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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최경숙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세미나를 함께 해주신 김상희 의원님과 장정숙 의원님, 김현준
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Design for all, 모두를 위한 디자인,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모두가 동등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BF인증의 도입 등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최소한의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적정 설치율은 법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흐름 및 사례”라는
제목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미나에서는 노르웨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액션플랜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부부처 간의 업무 수행법과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유니
버설디자인 정책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과 본질적인 법률의
흐름에 대해 진지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 한계들을 뛰어넘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그려지길 세미나를 통해
기대해봅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과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국제세미나에 귀한 발걸음 주신 김상희 의원님과 장정숙 의원님,
김현준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조연설과 주제발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들과 우리 개발원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참여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먼저 오늘 <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를 함께 준비해주신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한국복지대학교 성기창 교수님을 비롯해 노르
웨이, 일본, 한국 각 국의 발표자, 그리고 실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는 지난 2017년 첫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건축, 공공시설물, 제품 등에 적용되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얼마나 보편화되어있는가는 그 나라의 인권수준과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되었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시설이용 약자 및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에
의거하여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적정 설치율은 약 60%에 불과합니다.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향후 미래까지 감안한다면,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은 시급
합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오늘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생각
합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으로의 인식의 변화와 해외선진국가의 흐름에 맞춘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대
보급하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세미나가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더욱 더 유니버설디자인이 보편화된 환경을 마주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함으로서 서로 더불어 가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상희
축
사

축사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2018년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매서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산 킨텍스까지 참석해주신 김상희 의원님과 최경숙
원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기조연설을 해주시는 성기창 교수님,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노르웨이 올라프
란드 브링가님, 츄오대학교의 아키야마 테츠오 교수님, 고영준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흐름과 사례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내 유니버설
디자인 정착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지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본격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장애물 없는 생
활환경 인증(BF)제도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BF인증의 법제화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이 확충되고 개선되었습니다.
두 법률 및 제도만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과 불편함
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가 함께 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로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이 아닌
고령의 노인, 임산부,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일시적 부상으로 보행이 불편한 시민
등 우리사회 구성원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개최되는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는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김상희 의원님, 보건복지부
국장님, 최경숙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 발표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장정숙

축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오늘 ‘2018년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축하와 격려를 해주신 국회 김상희 의원님, 장정숙의원님을 비롯하여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조연설자이신 성기창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님, 주제발표를 위해 멀리서
와주신 울라프 란드 브링가 노르웨이 아동성평등부 수석보좌관님과 아키야마 테츠오
일본 츄오대학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및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는 지난 2017년도 개최를 시작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전환점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 건축, 공공시설물, 제품 등에 적용되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얼마나 보편화되어있는가는 그 나라의 인권수준과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8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2015년 BF인증 의무시행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편의시설과 관련한 물리적 확충이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나,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며,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내 고령 인구,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장애인 등을 합한 전체 시설이용 약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대비 약 31%에 이르고 있고,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을 감안하면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은 매우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미 미국․일본․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입법
및 행동계획 등을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역시 이와 발맞추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개최되는 ‘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는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입니다.
축
사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가
함께 할 때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온전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다양하고 좋은 정책적 대안들이
충분히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현준

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발표자 소개
Introduction of Presenters

발표자
소개

성기창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주요논문
















신형 점자블록 개발을 위한 설계원칙 설정 연구, 의료·복지·건축(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6
공공스포츠시설의 장애인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건축계획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2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개조의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12
주거 내 장애유형별 생활행위 특성에 따른 개조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2
철도시설의 배리어프리 실태조사 및 분석,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11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휴양시설 내 객실의 계획방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
국내 휴양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10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한 무장애 자연휴양림 배치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010
궁능 유적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10
복합복지시설의 서비스 기능 및 서비스 그룹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10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대응한 장애인 복지관의 공간구성방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
무장애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국내외 편의시설 관련법 비교분석,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10
무장애 놀이공간계획을 위한 설치유형별 놀이공간실태분석,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09
특수학급 공간구성의 학교급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09
장애인 및 노약자의 생활시설 통합모델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최종학력 및 전공
 최종학력 및 전공: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공학
박사(Dr.-Ing.)(Fachbereich Architektur der Technischen Universitat Berlin)
 박사학위 논문 제목: 놀이 및 여가시설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건축계획 및 설계에
관한 연구 - 스포츠 및 수영시설을 중심으로(Planungsgrundlagen f?r behindertenspezifische Sport- und Schwimmhallenbauten)

주요경력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 교육문화 및 공공건축연구소 연구원 (Institut fuer Bildungs-,
Kultur- und Sozialbauten)
 독일건축사(No. 11296)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심의위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자문위원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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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제주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
경기도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
경기도 평택시 건축위원
경기도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협의회위원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부회장/ 편집위원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보조공학회/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이사
대한건축학회 /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연구책임 및 주요연구경력
 국토해양부 건설기반구축사업 세부연구 (교육 및 여가시설의 편의시설 평가 및 기준
설정, 2005. 11~2010. 06)
 평택시 도로환경개선연구, 2011
 시각장애학교 설립 필요 타당성에 관한 연구, 울산교육청, 2014
 광주광역시 특수학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광주교육청, 2014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재)한
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2014 전국장애물없는 관광환경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2014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현황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15
 학교시설특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2017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수립연구, 제주도, 2017

