧

⑯
⑩ ⑬
⑫ ⑪ ⑭
⑮

①②③④

연번

업소명

업종

1

㈜엘5에이엠씨 에스팩토리(A동)

대표

기타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5길 11

2

㈜엘5에이엠씨 에스팩토리(B동)

대표

기타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5길 11

3

㈜엘5에이엠씨 에스팩토리(C동)

대표

기타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5길 11

4

㈜엘5에이엠씨 에스팩토리(D동)

대표

기타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5길 11

5

통오찡어떡볶이 한양대점

음식점

6

커농커피

카페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46

7

화통집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46

8

한양아크리스

숙박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46

9

파치

10

골목냉면

11

금호동바다장어초이408

12

BYC금남점

기타

13

케리홈치킨호프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303-14

14

푸른소나무식당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99-6

15

새마을구판장

기타

16

완도댁아구찜

음식점

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

주소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길 23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길 24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95-7

음식점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95-5
서울시 성동구 장터길 41-2

서울시 성동구 장터길 44-2
서울시 성동구 금호산2가길 2

044

송파구(20개소)

⑨
⑥①⑧
③
②④⑤
⑦

⑳

⑩⑪
⑭⑬ ⑲
⑮⑫
⑰⑱⑯

연번

업소명

업종

1

새마을포차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23

2

별미곱창

대표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4

3

원조 마포소금구이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29-7

4

한우한마리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4

5

도화호프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4

6

별미곱창2호점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22

7

영동족발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3길 3-20

8

타도삼겹(서울방이점)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18-22

9

이디야 올림픽공원점

10

꼼장군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49

11

신천장수소곱창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49

12

잠실분식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10

13

아토토루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42-25

14

혼네인도쿄(잠실점)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39, 2층

15

공가네 한방족발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17

16

고집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7길 52

17

비바 라 비다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52

18

신천황소곱창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52

19

울랄라 횟집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5길 44

20

불타는삼겹살

음식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4-23

대표
대표

대표

대표

카페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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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3개소)

①

②

③

연번

업소명

업종

주소

1

이태원왕김밥

음식점

2

드림라인

기타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59길 56

3

프로방스

기타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11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03

종로구(4개소)

②
①

③④

연번

업소명

업종

주소

1

기분이 닭한마리

음식점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길 37

2

쉬는시간

음식점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7길 52

3

서울다누림관광센터

기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4

더케이손해보험

기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046

접근성 개선사업 결과

대표업소 개선 사례(17개소)
#01 대호집

#02 새벽감자탕

#03 황제꽃소

#04 금호동바다장어초이408

#05 파치

#06~#08 커농커피. 화통집. 한양아크리스

#09~#12 (주)엘5에이엠씨 에스팩토리

#13~#15 도화호프. 별미곱창. 한우한마리

#16 영동족발

#17 이디야 올림픽공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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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선사례(35개소)
#18 광명식당

#19 그램그램

#20 김밥나라

#21 새벽집양곱창

#22 신생루

#23 장군주먹고기

#24 치킨뱅이

#25 BYC 금남점

#26 골목냉면

#27 새마을구판장

#28 완도댁아구찜

#29 케리홈치킨

048

#32 기분이닭한마리

#30 통오찡어떡볶이

#31 푸른소나무식당

#33 쉬는시간

#34~#35 서울다누림관광센터. 더케이손해보험 #36 고집

#37 공가네한방족발

#38 꼼장군

#39 별미곱창 2호점

#40 불타는삼겹살

#41~#42 비바라비다. 신천황소곱창

#43 새마을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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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44 신천장수소곱창

#45 아토토루

#46 울랄라횟집

#47 원조마포소금구이

#48 잠실분식

#49 타도삼겹 서울방이점

#50 혼네인도쿄(봄)

#51 드림라인

#52 이태원왕김밥

#53 프로방스

050

대표업소 개선사례

구로구

#01 대호집
설계자의 이야기 : 보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 8cm 높이의 경계석이 있고 출입문 앞에는 3cm 높이의 단차가 있었다. 경계
석 단차에는 합성고무경사판을 설치하고 출입문 단차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고장난 자동문을 철
거하고 새로운 자동문 설치를 계획하였다.
시공자의 이야기 : 안전센서를 부착한 자동문 설치와 진입로공사가 진행되었다. 해당 업소는 외부에서 진입한 후 기존 내부
에 단차가 있어 외부로부터 내부까지 자연스럽고 편한 진입이 가능하게끔 하는데 시공 포인트를 두었다. 또한 내부에서도 미
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테입을 부착했다.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5길 4-1

