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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nstrument of architectural programming in dwelling
and facilities design for the mentally retarded. To do this the normal daily life activities have been
analyzed and find the living characteristics who live in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Generally,
mentally retarded people have below IQ.75, and their normal daily life and social adjustment have
some problem. Additionally, multiple disability existence and the difference of disability level have
great difference in their living activities depend on person. For this research, People who live in 4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Daegu, Kyungbuk were investigated. It is particularly necessally space
organization for sever retardation and multiple disability children, mild or moderate retardation
children and adults to analyze their behavior of moving, stool, meal, and living in a group.

Ⅰ. 서 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에 와서 국내 장애인 재활에 대한 제반 정
책, 제도 등에 여러 가지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 시설 중심적,
치료 중심적 서비스에서 가정이나 직장 등과 같
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 둘째, 재활전문가 주도의 프로그램 입안
과 수행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주도로의
전환 필요성,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
용이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점등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종래의 장애정책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
임의 변화에 따른 것인데 그 주된 이념은 정상
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ntegration)
* 정회원, 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본 연구는 1998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
어졌음.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상화란 장
애인의 대규모 수용에 반대하며 장애인이 장애
를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양식
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회통합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인격적인 주체로서 지역사
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내 정신지체 재
활시설1) 은 지금까지의 대규모 수용·보호위주의
시설에서 주택과 같은 소규모 생활시설로 전환
하거나 기존 재활시설의 공간구성을 가정적인
형태로 재편성 내지는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실제로 최근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 정
2)
신지체 장애인 그룹홈 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
안적인 성격의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 그룹홈들은 아직은 시설규모만 주택개
념으로 축소했을 뿐이지 생활 및 재활환경 구성
의 미비점, 소규모화에 따른 전문 서비스의 취
약성, 그리고 그 대상이 주로 경증 장애인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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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기간 조정기를
거쳐 기존의 재활시설과 그룹홈, 그리고 또 다
른 형태의 장애인 주거 등이 상호 보완적인 기
능을 수행하면서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된다.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
로 추진해가야 할 문제겠지만 건축계획적인 측
면에서의 시급한 과제는 장애인들의 거주 및 재
활환경에 적합한 공간구성의 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자(장애인)
들의 공간이용상의 특성, 특히 생활활동의 특성
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계획 및
공간구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지
체 장애인들의 생활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주
거 내지는 시설계획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가(在家)장애인들의 생활
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공개
가 제한될 뿐 아니라 조사상 어려움이 많아 1차
적으로 재활시설 재원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실의 이용실태 : 방, 식당, 놀이터 등의 이
용실태 조사
·각 방 구성원의 편성방식, 크기 등에 대한 의견
·각 공간이용상의 견해, 요구사항 등.
여기서 본 조사는 재원자들과 생활하면서 생
활내용, 방법 등을 관찰하고 보육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아울러 생활기록카드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시설

·건물의 배 ·서울 :충현재활원,
예비조사 치, 크기, 실 은평천사원
(시설 및 의 종류
·대구 :자유재활원,
재 원 자 ·재원자 및
일심원
현황파악) 관리자 현황 ·경북 : 국제재활
·관리운영
원, 우리집

조사방법
주요실 실측
도면자료분석
보조원·관리
직원과의 면
담 :

·생활내용 관
찰(1일단면
조사)
본조사 · 기 초 생 활 능 국제재활원<F1>
·보육사, 직
(재원자 력
자유재활원<F2>
원, 재원자
생활파 ·생활 프로그 일심원<F3>
와의 인터뷰
악)
램
우리집<F4>
생활기록부개인별 특성
조사.

2 . 연구의 방법

Ⅱ. 정신지체장애인 및 재활시설의 개요

연구의 중심이 되는 생활특성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하나는 장애인 개개인의
생활행위로서 주로 기초생활능력, 즉 이동, 식
사, 용변, 놀이 행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조사의 개요는 <
표1>과 같다.
조사는 대구·경북지역 4개시설의 장애인 총
2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다
음과 같다
·신변처리능력: 아동 개개인의 용변, 이동, 식
사능력 조사.
·생활내용: 기상에서 취침까지의 제반 생활내
용, 방식 조사.

