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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도시설계수법으로서의 어린이 놀이네트워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소람    

지도교수 전봉희    

본 연구는 현대 우리나라 도시의 지역커뮤니티 유동성이 증가하여 기존의 어린이 

놀이환경이 사라지고 놀이환경을 민간의 공급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어린이의 일상행위인 놀이를 도시공간에서 어떻게 담보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환경을 아동별 연령발달의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전용시설로서 규정된 거점을 도시에 균질하게 제공하

는 기존의 도시설계방식 뿐만아니라 놀이환경으로서 도시의 다양한 시설과 그들을 

연결하는 사이공간에 대한 집합적 고려까지 담는 도시형성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또한 이제껏 도시의 이용자로서 고려되지 않았던 취학전어린이를 주요한 도시

의 이용자로 설정하게 되면 인간 전체 연령의 범주에서 가장 작고 신체발달이 덜 이

루어진 대상을 도시설계시 포용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을 동반하는 일반성인을 놀이

환경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 연령 세분화된 도시설계방법론

적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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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도시 곳곳에 개별로 흩어져 이용되던 개별놀

이환경을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활용할 수 있도록, 현대도시의 어린이놀이환경

(Play-Environment)을 재정의하고 구조화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놀이네트워크(Play-Network)’를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어린이 놀이네트워크

는 놀이 개념을 매개로 고도로 상호연결된 사회적·공간적 도시 시스템을 구성함으

로써, 어린이는 물론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놀이의 장

(場)으로서 도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차원인 사

회적 인프라와 미시적 차원인 네트워크되는 물리적 공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와 공간적 놀이네트워

크라고 명명하였다. 

이 두 가지 개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환경을 사회적놀이네트워

크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되는 기획놀이환경(Planned Play-environment)과 공간적 

놀이네트워크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후발적놀이환경(Generated 

play-environment)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이 두 가지 놀이환경

이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어린이를 포용하는 놀이네트워크가 한층 견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고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설계적 수법

으로서 어린이 놀이네트워크가 가져야 하는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두 가지 놀이네트워크가 발생하고 활용되는 양상을 다양한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회적놀이네트워크 사례로는 공공주체와 준공공주체에 

의해 전개된 최근 사업을 들었다. 그리고 공간적놀이네트워크 사례에는 어린이들이 

선호하여 놀이로써 이용하는 다양한 도시공간이 두루 포괄되었다.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는 발표 및 보고서 자료, 관련 도면 및 문헌, 기타 뉴스

와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바는 다음과 같다.

도시설계수법으로서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놀이환경의 설계요건을 

일반화하고 놀이네트워크의 계획요건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별놀이환경의 설계요건을 도출하였다. 먼저 후발적놀이환경은 일상환경

으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놀이어포던스 

(Play-Affordance) 디자인을 통해 놀이환경을 이동경로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놀이환경을 이루는 원형적 공간요소의 가변화를 통해 놀이환경을 일시적으로 생성

함으로써 놀이환경을 양적으로 늘려 일상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로 놀

이환경을 이루는 원형적 공간요소를 재해석하여 도시공간을 내부화하는 것도 놀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후발적놀이환경의 효과적인 설계 가이드로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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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획놀이환경을 커뮤니티 허브로써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전문인력이자 프로그램으로서 놀이보조자를 개입시켜 기획놀이환경이 적극

적으로 도시에 삽입되고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획놀이환경을 놀이환경 제작,실험 가능한 공간을 갖춘 도시시설에 접합시킴으로

써 기획놀이환경의 사회적놀이네트워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도시설계수법으로서 놀이네트워크 계획요건을 도출하였다. 먼저 준공공주

체의 도입이 요구된다. 준공공주체의 활약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연결고리

(Connector)이자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통해 도시에서 ‘놀이’의 공공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충족하게 할 수 있게 하며 놀이환경 기획자와 이용자를 통합시킴

으로써 놀이네트워크적 기획제작과 실재 이용의 간극을 줄인다. 다음으로 준공공공

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방임된 공공공간은 물리적 공간변형과 커뮤니티설계를 통해 

내부화를 이루어 통제/관리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사유공간은 공공이 사용하는 

영역에 대한 설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장소에 공급함으로써 어린이

의 놀이에 관대한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때 도시구조에 따라 입체도시에서는 

보행광장이나 공개공지 등과 같은 공공화된 사유공간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된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 반면 평면도시에서는 사유공간의 경우 사회적 계약에 따라 

공간 일부를 공공화된 놀이환경으로 변모시키기 용이하도록 보행로와 사유공간의 

공간적 연결이 개방적이면서 통제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공공공간은 프로그

램을 통해 점유의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잠재력을 내장함으로써 준공공공간으

로 변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놀이네트워크는 놀이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어린이와 양육자, 놀이보조자와 기타 사용자들, 개발자

와 토지소유자,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에게 각자 입장에서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제공해주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놀이네트워크가 현대도시의 사회적 요청을 해결하는 도시설

계수법으로서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규명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가 도시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탐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에서 어린이의 활동가능 영역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다세대의 도시민들이 즐거움

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의 가능성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어린이 놀이네트워크, 도시설계수법, 취학전어린이, 사회적 놀이네트워크, 

기획놀이환경, 공간적 놀이네트워크, 후발적놀이환경, 준공공영역, 놀이어포던스  

학  번 : 2013-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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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도시는 번화하고 복잡하며 비인간적인 곳으로 종종 묘사되지만, 면밀히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생기 있는 삶과 일상이 있는 환경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도

시에는 노인, 어린이, 주부, 학생 등 많은 사람이 거주장소, 활동방식, 사람과의 

관계, 주어진 환경 조건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간 건

축과 도시를 만드는 방식은 이와 같은 도시적 삶의 실재를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며 만들어내는 생생한 삶의 

표정을 충분히 읽어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도시설계를 할 때 계층과 나이, 

처지에 따라 분리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도시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은 충분히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를 이루는 도시환경은 

어린이에게 맞는 환경, 노인에게 맞는 환경, 주부에게 맞는 환경 등 이들이 각각 

독자적인 모습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취학전어린이는 전체 연령의 범주에서 가장 작고 신체발달이 덜 이

루어진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전통적 관점에서 이들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여겨져 도시설계의 대상에서 소

외되어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관점이 크게 부정되고 있

다. 즉 지금은 부모의 도움으로 움직이는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이미 성숙

한 모습을 보이고 행동하는 주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취학전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움직이며 신체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가능한 자발적인 방식으로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Rakison & Woodward, 2008). 하지만 

현재의 도시는 어린이의 자발적인 이용을 충분히 배려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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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린이 놀이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커뮤니티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놀이환경으로 이

용되었던 이웃집과 친척 집 등 지역의 사유공간이 더 이상 놀이환경으로 역할 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도시의 공공놀이 거점을 대량 공급해왔던 아파트의 놀이

터와 학교 운동장 역시 안전의 이유로 외부에 폐쇄되면서 점차 공공성을 상실하였

다. 그 외에 공원이나 단독필지에 설치되었던 공공놀이터도 2008년 어린이시설안

전관리법 시행과 함께 양적으로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도시의 놀이환경은 

민간의 공급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린이에게 놀이는 일상행위이자 도시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공공성이 보장된 놀이환경이 도시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린이가 도

시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놀이할 수 있는 절대적 도시면적 또한 사라졌다. 심지어 

남아 있는 놀이터마저 청소년기 이전의 연령을 모두 하나의 범주로 묶어 계획한 탓

에, 취학전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의 영역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

는 도시설계에서 어린이의 범주에 취학전어린이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국가의 역량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양육환경을 돌아보고 정비해

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2013년 영유아 무

상보육과 누리과정1)이 실시되면서, 국가가 취학전어린이의 보육을 책임지는 동시

에 초등교육의 연속 선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 커리큘럼이 실행되

1) 이 정책은 기존 탁아와 교육으로 이원화되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분리되어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누리과정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일괄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

다. 결과적으로 선택적 복지의 차원에서 관리되던 취학전어린이가 국가 교육제도 아래에 들어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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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로부터 영유아를 분리하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기 시

작하였다. 즉 교육제도를 기준으로 분류된 1~7세 사이의 어린이를 일컫는 용어인 

‘미취학어린이’가 ‘취학어린이’와 동등한 사회적 위상을 지닌 용어로 부상하

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린이의 일상행위인 놀이를 도시공간에서 어떻게 담

보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환경을 아동별 연령발달의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공급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어린이놀이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놀이환경이 도시

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놀이환경

은 도시의 주요한 공공공간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어 의무적으로 설치되었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2), 놀이터3), 아동복지시설4) 등으로 정의되

어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어린이공원 등 세분화된 용도시설로 구분되어 일정한 

도시구획 안에 균일하게 분포되었다. 이러한 배치의 근간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

로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했던 페리의 근린주구론이 있었다. 근린주구론은 취학어린

이가 보행으로 접근 가능한 일정 반경을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단위로 주변에 동사

무소, 우체국, 파출소,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아동공원, 경로당, 집회장, 마을회

관, 약국, 병원, 은행 등 필수용도시설을 배치하는 계획5)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

라 도시계획시설의 분포방식이 되었다. 

이후‘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2013)과 현 정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 증대계획(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

모 SOC 위주의 공급을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인 놀이터, 작은도

서관, 마을회관, 마을도서관과 같이 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공간인 커뮤니

티 시설 중심의 배치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시설들을 도시구획에 

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

3)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아동복지법

5) 대한주택공사, 단지계획기술지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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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 지역에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방식은 기존의 분포방식인 페리의 근린주구

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도시놀이환경 제공방식은 어린이놀

이환경으로 규정한 개별시설을 구획된 도시에 균질하게 분포시키는 방식이라고 요

약할 수 있다.  