공사내용
●

입구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및 합성고무 경사로

●

자동문 설치

●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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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52

대표업소 개선사례

구로구

공사 후 업체 전경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공사 후 업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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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사 전 업체 전경

공사 전 업체 내부

054

#02 새벽감자탕

대표업소 개선사례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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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설계자의 이야기 : 새벽감자탕은 보차로 구분이 없
는 도로에서 13cm 높이의 경계석을 올라가면 출입문
앞에 10cm 높이의 단차가 있고 여닫이문을 열고 실
내로 들어가면 15cm 높이의 단차가 또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경계석
단차에는 합성고무경사판을 설치하고 출입문 앞 단차
와 실내 단차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여닫이문은
철거 후 자동문 설치를 계획하였다.
시공자의 이야기 : 안전센서를 부착한 자동문 설치
와 진입로공사가 진행되었다. 해당 업소는 외부에서
진입한 후 기존 내부에 단차가 있어 외부로부터 내부
까지 자연스럽고 편한 진입이 가능하게끔 하는데 시
공 포인트를 두었다. 또한 내부에서도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테입을 부착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5길 14

공사내용
●
●

●

자동문 설치
경사로 설치
- 외부스텐 체크판 및 합성고무 경사로
- 내부 슬로프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업체 전경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056

대표업소 개선사례

구로구

공사 후 업체 내부

공사 후 업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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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업체 내부

공사 전 업체 출입문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공사 전 업체 출입문

058

대표업소 개선사례

구로구

#03 황제꽃소
설계자의 이야기 : 본 업소의 출입문 앞에 16cm
높이의 목재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동 미닫이 문
이 설치되어 있었다. 목재 계단을 철거하여 경사로를
만들고, 수동 미닫이 문을 철거 후 자동문 설치를 계
획하였다.
시공자의 이야기 : 자동문 설치는 안전을 위한 끼
임방지 센서를 부착했으며 휠체어 진입이 용이하도록
개폐 공간을 충분히 넓게 확보해서 시공하는데 주안
점을 두었다. 강한 금속 재질의 체크플레이트 설치로
중기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세라믹 논슬립
을 부착해 미끄럼을 방지하는 시공도 잊지 않았다.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5길 3

공사내용
●

●
●

입구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업체 전경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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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060

대표업소 개선사례

구로구

공사 후 업체 외부

공사 후 업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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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업체 외부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공사 전 업체 내부

062

대표업소 개선사례

#04 금호동바다장어초이408
설계자의 이야기 : 출입문 앞에 3~4cm 높이의 단
차가 있어서 접근이 편리하도록 경사로 설치를 계획
하고, 여닫이 문을 철거 후 자동문 설치를 설계하였
다.
시공자의 이야기 : 자동문 설치와 함께 안전을 위한
끼임방지 센서를 부착했으며 휠체어 진입이 용이하도
록 열리는 개폐 공간을 충분히 넓게 확보해서 시공하
는데 초점을 맞췄다. 강한 금속 재질의 체크플레이트
설치로 장기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세라믹 논
슬립을 부착해 안전성을 높였다.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95-5

공사내용
●

●
●

입구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후 평면도 After Floor Plan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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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064

성동구

대표업소 개선사례

자동문 설치

공사 후 업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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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업체 외부

공사 전 업체 출입문

공사 전 업체 내부

066

대표업소 개선사례

성동구

#05 파치

자동문 및 도움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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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이야기 : 경사진 도로에 면한 가게인데, 가게 앞에는 목재데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데크에는
계단 2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067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길 24

데크를 철거하지 않고 경사진 도로의 높은 쪽 데크 측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출입문으로 접근이 가능하
게 하였다. 여닫이문을 철거하고 자동문 설치를 계획하였다.

