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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근육의 발달, 지각운동의 효과와 사회성 발달을 높이며 특히
놀이기구를 통한 놀이는 창의력 발달, 운동능력 향상, 균형감각을 키워준다. 이 같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곳이 바로 놀이터 인 것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놀이터의
안전이다. 어린이를 위해 보다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곳이 놀이터 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의 안전성 실태 분석을 연구
목적으로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의 치수와 재질, 위치 등을 실측하고
실측치가 놀이시설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K도 B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20곳의 실외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4월 7일부터 2008년 4월 14일까지 4명의 조사원에 의해 실시되었으
며 조사도구인 줄자, 각도계,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실측조사를 실시하였고, 체크리스
트를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놀이터에 대한 시설물 현황과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
다. 조사결과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의 안전성 면에서는 위험요소가 많고 안전하지 못하였
다. 시설물의 노후화와 시소나 미끄럼틀을 비롯한 놀이기구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또한 그네와 미끄럼틀 등을 비롯한 놀이시설들이 비교적 그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다.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요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
았으며 어린이 놀이터 환경은 양호하지 못하였으며 많은 놀이시설이 노후 되어 있었고 이용
의 불편함, 관리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었다.
주제어: 놀이시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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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걷고 달리고 뛰면서 논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던지고,
밀고, 당기고, 구르는 등의 운동을 하면서 논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근육의 발
달, 지각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사회성 발달을 높이며 특히 놀이기구를 통한 놀이는 창의력
발달, 운동능력 향상, 균형감각을 키워준다. 이 같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곳이 바로 놀
이터 인 것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놀이터의 안전이다. 어린이를 위해
보다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곳이 놀이터인 것이다.
어린이들의 생활은 놀이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놀이는 중요하며, 그것을 통하여 여러 가
지를 배우게 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린이들의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회적 행동이면서 학습의 장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발달 특
성상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시기에는 운동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
라 매우 활동적이며,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아직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위험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
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함은 물론, 그와 동시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주요 놀이 환경의 장인 놀이시설, 특히 실외 놀이터는 어린이들을 놀이에 집
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하듯이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시절 경험의 가장 기본의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에 앞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미국의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U 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보고에 따르
면,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에서 아동 놀이시설의 안전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사고 원인별
로는 위험한 놀이행태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69%, 시설물의 결함이 27%로 나타나 놀이 행
태뿐만 아니라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의 연령, 신체 크기,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시설 설비, 시설 유지를 위한 안전 점검의 미비 및 성인들
의 지도 부족 등으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놀이시설의 안전규칙 등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 안전부분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유럽과 북미지역 선진국들에
서는 놀이터 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안전기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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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공통적으로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기준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 특히 1981년 이후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Handbook for
Public Playground Safety”를 발행하였으며, 핸드북 가이드라인은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
고자 할 때 누구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고, 제조업자들은 이들 안전규정을 준수함
으로서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된 법은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관리기관이 다르다.
즉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제각기 다른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담당 관할 부서도 각기 다르
며 놀이시설 각각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자세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
아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의 안전성 실태 분석에 연
구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의 치수와 재질,
위치 등을 실측하고 실측치가 놀이시설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파악하는 등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어린이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있어서 놀이의 활동은 매우 커다란 중요성을 갖
고 있다. 어린시절은 신체활동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서 건전한 정신과 신체의 발달 등 하
나의 전인적 인간으로 성숙하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어린이 놀이터 협회와 미국의 CPSC에서 지칭하는 공공 놀이터의 놀이기구는 공원,
학교, 어린이 탁아시설, 연립주택, 식당, 리조트,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 공공장소의 놀이
터에 사용되는 시설물을 뜻하며 주 이용자는 2~12세까지로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산하 안전검사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생활용품연구소(2004)는 어린이의 놀이
대상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
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 놀이 구조물을 말하며, 여기서, 공공장소
라 함은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공원, 병
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다중 이용시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어린이 놀이기구로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철봉, 평균대, 늑목과 같이 체
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이더라도 어린이 놀이기구와 동일한 공공장소의 공간 내에 설
치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기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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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 관리규정은 2004년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에서 유럽
규정 European EN1176 Standard를 토대로 제작한 KS규격이 있지만 유럽 기술 규정을 기본