현재 도시에서 어린이의 놀이는 더 이상 놀이터라고 규정된 장소와 시설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장소의 다양한 

놀이에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어린이놀이는 놀이터만이 아닌 도시의 여

러 장소에서 형성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에서 어린이놀이는 점차 사회적으

로 기획되기보다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 기획된 거

점뿐만 아니라 거점들 사이(gap)에서도 잠정적으로 발현6)되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사실은 어린이의 놀이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시는 사회적으로 기획된 거점들뿐만 

아니라 잠정적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그들 사이의 공간 역시 중요하게 부각되고 활

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6) Florian Hayden과 Robert Temel는 ‘잠정적 사용(Interim use)’에 의해 물질의 공간은 행위의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HAYDN, Florian et al. Temporary urban spaces: concepts for the use of city spaces. Basel: 

Birkhäus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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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목적

살펴본 것처럼 어린이놀이환경으로서 도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

린이놀이환경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것의 도시설계적 적용방식에 대

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도시설계에는 여러 방식이 존재하였고 어린이

시설은 서로 다른 법령기준이 적용되어 구분되어왔다. 하지만 어린이의 놀이는 목

적 없는 비생산적 행위7)이라는 근본적인 특성상, 규정된 목적공간에서 정해진 시

간 동안 일어나는 행위가 아닌 일상의 비계획적이고 연속적인 행위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시설로 규정된 거점을 도시에 제공하는 기존의 도

시설계에서 벗어나, 거점과 그들을 연결하는 사이공간에 대한 집합적 고려가 담긴 

도시형성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도시에서 놀이가 기획된 거점과 

놀이의 잠재력이 발현된 사이공간을 현재 도시의 어린이놀이환경으로서 동등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시각이 도시설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 다른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구획된 도시에 개별로 공급되던 놀이거점을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활용할 수 있도록 현대도시의 어린이놀이환경을 재정의하고 구조

화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구조화된 어린이놀이환경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개별놀

이환경이 집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공간적 요인들의 관계를 구

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도시설계수법으로서 참조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

환경의 형성방식을 도출함으로써, 어린이놀이환경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먼저, 현재 도시의 어린이놀이환경을 어린이라는 특정 

연령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어진 도시시설로 규정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 어린이의 놀이가 일어나는 도시의 장소들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실제 

도시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놀이가 일어나는 도시의 장소들을 형성하는 

사회적·공간적 요인들이 맞물려 역할하는 현상을 관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7) 요한 하위징아, 이종인 역.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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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놀이네트워크(Play-Network)’를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어린이 놀이네트워크는 놀이 개념을 매개로 고도로 상호연결된 사회

적·공간적 도시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어린이는 물론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놀이의 장(場)으로서 도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차원인 사회적 인프라와 미시적 차원인 네트워크된 물리

적 공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와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라고 명명하였다.  

이 두 가지 개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환경을 사회적 놀이네트

워크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되는 기획놀이환경(Planned Play-environment)과 공

간적 놀이네트워크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후발적놀이환경(Generated 

play-environment)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이 두 가지 놀이환경

이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어린이를 포용하는 놀이네트워크가 한층 견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도출된 고찰 내용을 토대로 도시설계적 

수법으로서 어린이 놀이네트워크가 가져야 하는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취학전어린이가 도시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탐험하는 활동

을 함으로써, 도시에서 어린이의 활동가능 영역이 확장되는 동시에 도시공간에서

의 한층 다양한 행위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취학전어린이는 물론 

다양한 세대의 도시민들이 즐거움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놀이네트워크가 구축됨

으로써, 어린이를 포함한 전 세대를 위한 현대 도시환경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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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와 용어의 정의

1.2.1.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어린이놀이환경의 현황에 관한 연구, 개별놀

이환경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 취학전어린이의 놀이유형에 관한 연구로 나누

어볼 수 있다.

우선 어린이놀이환경의 현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의 요시나가 마리 교

수(吉永真理,2009)8)는 어린이가 도시를 집합적으로 이용하도록 돕는 도시공간 발

견방식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의 다이시도 지역을 중심으로 2005-2008

년 4년간의 연구를 통해 4세대 놀이터지도 제작과정을 통해 보여주었다. 놀이터지

도 제작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9)이 현재 일본도시의 대표적 어린이놀이터인 아동

관을 거점으로 모여 아이들 및 지역주민과 협력함으로써, ‘놀이터’라는 시설의 

분포를 파악하고 지역의 매력적인 장소를 발굴하여 지도에 포함하는 작업이었다. 

이 작업은 지역정비 수법으로서 놀이터의 커뮤니티 화합 역할에 주목하여 놀이를 

매개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교류를 공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의 또 다른 연구(2015)10)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후타코타마

가와 지역의 놀이관찰 실험11)을 진행한 것이다. 연구결과 취학전 시기에 바깥놀이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린이의 학교 적응력 및 체력 측정값, 악력이 대조군

에 비해 모두 높은 결과치를 나타냈다. 요시나라 마리 교수는 이 결과를 근거로 어

린이 발달에서 바깥놀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바깥놀이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도

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집 바깥 도시공간을 놀이환경으로 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2017년 IPA(The International Play 

8) 보건학 박사, 전 고쿠시칸대학 건축학계열 부교수, 현 쇼와약학대학 교수 

吉永真理 , 木下勇, 寺内義典, 清水雅人, 遊びとまち研究会会員. "四世代遊び場マップができるま

で2005- 2008年まで4年間の遊びとはち研究会の軌跡." 住総研「住まい・まち学習」実践報告・論

文集10  (2009).

9) 세타가야구 바깥놀이 위원회 대표위원, 쇼와 약학대학 임상 심리학 연구실, 치바 대학 대학원 

원예학 연구과, 고쿠시칸 대학 건축과가 참여

10) 吉永 真理, プレーパークの活用による小学校入学に向けたエデュケア型つなぎプログラムの開発 
, 2015

11) 집밖 도시공간에서의 일상적 놀이가 ADHD/DSM-V 환아들의 회복에 도움이 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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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세계컨퍼런스에서 제기되었다.    

 

건축학 박사이자 아동학과 교수인 마츠하시 케이코(松橋圭子, 2008)12)는 요코

하마의 전체 취학전어린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야외활동 빈도를 연구하였했

다. 그 결과이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어린이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유한 야외놀이터의 수용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외의 도시공간을 산책하는 일과가 거의 매일 실시되고 있었다. 빈도를 

보면 2세 어린이의 경우 80% 이상이 하루에 60분 이상 원외 도시공간을 놀이환경으

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어린이집 원정으로부터 보행이동이 가능한 공간반경은 

매일의 교육일과로서 빈도 높게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4개월 어린이 · 3세 어린이의 ‘자주 가는 도시 속 장소’의 용도 분류 
<출처 : 마츠하시 케이코, 2013의 표 위에 마크)

그의 또 다른 연구(2003, 2013)13) 에서는 취학전어린이와 부모의 평일 외출장소

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4개월 유아가 가장 자주 가는 장소는 대형복합

시설이며, 3세 어린이는 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실내공간에 

12) 가마쿠라여자대학 아동학부 아동학과

 松橋圭子, et al. 保育施設における園外活動の実態からみた地域資源の使われ方について-横浜市を

対象としたアンケート調査より. 日本建築学会学術講演梗概集 2008 年度大会 (中国) E-1, 2008, 

195-196.

13) 親子での外出に求められるニーズと「居場所」となる条件

; 平成15年度三鷹市における「親子の居場所」に関する調査

親子の行動パターンからみた子育て世帯の日常的な地域資源の利用に関する研究 ;

平成25年度ー横浜市青葉区、金沢区西区を事例に横浜市大三輪ゼ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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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통해 니시다는 육아세대의 도시 내 일상적 

행동 경로패턴을 파악하여 취학전어린이의 실제 도시 놀이영역을 유추하였다. 이 

연구는 대형복합시설이 취학전어린이의 바깥놀이를 포용하는 도시시설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그의 또 다른 연구(2016)에서는 ‘마을은 원정’이라는 주제로 보

육시설과 지역의 협력관계를 확보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특히 어린이가 가정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을 토대로 양육될 수 있도

록 바깥환경의 정비가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그림 3 ‘어린이친화도시’ 도시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제안
<출처 : 佐久間治 ,2016>

  한편 오랜 기간 놀이터 건축가로 활동해온 샌다 미츠루(仙田 満)가 회장으로 있

는 일본 어린이환경학회에서는 ‘어린이를 건강하게 하는 도시평가기준「こどもを

元気にする都市評価基準」’을 만들어 어린이를 위한 통합적인 도시형성을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각 자치단체별로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서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행정 혹은 시민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14) 중

요한 평가기준으로는 도시시설의 정량적 평가와 함께 경관법 개정이나 조례제정 

등 무형의 사회적 시스템이 있다.15) 

  이러한 평가기준을 설정한 목적은 어린이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논의는 문자 그

대로 어린이만을 위한 특정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도시의 친

14) 佐久間治, 林瑞記, 仙⽥満, ‘こどもにやさしいまち’ 都市評価に関する基礎的研究, 2016

15) 仙田 満, 人が集まる建築 環境×デザイン×こどもの研究, 講談社, 2016,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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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기준 전체를 높이는 데 있었다. 나아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가이드라인

으로서 인간의 범주에서 좀 더 약한 개체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어

린이에게 친화적인 도시환경의 총체적 평가지표에는 도시 평가대상을 어린이, 육

아가정, 가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린이만 따로 떼어 평가하지 않고 전체 도시구

성원과의 관계 안에서 어린이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본 연

구의 접근방식과 동일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

리지오가 제시한 어린이의 도시권리

참여의 권리

도시에 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도시에 대해 바라는 바를 표현한다.

가족, 커뮤니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다.

사회적·문화적 이벤트에 참여한다.

생존의 권리

의료, 교육, 보호시설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적당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거리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오염되지 않은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보호의 권리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는다.

지원받고, 사랑받고, 돌봄을 받는다.

발달의 권리

친구를 만나고 놀이할 수 있다.

식물과 동물을 위한 녹지가 있다.

인종, 종교, 소득, 성별,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시민이다.