공사내용
●

시공자의 이야기 : 자동문 설치와 함께 안전을 위한 끼임방지 센서를 부착했으며 휠체어 진입이 용이
하도록 열리는 개폐 공간을 충분히 넓게 확보해서 시공하였다. 적절한 경사각의 체크플레이트의 설치로
쉬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세라믹 논슬립을 부착해 안전성을 높였다.

●
●

입구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 진입로 난간대 철거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스텐체크판 경사로 설치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068

대표업소 개선사례

성동구

공사 후 업체 전경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후 업체 내부

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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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업체 입구

공사 전 업체 내부

070

대표업소 개선사례

#06~#08 커농커피. 화통집. 한양아크리스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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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이야기 : 가게 출입문 앞에는 보도보다
40cm정도 높은 목재데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데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5cm 높이의 계단 2단과 8cm
높이의 단차를 올라가야 했다. 데크의 일부를 철거해
서 경사로를 만들고자 하였는데 경사로의 길이를 확
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나란하게 설계를 진행하였다.
기존 여닫이문도 편리한 자동문으로 설계하였다.
시공자의 이야기 : 3개 민간업소 공동으로 관광약
자의 용이한 입출입을 위해 슬로프공사 및 자동문 설
치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용자 안전을 생각해 진입
로 가장자리에 핸드레일 시공을 진행했으며 진입로
초입에 금속 재질의 슬로프 마감 체크플레이트를 설
치했다.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46

공사내용
●

●

●

공사 후 업체 전경

입구 경사로 설치
- 진입로 데크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설치
자동문 설치
- 일반자동문 및 패닉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072

대표업소 개선사례

성동구

공사 후 업체 외부

공사 후 업체 외부

공사 후 업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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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공사 전 업체 외부

공사 전 업체 외부

공사 전 업체 출입문

공사 전 업체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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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주)엘5에이엠씨 에스팩토리(A동 ~D동)

성동구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설계자의 이야기 : 에스팩토리는 각종 전시와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기때문에 다양한 방문자의 출입이
원활해야한다. 하지만 여러 출입구에 단차가 존재하였고, 화장실도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075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5길 11

이를 개선하고자 단차가 있는 접근로와 출입문에는 경사로 설치를 계획하였고, 여닫이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였으며, 장애인화장실에는 손잡이, 양변기 등받이 등의 설치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였다.

공사내용
●

시공자의 이야기 :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경사로와 자동문을 시공하는데 주안
점을 두었고, 화장실 개선에서는 실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에스팩토

화장실 개선공사
자동문 설치
● 도움벨 설치

리는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구비해두고 있었지만, 손잡이의 위치가 앉은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있었

●

고, 제대로 설치하기 위하여 벽면을 살펴보았지만, 벽이 힘을 받기 어려운 재질로 구성되어있어서 설계

●

자와 협의 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다.

입구 경사로 설치
- 진입로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 진입로 슬로프 공사

공사 후 업체 전경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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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사 전 업체 전경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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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공사 후 내부 입면도
After Inside Front view

공사 전 업체 출입문(외부)

공사 후 업체 출입문(외부)

공사 후 업체 출입문(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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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소 개선사례

성동구

공사 후 업체 외부

공사 후 업체 외부

공사 전 업체 외부

공사 전 업체 외부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공사 후 업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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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화장실

공사 전 업체 화장실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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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소 개선사례

성동구

공사 후 업체 외부

공사 후 업체 내부

공사 전 업체 외부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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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공사 전 화장실 문턱

공사 전 화장실 내부

공사 후 화장실 출입문

공사 후 화장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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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소 개선사례

송파구

#13~#15 도화호프. 별미곱창. 한우한마리
설계자의 이야기 : 상가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1
층 화장실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였다.
남자화장실은 화변기 1개, 소변기 2개, 세면대 1개가 있
었고, 여자화장실은 화변기 1개, 대걸레 빨래용 수도꼭
지 1개가 있었다.
기존 변기 개수를 유지하면서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가
능한 양변기 1칸을 만드는 것이 설계목표였는데, 칸막이
조적벽을 철거하고 세면대와 청소씽크는 1개씩만 설치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화장실로 출입하는 건물 출
입문 앞에 4cm 높이의 단차가 있어서 경사로 설치를 계
획하였다.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시공자의 이야기 : 3개 민간업소 공동으로 관광약자
에 최적화된 화장실 공사를 진행했다. 기존 화장실은 관
광약자의 진입과 사용이 불가능했으며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한 화장실이었고, 천정 등은 사용이 금지된 석면
재질의 텍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석면해체는 석면해체면
허를 소지하고 있는 전문 업체가 시행했다. 화장실은 전
체 철거를 한 후 관광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쾌적하
게 이용가능하도록 구현했으며, 양변기와 소변기 사용
시 안전을 고려해 장애인 안전 손잡이를 부착했다.
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4