주요저서 및 설계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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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지시설 디자인 (공저), 교문사, 2011
배리어프리 건축 도시 계획론 (공역), 건국대학교출판부, 2009
장애인을 위한 건축계획 (공역), 기문당, 1988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현상설계(가작,공동), 2011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신축현상설계(당선,공동), 2004
대한민국 건축대전 입상 (제목: 문화의 거리), 한국건축가협회, 1984

Introduction
of Panels

Ki-Chang Seong
Professor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Major Papers
 A Study on Establishment of Design Criteria for Development of New
TWSI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16
 A Study on Activation of Sports Activities for the Disabled in Public
Sports Centers.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12
 A Study on the Regulatory Supporting System of Housing Adaptations in
order to Improve Housing Welfar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12
 A Study on the Residential Alteration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Types of Disabi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Behavior,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nvestigation about Barrier-Free in Railroad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11
 Planning Directions of the Accommodation in Recreational Facilities
Considering the Use for the Disabled,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0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Facilities of the Disabled at
Domestic Recreational Area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10
 A Study on Layout Plan Directions of Barrier-free Natural Forest in
Consideration of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the Weak, Rehabilitation,
2010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Facilities of the Disabled at
Palaces, Royal Tombs, and Remain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10
 A Study on the Welfare Services and Their Grouping in Welfare
Complexes – Focused on Urban Are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10
 Study on Direction Making-up Space According to Programming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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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onvenience Facilities
Laws for the Barrier-free Environment Construc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10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of Play Space by Types of Installation for
the Planning of Barrier Free Play Spa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09
 A Study on Special Class Layout According to School Level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09
 Survey Study on Planning Direction of Integrated Model for the Disabled
and the Elder,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Education and Major
 Highest Level of Education and Major: PhD of Engineering in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of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
TU Berlin in Germany (Dr.-Ing.)
 Title of the Doctorate Dissertation: A Study on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of Recreation and Leisu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eople
– Focused on Sports and Swimming Facilities

Career
 Researcher at Education Culture and Public Architectural Research
Institute in TU Berlin , Germany
 German Architect (No. 11296)
 Deliberation council member for the Certification Program for
Barrier-F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Member of Advisory Committee for the Seoul Universal Design
 Member of Seoul Urban Design Committee
 Member of Public Design Promotion Committee of Gyeonggi-do and
Jeju-do
 Member of Public Design Committee of Seongnam-si, Gyeonggi-do
 Member of Architectural Committee of Pyeongtaek-si, Gyeonggi-do
 Member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Council of Suwon,
Gyeonggi-do
 Vice President / Editor-in-Chief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Director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 Korea
Associ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Professionals / Korea Universal
Design Association
 Permanent member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6

Research Commitments and Major Researches
 A Detailed Study on Architectural Infrastructure Building Project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valuation and
Standard Setting for Conveniences of Education and Recreation Facilities,
Nov. 2005 – Jun. 2010)
 A Study on Pedestrian Improvement for Pyeongtaek-si, 2011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Schools for the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4
 A Study Service on the Measures to Construct Special School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4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for
Establishing Barrier-Free Tour Environment,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14
 A Study on the State of Barrier-free Tourism Environment Nationwide in
2014,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4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for
Barrier-Free Buildings Certified by Seoul, Seoul Metropolitan Council, 2015
 A Study on Universal Design Application Plan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School Facilities,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2017
 A Study on the Master Plan and Guidelines for Jeju Universal Design,
Jeju-do, 2017

Major Written Works and Design Works
 Design Guidelines for the Innovative Welfare Facilities (co-authored),
GYOMOON PUBLISHERS, 2011
 Barrier-Free Architectural Urban Plans Documents (Co-translated),
KONKUK UNIVERSITY PRESS, 2009
 Architectural Plan for the Disabled (Co-translated), Kimoondang, 1988
 Ansan Sangnok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Competition
(Runner-up, Jointly Awarded), 2011
 Seoul Yeongdeungpo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Handicapped Person
Competition (Prizewinner, Jointly Awarded), 2004
 Won a prize at the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Architecture (Title:
Street of Culture),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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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소개

Olav Rand Bringa(울라프 란드 브링가)
노르웨이 정부 아동성평등부 수석보좌관

Olav Land Bringa는 노르웨이 아동성평등부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그는 노르웨이 과
학기술대학에서 기획과 건설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술자이며, 민간 및 공공 사업
모두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들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과 접근성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해왔으며, 이러한
주제에 대해 다수의 책과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지역 및 지역 계획을 통해 유니버
설디자인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난
행동
정부
준화

몇 년 동안 Olav Land Bringa는 노르웨이 정부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국가
계획을 개발, 구현 및 시행하는 데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노르웨이
대부분의 부처의 정치적 책임을 수반하며 법률 및 규제, 연구, 개발 프로젝트, 표
및 방대한 지역 및 지역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성별, 나이, 피부색, 인종, 종교, 장애를 초월한 모든 사용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2025년까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액션플랜 총괄 담당자로서
정부부처 간의 UD관련 업무 수행법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 지방정부 컨트롤 등에 대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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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v Rand Bringa
OSLO POLITIDISTRIKT

Olav Rand Bringa is Senior Adviser in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in Norway. He is a certified engineer with a MSc degree in planning and
construction from the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e
has been employed in both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He has worked with various aspects of universal design and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ublished several books and articles on
these subjects. He has taken special interest in how universal design can
be implemented through regional and local planning.
Over the last years Olav Rand Bringa has been involved in developing,
implementing and conducting The Norwegian Governments National Action
plans for universal design. These plans involve the political responsibilities
of most ministries in the Norwegian Government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search, development projects,
standardization and a vast number of regional and local projects.