정신지체란 <일반적 지능이 정상인보다 현저
하게 낮고 항구적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
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달시기 즉,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 이들은 I.Q가 75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
과 사회적응력에 문제가 있으며 장애상태가 항
구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의학적인 치료
보다는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지
속적으로 장애상태를 개선해 가야할 자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정신지체와 아
울러 지체, 시각, 정서장애 등을 중복으로 가지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공간에서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치게 되고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많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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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내 정신지체 재활시설의 개요
2,000년 현재 국내 정신지체 재활시설은 총
59개로서 총 5,679명이 재원하고 있다. 이것은
90년 38개 시설, 5,625명, 95년 52개 시설,
5,574명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생 아동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장애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과거 재활시설을 기피하
던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에 입소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정신지체장애인 시설들의 특징으로서는
만 18세를 전후로 아동시설과 성인시설로 구분
되어 있다는 점, 중도·중복장애인, 즉 정신지체
에다가 지체, 맹, 농, 정서장애와 장애정도가 심
한 중도장애(重度障碍)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간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시설 : 방, 식당, 화장실, 세면실, 놀
이실 등
·치료(요육)시설 :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작
업치료실 등
·직업훈련시설 : 작업장(도예, 목공, 금속공예
등), 과수원 등

행하여지는 곳이다. 실의 크기는 7.5-30㎡이며
평균 7명 정도가 배정된다. 바닥난방이며 보육
사가 같이 기거하거나 인접실에서 생활한다.
표 2. 조사대상시설의 생활공간 구성형태
유형

S1

S2

S3

평면구성 형태

특징

시설

편복도
또는
<F2>
중복도형 . 복도
<F3>
한 부분에 화
<F4>
장실 배치
2-3개의
화장실이
중심으로
됨.

방과
거실
<F2>
배치
<F3>

화장실이 방에
부속되어 있거 <F 1>
나 방과 방사 <F2>
이에 배치됨 .
<F4>

R: 방 L: 거실 T: 화장실 C: 복도

Ⅲ. 기초생활행위의 분석
2 . 조사대상시설의 개요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조
사 대상인 재활시설은 다음과 같다.
·국제재활원<F1>: 3층, 연면적1880㎡, 재원장
애인 남 48, 여 25명
·자유재활원<F2>: 3층, 연면적2722㎡, 남 88,
여 93명
·일심재활원<F3>: 4층, 1950㎡, 남 75, 여 84명
·안동 우리집<F4>: 2층, 720㎡, 남 38, 여 42명.
조사대상 시설의 생활공간 구성형태는 방, 거
실, 세면·화장실 등의 배치방법에 따라 크게
S1: 방, S2: 방+거실, S3: 방+거실+세면·화장실
의 3가지이다. 표2는 조사 대상 시설의 생활공
간 구성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시설별로는 <F1>
시설은 S3, <F2>시설은 S1+S2+S3, <F3>시설은
S1+S2, <F4>시설은 S1+S3형식으로 되어 있다.
방은 취침, 보조원의 생활지도, 놀이(교류)등이

여기서는 재원자들의 기초적인 생활행위 즉,
용변, 식사, 이동에 대해 그 내용과 방법, 자력
으로 가능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였는데 조사는
4개 시설 32개 방의 재원자 2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 용변행위의 실태 및 특성
각 방에서 일제히 용변을 보는 것은 주로 아
침 기상 때와 취침전이다. 이때 자력으로 용변
이 어려운 이들은 화장실까지 데리고 가서 용변
처리를 도와주고 보다 중증일 경우는 변기를 방
에 갖다주어 용변을 보게 한다. 개별지도는 하
루 일과 중 수시로 행해진다. 다변인 아동은 거
의 매시간마다 화장실에 데리고 가야하는 경우
도 관찰되었다. 용변은 몇 단계의 요소행위로
세분해 볼 수 있는데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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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다음과 같다.
·용변 의사표시의 문제 - 언어나 괴성 또는 각
자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을 사용.
·이동상의 문제(1) - 뇌성마비(C.P)등 중복장애
로 인해 지체의 일부분이 마비되어 이동이 어
려운 경우 부축하여 데리고 간다.
이 경우 화장실이 멀 경우 이용상 문제가 크다.
·이동상의 문제(2) - 위치 판단이 어려워 이동
그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심한 정신분
열증, 이상행동 등으로 헤매는 경우가 있다.
·용변 동작상의 문제- 용변동작상의 장애로 대
소변을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보조원이 화장
실 내부까지 들어가서 용변을 도와준다. 심한
정신분열증, 요보호급 수준의 아동들에게서
이러한 예가 많다.
·용변전후 착탈의문제- 용변전후 착탈의능력이
부족하여 용변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 용변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은 화장실
의 위치, 형태, 공간구성상 중요한 과제라고 생
각된다.
표 3. 재원자들의 신변처리능력
구분
분류
N1
N2
N3
N4
N5
N6
N7
N8
N9
N 10
N 11
N 12
N 13
N 14
N 15
N 16
N 17
N 18
N 19
N20