공사내용
●

●

●

입구 경사로 설치
- 출입구 확장
- 진입로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공사
- 장애인 손잡이 설치
- 타일 및 양변기교체
도움벨 설치

공사 전 화장실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후 화장실 평면도 After Plane view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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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건물 출입문 전경

공사 후 화장실 내부

공사 후 화장실 내부

공사 후 화장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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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대표업소 개선사례

공사 후 화장실 입구

공사 후 화장실 입구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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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건물 출입문 전경

공사 전 화장실 입구

공사 전 화장실 내부

공사 전 화장실 내부

086

대표업소 개선사례

송파구

#16 영동족발

공사 후 업체 전경

설계자의 이야기 : 가게의 코너면에 주출입문이 있고, 측면에 부출입문이 있는데, 주출입문 앞에
는 11cm, 부출입문 앞에는 7cm의 단차가 있었다. 주출입문 앞과 옆으로 여유 공간이 있어서 실내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3길 3-20

바닥 높이와 동일한 높이로 목재데크를 설치하고, 데크와 연결되는 경사로 설치를 설계하였다. 부출
입문 앞에도 경사로를 설치하였고, 주출입구 여닫이문을 철거하고 자동문을 계획하였다.

공사내용
●

시공자의 이야기 : 영동족발은 자동문을 설치하고 진입로공사(슬로프 포함)를 시공하였다. 데크
공사를 함으로써 출입구와 평행을 맞춰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출입을 구현했으며, 핸드레일 부착
으로 휠체어 이탈을 방지했다. 자동문은 안전기준에 맞는 개폐시간을 설정했으며, 끼임방지를 위해

●

별도의 센서를 부착, 사용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시공했다.

●

입구 경사로 설치
- 부 출입문 경사로 설치
- 진입로 데크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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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공사 후 업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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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소 개선사례

진입로 데크 설치

송파구

경사로 설치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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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업체 외부

공사 전 업체 출입문(우)

공사 전 업체 출입문(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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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디야 올림픽공원점
설계자의 이야기 : 출입문 앞에 16cm 높이의 단차
가 있어 완만한 경사로를 설계하였다. 여닫이문을 철
거하고 자동문 설치를 계획하였다.
시공자의 이야기 : 대표시공업소로 선정된 이디야
올림픽공원점은 자동문 설치 및 진입로공사가 진행되
었다. 안전센서를 부착한 자동문 설치와 관광약자들
이 불편함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변형이 적고 내구
성이 강한 금속 재질의 체크플레이트로 진입로를 만
들었다. 또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체크플레이트 위 세
라믹 논슬립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시공을 진행했다.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4

공사내용
●

●

●

입구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 자동문 및 강화유리문 설치
도움벨 설치

송파구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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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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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경사로 및 도움벨 설치

자동문 설치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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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공사 전 업체 출입문(외부)

공사 전 업체 출입문(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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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구로구

#18 광명식당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9길 7

공사내용
●

●
●

입구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업체 출입문(외부)

공사 전 업체 출입문(내부)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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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경사로 및 도움벨 설치

자동문 설치

96

개선사례

구로구

#19 그램그램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169

공사내용
●

●
●

입구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업체 출입문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경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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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출입문

공사 후 업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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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구로구

#20 김밥나라

공사 전 업체 전경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길 10

공사내용
자동문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 도움벨 설치
●
●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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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100

개선사례

구로구

#21 새벽집 양곱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61길 21

공사내용
●

●
●

공사 전 출입문

공사 전 업체 전경

입구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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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경사로 및 자동문, 도움벨 설치

공사 후 업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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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구로구

#22 신생루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208

공사내용
●

●
●

입구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경사로 및 도움벨 설치

자동문 설치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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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104