행위 주체와 기관 리지오가 제시한 어린이 도시권리 확보 주체 및 시설

행위주체 지자체, 가족, 학교, 지역 사회, 사법부 및 법 집행기관 

필수로 수행되어야 하
는 도시의 전통적 역할

교육, 의료, 영유아 발달 지원

활용 도시시설 학교, 병원, 영유아 시설

표 1 유엔아동권리에 근거한 어린이의 도시권리
<출처: 리지오(2002), 아동권리협약(1998)에 기반하여 직접 작성>

일본 학자들뿐만 아니라 서구권 학자인 엘리아나 리지오(Eliana Riggio)는 포괄

적이고 투명하며 반응이 빠른 거버넌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시환경을 강조하였

다.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양육되고 교육받으며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문화

적 환경을 조성한 사례로 스페인의 제도 및 법률, 정책을 연구하였다.16) 이를 통

해 어린이의 권리를 바탕으로 도시에 대해 어린이가 직접 의사표현할 기회를 제공

하고, 어린이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

에서 리지오의 연구는 이후 어린이친화적 환경 논의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 RIGGIO, Eliana. Child friendly cities: good governanc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2002, pp. 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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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개별놀이환경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짐으로써 어린이놀이환경이 도시에 연합과 연계를 가져오는 긍정

적 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도시에서 어린이놀이 행위를 전시

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을 돕는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동일본대

지진 이후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1995 한신·아와지 대지진(고베지진) 

직후 지역의 도시건축 전문가들은 놀이터를 조성하여 재난의 충격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심리치료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재난이 지나간 엄

중한 상황에 놀이터와 같은 장난스러운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놀이터의 사회적 역할은 한층 부

각되었다. NPO재팬어드벤처놀이터협회(JAPA)는 고베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

지역에 모험놀이터를 건설하고 재난의 고통을 겪는 어린이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놀이터의 치유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키노시타 이사미

(Kinoshita Isami, 2015)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난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시적 해결

방안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제시하였다. 재난지역에 놀이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사

람들의 행위를 관찰·분석한 결과, 놀이터가 재난상황에서 어린이의 심리치료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도출해냈다.17) 

마지막으로 취학전어린이의 놀이유형에 관해 살펴보면, 알렌과 메로츠(Allen & 

Marotz, 2000)는 취학전어린이의 행동발달에 따른 놀이 유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

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어린이의 지각발달 단계에 따른 행위요소들을 설계에 

관련 지을 수 있다18)고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3~5세의 일상적 신체놀이 행위

는 오르기, 뛰어넘기, 달리기 등 수직·수평상의 이동의 방식을 통해 주로 일어난

다. 그 외에 만지고 다루는 등의 교구를 이용하는 행위적 양상이 지배적이다.  

 

 

17) KINOSHITA, Isami; WOOLLEY, Helen. Children’s Play Environment after a Disas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Children, 2015, 2.1: 39-62.

18) HERRINGTON, Susan; LESMEISTER, Chandra. The design of landscapes at child-care centres: 

Seven Cs. Landscape Research, 2006, 31.1: 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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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83~109cm 신장)

몸의 이동

잔디 슬로프 아래로 굴러 내려가기
네발기기로 터널 통과하기
낮은 계단
놀이 구역을 계단으로 연결
올라설 수 있는 높이와 너비의 벽

공 던지기
발차기

수직 울타리의 영역
표적이 될 수 있는 요소

한발로 뛰기
제자리에서 점프하다
까치발로 걷기

디딤돌, 나무 그루터기, 무늬가 있는 경로
단단한 지반면

세발자전거 페달링 세발자전거를 위한 순환 루프

오르내리기 높이차이가 있고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물

따라 하기 서로를 따르고 모방할 수 있는 원형공간

세손가락으로 집기
(1,2,3지 이용)

미세한 운동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
모래, 동식물 만지기, 영역에 그리고 칠하기

8개 이상의 블록으로
타워 만들기

블록 보관소

4세
(94-117cm 신장)

리듬과 순간적인 인지
울퉁불퉁한 표면에서 달리기
소리가 나는 표면

몸과 공간의 지각
거울
모래 천사를 만들기 위한 모래 영역

직선으로 걷기와 밸런스 난간, 벽, 그루터기원형, 나무기둥, 돌

바퀴달린 탈것을 안심하고 페달링 및 조
절하며 코너를 돌고 장애물을 피함

복잡한 순환경로

사다리, 나무, 놀이터 장비에 오르기 오를 수 있는 다양한 장소, 오를 수 있는 것 (로프, 사다리 등)

두발로 함께 뛰어서 12cm 이상 점프 허들- 뛰어넘을 수 있는 식물이나 사물

장애물 주변을 쉽게 달리고 멈추고 이동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걷기

15분 이상 하나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
음

스텝이 새로운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스토리지
조경이 없는 넓은 공간

기분이 쉽게 바뀌고 예측하기 어려움

휴식의 장소
바닥이 폭신하고 안락한 장소
기분에 맞는 공간적 특성 다양화
쉽고 명확한 접근이 가능한 곳

그룹 활동에서 남과 협력할 수 있음 대그룹, 중그룹이 사용가능한 공간

역할놀이를 즐기며 상대가 그 역할을 믿
도록 할 수 있음

모래, 물, 식물과 같은 재료 및 소품
보관공간

5세
(99-122cm 신장)

회전축을 이용한 공중운동 낮은 벤치를 딛고 메달리거나 흔들거릴 수 있는 그네, 바 

발꿈치와 발가락을 이용하여 뒤로 걷기
차별화된 표면
거울

Learns to skip using
alternating feet

구불구불한 보행로

3피트 거리에서 던진 공을 잡을 수 있음 넓은 오픈스페이스

속도감과 기술적으로 세발자전거나 바퀴
달린 장난감을 탈 수 있음

복잡하고 변경 가능한 세발자전거 코스

낮은 물체를 뛰어넘음 통나무와 같이 서로 겹쳐 쌓을 수 있는 낮은 사물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 도전과 변화 요소가 있는 바깥환경 

다른 사람에게 공감함 조경, 동물과 곤충의 서식지

사물들을 수집함
정원손질 재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 창고

가끔 혼자 있고 싶어 함 동굴, 틈새, 조용한 장소

한명이나 두 명의 특별한 놀이친구가 있
음

다양한 사이즈의 놀이공간

정교한 상징놀이
다른 공간이 될 수 있는 보조공간
(우주선, 주방, 새둥지)

표 2 연령별 지각 활동을 지지하는 물리적 환경

<출처 : Jambor 1990, Oestrreich 1993, Allen & Marotz 2000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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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와 걷기, 뛰기, 매달리기를 통해 주된 코어근육을 발달시키는 취학전 어린

이에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는 기능발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놀이환경

이 된다.19) 또한 정돈된 환경이 그렇지 않은 환경에 비해 어린이의 놀이욕구를 촉

진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안전하고 정돈된 보행환경이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를 위한 긍정적 환경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20) 

그림 4 어린이 발달에 따른 놀이행위 유형
<출처 : WERNER,1987>

  

  피아제(piaget, 1962)에 의하면,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는 자신의 인지적 발달 

수준을 반영하며 그에 적합한 놀이형태에 참여하게 된다. 즉 2세 이하의 감각 운동

기의 영아는 연습놀이(신체적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와 단순한 가상적 활동에만 

참여한다고 한다. 인지적·사회적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발달된 사물놀이나 상징놀이에는 참여할 수 없다. 반면 2-7세 사이 전조작기 유

아는 인지적·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기초한 상징놀이와 사물놀이에 참여할 수 있

다. 7세 이후의 구체적 조작기의 취학어린이는 인지적·사회적 능력의 발달로 추

상적 사고와 사회적 기술을 적용한 규칙 있는 게임 등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

다.21)

19) HERRINGTON, Susan, 앞의 책, pp.63-82

20) 이순형 외, 어린이 보육 활동과 놀이, 창지사, pp.85~94

21) 신은수, 김명순, 신동주, 이종희, 최석란, 놀이와 유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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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연령 인지 단계 주요 놀이형태

출생~2세 감각운동 단계 연습놀이

2~7세 전조작적 단계 상징놀이

7~11세 구체적 조작 단계 규칙 있는 게임

표 3 피아제의 놀이이론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에 따르면22) 인간의 놀이는 아곤(경쟁- 경기), 알

레아(우연- 도박), 미미크리(모의- 모방), 일링크스(현기증- 신체)로 구분할 수 

있다. 피아제의 분류에 의거하면 취학전어린이의 놀이는 감각운동과 전조작적 단

계인 연습놀이 및 상징놀이가 가능하다. 규칙이 있는 게임은 그 이후 연령의 어린

이에게 적용된다. 또한 로제 카이와의 기준에서 보면 취학전어린이의 놀이는 알레

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한정된 아곤이 가능하다.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경쟁 운 모의 현기증

경기 도박 흉내 신체운동

달리기 가위바위보 역할놀이 회전목마

표 4 로제 카이와의 놀이 분류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도시가 취학전 어린이를 포용하는 환경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이 취학전 어린이의 행위인 놀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환경 

또한 갖추어야 함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실현하려면 다분야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도시의 모든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취학

전어린이에게 놀이는 어른이 걷고 뛰는 것과 같이 일상행위임을 고려하면, 일상으

로 들어올 수 있는 디자인 방법으로 피아제, 알렌과 메로츠의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를 통해 취학전어린이의 지배적 놀이행동 유형이 감각놀

이와 보행놀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놀이를 일상도시로 들여올 

수 있는 세부설계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시 어린이놀이환경은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특성

상, 피부가 접촉하는 가장 작고 구체적인 사물의 층위에서부터 도시정책의 범위에 

22) 로제 카이와, 이상률 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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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사회적·공간적인 요소에 대한 통합적이고 정밀하게 계획될 수 있는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1.2.2. 용어의 정의

어린이(Child)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린이(0-18세)23)24)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즉 이들 중 0-12세까지의 청소년기 이전의 어

린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연령의 표기는 만 나이로 한다. 

취학전어린이(Pre-schooler)

0–6세의 초등학교 취학전어린이를 말한다. 참고로 취학어린이는 7–12세의 초등

학교 어린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어린이를 취학후어린이와 동등한 

‘어린이’로 여기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므로 앞으로 언급될‘어린이’는 취학전

어린이가 부각된 용어로서 전체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단, 취학전어린이

를 취학어린이와 특별히 구분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취학전어린이’로 

표기한다. 

놀이터(Playground)

놀이터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놀이가 이루어지는 야외장소로 특정한 부지와 조

건을 가진 대지를 말한다. 알도 반 에이크(Aldo van Eyck)는 놀이터(Playground)

와 놀이영역(Play area), 놀이공원(Play garden), 놀이풀(Playing pool)과 같이 

놀이라는 비슷한 행위를 담지만 성격이 다른 공간들을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놀이영역은 발리볼장, 농구장, 롤러스케이트장처럼 규칙 있는 게임이 이루어지는 

넓은 공터를 지칭하며 종종 놀이터와 함께 계획되기도 한다. 반면 놀이공원은 사

설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그네, 회전목마와 같이 움직이는 놀이기구와 정지된 놀이

기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기구들은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

에 놀이터에는 설치될 수 없다. 즉 놀이기구의 안전성 정도가 놀이터와 놀이공원

23) UNICEF, et 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24)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조 1항),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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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놀이풀은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높은 

건설비용과 유지비용이 소요되는 시설로 설치 빈도가 높지 않다.25) 본 연구에서는 

놀이터를 알도 반 에이크가 규정한 놀이터(Playground)의 의미로 사용한다. 즉 놀

이터는 정지된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준공공공간(Quasi-Public Space)

본 연구에서 준공공공간은 소유의 권리와 공간사용방식의 문제를 포괄하는 용어

로 사용된다. 공공화된 사유공간, 관리 및 통제 가능한 공공공간과 같이 사유공간

의 폐쇄성을 줄이고 공공공간의 방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중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것은 공공공간에 준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준공공공간으로 

지칭된다. 스페인의 건축가 마누엘 드 솔라-모랄레스(Manuel de Solà-Morales, 

1992)는 이러한 공적이지도 사적이지도 않지만 동시에 공적이며 사적인 공간을 집

합적 공간(Collective Space)으로 규정하였다. 즉 집합적 공간은 공적이지도 사적

이지도 않지만, 공공공간보다 더 공적이고 동시에 덜 공적인 공간을 말한다.26) 어

린이놀이에서 이 공간은 관리와 통제가 개입하여 덜 공적인 공공공간이자 공적 성

격이 개입한 사유공간으로서, 이전과 달라진 어린이놀이를 도시에서 질적·양적으

로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준공공주체(Quasi-Public Organization)

공공(정부)과 민간(시장)에 의한 놀이환경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

한, 공공성을 지닌 제3의 주체를 준공공주체라고 정의한다.