이동

용변

식사

아동(%)

성인(%)

C
C
C
C
C
C
C
B
B
B
B
B
B
B
B
A
A
A
A
A

C
C
B
B
A
B
A
C
C
C
B
A
A
B
B
C
B
A
B
A

C
B
C
A
B
B
A
C
B
A
C
A
B
A
B
B
B
B
A
A

8( 4.1)
6( 3.1)
1( 0.5)
4( 2.0)
2( 1.0)
6( 3.1)
1( 0.5)
2( 1.0)
6( 3.1)
3( 1.5)
7( 3.6)
18( 9.2)
10( 5.1)
8( 4.1)
24(12.2)
2( 1.0)
4( 2.0)
3( 1.5)
12( 6.1)
69(35.2)

1( 1.3)
·
·
3( 3.9)
1( 1.3)
2( 2.6)
·
·
2( 2.6)
1( 1.3)
2( 2.6)
6( 7.8)
4( 5.2)
·
7( 9.1)
·
1( 1.3)
2( 2.6)
4( 5.2)
41(53.2)

* A: 혼자 가능 B: 일부 보조필요 C: 전적 보조

조사결과 용변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N1,2,8,9,10,16)는 아동의 13%(25명), 성인의
5.2%(4명)이었다. 또한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N3,4,6,11,14,15,17,19)는 아동의 34.2%(67명),
성인의 24.7%(19명)정도였다. 여기서 성인의 상
태가 비교적 나은 것은 면담결과 오랜 훈련으로
일부 상태가 호전되었거나 중증 장애아들의 사
망, 퇴소 등으로 상대적 분포가 감소된 것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중복장애, 즉
뇌성마비나 자폐증, 심한 정신장애 등의 경우가
대부분 용변에 어려움이 크다.
2 . 식사행위의 실태 및 특성
재원자들의 식사과정을 요소행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사동작: 식사시의 동작은 우선 포크나 수저
를 쥐는 단계, 수저로 밥이나 반찬을 집는 단
계, 입에 넣는 단계로 세분할 수 있겠는데 상
당수의 아동들이 동작미숙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보조원이 그 하나
하나의 동작을 개별적으로 지도해야하므로 상
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식사습관: 식사거부, 편식, 타 아동의 식사를
방해하는 행위, 반찬 또는 밥만 먹는 이상습
관 등이 관찰되었다. 이들 역시 보조원이 개
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물컵사용 : 식사시간중 물컵사용을 지도한다.
식사시 보육사가 전적으로 보조해주어야 하는
경우(N1, N3, N8, N11)는 전체아동의 9.2%(18
명), 성인의 3.9%(3명)였다. 또한 일부보조가 필
요한 경우(N2, N5, N6, N9, N13 ,N15-18)는 아
동의 32.1%(63명), 성인의 24.7%(19명)였다.
3 . 이동행위의 특성
이동의 문제는 동선계획의 기초가 되는데 이
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동행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동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목적지 파악의 문제: 아동들의 지적능력 부족
또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이동목적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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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미비한 아동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동선이 단순하고 위치상 목
적지가 가까운 곳이 바람직하다.
·이동기능의 문제: 정신지체 외에 지체장애를
겸한 경우, 이동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
다. 특히 학교 등하교가 큰 문제가 된다.
이동에 전적인 보조가 필요한 경우(N1-7)는
아동 14.3%(28명), 성인 9.1%(7명)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보조가 필요한 것(N8-15)은 아동
39.8%(78명), 성인 28.6%(22명)였다.