개선사례

구로구

#23 장군주먹고기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1다길 12

공사내용
●
●

●

자동문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계단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공사 후 업체 출입문 및 도움벨

105

스텐 체크판 계단 설치

공사 후 업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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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구로구

#24 치킨뱅이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67길 23

공사내용
●
●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업체 출입문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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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공사 후 업체 출입문(외부)

공사 후 업체 출입문(내부)

108

개선사례

성동구

#25 BYC 금남점

공사 전 업체 출입문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성동구 장터길 41-2

공사내용
●
●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업체 전경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도움벨 및 자동문 설치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109

자동문 설치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110

개선사례

성동구

#26 골목냉면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95-7

공사내용
●

●
●

입구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111

경사로 및 도움벨, 자동문 설치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112

개선사례

성동구

#27 새마을구판장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성동구 장터길 44-2

공사내용
자동문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 도움벨 설치
●
●

공사 전 업체 출입문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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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이동식 경사로 및 자동문 설치

114

개선사례

성동구

#28 완도댁 아구찜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성동구 금호산2가길 2

공사내용
●

●
●

공사 전 업체 전경

공사 전 출입문

입구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115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공사 후 업체 전경

경사로 및 자동문 설치

116

개선사례

성동구

#29 케리홈치킨호프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303-14

공사내용
●

●
●

입구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업체 출입문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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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도움벨 설치

경사로 및 자동문 설치

118

개선사례

성동구

#30 통오찡어떡볶이 한양대점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길 23

공사내용
●

●
●

입구 경사로 설치
- 이동식 경사로 설치
- 진입로 데크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업체 외부

공사 전 업체 내부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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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이동식 경사로 및 도움벨 설치

자동문 설치

120

개선사례

구로구

#31 푸른소나무집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길 10

공사내용
자동문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 도움벨 설치
●
●

공사 전 출입문

공사전 업체 전경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121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이동식 경사로 및 자동문 설치

공사 후 업체 전경

122

개선사례

종로구

#32 기분이 닭한마리

공사 전 업체 내부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길 37

공사내용
●

경사로 설치
- 내부 스텐 체크판 계단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 도움벨 설치
●
●

공사 전 업체 내부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123

공사 후 업체 외부

스텐 체크판 계단 설치

스텐 체크판 계단 설치

124

개선사례

종로구

#33 쉬는시간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7길 52

공사내용
자동문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 도움벨 설치
●
●

이동식 경사로 및 도움벨, 자동문 설치

자동문 설치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125

공사 후 업체 전경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126

개선사례

종로구

#34~#35 서울다누림관광센터. 더케이손해보험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공사내용
●

공사 전 출입구

●
●

화장실 개선공사
- 소변기손잡이
- 자동물내림비데
도움벨 설치
사이니지설치

공사 후 출입구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127

공사 전 화장실 내부

공사 전 화장실 내부

공사 후 화장실 내부

공사 후 화장실 내부

128

개선사례

송파구

#36 고집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7길 52

공사내용
자동문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 도움벨 설치
●
●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129

공사 후 업체 전경

공사 후 업체 외부

이동식 경사로 및 도움벨, 자동문 설치

130

개선사례

송파구

#37 공가네한방족발

공사 전 업체 내부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17

공사내용
●

●
●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업체 전경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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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벨 설치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132

개선사례

송파구

#38 꼼장군

공사 전 업체 전경

공사 전 업체 외부

공사 전 업체 외부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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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49

공사내용
●

경사로 설치
- 합성고무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 도움벨 설치
●
●

도움벨 및 자동문 설치

134

개선사례

송파구

#39 별미곱창 2호점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22

공사내용
입구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 도움벨 설치
●
●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135

공사 후 업체 전경

경사로 및 도움벨 설치

자동문 설치

136

개선사례

송파구

#40 불타는 삼겹살

공사 전 업체 출입구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4-23

공사내용
●

●
●

입구 경사로 설치
- 합성고무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업체 외부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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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외부

자동문 설치

자동문 설치

138

개선사례

송파구

#41~#42 비바라비다. 신천황소곱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52

공사내용
●

●
●

화장실 개선공사
- 큐비클 칸막이 설치
- 장애인 손잡이 설치
- 타일 및 양변기 교체
이동식 경사로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전 업체 출입구