으로 하여 제작된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지침서로서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다소 어려
움이 있으므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놀이터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기본
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CPSC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2001년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된 통계
를 보면 대략 매년 취학전·후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로 접수
된 어린이들이 205,860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1990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CPSC에 접수된 보고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하 어
린이가 놀이터에 관련되어 147건의 사망보고서를 받았는데 70%가 집에서 발생 하였으며 나
머지 30%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 유형별로 보면 여자 어린이의 상
해 비율이 55%로 남자 어린이 4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5~9세의 아동이 이외의 연령
대보다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사고 발생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났다. CPSC 자료에서 0~4세 어린이의 49%가 머리와 얼굴에 상해를 입었고, 5~14세 어
린이는 상해의 49%가 팔과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고 유형에는 0~4세 어
린이의 40%가 오르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끄럼 순으로 나타났다. 5~14
세 어린이들은 오르기 구조물이 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네가 24%로 그 다음
을 차지했다.
한국생활안전연합(2004)이 평택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터 안전실태 조
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7명이 놀이터에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조사
는 총 24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남학생이 117명(48%), 여학생이 127명(52%)였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2007)의 통계에 따르면 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다친 사례는
2001년 141건, 2002년 178건, 2003년 183건, 2005년 194건 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은 “놀이 기구 간 간격이 좁고, 바닥 충격흡수제가 없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안전하게 만들어진 놀이터라고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제대
로 되지 않는 것도 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석주영 외(2002)의 연구에 의하면 대구시 소재 실외 어린이 놀이터 59곳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시소를 비롯한 그나마 기준에 적합한 놀이터가 적었고, 오르
기 기구도 제시된 기준에 부적절한 놀이터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
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첫째, 어린이 놀이터의 일반적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어린이 놀
이터 환경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놀이터에 인접하여 도로가 있다는 것과 화장실과 음
수대의 설치가 미비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놀이시설의 재료에 대한 문제점
을 들 수 있다. 많은 놀이시설이 금속이나 목재로 이루어져 있어 이용의 불편함, 관리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셋째, 실측 결과를 안전기준과 비교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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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놀이시설을 갖춘 어린이 놀이터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동주(199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끄럼틀, 그네에 대한 기준은 비교적 상세하게 정해 놓고
있지만 시소, 오르기 기구와 지구본, 철봉 등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았
고, 부적합하게 설계되거나 설치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동의 안전을 생각하면 어떤
놀이시설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
다. 윤강호(2006)는 우리나라는 안전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신체 크
기 및 능력에 적절한 놀이시설을 선택하고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가정을 통해 보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놀이터 안전 지침서를
배포하여 기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침서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관련 감독 기관에서는 놀이터에 관련된 안전기준 등의 관련 규정의 배경을 이해하고 제조
자들과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협회의 역할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스
템 관리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적인 검
토가 필요하며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한 이후 발생할 위험요소는 사전검사 제도에서는 예방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놀이터 제조업체와 시공관련 담당자의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K도 B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20곳의 실외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안
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4월 7일부터 2008년 4월 14일까지 4명의 조사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조사도구인 줄자, 각도계,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실측조사를 실시하였고, 체크리스
트를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놀이터에 대한 시설물 현황과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측조사 체크리스트는 ‘한국 어린이 놀이터 위험 실태조사와 국제
안전규정 시스템을 통한 비교분석(윤강호, 2005)’의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에 맞
도록 제작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실태조사지는 놀이터의 일반적 환경평가(면적, 위치, 부
대시설 설치 등), 각 놀이시설(그네, 미끄럼틀, 시소, 오르기 기구)별 세부적인 치수나 재
질과 관련된 사항, 기타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Ⅲ-1과 같다. 4개 영역
의 29개 항목으로 구성된 일반적 환경평가와 8개 영역의 72개 항목으로 구성된 놀이시설
환경평가로 전체 12개 영역의 99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어린이 놀이터의 일반적 환경평가는 놀이터 주변 환경 15항목, 모래영역 4항목, 바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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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6항목, 벤치 4항목에 대하여, ‘그렇다’, ‘그렇지 않다’의 선택형 및 기타사항에 대
한 자세한 기술을 병행한 현장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구체적 조사내용은 놀이터 주변 환경에 있어서 놀이시설의 접근가능성, 놀이시설과 차도
와의 안전거리, 쓰레기관리, 그늘, 입구 개방성,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가로등, 울타리
파손여부, 놀이기구의 간격, 시설물 상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5개 항목, 모래영역 평가
항목으로서 그늘진 곳에 위치했는지, 300㎜이상 모래가 깔려있는지, 모래구역이 정해져 있
는지 등의 4개 항목, 바닥상태의 평가에 있어서 충격을 흡수할만한 모래가 있는지, 청소상
태, 웅덩이, 그늘, 콘크리트 노출 등이 있는지, 뾰족한 돌이나 나뭇가지가 돌출되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6개 항목을 비롯하여 벤치의 파손여부, 기울어짐, 그늘 밑에 위치하는지
등의 4개 항목을 평가함으로서 이루어졌다.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 환경평가는 놀이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에 대하여 평가하였는데, 시소 9항목, 미끄럼틀 20항목, 그네
14항목, 철봉 5항목, 오르기 기구 6항목, 매달려 건너기 6항목, 회전무대 5항목, 기타 목
재시설물 5항목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항목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규격인지, 파손되거나 마모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포함시켰다.
역시 ‘그렇다’, ‘그렇지 않다’의 선택형 및 기타사항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병행한 현
장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표Ⅲ-1> 어린이 놀이시설 실태조사 내용
구분