놀이보조자(Play-Supporters)

전문적 지식과 자본을 바탕으로 어린이놀이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

체이자 시스템을 말한다. 놀이보조자는 공공·준공공·민간에 의해 제공된다.

 

25) Eyck, A van, L Lefaivre, and R Fuchs. Aldo Van Eyck: The Playgrounds and the City. Stedelijk 
Museum Amsterdam NAi Publishers Rotterdam, 2002, p.93

26) 김광현, 건축강의 3 : 거주하는장소, 안그라픽스, 2018,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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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어포던스(Play-Affordance)

어포던스(Affordance)는 인간-환경 사이의 행위 선택 및 발견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27)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 중점을 둔 인식과 행동에 대한 상호작

용28)을 일컫는다. 그리고 놀이어포던스(Play-Affordance)는 놀이에 대한 인간-환

경 사이의 행위 선택 및 발견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환경이 제공하는 행위정보

의 양이 많을수록 놀이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놀이어포던스가 높다고 본다. 놀이어

포던스는 자발적 놀이29)가 가능한 환경의 조건이 될 수 있으며, 건축가에게 놀이

환경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워드 톰슨(Ward 

Thompson, 2013)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놀이어포던스가 높은 환경은 어린이의 

‘놀이 가능성(play potential)’(Heft, 1988)을 높이고 놀이를 근거로 바깥환경

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  

시스템화된 참여(Official Participation)

일반적으로 ‘참여’는 공공문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가 아닌 아마추어로서의 일반시민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30) 본 연구에서 

‘시스템화된 참여’는 놀이환경을 만들어내는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놀이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서 시민이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공식화한 용어이다. 

어린이의 시스템화된 참여는 그들이 직접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함으

로써, 그들의 견해가 도시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

다. 

과거의 참여는 법률이나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영감을 받은 공무원의 선

의에 좌우되었다. 따라서 지역이나 행정관리의 성향에 따라 차별적인 적용이 이루

어져왔다. 하지만 참여가 점차 새로운 관행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도시를 만드

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참여의 경험은 어린이에게 도시에 대한 애착

을 형성시켜주며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갖게 한다.31)

27) GIBSON, James J.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classic edition. 

Psychology Press, 2014. 

28) Greeno, James G. Gibson's affordances. Psychological Review, 1994 , 336-342

29) OPIE, Iona. The people in the playgroun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7

30) 이승종, 김혜정,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pp.58~59

31) RIGGIO, Eliana. 앞의 책,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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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Connectivity)

연결성은 두 지점 간을 연결하는 이동경로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연결성이 높을수록 보행경로 상의 실제 이동거리는 두 지점을 

잇는 직선거리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비슷한 거리로 연결되는 다양한 경로 중에서 

원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연결성이 낮다는 것은 목적지까지 직접적으

로 연결되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으며 더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함을 의미한다. 도시

설계에서 연결성은 가로 패턴과 보행 네트워크의 유형 및 연결 상태에 좌우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행공간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행이 교통수단으

로서 합리성과 효율성, 편의성과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행을 통한 

이동 및 접근이 가깝고 빠르고 쉽고 편리해야 하며,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

을 때 보행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커야 한다.32) 합리적인 보행연결 체계는 목

적지까지 최적의 이동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동거리와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선

택할 수 있는 목적지와 경로, 경험의 다양성을 통해 보행자에게 최대한의 효용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33) 따라서 보행로를 일상의 놀이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

기 위해서는, 그 보행로가 도시의 주요 동선으로 역할하고 있어서 양육자가 기꺼

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2) ‘접근성이 좋다’는 표현은 종종 가깝고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일차적

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신

체적 특성이나 지역, 성별, 나이, 지식 및 기술 수준, 경험 등의 조건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 및 기회의 형평성을 전제로 한다. 

33) SAELENS, Brian E.; SALLIS, James F.; FRANK, Lawrence 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walking and cycling: findings from the transportation, urban design, and planning 

literature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003, 25.2: 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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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1. 연구의 대상 

현재 도시에서 어린이놀이는 어린이시설로 규정된 개별장소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설계를 물리적 

공간계획으로만 접근하기보다 행위와 상황의 발현공간으로 계획하는 작업들을 연

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거 어린이놀이환경을 공급하기 위해 공

공이 행하던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제시된 도시설계적 접근방식 중 

취학전어린이를 주요 이용대상으로 상정한 최근 도시설계 및 건축 사례를 선정하

였다.   

  

도시의 사회적 인프라가 큰 비중으로 고려되어 어린이놀이행위를 중심으로 네트

워크되는 도시를 기획하려는 시도는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34) 하지

만 아직 사회적 인프라를 형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도시공간에 보편화되어 

드러나기보다 다분히 실험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어린이의 일상적 놀이를 포

용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의도가 공간적 인프라의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

는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놀이네트워크에 대한 사회적 

의도가 실재 도시공간으로 현실화한 사례를 다루는 것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프라의 기획에서부터 공간 생산에 이르는 초보적이지

만 의도가 현실화되는 단계를 관찰하고, 역으로 의도하여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도시에서 발견되는 집합적 놀이이용 현상을 포용하는 도시공간으로 이분화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인프라의 공간화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도

출하여 도시설계수법으로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 사례로 공공인 국가, 범 

국가규모 및 국가규모의 준공공단체의 기획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디어 및 제도, 

34) 영국의 경우 2012년 런던올림픽을 기점으로 바깥놀이와 이벤트,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

시환경을 고민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과 2013년 영유아

교육 개편이 도시어린이환경 인식변화의 기점이 되었다. 반면 일본은 잦은 재해로 인해 도시 

놀이환경의 중요성이 남달랐다. 특히 1995년 한신·아와이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놀

이환경을 도시의 중요 커뮤니티 거점이자 일상의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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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그에 따라 발현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성격의 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속가능하면

서 장기적으로 도시형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반면 놀이를 통해 도시공간이 집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는 취학전어린이의 연속

적 도시이용이 일어나는 국내외 도시의 여러 장소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성인의존 이동성을 지닌 취학전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들과 동반한 성

인의 이용이 함께 고려된 시설의 모습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학전

어린이를 수용하는 환경은 발달이 미숙한 어린 어린이의 행위적 특수성에 기반하

여야 한다. 이들의 일상적 행위는 주로 기거나 걷거나 달리는 등의 이동 행위이다. 

동시에 취학전어린이는 본인의 의지로 공간을 선택하거나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이

기 때문에 보호자의 행동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취학전어린이와 보호자 두 

집단 모두가 놀이환경의 주도적 사용자로서 유희적이고 연속적인 이용이 일어나는 

공간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때 도시조직의 형태에 따라 평면도시와 입체도시로 

나누어 관찰한 후, 평면도시의 경우 작은 부지와 도로의 군집으로 이루어진 것으

로 부지와 도로가 연속적 놀이환경으로서 형성된 사례를 대상으로 물리적 형태를 

분석하며, 입체도시의 경우 도시의 모든 기능이 압축적으로 결집된 복합용도시설 

중 시설의 주요동선이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내외부를 자유롭게 관통하여 건축 안

팎과 도시 내 외부를 공간적으로 네트워크 하는 국내외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에따라 집중적으로 논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사회적 놀이네트워크 기획사례 : 기획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디어 및 제도, 정

책의 최근 사례

- 한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 영국 런던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

- 일본 세타가야구 바깥놀이정책

■ 공간적 놀이네트워크 발현사례 :  풍부한 내외부 보행동선이 시설의 주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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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계획된 사례

- 평면도시 : 서울, 도쿄 등의 국지적 사례

- 입체도시 : 후지유치원, 아키시마수미레유치원, 잠실롯데 개발지, 영등포 타임

스퀘어, 후타코타마가와 동부 재개발지역, 뉴욕 하이라인파크

그림 5 입체도시 사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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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구의 방법 및 분석자료

앞서 제시한 목적을 논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및 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어린이의 놀이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시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놀이네트

워크 기획방식을 선진사례에 대한 관찰과 인터뷰, 포럼 및 문헌 자료를 근거로 분

석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분석을 위해 한국 유니세프 아동권리 

3팀으로부터 포럼 및 지방정부협의회가 처음 개최된 2015년 이후 2018년까지의 구

성조직 및 진행자료를 제공받았다. 당시 포럼 연사 연설자료 및 해외 답사자료, 지

방정부협의회 구성원 및 시스템 구축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영국 런던의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사업의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 매니저인 

엘라 브리튼(Ella Britton)과 사업참여 구성원 및 진행과정 정보, 특이점 및 한계

점에 대해 2015년 서면담화를 진행하였다. 