이동식 경사로 설치

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공사 후 화장실

139

공사 후 화장실

공사 전 화장실

140

개선사례

송파구

#43 새마을포차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23

공사내용
●

이동식 경사로 설치
도움벨 설치

●

스텐체크판 계단 설치

●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141

공사 후 업체 전경

이동식 경사로 및 도움벨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142

개선사례

송파구

#44 신천장수소곱창

공사 전 업체 외부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49

공사내용
●

경사로 설치
- 합성고무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 도움벨 설치
●
●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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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자동문 설치

자동문 설치

144

개선사례

송파구

#45 아토토루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42-25

공사내용
방부목 계단 설치
자동문 설치
● 도움벨 설치
● 이동식 경사로 설치
●
●

공사 전 출입문

공사 전 업체 전경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145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방부목 계단 및 도움벨, 자동문 설치

공사 후 업체 전경

146

개선사례

송파구

#46 울랄라횟집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5길 44

공사내용
자동문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 도움벨 설치
●

공사 전 업체 전경

●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자동문 설치

147

공사 후 업체 전경

이동식 경사로 설치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148

개선사례

송파구

#47 원조마포소금구이

공사 전 업체 전경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29-7

공사내용
●

●

자동문 설치
- 자동문 설치 및 강화유리문 교체
도움벨 설치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149

공사 후 업체 전경

강화유리문 교체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자동문 설치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150

개선사례

송파구

#48 잠실분식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10

공사내용
●
●

●

자동문 설치
경사로 설치
- 스텐 체크판 경사로 설치
도움벨 설치

공사 전 업체 전경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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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자동문 설치

공사 후 업체 전경

152

개선사례

송파구

#49 타도삼겹 서울방이점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18-22

공사내용
자동문 설치
진입로 계단 설치
● 이동식 경사로 설치
● 도움벨 설치
●
●

자동문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2019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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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154

개선사례

송파구

#50 혼네인도쿄(봄)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39, 2층

공사내용
자동문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 도움벨 설치
●
●

1층 승강기 앞 계단

이동식 경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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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업체 출입문

자동문 설치

공사 후 업체 내부 전경

156

개선사례

이태원

#51 드림라인

공사 전 업체 외부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59길 56

공사내용
●

자동문 설치
- 자동문 설치 및 강화유리문 교체

이동식 경사로 설치
도움벨 설치
● 스텐 체크판 계단 설치
●
●

공사 전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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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공사 전 입면도 Before Front view

공사 후 입면도 After Front view

이동식 경사로, 자동문 설치 및 강화유리문 교체

158

개선사례

이태원

#52 이태원왕김밥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03

공사내용
경사로 설치
- 스텐체크판 경사로 설치
● 도움벨 설치
●

공사 전 업체 전경

공사 전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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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평면도 Before Plane view

공사 후 평면도 After Plane view

경사로 설치

공사 후 업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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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이태원

#53 프로방스

공사 전 업체 전경

업체정보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113

공사내용
자동문 설치
이동식 경사로 설치
● 도움벨 설치
●
●

공사 전 업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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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업체 전경

이동식 경사로 설치

도움벨 및 자동문 설치

제5장

공간별 가이드라인

접근로
주출입구
화장실

Ⓒ Raw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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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별 가이드라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세부기준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최우수 등급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진행하였다.

1. 접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세부기준
●

보차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
 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
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
 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
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
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
할 수 있다.
●

장애물 구역이 설치된 보행로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
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된 보행공간

경계

(1) 접
 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
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
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
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
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 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
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
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
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
 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BF인증 최우수기준
●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1) 목적 : 접 근로 와 차도 의 분리를 평가하 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차량과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주출입
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기준 : 모
 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를 기준으로 한다.
●

유효폭

(1) 목적 :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2) 기준 : 전
 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이
어야 한다.
●

단차

(1) 목적 :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
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한다.
(2) 기준 : 전체구간에 단차가 없어야 한다.
●

기울기

(1) 목적 : 접근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
자가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
도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
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2) 기준 : 접
 근로 전체구 간 기울기가 1 / 2 4
(4.17% / 2.39°)이하여야 한다.
●

바닥마감

(1) 목적 :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
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
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기준 : 모
 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
는 재질이어야 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인 경우로 한다.
● 보행장애물