발
표
자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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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소개

류상오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UD환경팀 과장

학력
2006년 02월 :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공학사)
2009년 08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계획 및 설계 전공 졸업 (공학석사)
2013년 09월 : 오사카대학대학원공학연구과 지구종합공학전공 건축·도시인간공학 졸업
(공학박사)

전공
일반전공 : 건축계획 및 설계
세부전공 : 무장애 지역 및 건축 계획, 인간공학

경력
2018년 03월 ~ 2018년 12월 : 서울대학교병원 ‘장벽없는 병원’ 자문위원
2017년 09월 ~ 2019년 09월 :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2017년 03월 ~ 2019년 10월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인증
심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
2017년 01월 ~
현재
: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강사
-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등
2016년 07월 ~
현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UD환경팀 과장
- 담당: UD 및 BF인증 관련연구, 장애인등편의법
기술지원 등
2015년 04월 ~ 2016년 07월 : 관세이가쿠인대학 종합정책학부 조수
- 담당: 도시정책과 담당(건축)
2013년 09월 ~ 2015년 03월 : U·R설계(의료 복지시설 설계)
- 담당: 노인홈, 보육시설, 병원
2013년 04월 ~ 2013년 09월 : 오사카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외국인초빙연구원
- 담당: 배리어프리 생활권 구축(주거와 생활시설의
배리어프리)
2009년 07월 ~ 2009년 12월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연구원
- 담당: 서울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6년 12월 ~ 2009년 07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연구소 연구원
- 담당: 배리어프리 생활권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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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연구실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지표개선 방안 연구(도로 등)(2018), 장
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개선방향 연구(20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지표개선 방안 연구(여객시설)(2017),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2016)등 배리어프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 다수
진행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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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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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Sang-o
Director of UD Environment Team in the
Department of Universal Design
Environment in th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Academic Background
Feb. 2006: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Konkuk
University’s College of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Aug. 2009: Graduated from the Major of Planning Design in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 of Engineering)
Sep. 2013: Graduated from Architectural, Urban, and Human Engineering in
the Division of Global Architecture at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Osaka University (PhD of Engineering)

Major
General Major: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Major Specializing in: Barrier-free Area and Architectural Planning, Human
Engineering

Career
Mar. 2018 ~ Dec. 2018: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s ‘Barrier-free
Hospital’
Sep. 2017 ~ Sep. 2019: Member of Hwaseong Public Design Promotion
Committee
Mar. 2017 ~ Oct. 2019: Judge for Barrier-free (BF)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Jan. 2017 ~ Present : Lecturer for Convenience Enhancing Civil Servants
- Understanding Universal Design, etc.
Jul. 2016 ~ Present : Director of UD Environment Team in the
Department of Universal Design Environment in
th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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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ties: Research on UD and BF certifications,
technical support on convenience law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Apr. 2015 ~ Jul. 2016 : Assistant of School of Policy Studies at Kwansei
Gakuin University
- Duties: Urban Studies (Architecture)
Sep. 2013 ~ Mar. 2015 : U-R Design (Designing Healthcare Welfare
Facilities)
- Duties: Silver homes, nursery facilities, and
hospitals
Apr. 2013 ~ Sep. 2013 : Invited foreign researcher for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in Osaka University
- Duties: Building Barrier-free living sphere
(Barrier-free for residential areas and living
facilities)
Jul. 2009 ~ Dec. 2009 : Researcher at the Department of Convenience
Enhancement in th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Duties: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eoul
Dec. 2006 ~ Jul. 2009 : Researcher at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 Duties: Research on building barrier-free living
sphere

Papers and Research Achievements
Performed several researches related to barrier-free and universal design
such as A Study on Methods to Improve Indicators of Certification Program
for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Roads, etc.) (2018), A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Toilets Accessible by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2018), A Study on Methods to Improve Indicators of
Certification Program for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Passenger
Facilities, etc.) (2017), and A Study on Methods to Revitalize the Usage of
Lodging Faciliti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2016)

발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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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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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소개

고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학력
 일본 긴키대학교 대학원 조형학전공 박사. 2003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교(RIT) 대학원 산업디자인전공 석사. 1991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학사. 1986

경력





현재 한국디자인학회 회장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이니셔티브 연구소 소장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2018 SEOUL DESIGN CLOUD CONFERENCE 모더레이터 및 주제발표(스마트
테크놀로지 적용을 통한 버스이용의 편의성 개선. DDP. 서울디자인재단. 2018. 9. 18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주제발표: 문화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과제. 문화체육관
광부. 국립중앙박물관. 2013. 11. 1
 제4회 국제 유니버설디자인컨퍼런스(The 4th IAUD Conference) 주제발표:
Universal Design in Korea. FUKUOKA. 2012. 10

연구개발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콘텐츠 개발사업. 서울디자인재단. 2018
 척수손상장애인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위한 ICT 기반 의료 협진 모델 개발과 효과
성 검증. 보건산업진흥원. 2018
 고령자의 안전생활을 위한 ICT융합 서비스모델 연구(2차년도), 한국연구재단, 2017
 버스의 도심이동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연구. 서울시.서울디자인재단. 2016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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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제품디자인 교과서. 서울시교육청. 2015
초등학교 3, 4학년 디자인교과서. 한국디자인진흥원. 2012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방법과 사례. 이담북스. 2011
고등학교 공공디자인교과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2011

수상실적






한국디자인학회 우수논문상. 한국디자인학회. 2017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학술상.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14
대한민국디자인교육대상.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2014
한국디자인학회 우수논문상수상. 한국디자인학회. 2009
한국디자인상 선정.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AI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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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un Ko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 Tech.