셋째, 일본 세타가야구의 바깥놀이정책 분석을 위해 2017년7월, 2018년 6월에 

걸쳐 세타가야구 바깥놀이위원회 위원장인 쇼와여자대학교 요시나가 마리 교수와 

두 차례 세타가야구 후타코타마가와, 다이시도 일대의 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

정에서 마을만들기 참여 양육자들과 지역놀이환경 활용 및 정비 참여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세타가야구 바깥놀이정책의 근간이 된 다수의 연구자료 

및 지도, 문헌, 보고서를 제공받았다. 아울러 세타가야구청 도시정비 정책부 도시

정비과 재개발 담당자인 나와 씨와 2017년 서면담화를 하여 세타가야구 도시정비 

과정에서 어린이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다이시도초등학교 교장인 스즈키 시노부와 초등학교 프로그램과 공간의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노력과 그 효과에 대한 담화를 진행하였다. 세타가야구의 자

연을 취학전어린이의 놀이환경으로 변모시키는 프로그램과 중간휴식 거점장소를 

공급하는 비영리단체 물가디자인네트워크 대표 우에하라 사치코 이사장과 2018년 

6월에 만나 놀이네트워크적 도시공간 활용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1970년대

부터 다이시도 지역 마을만들기를 주도해온 우메즈 마사노스케와 그의 가족들을 

2018년 6월에 만나,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4세대에 걸친 마을 놀이지도를 만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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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계기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오랜 기간 주민참여를 통한 점진적 마을 

만들기를 통해 얻어낸 성과와 관련 주체 간 영향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

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이시도 지역의 어린이 놀이지도를 작성한 과정이 

담긴 문서와 지도를 받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도시에서 실제 취학전어린이의 놀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용양상

을 관찰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어린이집의 일과로써 이용되는 놀이 경로 정보를 

어린이집과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그중 서울대학교 보

육지원센터 어린이들의 주변 지역 놀이 경로를 2017~2018에 걸쳐 관찰하였다. 그

리고 일본 후지유치원 교장인 가토 세키이치를 2018년 2월에 만나 원생들이 일과

로서 유치원 원정을 이용하는 양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유치원 건축물이 취학

전어린이의 놀이네트크적 이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취학전어린이를 동반한 양

육자의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현상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후타코

타마가와 동부 재개발지역의 경우, 2017년 7월, 2018년 2월, 2018년 6월 방문하여 

장시간 취학전어린이를 동반한 사람들의 행위와 이용 경로를 관찰하였다. 

그 외에 타임스퀘어와 롯데 재개발지역 등 우리나라 사례를 2017~2018에 걸쳐 

수시로 방문하여 취학전어린이 및 양육자의 놀이 경로를 관찰하였다. 그뿐만 아니

라 TOKYO PLAY 대표 시마무라 히토시와 2015년 여러 차례의 서면 담화를 진행하였

다. 여기서 일본과 런던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일시적 놀이이벤트의 

목적과 진행 주체의 성격,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서

울시립대학교의 김아연 교수, 놀이터디자이너 김성원 소장과 나눈 담화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배경지식이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담화와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여러 자료는 현대도시

의 놀이환경 전반에 대한 재정의 및 구조화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아울러 놀이로

서 연속적으로 이용되는 도시공간의 형태적 양상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도시설계

수법으로서 놀이네트워크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아동친화도시 사업 관련 서울시 정보공개 요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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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니세프 어린이친화도시 포럼 연사 발표 자료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및 포럼 보고서

⦁아동친화도시 선진사례 답사 보고서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 과제 경과 보고서 및 다수의 진행관련 보고서

⦁도쿄도 ‘차세대 육성 지원대책 행동계획(2015~2024)’

⦁세타가야구 ‘자녀계획 제2기(2015~2024)’

⦁세타가야구 ‘아이·육아 지원사업 계획(2015~2019)’

⦁세타가야구 ‘바깥놀이정책(2015~)’

⦁세타가야구 공개 보고서 및 회의록(세타가야구 도시정비 정책부 도시정비과, 

어린이·청소년부 아동과, 어린이·청소년부 어린이 가정과, 홍보과)

⦁후타코타마가와 동부 시가지 재개발조합 청구 자료   

⦁도큐전철 청구 도면자료 

⦁사단법인 일본 공원시설업협회 청구 자료 : 내부 보고서(어린이 연령별 신체 

치수 및 놀이기구 상세도면)

⦁NPO 도쿄플레이 청구 자료 : 내부활동 자료 모음집

⦁다이시도 마을만들기 관련 자료(지도, 지자체 보고서, 주민설명회 자료 등)

⦁다이시도 1~4세대 놀이지도

⦁기타 관련 문헌 및 서적

⦁기타 뉴스 및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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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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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놀이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도시건축에서 놀이 개념의 정의 및 형성과정
2.2 놀이네트워크의 구조
2.3 놀이네트워크에 대한 과거 논의
2.4 놀이네트워크의 현대적 위상
2.5 종합적 분석

  2장에서는 어린이 놀이네트워크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도시에서 어린이놀이환경을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이라는 통념적 정의를 넘어 확

장된 논의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시와 건축에서‘놀이’를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 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놀이 특히 어린

이놀이의 도시적 관점에서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놀이네트워

크’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놀이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차원인 

사회적 인프라와 미시적 차원인 네트워크된 물리적 공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와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환경을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되는 기획놀이환경과 공간적 놀이

네트워크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후발적놀이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아래에서는 놀이네트워크 개념의 정의 및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놀이네트워크의 유형을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적 네트워크로 나누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놀이네트워크에 대한 과거 논의와 함께, 도시적 삶의 다양한 변화에 따

른 놀이네트워크의 현대적 위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 28 -

2.1. 도시건축에서 놀이개념의 정의 및 형성과정

살펴본 것처럼 도시에서 어린이 놀이환경을 어린이 전용의 놀이시설이라는 통념

적 정의를 넘어, 확장된 논의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에서‘놀이’를 어떻

게 해석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놀이의 다의적 함의에 대해 

살펴본 다음, 도시설계방법론으로 놀이 개념의 당위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 놀이

의 일상도시 적용방식으로서 놀이어포던스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1.1. 놀이의 다의적 함의

각 학문 분야에서‘놀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학

문의 다양성에 따른 상이한 접근방식이 존재하고, 놀이라는 같은 개념을 연구하면

서도 그 대상이 이질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놀이가 내포하

는 다의성 및 모호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개념의 정의

를 가능하게 해주는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기 힘들다. 사회학의 측면에서 인간사회

의 모든 발생이 놀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1872-1942)의 이론이 대표적 사례이다. 하위징아의 이론은 놀이를 인간

사회 전반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놀이의 특수한 성격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놀이 개념의 이러한 측면은 그것이 학문적 연구가 가능한가 하는 회

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일례로 로제 카이와는 ‘놀이(jeu)’란 단순히 속임

수 즉, 공통점 없는 행위들 사이에 유연관계가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35) 즉 카이와의 언급은 놀이라는 용어 자체의 모호함 및 비실

체성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다 

놀이의 가치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쉴러였지만, ‘놀이’라는 용

어를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와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의 역사

가 하위징아가 1938년 출간한 「호모 루덴스」에서 비생산적인 놀이활동을 인간생

활의 중요한 근원으로 부각하면서부터이다.36)37)38) 하위징아의 이론은 다양한 분

35) 로제 카이와, 앞의 책, p.234

36) 쉴러는 놀이야말로 인생의 야만성을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미학의 관점에서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놀이를 통합적 관점으로 논의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Liane Lefaivre & Döll, Ground-up City. Play as a design tool,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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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학자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줌으로써 당시 문화 전반에 중요한 환기점으로 

작용하였다.

그의 책은 건축 분야에서 코브라 그룹(Cobra Group)과 실험그룹(Experimental 

Group) 내에서 가장 인기 있었다. 특히 코브라 그룹의 핵심 인물이었던 코르네이

유(Corneille)와 콩스탕트(Constant)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자발적 감정이 지니

는 에너지를 예술적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생각에 깊이 동조하고 있

었던 알도 반 에이크는 1947년부터 1978년에 걸쳐 700개가 넘는 놀이터를 암스테

르담에 디자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하위징아의 이론이 실제 놀이터의 구성

적 측면이나 놀이 기구의 디자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였다.39)40) 

알도 반 에이크의 놀이터는 놀이를 주제로 한 전 예술 분야에서 가장 빈번히 언

급될 만큼 도시와 건축뿐 아니라 타 분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놀이라는 용어가 가진 모호성과 다의성을 도시와 건축이라는 물리적 실체에 적용 

실현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에이크의 놀이터시리즈는 도시의 모든 대상이 놀이와 

연관되어 끊임없이 반복되는 환원적 논의가 될 수 있는 모호성을 사람의 도시이용 

행위방식으로 한정하여 공간적 실체로 드러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도

시에서 놀이를 적용하는 방식의 유효한 선례가 될 수 있다.   

2.1.2. 도시설계 방법론으로서 놀이개념 적용의 당위성

순수예술 분야에서 놀이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실천되어왔

다. 반면 건축의 경우 20세기 중반까지도 그 용어에 도시적 기능성이 부재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도외시되었다. 건축과 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밀도, 주차, 거

리의 모습과 같은 기능적인 것들이었다. 따라서 도시 안에서 어린이시설은 질병이

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격리하고 교육하는 ‘기능’적인 역할

에 머물렀다.41) 이처럼 과거 도시설계에 어린이 놀이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결과적

37) 로제 카이와, 앞의 책, p.235

38) 요한 하위징아, 앞의 책, p.322

39) Eyck, A. van, L. Lefaivre, and R. Fuchs. Aldo van Eyck: the playgrounds and the city. 

2002, p.10

40) 오광석. 알도 반 아이크의 암스테르담시 놀이터 계획에 내재된 인본주의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09, 11.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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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어린이는 도시로부터 놀이의 동기를 스스로 발견하기 힘들게 되었다.

‘기능’적인 면과는 거리가 먼 놀이 개념이 건축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기 시작

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 재건의 과정에서부터였다.42) 2차 대전 이후 도

시 복구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놀이터는 도시의 재건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훌륭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전후시대의 도시설계는 놀이를 통해 전쟁의 물리적·심리

적 상처를 치유하고43) 어린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

았다. 다시 말해 어린이들이 자라나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 방향으로 가

꾸어 나가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전후시대의 도시설계에서 

놀이를 끌어들인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더불어 전후 베이비붐과 함께 어린이 환경

에 대한 양적 요구 및 인식의 전환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전후 

도시복구의 과정에서 주목받게 된 놀이터는 도시의 어린이환경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살펴본 것처럼 ‘놀이’에는 여러 분야의 상이한 해석과 그에 따른 통합적 개념 

정립의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징아의 선구적 논의를 기반

으로 만들어진 알도 반 에이크의 암스테르담 놀이터 시리즈의 성공은 도시와 건축

분야에 놀이 개념을 적용해야 할 당위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어린이의 

놀이가 포용되는 도시환경이 조성된다면 장애인과 노인 등 도시 접근에 제약이 있

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디자인의 해법이 될 것이며, 놀이의 고유 속성인 즐거

움과 관계응집성이 도시에 적용되어 단절된 도시 삶에 긍정적 결속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44) 따라서 놀이의 도시설계 적

용 방법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행위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41) 1880년대 독일 베를린에 최초로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학교가 지어졌다. 당시 유행하던 결핵으

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환기, 채광, 위생 구조를 개선하였는데 이는 후에 학

교시설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ASS, Paula S.; GILLIS, John R. Designing modern childhoods: history, space, and the 

material culture of children. Rutgers University Press, 2008, pp.108~110 

42) 기능(실용)과 놀이는 의미가 서로 반대편에 놓여 있다. 과거 ‘놀이’ 개념이 진지한 학문의 

영역에서 논의되지 못한 이유이다. 