어린이 놀이터의
일반적 환경평가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 환경평가

내용

문항수

주변환경

15

모래영역

4

바닥상태

6

벤치

4

총 4개 영역

29

시소

9

미끄럼틀

20

그네

14

철봉

5

오르기 기구

6

매달려 건너기

6

회전무대

5

기타 목재시설물

5

총 8개 영역

70

총 12개 영역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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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 실태 분석
첫 번째 연구결과로 놀이터의 일반적 환경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 놀이터 주변 환경에
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문제인데 전체 조사대상 놀이터 20
곳 가운데 3곳(15%)만이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조사결과 전혀 어린
이들이 접근할만한 공간으로 볼 수 없는 놀이터로 방치되어 있는 놀이터도 상당수가 되었
고, 차도가 바로 인접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곳이 7곳(35%), 주차공간이 인접한 곳
은 12곳(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도시설과 화장실의 미설치 문제인데, 수도시설의 경우 6곳(30%)이 미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놀이시설 주변의 부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쓰레기통이 미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는 5곳(2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
등도 2개 설치된 놀이터는 13곳, 나머지는 1개 이하였으며, 하나도 없는 곳도 4곳이나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래영역의 평가결과, 15군데(75%)의 놀이터에서 모래두께가 300㎜이하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6곳(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은 모래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모래의 굵기가 너무
곱거나 너무 두껍고 거칠어 다칠 위험이 있었다.
바닥상태의 평가결과,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거나 뾰족한 돌, 나뭇가지 등이 정리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될 만한 곳이 11곳(55%),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어 위
험한 곳도 7곳(35%)으로 나타났다. 바닥상태의 경우 관리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장
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된다.
두 번째 연구결과로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 환경 평가 분석결과 벤치의 평가결과 7곳
(35%)의 벤치가 파손되거나 마모되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1곳의 놀이터에는
벤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네의 평가는 그네간의 간격, 손잡이, 그네줄과 안장의 연결 상태 및 파손여부, 안장의
재질, 지면과의 간격, 고리사이의 끼임,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지, 녹슬지 않았는지, 보호
대는 있는지, 웅덩이가 있지는 않은지 등 안전한 규격과 조건들에 대한 14개 항목의 평가
로 이루어졌다.
그네 밑에 웅덩이가 있는 곳이 10곳(50%)으로 나타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깊어진
웅덩이로 인해 안전기준에서 제시한 지면에서 안장까지의 높이 간격(304~378㎜)을 유지하
지 못하는 곳이 13곳(65%)이나 된다는 점이다. 웅덩이로 인해 그네의 높이가 높은 곳도 많
았지만, 그네 자체적으로 규격의 문제가 되고 있거나 전체적으로 바닥의 흙이나 모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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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높게 나타나는 곳도 7곳(35%)이나 되었다. 즉, 추락 시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충격흡수재의 두께는 얇은 반면 그네 안장의 높이는 기준 이상으로 높아 추락 시 위험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네 위에 앉아서 타지만 그네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다른 놀이기구와의 간격이 좁을 경우에는 다른 놀이기구에서 노는 어린이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 매우 위험하다. 다른 놀이기구와의 간격 기준에 적합한 놀이터가 4