Academic Background
 PhD in Systems Engineering from Kindai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Japan. 2003
 Master’s degree in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from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in the USA. 1991
 Bachelor’s degree in Industrial Design Maj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86

Career
 Currently the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Currently the director of Center for Universal Design Initiative
 Currently professor of Design Dep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derator and presentation of the theme for the 2018 SEOUL DESIGN
CLOUD CONFERENCE (Enhancement of User Convenien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Smart Technology to Bus Service. DDP. Seoul Design
Foundation. 2018. 9. 18
 Presentation of the theme for the Public Design International Symposium
2013: Universal Design for Cultural Facilities and Assignments. MCST.
National Museum of Korea. 2013. 11. 1
 Presentation of the theme for the 4th IAUD Conference: Universal
Design in Korea. FUKUOKA. 2012. 10

R&D
 Evaluation of Universal Design in Public Environment and Content
Development Project. Seoul Design Foundation. 2018
 Development of ICT-based Cooperative Medical Treatment Model for the
Life Care Services of the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ies and
Verification of Its Effectiveness.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8
 ICT Converged Service Model for the Safe Living of the Elderly (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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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7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for the Urban Mobility of Buses. Seoul
Design Foundation. Seoul 2016

Written Works
 High school Product Design textbooks.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5
 Elementary school Design textbooks for 3rd and 4th graders.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DIDP). 2012
 User-centered Universal Design Methods and Cases. Idambooks. 2011
 High school Public Design textbooks.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eoul. 2011

Awards
 Outstanding Thesis Award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2017
 Academic Award of the Korea Institute of Cultural Production & Design.
Korea Institute of Cultural Production & Design (KICD). 2014
 Korea Design Education Award. Korea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
2014
 Outstanding Thesis Award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2009
 Selected for Korea Design Award. Korea Association of Industrial
Designers (KAI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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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
개

17

발표자
소개

아키야마 테츠오
주오대학 연구개발기구 교수로 재직중
(2014년~ 현재)

도쿄 출신. 1975년부터 도쿄도립대학 공학부 토목공학과 조교로 근무하였고, 2000년
에 대학원 도시과학연구과 교수로 재직, 2005년에는 수도대학도쿄 의 도시환경학부 교
수로 재직하였다. 저서로는 관광 유니버설 디자인(편저2009년),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대중교통(편저2010년)이 있다. 사회적 활동으로는 일본 복지마을 만들기 학회 전 회장
을 지냈으며, 국토교통성, 가와사키시, 나카톤베쓰초, 누마즈시, 오타구, 신주쿠구 등의
프로젝트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전공
 도시교통계획,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마을 만들기 및 교통, 관광계획

학력
 1972년 메이세이대학 대학원 이공학 연구과 토목공학전공
(1991년 도쿄대학 공학연구과 공학박사 : 박사학위 논문)

경력









1975년 도쿄도립대학 공학부 토목공학과 조수
1994년 도쿄도립대학 공학부 강사⇒조교수
2000년 도쿄도립대학 대학원 도시과학연구과 교수
2005년 수도대학도쿄 도시환경학부 교수
2010년 수도대학도쿄 퇴직
2011년~2013년 호쿠세이학원대학 경제학부 초빙교수
2014년~현재 주오대학 연구개발기구 교수
2013년~17년 일본 복지마을 만들기 학회 회장

시간강사
 2000년~2014년 : 도쿄대학 마을 만들기 대학원
 2014년~2015년 : 니혼여자대학 가정학부 대학원・학부
 2000년~2018년 : 와세다대학 문화구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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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
 하네다 국제 터미널 정보화, NTT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시행, 재해관련 그림기호 평
가(경제산업성), 아사히카와시 교통계획, 국토교통성 배리어프리 장관상 위원장, 올
림픽・패럴림픽
 「마을 만들기와 환경」위원, 기타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신주쿠구, 조후시, 히노
시, 도시마구 등 위원회

주요 저서・논문 등







저서 : 관광 유니버설 디자인 (편저 2009년, 학예출판),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대중교통(편저 2010년, 학예출판),
도시교통 유니버설 디자인 (편저, 2001년 12월, 학예출판),
주민 참여형 거리 만들기 (편저, 2001년 6월, 학예출판),
버스는 되살아난다 (편저, 일본평론사, 2000년),
고령자 사회의 기술 6권-이동과 교통・7권-마을 만들기 (편저, 1996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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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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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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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suo Akiyama
Currently working as a professor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of
Chuo University (2014 ~ present)

Originally from Tokyo. He began working as a teaching assistant of Civil
Engineering in the Department of Engineering at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in 1975, and in 2000 worked as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Environmental Sciences. In 2005, he worked as a
professor of Urban Environmental Sciences in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His works include Universal Design of Tourism (Edited and Written, 2009)
and Support of Living Public Transportation (Edited and Written, 2010). In
the scope of social activities, he served as the former president of Japan’s
Welfare Oriented Town Planning Society, as well as the project chairma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Kawasaki
City, Nakatonbetsucho, Numazu City, Ota City, and Shinjuku City.