로제 카이와, 앞의 책, pp.57~60

43) 하위징아는 ‘호모 루덴스’의 '놀이와 전쟁'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놀이로 도시에서 전쟁의 

흔적을 치유함으로써 '고통(agonal)'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44) Solomon, Susan G. The Science of Play: How to Build Playgrounds That Enhance Children's 

Developmenthardcover. UPNE, 201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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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놀이터’가 중요한 공공기반시설로서 도시에 삽입되었다.   

사실 그에 앞서 취학전어린이 교육 분야에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공간이 놀이를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프뢰벨, 스테이너, 몬테소

리, 레지오 에밀리아와 같은 유럽의 1세대 교육학자들이 일찍이 어린이교육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환경에 받는 영향이 지

대하며 그들의 교육은 놀이를 통한 자발적 습득으로 일어난다고 강조하였다. 즉 

단순히 교구나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몸이 닿을 수 있는 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45) 이에 따라 취학전어린이의 교육공간을 이루는 재료 및 색

채, 공간 구성 등과 같은 건축요소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취학전어린이를 위한 교육시설에서 한정되어 생겨났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놀

이가 독립된 시설 기능으로 인정받고 도시계획시설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놀이

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어린이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2차 대전 이

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차 대전 이후 도시의 놀이환경은 공공의 도시계획적 의도 하에 확보

된 부지에 조성되거나, 계획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진 공공의 땅을 활용하는 방

식으로 공급되었다. 또는 유토피아적 발상의 일환으로 민간이 이윤추구를 위해 기

획한 대규모 테마파크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어린이놀이환경은 여전히 중요도가 낮은 부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불과하였다. 도

시의 과밀화와 어린이 인구 감소, 유동적 커뮤니티의 확산에 따른 낯선 사람에 대

한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자 기존방식으로 공급되던 공공놀이환경의 수는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 놀이환경은 민간공급에 상당부분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의 일상행위인 놀이가 수용되는 도시공간은 개인의 자본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조성되었다.       

45) BRETHERTON, Inge. Representing the social world in symbolic play: Reality and fantasy. 

In: Symbolic play. Academic Press, 1984. p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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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놀이의 일상도시 적용방식으로서 놀이어포던스

현대도시에서 놀이는 놀이어포던스가 고려된 환경을 통해 일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어포던스 개념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

다. 아래에서는 놀이어포던스가 놀이를 일상도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효하다는 

견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놀이어포던스는 놀이에 대한 인간-환경 사이의 행위 선택 

및 발견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놀이어포던스가 고려된 환경은 놀이를 

연상할 수 있는 정보를 풍부하게 내재하고 있어서 놀이를 발견할 가능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환경을 말한다. 놀이정보를 풍부하게 내포한 환경이란 취학전어린이뿐만

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선택 가능한 다양한 행위정보를 줄 수 있는 일상의 환경을 

가리킨다. 놀이어포던스는 도시에 놀이정보를 풍부하게 내재시킴으로써, 취학전어

린이가 집에서 이동 가능한 가까운 반경 내의 도시공간을 일상적 놀이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놀이어포던스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취학전어린이를 주제로 

한 도시 논의는 특정 연령의 도시민을 위한 논의를 넘어 다세대의 모든 도시민이 

일상에서 유희를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림 6 프리드버그 & 대트너 연속적인 다양한 놀이행위의 중요성
<출처 : Dwell, 2007, p.158>

헨드릭스 바바라(Barbara Hendricks, 2016)는 놀이어포던스 측면에서 놀이환경

이 주는 정보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46) 그에 의하면 한 번 올라가서 건너가면 끝

나는 단조로운 놀이터는 금세 지루해져 어린이놀이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46) Hendricks, Barbara E. Designing for Play. Routledge, 2016,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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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 시각적·촉각적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정보가 필요하다. 따

라서 연속되는 다양한 놀이로 구성된 놀이환경은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더 많은 양

의 놀이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놀이를 일상으로 들여오는 역할을 한다. 

놀이어포던스의 개념은 ‘놀이하는 어린이(kinderspelen)’를 그린 브뤼헐

(Pieter Bruegel)의 16세기 네덜란드 회화에서 잘 드러난다. 그림의 전체 화면 속

에서 사람들은 도시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놀이행위를 하며 분산되어 있

다. 그러나 좀 더 가깝게 화면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도시공간을 놀이환경 삼아 

몇몇씩 모여 같은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팽이를 치는 사람들은 평평

하고 매끄러워 팽이의 회전속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건축의 포티코 바닥에서 그룹 

지어 놀이한다. 그 외에도 마당을 구획하는 난간은 올라타 균형 잡는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나 등을 기대고 앉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행위 군집을 형성한다. 

그림 7 좌: ‘놀이하는 어린이’ 전체 이미지, 우: ‘놀이하는 어린이’ 부분 이미지 
Pieter Bruegel the Elder childrens game 1560

<출처 : google image>

 

놀이는 도시의 세부 공간이 제공하는 놀이정보에 기반하여 일시적으로 일어나며 

놀이로 군집된 집단의 관계는 느슨하고 유동적이다. 사람들은 도시의 바닥, 난간, 

포티코 등 모든 사물을 놀이기구 삼아 놀이하며 자유롭게 타자와 만난다. 이러한 

여러 놀이행위의 군집들이 전체 화면에 퍼져 도시를 이루고 있는 상태는 당시 네덜

란드 회화뿐 아니라 인쇄물, 벽, 타일 등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던 이상적인 도시 

모습이었다. 47) 이처럼 일상에서 생생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도

시공간의 물리적 형태가 인간의 행위를 지원하는 도시의 모습을 본 논문에서 놀이

어포던스가 높은 환경으로서 논의하고자 한다.   

47) LEFAIVRE, Liane. Ground-up city: Play as a design tool. 010 Publishers, 2007.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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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놀이네트워크의 구조 

그렇다면 ‘놀이’의 속성인 연합과 즐거움이 도시 속의 일상으로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트워크’라는 단위의 연속적 연결 형식이 도시설계의 유효한 방법론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앞서 1장에서 취학전어린이의 도시이용이 놀이라는 

행위로 일어나며, 따라서 도시의 일상적 환경이 놀이를 포용할 수 있으려면 공공

이 이용 가능한 도시 놀이환경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

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를 구획된 부지와 제도화된 시설의 군집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위가 공간으로 발현된 집합적 형상

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놀이네트워크 개념을 정의한 다음 놀이

네트워크를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와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놀이환경의 유형적(tangible) 개념이라 할 수 있

는 원형적 구성요소를 펜스, 바닥, 놀이사물, 놀이보조자 등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2.2.1. 놀이네트워크 개념의 정의

놀이네트워크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네트워크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

다. 

그림 8 좌: 시설의 집합으로 본 도시, 우: 행위의 집합으로 본 도시
 

행위의 장인 도시 안에는 행위를 담는 시설이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 이때 ‘행위’는 스스로 ‘네트워크’를 이룬다. 네트워크 개념은 다소 넓은 

의미를 포괄한다.48) 먼저 네트워크는 두 개 이상의 컴퓨터가 케이블 등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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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의미한다. 형태적으로는 허브가 되는 장치와 그것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사회학의 측

면에서 네트워크는 사람들 또는 집단이나 조직을 연

결하는 관계의 묶음이라고 해석된다. 즉 인물이나 집

단 등 사회적인 요소는 노드(node)로, 그들의 관계는 

링크(link)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네트

워크는 자신 속에 속해 있는 행위자들 간의 연대 조합의 산물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네트워크가 긴밀할수록 그 집단의 정체성은 뚜렷하게 발현되는 특징을 지닌다

.49) 이때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을수록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권

력에 가까워지게 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가 조밀할수록, 하나의 노드에 다수의 

링크가 대응될수록 개별 노드의 기능 및 중요도는 높아진다. 또한 전체 네트워크

를 이루는 집단의 정체성과 연대 역시 높아진다.  

애플야드(Appleyard)는 네트워크상의 선적 연결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그는 

사람이 인지하는 도시를 네트워크된 인지지도로 나타낸 후, 그 유형을 크게 선형

적인(sequential) 것과 공간적인(spatial) 것으로 나누었다. 그러면서 공간적인 

것을 잇는 선형적인 것이 망을 형성하며 연결되어 끊김 없이 지역을 채우는 상태를 

네트워크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특히 공간적인 것을 연결하는 선형적인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도시의 활기찬 장소이자 커뮤니티의 장이며 어린이놀이와 지

역의 역사가 드러나는 장소라고 강조하였다.50) 이에 따라 도시를 이루는 네트워크

를 시설과 도로, 공간과 선 등 공간적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알도 반 에이크는 도시를 행위와 상황의 집합으로 보면서, 지역의 커뮤니

티 안에서 일상생활을 자극하고 길가나 공원 한구석에서도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다.51) 그는 눈이 덮인 도시에서 어린이의 놀이가 이루어지는 

48) 복잡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개념이며, 기존의 카오스 이론과는 달리 시스템의 구조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노드와 링크로 구성된 모든 종류의 시스템은 이 네트

워크 개념을 활용해 표현,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

는 네트워크를 “상호연관된 노드(node)의 집합”이라고 언급하였다.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2000

49) KABO, Felichism, et al. Shared paths to the lab: A sociospatial network analysis of 

collabora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2015, 47.1: 57-84.

50) APPLEYARD, Donald. Why buildings are known: A predictive tool for architects and 

planners. Environment and Behavior, 1969, p.437

그림 9 네트워크의 구조
<출처 : googl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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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사례로 들어,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를 도시 

안에 만드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눈보다 오래가고 도시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행위를 활발하게 해주는 요소를 도시 곳곳에 많이 분포시

키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에이크의 견해에 대해, 요나 프리드만(Yona Friedman)은 해체와 조립이 

가능하고 주민 개인의 요구에 따라 바꿀 수 있는‘움직이는 건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드릭 프라이스(Cedric Price)는 도시를 행위와 상황의 관계를 통해 재점검

하고자 하였다. 특히 ‘펀 팔라스(fun palace)’를 통해 바닥, 플랫폼, 크기가 다

른 방만을 주면서 언제든 이용 가능하고 이동경로 상에서 잠시 들러 구경할 수 있

는 가변적 시설을 제시하였다. 루이스 칸(Louis Kahn) 역시 공간영역의 본성을 현

실화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면서, 도시를 행위와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체계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네트워크 개념의 정의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놀이를 통

해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한 시도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도들은 도

시를 공간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물질세계인 동시에 행위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

진 정보체계로 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놀이네트워크 개념의 의미 및 중요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한마디로 ‘놀이

네트워크’는 행위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정보체로서 도시를 집합적 놀이환경

으로 바라보는 개념으로 요약된다. 요시 나가마리(吉永真理, 2016)52)는 이 개념을 

바깥놀이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참여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 언급하였다

. 