곳(2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준에 부적합한 놀이터가 80%나 된다는 점은 상당한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그네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녹슨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네 줄이 녹슬었다고 조사
된 시설이 12곳(60%)으로 나타나 중금속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보호대
의 문제로 그네의 전면과 후면에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놀이터가 9곳(45%)인 것으
로 나타나 시설 주변에서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줄과 안장이
파손된 시설이 3곳(15%), 그네의 고리사이가 어린이의 손가락이 끼일 위험성이 있는 시설
은 4곳(20%)으로 조사되었다.
미끄럼틀의 평가는 전체높이, 상계판의 난간높이, 상계판의 난간둘레, 활주면의 폭, 계
단 너비, 플랫폼의 공간, 경사 등의 규격과 연령층 및 신체크기에 따라 다양한지 여부 등
의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상계판 보호대가 설치(100%)되어 있었고, 이것이 활주 면까지 연결되어 설치
된 경우가 11곳(55%)으로 나타났다. 상계판 보호대 난간의 간격은 64㎜이상인 놀이터가 17
곳(75%), 상계판 보호대 난간의 둘레가 75~123㎜인 것이 11곳(55%)으로 비교적 기준에 적
합하였다. 그러나 착지판 부분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놀이터가 8곳(40%)으로 나타
나 어린이들이 활주면을 내려와 착지판에서 정지하지 못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많은 것
으로 사료된다.
활주면의 폭이 500㎜이상인 곳은 14곳(70%)으로 조사되어 매우 양호하였다. 활주면 양쪽
의 보호대 높이는 101㎜이상의 CPSC기준에 평균적으로 부합하고 있었다.
계단 간격이 304㎜이하인 곳은 9곳(45%), 계단 너비가 406㎜이상인 곳은 13곳(65%)으로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미끄럼틀의 평균 경사도는 3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CPSC)고 제시하고 있는데 미끄럼틀
의 경사가 30도를 넘는 것이 11곳(55%), 1종류의 미끄럼틀로 구성되어 있어 연령층이나 신
체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놀이터도 12곳(60%)으로 나타났다.
시소란 양쪽 끝에 무게 중심을 주어 움직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놀이기구이나 안전사
고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놀이기구 중의 하나이다. 시소의 위험 요소를 살펴보면 어린이들
이 시소 밑으로 들어가거나 하여 머리를 부딪칠 경우, 목재 시소의 경우 목재의 파손여부
에 따라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소에 대한 평가는 파손여부와 마모정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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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간격 등의 규격, 충격흡수장치, 안전성 등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규격에 있어서 시소 사이의 간격이 500㎜이상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12곳(60%), 손잡이
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전체적으로 녹슬어 있는 시소는 8곳(40%), 움직일 때 요란하거나
소리가 나는 것도 11곳(55%)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지렛대가 튼튼하지 못하거나 시소의
볼트와 너트가 꼭 조여져 있지 않은 것도 6곳(30%), 파손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6
곳(30%)이나 되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인 만큼 빠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고 사료된다.
놀이터의 오르기 기구는 올라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쉽게 내려올 수 있도록 디자
인 되어야 한다.
오르기 기구의 평가는 경사판 오르기의 매듭이 잘 되어있는지, 오르기 기구의 손잡이 파
이프 간격과 굵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경사판에 다리가 끼지 않는지 등에 대
한 6개의 항목을 위주로 평가 하였다.
평가 결과,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줄의 길이가 다양한 것으
로 조사된 곳이 1곳(5%) 뿐이었다. 파이프의 간격이 228~304㎜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은 3
곳(15%) 뿐이어서 머리 걸림 안정 공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