Major
 Urban Transportation Planning, Village Making and Transportation for the
Aged and Disabled, Tourism Plan

Academic Background
 1972 Majored in Architectural & Construction Engineering at graduate
school of Meisei University
(1991 PhD in Engineering from Tokyo University: PhD Dissertation)

Career
 1975 Teaching assistant of Civil Engineering in the Department of
Engineering at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1994 Lecturer ⇒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ineering
at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2000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Environmental
Sciences of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2005 Professor of Urban Environmental Sciences in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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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Retired from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2011 ~ 2013 Visiting professor at School of Economics in Hokusei
Gakuen University
 2014 ~ Present Professor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of Chuo University
 2013 ~ 2017 President of Japan’s Welfare Oriented Town Planning
Society

Lecturer
 2000 ~ 2014: Graduate School of Village Making in Tokyo University
 2014 ~ 2015: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 of Human Life
Science in Japan Women’s University
 2000 ~ 2018: School of Culture, Media and Society in Waseda University

Recent Duties
 Informatization of Haneda Airport International Terminal, Performing joint
research with NTT, Evaluation of graphic symbols related to disasters
(METI), Transportation plan for Asahikawa City, Chairman of MLIT
Barrier-free Minister’s Award, Member of Olympic & Paralympic 「Village
Making and Environment」, and member of other committees including
Kanakawa-ken, Kawasaki City, Shinjuku City, Chofu City, Hino City, and
Toshima City.

Major Works and Papers
 Books: Universal Design of Tourism (Edited and Written 2009, Gakugei
Syuppan)
 Support of Living Public Transportation (Edited and Written 2010,
Gakugei Syuppan)
 Universal Design in Urban Transportation (Edited and Written Dec. 2001,
Gakugei Syuppan)
 Building a Citizen-participating Roads (Edited and Written Jun. 2001,
Gakugei Syuppan)
 Buses Are Back in Style (Edited and Written 2000, Nippon Hyoron Sha)
 Technology in the Aged Society Vol.6 – Mobility and Transportation,
Vol.7 – Making Community (Edited and Writte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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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アキヤマ テツオ (秋山哲男)
中央大学 研究開発機教授

専攻
 都市交通計画、高齢者・障害者のまちづくりと交通、観光計画、

学歴
 1972年 明星大学大学院理工学研究科土木工学専攻 終了
1991年 東京大学工学研究科 工学博士：論文博士）

職歴









1975年 東京都立大学工学部土木工学科・助手
1994年 東京都立大学工学部講師⇒助教授
2000年 東京都立大学大学院都市科学研究科教授
2005年 首都大学東京都市環境学部・教授
2010年 首都大学東京退職
2011年 ~ 2013年 北星学園大学経済学部・客員教授
2014年 ~ 現在
中央大学研究開発機構・教授
2013年 ~ 17年
日本福祉のまちづくり学会 会長

非常勤講師
 2000年 ~ 2014年 : 東京大学まちづくり大学院、
 2014年 ~ 2015年 : 日本女子大学家政学部大学院・学部
 2000年 ~ 2018年 : 早稲田大学文化構想学部

最近の仕事
 羽田国際ターミナルの情報化、NTT研究所との共同研究、災害の図記号の評価(経産
省)、旭川市の交通計画、国土交通省バリアフリーの大臣賞委員長、オリンピック・パラ
リンピックの「まちづくりと環境」委員、その他神奈川県、川崎市、新宿区、調布市、日野
市、豊島区など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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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な著作 ‧ 論文等







著書に観光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編著2009年、学芸出版）、
生活支援の地域公共交通（編著2010年、学芸出版）、
都市交通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編著、2001年12月、学芸出版）、
住民参加のみちづくり（編著、2001年6月、学芸出版）、
バスはよみがえる(編著､日本評論社、2000)､
高齢者会の技術６巻移動と交通・７巻まちづくり(編著､1996年)

발
표
자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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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기조연설
Keynote Speech

성 기 창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흐름 및 과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성기창
장애를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으로 파악하여, 사회적 참여(participation)
가능여부가 장애의 최종 결정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근의 장애개념이다. 이는 장애를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이 사회의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사회환경을 바꾸는데 소홀했다
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장애를 장애인과 환경과의 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파악하는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나타난 모두를 위한 유
니버설디자인 개념은 환경과 인간, 인간과 인간 등이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현실
화하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 접근방식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60년대 미국의 시민권운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상이군인과 (소아마비)장애학
생의 접근성(accessibility)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에서 출발하였다. 즉 1961년 미국표준협회(후에
ANSI로 변경)에서 무장애빌딩을 위한 국가표준을 수립하였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 철학의 변화에
따라 1973년 재활법에 내재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포함하였다. 이후 접근성 개선을 위한
표준정립과 법제화가 미국에서 꾸준히 이어져오다가, 진정한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의 달성은
기준을 높이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는 인식 확산으로, 철학과 원칙에 입각
한 디자인 어프로치로써 유니버설디자인으로의 전환이 나타났다. 즉, 유니버설디자인은 개인의 능
력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 사용, 사회참여를 고려하는 통합적 환경의
조성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수치화된 기준을 통한 표준의 달성’이 아니라, ‘디자인 어프로치를
통한 우수사례의 축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서는 사용자 참여, 지식의 소통, 축
적, 전파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의 본질적 속성은 지속적으로 인권
지향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점진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규제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각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최선의 사례(대안)
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규제가 아닌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하고, 이런 점에서 미국의 몇몇 전문가
들은 친환경 관련 제도인 LEED standards와 같은 탄력적인 성능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인증 제
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관련 사회적 변화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무장
애 디자인을 구현한 건축물이 확산되었고, 2006년에는 교통수단·여객시설에서도 장애인 등의 이용
기
조
연
설