(1) 목적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
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기준 :
①접
 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
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②차
 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
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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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출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세부기준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1) 턱낮추기 :
건
 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
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F인증 최우수기준
●

출입구(문)의 높이차이

(1) 목적 : 출입구(문)의 높이차이를 평가하여 장
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
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2) 기준 : 단차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2) 휠
 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자동문, 여닫이문 함께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
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알코브 형태로 설치
하여 우수 피해를 최소화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
 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통과유효
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
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
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
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
효거리에 포함하지 않음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
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
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0.6m의 활동공간 확보
●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
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
리하여야 한다.
(2) 건
 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
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
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출입구(문)의 형태

(1) 목적 : 출입구(문)의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
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문을 설
치하도록 한다.
(2) 기준 : 출
 입구(문)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문을 설치해
야 한다.
●

출입구(문)의 유효폭

(1) 목적 : 출입구(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
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2) 기준 : 전체구간에 단차가 없어야 한다.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
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 전면 무단차 처리 및 배수 설비 설치

●

●

출입구(문)의 단차

(1) 목적 : 출입구(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
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해
야 한다.
(2) 기준 : 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어야 한다.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 목적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
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 기준 : 출
 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이어야 한다.
● 출입구(문)의

손잡이

(1) 목적 :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
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
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2) 기준 : 자
 동문, 우수-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수평 및 수직막대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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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세부기준

BF인증 최우수기준
●

●

일반사항

○

설치장소

(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일반화장실과 구분하여 다목적 화장실 설치

(2) 장
 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재질과 마감

(1)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
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내부에 유아 동반자를 배려한 설비도 함께 설치

(2) 화
 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
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자동문으로 설치 및 위생시설 내부에 시각, 청각
경보장치 설치

기타 설비

(1)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
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
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
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
(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2) 세
 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
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
야 한다.
(3) 장
 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
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
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
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로 손잡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현장 여
건을 고려한 디자인적용으로 이용상 기능 확보

●

대변기

○

활동공간

(1) 생략
(2) 신
 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
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출
 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
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
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
되도록 할 수 있다.

유효폭 및 단차

(1) 목적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
하여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준 : 1 .5m이상 통로폭을 확보해야 하며,
단차가 전혀 없어야 한다.
●

바닥마감

(1) 목적 : 화 장실 접근로의 바닥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실로 접근이 가능
하도록 한다.
(2) 기준 : 우
 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
질 염려가 없는 타일이나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0.5cm이하여야 한다.
●

출입구(문)

(1) 목적 : 화장실의 출입구(문)을 평가하여 장애
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의 출입구(문)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
도록 한다.
(2) 기준 : 우
 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
●

칸막이 출입문

(1) 목적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2) 기준 : 유
 효폭 1.0m이상, 자동문, 누구나 사용
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바닥마감
(1) 목적 :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
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
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
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기준 : 모
 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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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세부기준
○

구조

(1)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2) 대
 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

167

BF인증 최우수기준
● 활동공간

(1) 목적 : 대변기 내부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2) 기준 : 우
 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기존시설개선)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손잡이

●

대변기의 형태

(1)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목적 :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
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
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한다.

(2) 수
 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
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2) 기준 : 대
 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
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에
설치해야 하며, 비데를 설치해야 한다.

(3) 수
 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
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 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
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5) 생략
○

기타 설비

(1)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
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출
 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생략
(4)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
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변기 손잡이

(1) 목적 :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한다.
(2) 기준 : 우
 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
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해야 한다.
●

기타설비

(1) 목적 : 대변기에 세정장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
태의 세정장치가 설치되도록 한다.
(2) 기준 : 대
 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
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
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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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벨 사이니지

1. 목적
●

접근성 개선사업의 대상지 선정 업체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한다.

2. 디자인 방향
●서
 울

대표색 10색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와진회색' 컬러를 활용하여 서울 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있는 도움벨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휠
 체어

픽토그램을 주로 활용하지 않고, '도움벨'과 영어 'HELP'를 가장 크게 눈에 띄이게 하여,

도움벨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 '도움벨'의

글씨는 배경과 극적인 대비로 시인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HELP' 글씨에는 오렌지

컬러를 적용함으로써 생동감을 주고, 약시자에게는 도움벨 다음으로 눈에 띄일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다
 양한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누구든 누를 수 있음을 표현하였다.