Ⅳ. 생활활동의 분석

거의 측정 불가능하고 주로 중도의 뇌성마비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력으로
돌아눕지도 못한다. 따라서 혼자 이동, 용변, 식
사가 불가능하고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
다. 이동시에는 체간의 유지가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업거나 들 것에 눕혀 옮겨주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재활서비스로는 물리치료가
주가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물리치료실까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방에서 요육사가 주로 근
육이완운동을 해주고 있다. 놀이는 거의 불가능
하며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 G 2그룹

재원자들의 일상생활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침 기상시부터 취침 전까지의 활동내용, 방법,
장소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F2>시설(자유재
활원)의 하루일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자리를 정리하고 보조원의
지도로 일제히 용변을 보고 세수를 한다. 7시에
아침식사를 하는데 이동, 식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9시쯤 특수학교에 취학한 아동들 중
장애상태가 비교적 나은 아동들은 병설된 특수
학교에 가고 나머지는 파견된 교사가 생활관의
간이 교실에서 지도를 한다. 요육원 아동의 경
우, 전체 108명 중 취학아동은 유치부 1명, 초등
39명, 중등 19명, 고등 25명으로서 전체의
77.8%(84명)이다. 학습내용은 주로 신변처리나
기초생활훈련 위주이다. 이어 점심식사 후에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재활훈련을 받는데 물리
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운동치료 등이 이루
어진다. 오후 5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식후부터
취침시간까지는 TV시청이나 놀이를 한다. 그리
고 용변을 보고 10시경 취침한다. 여타 시설들
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이제 4개시설 재원자들의
생활을 관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 G 1그룹
표3의 N1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아동의
4.1%(8명), 성인의 1.3%(1명)정도이다. 지능은

G1그룹보다는 다소 상태가 나은 편이나 이들
역시 혼자서는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중도·중복
장애아들로서 지능지수 분류상으로는 IQ35이하
인 자들이다. 표3의 N2, N3의 경우로서 아동의
3.6%(7명)가 이에 해당한다. 식사는 보조자가 떠
먹여 주어야 하며 용변 역시 변기를 가져다가
전적으로 보조해 주어야 한다. 이동시에는 업거
나 휠체어에 앉혀 밀어주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도 아동일 경우는 가벼워서 이동보조가 비
교적 용이하지만 성인이 되면 몹시 어렵게 된
다. 뿐만아니라 이동 보조시 자칫하면 척추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여러 명의 보조원이 도와주어
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언어장애가 심하
여 언어로 의사표현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의 건강상태나 기초생활 전반을 보조원이
면밀하게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
활서비스는 물리치료가 주가 되며 주로 방에서
한다. 협동놀이는 거의 불가능하며 TV나 음악에
는 약간의 반응을 나타낸다.
3 . G 3그룹
표3의 N4-N11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아동의
15.8%(43명), 성인의 14.3%(11명)정도이다. 이들
은 대부분 IQ36-50에 해당하는 정신지체2급들로
서 이동, 용변, 식사행위 중 어느 하나에 전적인
보조가 필요한 자들이다. 이중 이동에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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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가 필요한 자들은 짧은 거리 이동은 기어
서, 또는 보조원이 업거나 부축하여 이동하고
거리가 멀면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킨다. 용변을
전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N8, N9, N10)는
방에서 용변을 보게 하거나 보조원이 화장실에
데려가 도와준다. 혼자서 식사가 불가능한 자들
(N8, N11)은 방으로 음식을 가져와 식사를 도와
준다. 취학연령인 경우는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시설에 부설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데 교
육내용은 문자학습보다는 기초생활훈련 및 생활
과 관계되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4 . G4 그룹
N12-N19의 경우로서 신변처리에 일부 보조가
필요한 자들이다. 아동의 41.2%(81명), 성인의
31.2%(24명)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역시 지능

지수에 의한 분류로는 대부분 정신지체2급이고
일부 3급에 속하는 자들도 있다. 이들은 훈련에
의해 어느 정도의 자립이 가능하며 특수학교에
서 공부도 가능하다. 방과후 시설로 돌아와서
보육사와 공부를 하기도 한다. 시설에서는 공동
식사, 공동화장실 이용 등 공동생활이 어느 정
도 가능한 그룹이다. 재활훈련은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필요한
분야의 치료를 받는다. 협동놀이가 가능하며 친
한 친구가 생겨 교우관계가 형성된다. 4개시설
모두 춤과 노래 등 놀이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들은 잘 호응하는 편이다.
5 . G 5그룹
지능지수 50-70정도의 아동으로서 교육을 통
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아동들이다.