었다. 오르기의 파이프 굵기나 75-123㎜인 곳은 5곳(25%)이었다.
철봉은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이 연결된 놀이기구로서 이용자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놀
이기구이다. 주 이용 목적이 매달리기이기 때문에 놀이터에는 다양한 높이의 철봉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사고요인은 사용자의 부주의나 관리의 부재로 인한 기구손상이 주 원인
이다.
평가항목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슨 정도의 차이, 연령별로 철봉의 높이와 두께는 어
떠한지 철봉이 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았는지,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의 접합부위는 견고한
지, 철봉 밑에 웅덩이가 있는지 등의 5가지로 이루어졌다.
조사한 20곳의 놀이터 중 3종류(대, 중, 소)의 철봉을 갖춘 놀이터는 3곳(15%), 2종류
(중, 소)의 철봉을 갖춘 놀이터는 6곳(30%), 단 1종류(소)의 철봉만 준비된 놀이터는 11곳
(55%)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령층을 고려한 다양한 크기의 놀이시설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
되었다. 철봉이 휘어지거나 파손된 곳은 1곳(5%)에 불과했으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슬
어 있는 곳은 10곳(55%), 철봉 밑에 웅덩이가 파여 아이들이 착지할 때 위험이 있다고 판
단된 곳은 8곳(40%)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려 건너기의 평가는 연령별로 봉의 높이가 두께가 잘 맞는지,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
거나 녹슬지 않았는지, 봉이 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았는지,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의 연결
이 잘 되어 있는지, 도착지 밑에 웅덩이가 없는지, 봉간의 간격이 아이들의 어깨너비와 잘
맞는지에 대한 6개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평가 결과 봉간의 간격이 아이들의 어깨너비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여짐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또한 연령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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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 두께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된 곳은 3곳(15%)에 지나지 않아 다른 놀이시설과 마찬가
지로 다양성의 문제를 나타냈다.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거나 녹슬지 않은 곳은 5곳(25%)에
불과했고, 봉이 휘어지지 않거나 파손되지 않은 곳은 6곳(30%)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기둥사이의 연결부분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전무대는 아이들이 발판에 서있거나 앉아 있고 다른 아이나 어른들이 기구를 돌려주는
구조물이다. 기구가 회전하고 있을 때 위험요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회전 놀이기
구를 이용 시 항상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요소에는 회전무대의 속도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도록 설정된 경우 어린이들의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고 돌아가는 놀이기구에 아이들
이 타기위해 뛰어든 경우 부딪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다.
회전무대의 평가는 기구가 흔들리거나 소리 나지 않게 돌아가는지, 연결부분이 잘 용접
되어 있는지, 기구 내에 녹슬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회전무대와 바닥부분이 잘 연결
되어 있는지, 회전무대 주위에 웅덩이가 없는지 등의 5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조사한 곳 중 놀이기구 자체가 바닥부분과 접합이 불량하여 흔들리는 곳은 6곳(30%)이
있었고, 20곳 중 8곳(40%)의 회전무대 주위에 웅덩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위험요소가 존재
하였다. 또한 녹슬거나(10개) 소리가 나는(9개)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타 목재 시설물의 조사 결과에서는 나무의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은 곳
이 대부분이었고, 마모나 갈라짐 등으로 심각한 상태였다. 또한 연결부위의 볼트와 너트가
잘 조여 있지 않고 돌출되어 있는 곳이 12곳(60%)이나 나타났다.