●누
 르는

부분은 하단에 직관적인 벨 모양의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나타내었다.

3. 제작사양 및 방식
●크
 기

: 92x212x25(mm)

● 제작과정

: 내부 장치는 기존 시판장치를 응용하여 디자인 결과물 내에 위치하도록 함

● 제작방식

: 앞면 아크릴 UV인쇄, 도시락형 스틸케이스 내부에 벨 부착

● 기타사항

: 건전지 및 벨 교체 가능

도움벨 송신기 디자인

도움벨 수신기 스티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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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움벨 설치 위치
● '도움벨

버튼이 바닥에서부터 80~120cm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 관련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
입구(문), 라. 기타 설비,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
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이태원 왕김밥 도움벨 부착 사례

안내 사이니지

골목냉면 도움벨 부착 사례

1. 목적
●

경사로의 위치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

2. 디자인 방향
●대
 비가
●국
 제

강하면서 눈에 띄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표준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시인성을 높였다.

3. 제작사양 및 방식
●크
 기

: 200x500(mm)

● 제작방식

안내 사이니지 디자인

: 아크릴 UV인쇄

안내 사이니지 부착 모습

그램그램 도움벨 부착 사례

제7장

시사점 및 제언

본 사업의 의미와 향후전망

Ⓒ Hoyoung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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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의미와 향후전망

박인수 I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이사
(주)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대표

유니버설디자인이 다양한 층위와 범위를 다루고 있으나, 아직 국내 여건은 '보행약자' 혹은 '관광
약자'의 편익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아직 지배적인 듯하다. 척박한 국내 상황을 감안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런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에 감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와
개념을 공유해 두어야 할 책임을 전문가로서 갖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관광 약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결안은 이용자들의 이동권에 대한 보편적
상황 즉, 누구나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
들의 인식 체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식을 공유할 지식과
교육 그리고 경험을 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도시환경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보편적 보행권
에 대한 인식과 환경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환경적 특성 하에 실행되는 것이 본 사업의 특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사업은 부족한 물리적 환경을 주어진 예산과 기간 내에 최대한 보완하는 일이면서, 한편
으로는 부족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철학적 이해도 도모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상황이라 하겠다.
본 협회는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서울시와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일정 수준의 경험과
성과를 보유하여 물리적 환경의 제공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나, 아직 시민 일반의 생각 속에 관광
약자 혹은 보행약자의 인식과 그들에 대한 판단은 미흡한 형편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관광특구 등에 집중되었던 본 사업의 범위는 서울시 전역으로 넓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도시의 공공시설 중 병원 근처, 노유자 관련 시설 근처,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경찰서,
주민센터, 보건소, 우체국 등) 근처의 식음료가게, 편의점, 이·미용실 등 도시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
한 시설에 본 사업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의 협조는 또,
한 축의 주요한 지점이다. 관련 업소의 모집 과정에서부터 본 사업의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설명
을 통해 본 사업의 취지를 모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2019년에는 서울관광재단 지원을 받아 사업 진행을 하며 관광특구 외의 지역에서 접근성 개선사업
에 관심이 많았고, 2018년 사업 진행 시 참여업소 모집 과정이 사업단계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
으나, 올해는 작년 대비 모집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2020년 사업 추진 시 진행하게 될 추가 신청업소
들의 모집도 이루어졌다.
53개소의 모든 업소 시공과 도움벨 설치도 진행되었다.

한데 아직까지도 업주들의 접근성 개선공사의 신청은 관광 약자를 위한 개선 공사가 아닌 인테리어
에 치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 업주들과의 면담 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다. 또한, 화장실 등
공사 규모가 큰 곳들은 접근성 개선 효과가 크고, 준공 후 해당 업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향후에는 업주의 영업손실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보다 많은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사업 진행 시와 마찬가지로 본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과 규제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또
한 번 절감하며, 인식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편의증진법상의 규제가 해당 면적 기준 미만의 업소들에는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면적 기준과는 별도로 환경 여건상 가능함에도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는 업소
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쪼록 개선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차별 없이 이용하길 기대하고 내년에도 더 개선된 결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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