그는 어린이가 마을을 연속적으로 탐험할 수 있는 바깥환경에 대해 ‘놀이네트

워크가 생겨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해석하였

다.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의미가 광범위하고 논의의 스펙트럼이 넓어 명확하

게 구조화되기 힘든 ‘놀이’라는 개념의 복잡성을 물리적 실체가 있는 ‘도시’

로 끌어들여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자 구조로 역할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

이었다.53) 이와 같이 노드와 링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본래의 구조는 건축과 길

51) 김광현, 건축강의 3 : 거주하는장소, 안그라픽스, 2018,p.157

52) 吉永真理. "外遊び環境への接近性と子どもの発達に関する参加型地域研究の試み." 

Developmental mechanisms and the body works: Showa Pharmaceutical Universit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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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실제 도시를 놀이로써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람과 사람, 행위와 제도 등 무형의 요소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설

명할 수 있는 수단도 되어준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하게 될 도시의 어린이 놀이네트워크는 어린이

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작업에서 어린이시설과 일반시설, 도로의 형태

를 논의하기 이전에, 행위와 프로그램의 연속체로서의 도시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도시설계적 방법론으로 활용해보고자 만들어낸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놀이

네트워크는 ‘놀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고도의 상호 연결된 사회적·공간적 도시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어린이는 물론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놀이의 장(場)으로서 도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2.2.2. 두 가지 성격의 놀이네트워크

본 연구에서는 놀이네트워크가 놀이를 통해 도시를 기획하는 거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브뤼겔의 회화에서처럼 그 세부를 확대하면 나타나는 생생하고 유동적인 

놀이를 발현시키는 도시공간의 놀이 잠재력을 통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놀이네트워크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인 사회적 인프라와 미시적 차원인 네

트워크된 물리적 공간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놀

이네크워크의 구조를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와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설

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와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는 어린이놀이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면서 본 연구의 핵심개념이기도 하다.

가. 사회적 놀이네트워크

놀이는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다.54) 놀이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다

양하고 많을수록 어린이 놀이환경이 여러 분야와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놀

53) 김민석은 논문에서 복잡계인 인간의 건조환경에서 일어나는 유형적 무형적 상호작용을 설명하

고 예측하는 방식으로써 네트워크의 시스템적 속성을 밝히고 있다.  

김민석, 복잡계로서의 건축·도시 공간에 관한 연구 : 공간 네트워크와 공간 지각·행태 체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0.

54) Frost, Joe L. A History of Children's Play and Play Environments: Toward a Contemporary 

Child-Saving Movement. Routledg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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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경의 사회적 영향력의 범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놀이환경의 

역할은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해지고 중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놀이환경은 공간을 계획할 때 그것을 통해 발생되는 사회적 관계를 매우 중

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는 도시에서 놀이를 주제로 형성되

는 여러 관련집단의 관계와 범분야 간 협력을 통해 발생된 다양한 행위, 그리고 이

들 사이의 무형의 연결관계를 지칭한다.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 번째 의미는 관련집단의 관계이다. 도시에 네트워크되는 놀이환경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도시 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협력 및과 관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

미의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단일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방식

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시설의 공급을 벗어나 도시의 놀이환경

을 디자인하는 방법 자체를 다시 고민하는 네트워크 방식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의미는 행위의 네트워크이다.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는 놀이환경에서 어

린이의 놀이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관계에 기대어 파생되는 다양한 행위로 볼 수도 

있다. 놀이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의 확장을 통해 어린이는 지역사회의 가

치를 이해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때 도시의 놀이환경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

위가 생성되는 중요한 장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10   놀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좌: 놀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  우: 놀이행위를 중심으로 헝셩되는 행위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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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새로운 놀이환경과 그것의 군집을 통해 기대되는 
참여집단과 관련행위의 단계적 확장

좌 : 참여집단의 확장, 우 : 관련행위의 확장

한편 미국의 건축가 수잔 솔로몬(Susan Solomon)은 놀이환경이 점차 어린이들만

의 공간이 아닌 부모들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55), 새로운 시대의 놀이환경

을 구성하는 요소로 ‘부모’를 제시하였다. 즉 놀이환경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연

령이 낮아지고 어린이놀이에 부모의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놀이환경을 계획

할 때 공간적 요소 외에 사회적 요소로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발달이론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바깥놀이에 깊이 관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 및 정서 발달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56)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

들은 현대의 부모들로 하여금 더욱 자발적으로 놀이환경의 주체가 되도록 이끌었

다. 

야마자키 료는 무형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통해 활용·증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흔히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 등 재개발 과정에서 외

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으로 설정된 장소 디자

인을 뜻하던 ‘커뮤니티 디자인’이, 현재 장소뿐 아니라 장소를 운영하고 발전시

켜 나가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음

55) Solomon, Susan G. 앞의 책, p.42

56)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부모가 어린이의 바깥 놀이에 깊

이 관여하여 함께 놀이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BMI지수에서 20%의 차이를 보였

다. 

Commonwealth Scientific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Australian National Children's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Survey: Main findings,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7, Chapter 9.2 An overview of children's 

engagement in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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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다. 그에 의하면, 커뮤니티 디자인을 위해서는 한 명이 아닌 다수가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이때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하는 과정을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의 커뮤니티 디자

인은 사람이 모여 디자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디자인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물리적 디자인과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다. 

그림 12 아리마후지공원 매니지먼트 구조도
<출처 : 커뮤니티 디자인, 야마자키 료, 2012>

이와 같이 야마자키 료는 현대도시의 대표적 커뮤니티 장소인 놀이터 디자인에

서도 소프트웨어 확립에 대한 비용 및 영역이 확장되었다고 평가하였다.57) 일례로 

노후되거나 파손된 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안전한 유지관리 및 사용을 위

한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아리마후지공원의 경우, 새로운 놀이기구

를 공급하여 입장객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장객을 맞이하고 함께 즐기는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조직한 이후에 입장객의 수가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직업이 창출되고 

행정 시스템화되었다. 이는 다시 공원이용객 간의 관계 형성으로 환원되었다. 아

리마후지공원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는 놀이환경을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

57) 야마자키 료, 민경욱 역, 커뮤니티 디자인, 2012,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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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대한 야마자키 료의 견해에 근거가 되어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도시에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최근 견해

들은 장소, 참여, 부모, 커뮤니티 디자인과 같이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무형의 요소들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개념으로 놀이환경의 운영주체이자 프로그램인 ‘놀이보조

자’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연구자 개념어 개념어에 대한 해석

메시(2010) 장소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 자체

르페브르(2008) 참여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방법론

수잔 솔로몬(2014) 부모 놀이 주체이자 적극적 네트워크 형성 주체

야마자키 료(2012) 커뮤니티 디자인 디자인 과정을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 

본 논문 놀이보조자 운영주체/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허브

표 5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자별 개념어  
  

현재도시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

에 와 있다. 이동하고 움직이는 유동적 커뮤니티로 구성된 현대도시에서, 이전과 

같은 개별놀이터 조성방식으로는 더 이상 놀이터의 유효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

다. 이전의 놀이환경 계획에서는 개별놀이터의 공간계획을 통해 어린이와 관련된 

당면한 사회이슈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앞으로의 놀이환경 

계획에서는 사회적 놀이네크워크가 놀이환경의 형성과정에 혹은 형성 이후에 그 

장소에 담길 사회적 프로그램 및 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기획을 할 필요가 있디. 이

를 통해 놀이환경을 중심으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일상놀이환경

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공간적 놀이네트워크 

사회적 기획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와 달리, 공간적 놀이네트워

크는 도시에서 개별놀이환경이 자발적으로 서로 관계 맺고 있는 물리적 형태를 지

칭한다. 어린이 놀이환경은 그 자체로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설이기

도 하지만, 도시공간을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하는 노드이기도 하

다. 어린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놀이로서 이용하는 도시공간의 반경 즉 절대적 거

리(distance)는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취학전어린이가 일상에서 도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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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반경은 매우 좁다. 이는 단계별로 공급되던 기존의 놀이환경 조성방식

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페리 
근린주구58)

암스테르담 
놀이터 시리즈

뉴욕 
액티브 디자인59)

런던 
플레이 잉글랜드

세타가야구 바깥놀이 정책

도시계획 
(1929)

도시계획
(1947~78)

도시계획 
(2010~현재)

의학적 소견 (2006) 마을 만들기(2015~현재)

반경 100m 
이내

반경 150~200m 
이내60)

걸어서 10분 
이내

걸어서 5분
반경 400m 이내61)

반경 1km 이내 놀이거점62)

반경 500m 이내 놀이터63)

걸어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64)

표 6 도시 어린이놀이환경의 권장거리 

위의 표는 지금까지 도시에 어린이 놀이환경을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보행으로 

접근 가능한 거리 범위를 지정하여 위치시키는 방식을 시기 순으로 정리한 것이

다. 그리고 아래 표는 어린이 놀이환경의 역할에 따라 가장 가까운 주변에 위치하

는 공공놀이터에서 부터 광역마다 하나씩 설치되는 테마파크와 같이, 놀이환경의 

성격 및 공급 빈도를 단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에서 어린이 

놀이환경은 지구단위의 광역적 범위별로 설치되는 수족관이나 놀이공원 같은 특수

놀이환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주변에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놀이터와 같은 

보편놀이환경까지 단계적으로 공급되었다. 레벨이 높을수록 도시에 공급되는 수가 

적고 거리가 멀어 보행이 아닌 운송수단을 이용해 접근해야 함을, 반대로 레벨이 

낮을수록 가까운 곳에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8) 인보구는 어린이 놀이터가 중심이 되는 단위로 20~40호의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3~4층 연립주

택 1~2동의 규모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범위다.

PERRY, Clarence Arthur. Planning a neighborhood unit. 1929.

59) 뉴욕시의 장기 프로젝트인 액티브 디자인에서는 뉴욕 전체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Department of City Planning, "Active Design Guidelines ; Promoting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in Design." City of New York, 2010, p.117

60) VAN EYCK, Aldo. Aldo van Eyck: Writings (Vol. 2): The Child, the City and the Artist. 