2.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 실태 사례
다음의 그림은 조사대상 놀이터의 안전실태를 지적한 사례들이다. 부식된 그네 연결고리
와 볼트, 너트가 풀려있는 상황과 부식된 그네안장, 노후화로 인한 파손을 나타내는 현장
사진들이다. 그네 연결 부분이 녹슬어있지만, 수리하지 않고 연결 부분에 연결 고리가 겹
쳐서 얽혀 있는 모습이며 어린이 놀이터에 지지를 해주는 파이프가 휘어져 찌그러 있음에
도 불구하고 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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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부식된 그네 연결고리와 볼트와 너트 풀림
<그림 Ⅳ-3>은 놀이터에 배치된 비위생적인 식수대의 모습이다. 타일이 다 깨져서 울퉁
불퉁한 모습을 띄고 있었으며 식수대 안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쓰레기와 나뭇잎들이
쌓여있었다.

<그림 Ⅳ-3> 놀이터의 식수대 실태
<그림 Ⅳ-4>는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위로 올라 왔을 때, 성인의 주먹이 들어갈 만큼
의 구멍이 있어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손이 작아 들어가서 손목에 걸려 손이 빠지지 않은
위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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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놀이터의 미끄럼 실태
<그림Ⅳ-5>는 시소 밑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타이어가 설치되어 있지만, 위치가 시
소 밑 부분이 아니라 뒤에 비치되어 있고, 시소를 들어도 타이어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타
이어의 예전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

<그림Ⅳ-5> 놀이터의 시소 실태
<그림Ⅳ-6>은 미끄럼틀로 올라가기 위한 줄이 다 끊어져 있고, 그 줄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준다. 또한, 구름사다리가 끊어
져 있어서 어린이들의 발이 빠지기 쉽고, 다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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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 놀이터의 미끄럼틀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의 안전실태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놀이터의 위험
요소가 많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설물의 노후화와 미끄럼틀을 비롯한 놀
이기구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즉 어린이들에게 안
전함을 주는 타이어도 고무가 탄력성이 없어서 안전함을 느낄 수 없으며 볼트의 느슨함과
마감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어린이들의 놀이기구 사용에 불편함
을 주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판 문제인데 조사대상 놀이터의 15.0%만이 표
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터가 차도와 바로 인접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곳이 35.0%로 나타나 어린이들의 안전 상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놀이
터가 제대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거나 뾰족한 돌, 나뭇가지 등이 정리되지 않고 콘크리트
가 노출이 되어 있어 위험하였으며 바닥상태의 경우 관리상태가 허술하여 장기적인 관리체
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면 본 연구에서 놀이터 평가항목으로 조사된 내용
을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지침서의 항목으로 마련하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즉, 놀이
터 주변 환경에 있어서 놀이시설의 접근가능성, 놀이시설과 차도와의 안전거리, 쓰레기관
리, 그늘, 입구 개방성,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가로등, 울타리 파손여부, 놀이기구의 간
격, 시설물 상태, 모래영역으로서 그늘진 곳에 위치했는지, 300㎜이상 모래가 깔려있는지,
모래구역이 정해져 있는지 등, 바닥상태의 평가에 있어서 충격을 흡수할만한 모래가 있는
지, 청소상태, 웅덩이, 그늘, 콘크리트 노출 등이 있는지, 뾰족한 돌이나 나뭇가지가 돌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을 비롯하여 벤치의 파손여부, 기울어짐, 그늘 밑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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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등의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평가항목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적합
한 규격인지, 파손되거나 마모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포함시켜
야 하며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인 만큼 빠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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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for Outdoor Facilities Safety in
the Outdoor Playground
Kim, Eun-joo
(Hyupsung University)
Chung, Duk-hee
(Hyupsung University)
A comprehensive analysis on safety issues related to a playground is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 also tried to define qualifications which allow
children could have fun in a safe environment by looking into a research done by
developed countries and using other resources.
To increase the objectivity, the research tried to divide a level of safety
supervision in each playground into several subcategories and analyzed possible risk
factors accordingly. After a thorough comparative-analysis, the research came up with
the conclusion that a current level of safety supervision has many risk factors
regarding to the saf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xamine for outdoor facilities safety in the outdoor
playground.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0 outdoor playgrounds located in
apartment sites in B city. The time of survey was in April 2008, data were analyzed
into frequency, percentage.
A good playground should be equipped with facilities that could support and
stimulate children’s activities. Most of all, the playground should be designed,
built, and managed around safety. Creating a safe environment for children is
especially important due to the fact that the ability to recognize and predict is
generally low among children, and in turns, they could be affected severely by risk
factors.

Keywords: Children safety education, Playground fac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