편익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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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
에 공헌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모두의 관점에서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수치화된 기준을 통한
표준의 달성’이 아니라 ‘디자인 어프로치를 통한 우수사례의 축적’을 지향하기 위한 규제가 아닌 자
발적 참여에 무게중심을 둔 선도적 유니버설디자인 제도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즉, 배리어프리인증제도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용어와 사용배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이라는 용어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영어의 accessible 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상응하기 위한 관련 조항이 삽입되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문제는 도시
및 건축의 물리적 장애요소들로 인해 접근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물리적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계단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기존 화장실을 장애인
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기준의 관점에서 화장실을 개조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물을
피해 이동 및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물리적 환경을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의 관점에서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은 모두에게 공평한 도시 및 건축환경의 창출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순적 상황
으로 귀결된다. 변함없이 장애요소들이 있는 물리적 환경이 기존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당당하게 만
들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기준의 편이시설이 반복적으로 설치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포
함한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비효율적인 물리적 환경구축 시스템으로 전락되고 무장
애 환경창출을 위한 노력이 단지 하나의 시설(施設) 설치라는 편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제한된 이
해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의 물리적 환경구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발전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accessible 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모두를 위한 배리어
프리디자인 개념이다.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디자인은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물리
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의해, 단순한 이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장애
(handicap)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 장애물 없는 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모두를 위한 배
리어프리디자인의 개념으로 확대 재정립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
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 것이다.
여기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배리어프리디자인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배리어
프리디자인 대상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실체화된 물리적 대상으로써 사용자의 유형을 다양
하게 포용함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추구해나가는 포괄성(Inclusiveness)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유
니버설디자인은 Ron Mace가 ‘연령과 능력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
경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접근’이라고 정의하였듯이, 보다 많은 사람이 연령이나 다양한 신체적 조
건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디자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포용성 있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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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 디자인개념이다.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은 1970년 Mace가 지원성(supportive), 융통성
(adaptable), 접근성(accessible), 안전성(safe)의 4대원리를 제시하면서 처음 그 개념이 소개된 이
래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개념과 원리가 정리되고 확장되어 왔다. 특히, Connell의 경우에는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융통성 있는 사용(flexibility in use),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intuitive use), 인식 가능한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사고나 잘못의 포용
(tolerance for error), 적은 신체적인 노력(low physical effort),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
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등의 7대 원리로 기본개념을 확장시켰다. 이를 토대
로 유니버설디자인을 가장 함축적으로 정의한다면, 이는 사용자 중심적인(user-oriented) 디자인이
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접근방식은 이윤추구 보다는 좀 더 사회지향적인 것으로 평등과 융통
성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기능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으로부터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디자인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로서의 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평균적 성인뿐 아니라 장애의 유무나 정도, 건강상태, 교
육정도 등 매우 다양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과정을 거쳐 노
인이 되는 인간생애 과정의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어떤 세대에서도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장
애물 없는 디자인을 도시 및 건축환경에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도시 및 건축의 물리적 환경구축 시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하게 제거하는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디자인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건축적 접근인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의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물
리적 장애요소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동 및 이용과 관련된 물리적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심리적 장애요소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음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 또는 불안 등일 것이
다. 따라서 사회참여로 귀결되는 인간활동의 가장 기본적 토대는 접근성과 식별성 그리고 안전성이
며, 이러한 기본토대가 모두의 관점에서 장애물이 없도록 계획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디
자인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도시 및 건축의 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프레임이다. 하지만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니버설디자인의 포괄성
은 ‘Universal’ 인 동시에 ‘Inclusive’ 디자인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의 다양성을 위한 디자인인 동
시에 사용자의 참여과정을 내포한다. 보편적인 일반화를 추구하지만 획일화된 모노톤의 단조로움이
아니라 다양한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인증제와 같은 단일한 프레임으로는 충
분히 충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증제는 지표에 의한 보편적인 일반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보다 완성도 높게 지속적으로 인권지향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점진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또는 정책적 프레임을 고
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Universal’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인증제도와 함께 상호보완 할 수
있는 ‘Inclusive’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프레임을 모색하기 위한 생각의 단초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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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Inclusive’의 의미는 사용자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용자의 참여가 디자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보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적 프레임은 다
양한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의 결과가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프레임을 의
미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고 있는 추세이며, 유니버설
디자인은 건축 및 시설물, 대중교통수단 등의 공공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생활환경까지 적용되
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의 양면적 포괄성은 씨줄과 날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나가는
날줄과 그 날줄에 촘촘히 메꾸어주는 씨줄이 있어 옷감을 직조하는 것처럼 ‘Universal’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인증제도는 날줄이 되고, ‘Inclusive’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참여를 통한 소통
의 프레임은 씨줄이 될 때 진정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 구체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실현
될 것이다. 즉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적극적인 소통의 참여 디자인으
로 모두에게 최선의 대안을 창출하는 것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가,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 및 사용할 수 있는가, 모두가 주위환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적 7원칙에 대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유니버설디자인은 법적 규제가 아니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인 어프로치로서, ‘표준의
달성‘이 아니라 ’우수사례의 축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과 홍보이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일상 생활환경을 위한 보편적
인 개념이 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홍보 및 일반적 교육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인식의 변
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역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다
양한 사용자의 배려를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즉, 모두의 관점에서 서로 소통하는 상생의 대상이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유니버설디자인의 세계적 흐름과 경험들을 공
유하면서, 국내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적 프레임을 보다 밀도 있게 정책적으로 완성해 나가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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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and Tasks of Universal Design Policy