표 5. 생활활동의 특성분류
생활행위
분류

G1

N1

G2 N2, N3

특징

기초생활능력
(이동,식사,용변등)

정신지체 1
급,
전적인 보조 필요
중 도 ·중 복
장애.

재활훈련

놀이

학습

협동놀이는 거의 잘
주로
방에서
안됨. 개별적으로 TV 기초생활 훈련차원에서 지
운동치료.
나 음악에 반응을 보 도. 지도형태는 개별지도.
이기도 함.

그룹 1보다
일부 또는 전적 보
단순 놀이는 가능. 교 특수학교에서 파견 학습. 지
는 약간 나
방에서
운동,
조. 용변, 식사등의
사가 진행하는 놀이치 도는 신변처리지도 중심. 문
은 종도·
놀이치료
의사표시 가능.
료에는 호응.
자학습은 거의 안 됨.
중복 장애
개인 또는 협동놀이가
물리치료, 언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치료, 놀이치료
수동적임. 춤이나 노
일부보조가 필요 또 작업치료
래를 따라함.
는 어느 정도 자력
으로 가능.
정신지체 3
물리치료, 언어 친구간에 교류가 있고
급 정 도 의
치료,
운동치 활동적인 놀이가 관찰
아동
료, 작업치료 됨.

정신지체 2
G3 N4-N11
급정도

학령기일 경우 특수학교에
다니나 중도장애반에 소속된
다.

G4 N12-N19

문자학습이 가능하고 시설내
에서는 학습코너가 필요함.

G5 N20

기구, 도구등을 이용
정신지체 3 대부분 자력으로 가
물리치료, 언어 하는 놀이가 가능하며
급 정 도 의 능. 일부는 약간 보
치료, 작업치료 활동적인 게임, TV시
아동
조필요함.
청 좋아함.

G6 N20

정신지체 3
대부분 자력으로 가 물리치료, 언어 비교적 활동적이며 놀 직업훈련장에서 직업기초훈
급 정 도 의
능
치료, 직업훈련 이도 가능.
련 및 생산활동.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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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변처리는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 문자학습이 가능하고 하교 후 방
에서 보육사의 지도로 공부를 한다. 이들은 보
육사를 도와 G1-G3그룹에 해당하는 다른 아동
들을 도와주기도 한다.
6 . G 6그룹
정신지체3급 정도의 성인들로서 직업훈련을
받고 작업장에서 작업이 가능한 자들이다. 법적
으로는 아동시설일 경우 18세이하의 아동들을
수용·보호하지만 많은 시설들이 그 이상의 연
령층들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아동기
에 입소하여 연령이 지난 후에도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그대로 지속해서 수용하게 된다. 자
유재활원, 국제 재활원, 일심원 등은 모두 이러
한 경우의 예이다. 시설에 따라서는 중간시설로
서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부설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들 재활원은 직업훈련 시설과 작업장
을 부설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출퇴근을 한다.
이상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기초생활능력
을 그루핑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외에
도 이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간질이
있다. 조사대상의 약 52%정도가 간질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신체가 허약하여 일반 질병에도
약한 체질을 갖고 있었다.

Ⅴ. 생활특성과 공간구성
지금까지 재원자들의 기초생활능력과 그에 따
른 생활상의 제반 특성에 개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특성
들과 관련하여 공간구성의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것은 주거공간이나 시설 등에서 단위
공간구성에서부터 시설전체의 계획은 물론 지역
network구성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표4의 분류와
관련하여 구성의 방안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1 . 단위 생활공간의 구성