Professor Ki-Chang Seong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In recent times,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understood to generally revolves around
understanding disability to be the situational factors of environment and the
individual, and the ultimate determining factor on whether a person has disabilities
or not depends on whether they are capable of social participation. This approach is
an attempt to explain disabilities from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within their
mutual relationships with the environment, and makes the case that it is not only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lack the capability to adapt to the demands of society,
but rather that society itself has been lax in adjusting social environments to
accommodat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calls for a more aggressive paradigm of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views disabilities as the byproduct of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environment.

Emerging from this paradigm is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for all, a new
approach to designs that seeks to actualize a community where people can
communicate and harmonize with each other and the environment.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was inspired by civil rights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60s, beginning as a social movement to improve accessibility
for wounded veterans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due to polio). In 1961, the
American Standards Association (now known as ANSI) established national standards
for barrier-free buildings, which refers to buildings accessible to and usabl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 1973, the shift towards the philosophy of a design
for all led to the Rehabilitation Act containing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While efforts to improve accessibil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and
legislation continued to spread through the US, a mounting realization that creating a
truly inclusive society required a complexity beyond heightened standards and legal
enforcement marked a turning point to shift into universal design, as a design
approach based on philosophy and principles. In other words, we can say that
universal design is the creation of a inclusive environment,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access, us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a wide range of peopl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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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ying personal capabilities and sociocultural backgrounds. As univers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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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hews the ‘accomplishment of a standard through quantified criteria’ in favor of
the

‘accumulation

of

outstanding

examples

through

design

approaches’,

user

participation and the communication, accumulation, and spread of knowledge have
emerged as its major issues. This is because the essential property of universal design
lies in seeking out gradual and creative solutions which aim to steadily raise the
quality of life in terms of human rights. Therefore, as attempts to regulate universal
design may actually limit the optimal cases (alternatives) based on the project, a
different approach is needed. To this, some experts in the US allude to a
certification system which can propose flexible performance benchmarks, somewhat
akin to the LEED standards, an environmental-friendly system.
Just as the US underwent social changes in universal design, Korea has also seen
various systemic changes. In 1997, the enactment of the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ged, Pregnant Women,
etc. aided the spread of architecture sporting barrier-free designs. This was followed
by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in 2006, which sought to improve usability and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eans of transportation and passenger
facilities. This legislation expanded the spread of convenient mobility equipment in
means of transportation, passenger facilities, and roads to help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travel in safety and comfort, and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ir social participation and welfare to this very day. In 2007, the government
enacted the Barrier-Free Certification System to make a more convenient and safer
life accessible to all, and continues to operate it to this day. This is a case of a
leading

universal

design

system

that

emphasizes

voluntary

participation

over

regulation, in line with the focus on ‘accumulation of outstanding examples through
design approaches’ over ‘accomplishment of a standard through quantified criteria’
mentioned above.
In order to understand that the Barrier-Free Certification System is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realize universal design, we must first be aware of the background behind
the term ‘ame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use. The word ‘amenities’
first came into use in Korea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currently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1981, where it was inserted into relevant articles and clauses to find a
Korean word that corresponded to the English term accessible. During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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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and architectural physical barriers made it impossi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gage in social lives due to a lack of accessibility. Thus, the utmost
priority was finding a way to overcome these physical barriers. Accordingly, ramps
had to be partially installed in addition to preexisting stairs, toilets had to be
modified to meet the minimal standards for us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braille blocks had to be set up to grant visually impaired persons the power to move
and access while avoiding obstacles. In other words, the key point was making
minimal changes in preexisting physical environments so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ld access and use them. However, in a stroke of irony, these efforts ended up
impeding the ultimate goal of creating an urban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 that
was fair to all. The construction of physical environments with obstacles continued
without a care, and amenities meeting the bare minimal standards were installed to
cover up the flaws in accessibility, resulting in a repetitive cycle. Thus, this measure
was relegated to an inefficient physical environment construction system that only
served to exhaust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the very socially disadvantaged
that the measure was intended to serve in the first place, and public perception
equated the efforts to create an environment without obstacles as merely the
installation of a facility. In an effort to break free of this limited understanding and
flawed bias and gradually work toward the original goal of constructing a physical
environment for a society that was fair to all, the concept of accessibility had to be
redefined. What emerged from these efforts was the concept of a Barrier-Free design
for all. A Barrier-Free design for all seeks to create a physical environment by
removing all obstacles in advance. Thus, Korea was able to redefine ame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expanding the term into the concept of a Barrier-Free
design for all that seeks to create an environment without obstacles and minimizes
any social handicap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ged, and pregnant women
may find in their social activities, including simply moving around, as a result of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The Barrier-Free Certification System, then, i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allows this concept to take root.
Here, we must consider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alongside that of
Barrier-Free design, for the targets of Barrier-Free design embraces a wide range of
user types as actualized physical objects in various situations and conditions. In
essence, it emphasizes the same inclusiveness that universal design seeks. Ron Mace,
who coined the term universal design, defined it as the design of produc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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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s to be usable by all people,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regardless of