장실, 보육사실 등으로 구성된 공간단위로서 일
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1) G1, G2그룹의 경우 : 여기서 먼저 중도·
중복장애아 그룹인 G1, G2그룹의 경우는 자력
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
한 공간은 가능한 한 이동이 적고 각종 서비스
가 편리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원룸과 같이 넓은 거실을 중심으로 몇 개
의 방과 화장실, 보육사실, 의료관계실을 배치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육법상 의무교육에 해당
되는 학령기 아동들일 경우에는 간이학습실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G1의 경우는
방에서 순회교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정상
화, 사회통합의 개념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아무리 중도의 경우라도 그들에 맞는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시각장애, 최중도의
뇌성마비, 최중도 정서장애 등 중복
장애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수한 클리닉
이 필요하므로 공간구성시 유의해야 한다. 아울
러 침을 많이 흘리고 대소변을 방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히 환기에 유의하
여 계획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생활을 누워
서 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지내기 때문에 온수
바닥난방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각 공간은 어
디에서나 쉽게 관찰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하며 각 실이 쉽게 연결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안전상에서도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재
활시설에서는 이들의 공간구성은 별도의 동이나
위치에 전체적으로는 한 공간에 거실을 중심으
로 방, 화장실, 보육사실 등을 일체화되도록 구
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주택이나
그룹홈에서는 원룸형의 평면구성으로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2) G3, G4그룹의 경우 : 일부 보조를 하면 어
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고 용변의사를 표현할 수

여기서 단위 생활공간이라 함은 방, 거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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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정도의 아동들로서 이들을 위한 공간구성
은 일상생활상의 편리성과 아울러 치료공간과의
인접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일상생활면
에서는 각 방의 배치가 복도형보다는 거실 중심
형이 이들의 대화, 활동, 놀이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지도, 관리의 편리성만이 강조
된 나머지 이들의 프라이버시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개인적 프
라이버시가 유지되며 혼자 누워있는 공간, 학습
코너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
한 그룹홈은 거실 중심형으로 하면서 놀이와 교
류의 공간, 개별학습공간 등이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3) G5, G6그룹의 경우 : 이들의 생활은 거의
어려움이 없는 그룹이다. 따라서 육아원이나 일
반 아동시설에 준한 계획을 하되 개인의 프라이
버시와 친구들과 교류의 장이 동시에 고려되어

야 한다. 식사실이나 화장실은 공동이용이 가능
하고 방과 후 공부할 수 있는 학습실 계획이 필
요하다.
이 그룹은 앞으로 그룹홈 시설로 계획될 가능
성이 가장 큰 데 이들을 위한 시설은 일반가정
의 주택과 유사하되 놀이치료, 대인관계훈련 등
에 필요한 스페이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 배치계획
재활시설에서는 생활공간, 치료·훈련공간, 직
업공간은 인접배치하는 것이 유리한데 특히 생
활공간과 치료·훈련공간은 일체화하는 것이 이
상적이라 생각된다. 그룹홈의 경우는 인근 병원
이나 재활시설과 네트웍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하겠다. 그룹홈으로 계획할 때는 특
히 의료, 교육, 직업 등의 지역적인 네트웍이 체
계화되어야 한다. 향후 보다 장애가 심한 층을

표 6. 생활활동의 특성에 따른 공간구성의 방안
그룹

관계도
재활훈련공간

G1,

생활공간

G2

G3,
G4

특수교육공간

재활훈련공간
생활공간
특수교육공간

생활공간

치료공간

직업공간

모든 생활을 전적 보조를 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취
침, 식사, 용변, 치료, 휴식 등이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방, 거실, 화장실, 세면
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이 원룸형식 또는 인접되
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사가 상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에 인 물리치료,
언어치료,
간단한 직업훈련
접하여 거실, 화장실 등이 배치 심리치료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
되는 것이 좋다. 방에는 공부를 공간이 인접되어 있도
다.
할 수 있도록 학습코너를 마련하 록 계획한다.
는 것이 필요하다.

(A)
재활훈련공간
생활공간
직업재활공간
G5,

(B)

G6
재활훈련공간
생활공간
직업재활공간
지 역 ne tw ork

G3,G4그룹에 비해 빈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자립이 가
시설마다 작업장
도가 많지는 않지만
능하다. 따라서 방과 인접하여
을
부설하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화장실, 식사실 등이 배치되면
지역사회의 시설
따라서 이들 재활공간
좋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을 이용하는 방
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남, 여 생활실이 엄격히 구분되
안이 고려된다.
인접배치 하는 것이
어야 한다. 현재는 시설수용 위
*현재는
농업,
좋다. 그룹홈의 경우
도예, 장갑, 차량
주지만 앞으로는 그룹홈의 형식
는 인근 병원이나 재
부품, 목각 등의
이 보다 바랆직 할 것으로 생각
활시설과 네트웍을 구
된다. 여기서 (A)는 아동시설,
직업이 대부분이
성하는 것이 보다 효
(B)는 성인시설의 경우이다.
다.
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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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거, 시설에서 가능한 재활프로그램도 상
당수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
한 공간구성도 추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
각된다.
이상과 같이 재원자들의 생활특성을 몇 개의
동일 내지 유사집단으로 묶어 공간계획과 연관
하여 살펴보았다. 실제 시설현장에서는 재원자
들의 생활능력, 특성 등에 개인차가 크고 그로
인해 다양한 생활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들을 획일적인 공간구성으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몇 개의 그룹으로 파악하였다. 시
설 전체의 배치는 이러한 각 그룹에서 요구되는
생활공간과 재활공간을 전체 계획과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정신지체 재활시설 재원자들의 제
반 생활행위, 생활활동 등을 분석하여 그 특성
을 파악함으로서 이들을 위한 주거 및 생활공간
계획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
해 크게 두 가지 축, 즉 재원자 개개인의 생활
행위, 그리고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생활상의 특
성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여기서 개인별 생활
행위는 주로 기초생활능력, 즉 이동, 식사, 용변
행위의 특성를 분석하였고, 일상생활은 일과 중
의 생활내용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자들의 생활특성은 크게 3개 그룹
으로 그루핑된다.
1) 중도·중복장애자(重度·重複障碍者) 그룹으
로서 이들은 지능지수가 IQ35이하이며 대부분
기초생활능력이 너무 열악하여 혼자서는 신변처
리가 불가능한 그룹이다. 이들은 신변처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도움이 있
어야 하므로 주거 및 생활공간은 가능한 한 이
동이 적고 취침, 식사, 용변은 물론 재활치료까
지 동일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사 코너, 물리치료 등 재

활치료를 위한 충분한 스페이스가 필요하며 언
어로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이나 건강상태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방
된 공간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IQ36-50정도의 중도(中度)장애자들로서 신
변처리나 일상생활에 일부 보조가 필요한 그룹
이다. 생활공간 계획시 방, 화장실, 식사실, 학습
실, 재활실 등 각 실의 이동이 적고 연결이 용
이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각 실의 배치는 거실
중심형으로 하는 것이 대화, 활동, 놀이면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신변처리에 보조가 필요하므
로 보조에 편리한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3) 자력으로 신변처리나 일상생활이 거의 가
능한 그룹으로서 앞으로 그룹홈 시설로 계획될
가능성이 가장 큰 그룹이다. 이들을 위한 시설
은 일반가정의 분위기와 유사하되 학습, 놀이치
료, 대인관계훈련 등에 필요한 스페이스가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친구들과의 교류의 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이나 그룹홈, 재활시설의 생활공간
을 구성할 때는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생활특
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을 그루핑하고 관련시설들
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
애정도가 크게 상이한 구성원들을 한 공간이나
시설에 거주하게 할 경우 이들 각각의 특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재활시설에서는 중도·중복장애자 그룹을 위한
블록을 별도로 구성하되 전체적으로는 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룹홈의 경우는 가능한 한 장애정도가 큰 차가
나지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시설계획상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차 시설의 소규모화가 추진될 경우,
시설에서는 거주에 필요한 공간과 최소한의 재
활치료공간을 제공하고 전체적으로는 의료기관,
특수학교, 공장이나 작업장등은 지역적인 네트
웍을 갖추어 종합적으로대처하도록 계획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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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의 생활특성을 파악
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구성의 방안을 모색해 보
았다. 이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주거 내지는 생
활공간계획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재활치료활동, 작업활동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지역 네크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재활시설은 재
원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사
회로 복귀를 준비하는 시설로, 요양시설은 중
증장애인이 입소하여 주로 의료 재활서비스
를 중점적으로 받는 보호시설로 그 역할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재활시설
과 요양시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활시설을 요양시
설과 큰 구분없이 사용하였다.
2) 그룹홈은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지역사회 주
거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툴리(Tully,1986)는
6명이하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목
적으로 구매했거나 세들어 있는 집으로 정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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