33

age or ability. Accordingly, it is an inclusive design concept with a sense of tolerance
that began as a means of allowing more people to fairly receive the benefits of
design without being held back by their age or physical condition. First proposed by
Mace in 1970 under the 4 principles of supportive, adaptable, accessible, and safe,
the concept and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have undergone constant revision and
expansion by multiple scholars since its introduction. Of particular note is the
approach of 10 advocates of universal design, including Bettye Rose Connell, who
further expanded the basic concept of universal design into the 7 principles of
equitable use, flexibility in use, simple and intuitive use, perceptible information,
tolerance for error, low physical effort, and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Based on this knowledge, the most abstract definition of universal design is a
user-oriented design. Therefore, the approach of universal design is social-driven as
opposed

to

profit-driven,

and

the

emphasis

is

on

equitable,

flexible,

and

user-oriented functionality above all.
In summation, from the aforementioned concepts of universal design, Barrier-Free
design for all are defined as follows: the application of Barrier-Free designs on urban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s to prevent any and all generations from experiencing
disadvantages by acknowledging that users include not just your average healthy
adults but also people with diverse conditions such as the possibility or degree of
disabilities, health, and education levels, and by accepting diversity in the human
lifespan, in which people are born and grow old. In other words, its approach of
thoroughly removing all potential obstacles from the planning and design stage when
constructing

physical

urban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s

means

that

the

Barrier-Free design for all is an architectural approach to universal design.
This fundamentally begins with the removal of anything that may be construed as a
physical or psychological obstacle in advance. Physical obstacles are connected to
human activity, and refer to those that impede or otherwise obstruct physical access
by restricting movement or use, while psychological obstacles are psychological
disabilities or anxieties that arise as an inability to understand the situation. As such,
the most basic foundations for human activities, which lead to social participation,
are accessibility, identifiability, and safety, and the plan to remove obstacles from
everyone’s perspective to achieve these basic foundations is Barrier-Free design.
Therefore, the Barrier-Free Certification System is a valuable frame to achieve
universal design in urban and architectural areas. However, as mentioned abo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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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design is defined as being both universal and inclusive. In other words, it is
just as much about the participation process of the users themselves as it is about
designs to accommodate the diversity of users. It strives for universal generaliz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respects diverse individualities instead of calling for uniform
monotony. A uniform frame, like the certification system, is not enough to satisfy
both sides, as the certification system seeks for universal generalization through
indicators. From this perspective, we must consider a new institutional or systematic
frame if we wish to arrive at a gradual and creative solution that aims to take
universal design to new heights and raise the quality of life in terms of human rights.
Thus, we find ourselves needing to come up with a certification system that can
achieve the definition of universal as well as a frame that can achieve the definition
of inclusive.
First, the definition of inclusive means that in the design process, user participation
is reflected in which the diversity of users it accepted and respected. Therefore, the
practical frame which must newly be supplemented for universal design refers to a
systematic frame that can apply the results of communication with various users into
the design. This is because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S and Japan are showing
a tendency to implement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in all fields of society to
actively implement universal design and establish universal design policies on a
government level, meaning that universal design is being applied in not just public
sectors

such as architecture,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but also into various aspects of everyday life.
Second, the two sides of universal design can be aptly describ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ft and the warp. Just as fabric is formed of the warp, which stretches
forward, and the weft, which is threaded finely on the warp, only when a universal
certification system acts as the warp and an inclusive frame that allows for
communication through participation acts as the weft can we truly realize a universal
design for all that is applicable in detailed life circumstances. In essence, we can
bring about qualitative changes by removing obstacles in each individual’s specific
situation or by creating an optimal measure for all through a design that sees
participation in the form of active communication. This will allow us to find the best
solution amidst the given conditions with regard to the 7 practical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answering questions on whether something is accessible by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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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something allows everyone safe movement and use, whether everyon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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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sp their surroundings easily, and so forth.
Third, universal design is not a legal regulation, but rather an innovative and
creative design approach, and given its objective of the ‘accumulation of outstanding
examples’ as opposed to the ‘accomplishment of a standard’,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its practice and spread is education and promotion. We must change the
public perception of universal design. It must become a universal concept for daily
life circumstances, an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e must continue to seek out
measures to change public perception through promotion and general education.
Inversely, we must also give thoughts to consideration for various users regarding a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In short, universal design must be a subject of coexistence in which
peopl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from all perspectives.
Finally, I hope that this seminar will allow experts to share their thoughts on the
global trends on universal design and their personal experiences with it, thereby
leading to the systematic completion of an even more substantial practical frame for
universal desig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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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유니버설디자인. 노르웨이의 사례
Presentation 1: Universal design.
The Norwegian experience.

울라프 란드 브링가 노르웨이 정부 아동성평등부 수석보좌관
Olav Rand Bringa, Senior adv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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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일본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작부터
도달점까지
Presentation 2: 日本における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
の始まりから到達点

아키야마 테츠오 츄오대학 연구개발기구 교수
秋山哲男 中央大学研究開発機構(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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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객실 및 화장실의 유니버설디자인
Presentation 3: Universal Design of
Guestrooms and Toilets

류상오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UD환경팀 과장(박사)
Professor Ryu Sang-o,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Department of Universal Design Environment UD Environ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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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개발
Presentation 4: Development of Universal
Design through User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고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Young Jun Ko.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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