Edited by Vincent Ligtelijn and Francis Strauven. Ámsterdam: SUN, 2008.

61) 이상적인 놀이환경간 거리는 걸어서 5분 내, 400m 이내이다.

ROEMMICH, James N., et al. Association of access to park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with 

the physical activity of young children. Preventive medicine, 2006, 43.6: 437-441.

62) 世田谷区, 外遊び検討委員会報告書, 2015

63) Kinoshita, Isami. Woolley, Helen, Children’s Play Environment after a Disas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Children, 2015, pp.438-439

64) 世田谷区子ども・若者部, 外遊び検討委員会報告書, 2015,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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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수놀이환경 보편놀이환경

Level 4 Level 3 Level 2 Level 1

범위65) 지구 
(Regional)

구역
(District)

지역
(Local)

주변
(Neighbourhood)

접근 운송수단 운송수단 보행 보행

크기 상 하

기능 특수 보편

놀이기구 독창, 추상 표준

건축화 높음 낮음

링크의 
집중도

높음 낮음

표 7 도시계획으로 공급되어 온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계에 따른 분류
<출처: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여러 도시계획가 및 건축가가 제시한 도시계획 설계수법으로 놀이환경을 계획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최소단위인 레벨1의 놀이환경 간의 거

리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즉 접근이 용이한 보행반경 안에 있는 보

편놀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충족된 후에야 점차 광

역범위의 특수 놀이환경을 배치하게 된다. 

그러나 취학전어린이가 표7에서 보이는 레벨3 이상의 놀이환경을 이용하기란 사

실상 매우 힘들다. 이들은 발달 특성상 수면과 식사의 간격이 짧고 보행능력이 완

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집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활동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

로 취학전어린이의 놀이는 일상에서 집과 집 근처의 좁은 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취학전어린이가 레벨 3 이상의 놀이환경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레벨1, 2의 간격이 훨씬 좁아져

야 한다. 다시 말해 레벨1, 2의 간격을 더욱 좁게 만들고 레벨3, 4를 취학전어린이

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65) Norwood Payeham&St Peters 시에서는 시내의 놀이터를 4가지의 위계로 나누고 있다. 각 놀이

터는 얼마나 광역적인 지역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레벨1:광역단위, 레벨2:지구단

위, 레벨3:지역단위, 레벨4:구역단위로 위계가 나뉘게 된다.

"Playgrounds Strategy Report." City of Norwood Payeham&St Peters, 2006,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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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위계별 어린이시설 분포 그래프

 지금까지 도시 어린이놀이환경에 대한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양적 확충

이었다. 이것은 그림13의 하향식 그래프 상에서 어린이시설의 간격을 더욱 촘촘히 

하는 작업이었다. 레벨1, 2에 한정해보면 양적 확충의 중요성은 취학전어린이의 

놀이환경 논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레벨3, 4 규모에서는 양적 확충과

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레벨3, 4의 특수놀이환경이 레

벨1, 2 수준의 보편놀이환경과 같이 일상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변화하거나 취

학전어린이가 그 안에서 놀이를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레벨 1,2 규모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행거

리내에서 쉽게 도달 가능하도록 양적 확충을 이루어 일상적으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레벨 3,4 규모에서는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

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주도하에 집과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

는 시설들과 다양한 목적의 용도시설들을 놀이환경과 접합하여 복합용도 입체도시

를 제공하였다. 평면도시가 조밀한 부지로 이루어진 전통적 도시조직이라면, 입체

도시는 지구단위의 일체형 개발을 통해 건축화된 압축적 도시를 말한다. 입체도시

는 민간기업의 이윤증대를 위해 제시된 도시형태였지만 현재는 취학전어린이의 놀

이환경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에

서 도시조직의 형성방식은 평면도시와 입체도시라는 전혀 다른 네트워크 양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체도시와 평면도시에 관해서는 4.2에서 자세



- 45 -

히 살펴볼 것이다.   

그림 14 좌 : 평면도시  우 : 입체도시

이와 같이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는 단일한 놀이환경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놀

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환경들의 공간적 연합 및 연계를 기본으로 한다. 즉 공

간적 놀이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놀이환경을 개체가 아닌 군집으로 보는 ‘영

역’에 대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놀이네트워크는 위에서 살펴본 평면도시와 입

체도시라는 도시조직의 형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구도시의 작

은 부지 조합을 유지하는 평면적 지역에서 나타나는 놀이네트워크와 대형 부지로 

통합된 입체적 지역에서 나타나는 놀이네트워크는 그 물리적 형태가 다르다. 작은 

부지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놀이환경이 2차원적 평면 안에서 노드와 

링크의 네트워크를 이룬다. 반면 대규모 개발부지 내에서 놀이환경은 그 내부에서 

영역의 중첩이 일어난다. 즉 평면도시의 노드와 링크처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영역이 중첩된 양상을 보여준다.  

2.2.3. 놀이네트워크의 구성단위

이상과 같이 놀이네크워크를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와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지점에서 도시에 적용될 놀이네트워크의 구성단위를 어떻

게 설정하고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놀

이네트워크는 도시에 위치하는 어린이놀이환경의 군집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당연

하다. 그러므로 어린이놀이환경은 현재 도시에서의 활용방식에 근거하여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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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우선 어린이놀이환경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이

를 바탕으로 놀이네크워크의 구성단위를 기획놀이환경과 후발적놀이환경으로 나누

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간략하게 말하면 기획놀이환경은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놀이환경이라면, 후발적놀이환경은 공간적 놀이네트워크

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현된 놀이환경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환경 개념의 정의 

그림 15 실제 놀이가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환경의 범위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접반경의 범위를 다르게 하여 어린이시설을 

도시에 분포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도시에 놀이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행위를 기준으로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되는 도시공간까지 어린

이놀이환경의 범주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어린이시설로 규정되지 않던 

시설에서 놀이의 가능성을 찾는 동시에, 그것이 어린이시설과 연계되어 네트워크

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을 통해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이 가능한 개별놀이환경의 형성 

방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어린이놀이환경(Play-Environment)’은 본 연구에서 

재정의한 용어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어린이가 전용하는 시설 뿐 아니

라 어린이의 일상행위로서 놀이를 포용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어린이놀이환경을 재정의하는 것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기존의 시

설분류 방식에 관련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본 연구가 놀이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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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교육, 육아, 발달, 탁아 등의 어린이 관련 사회적 요청이 제도화되어 

분류된 시설로 나타난 것이 바로 어린이시설이었다. 어린이와 연관된 제도들이 어

린이시설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제도가 요구하는 기능

에 부합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어린이를 수용하는 시설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이 존재한다. 바로 어린이의 모든 행위는 놀이와 연관된다는 

점이다. 특히 취학전어린이의 육체적 발달은 취학어린이에 비해 놀이행위에 더욱 

밀접하게 관여한다.66)67) 그러므로 놀이는 취학전어린이의 도시공간 이용방식인 

동시에 취학전어린이를 포용하는 도시공간이 갖춰야 하는 행위 대응방식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그동안 도시계획에서 어린이놀이환경이 어떻게 정의·분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 어린이시설의 종류는 관련 법제

를 통해 추적해볼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는 ‘어린

이놀이시설’을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

령에는 도시공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

단지, 초등학교, 종교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등에 어린이놀이기구

가 설치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놀이환경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로서 ‘놀이터’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어린이전용시설로

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놀

66) 피아제(piaget, 1962)에 따르면 유아의 놀이는 그들 행위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며, 연령대

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 따라 그에 적합한 놀이 형태에 참여하게 된다. 2세 이하의 감각 운동기

의 유아는 연습놀이(신체적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와 단순한 가상적 활동이 행위의 주를 이룬

다. 2-7세에서 전조작기 유아는 인지 및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기초한 상징 놀이와 사물놀이가 

주를 이룬다. 

WERNER, David, et al. Disabled village children: a guide for community health workers, 

rehabilitation workers, and families, 1987. Chapter 34

67) Theresa E. Bartolotta, PhD, and Brian B. Shulman, PhD. Language Development : 

Foundations, Process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2010.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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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가적 시설로 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상에서 어린이놀이환경은 크게 시설의 어린

이놀이기구의 설치유무와 시설의 어린이전용 여부에 따라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16 개화기 이후 나타난 어린이시설의 통사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어린이놀이환경의 범위
<출처 :박소람(2017)을 바탕으로 작성>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어린이놀이환경의 범위를 법제에 의해 분류

되는 어린이시설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개화기 이후 나타난 어린이시

설의 통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어린이놀이환경의 범위를 도출하였다. 어린이시설은 

어린이교육 및 보호를 위해 생겨난 시설로서 교육시설과 놀이터를 원형으로 한

다.68) 이후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여 독립시설로 역할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여

러 시설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환경의 범위에 

교육시설과 놀이터로부터 분화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시설과 함께, 현재 도시에

서 일어나는 어린이의 실제 놀이행위를 포용하는 모든 건축적 환경을 포괄하는 것

으로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어린이놀이환경은 어린이의 놀이가 일어나는 장소로서 ‘놀이의 

68) 박소람, 김희진, 서울 어린이 시설 변화 연구：개화기 이후 신문에 나타난 어린이 놀이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미취학아동시설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통권 57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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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놀이요소가 내장된 땅’과 같이 ‘놀이터’에 비해 넓은 의미를 지닌다. 

즉 사회적·공간적 문맥을 포함하는 용어69)로서, 놀이가 일어나는 장소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며 사회관계들이 놀이를 매개로 혼합되는 지점

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어린이’를 생략하고 ‘놀이환경’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재정의된 놀이환경은 놀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된다.

나. 후발적놀이환경과 기획놀이환경

현대도시에서 놀이네트워크 가능한 놀이환경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담당한

다.  첫째, 놀이행위 자체를 담는 기본역할이다. 취학전어린이의 놀이행위가 도시

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의 도시공간이 놀이환경으로 역할하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최근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는 도시놀이환경의 커뮤니티 거점

으로서의 역할이다. 현대도시에서 놀이환경은 점차 집단이나 조직을 연결하고 관

계의 묶음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커뮤니티 재생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공공성을 띠는 주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기획하여 만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이용자의 놀이네트워크적 도시이용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현된 공간 이라는 의미의 후발적놀이환경(Generated Play-Environment)으로, 후

자를 사회적 놀이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기획된 공간이라는 의미의 기획놀이환경

(Planned Play-Environment) 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 두 가지 개념을 놀

이네트워크의 구성단위로 설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후발적놀이환경은 기존의 도시공간이 변형(Modified)되거나 전에 없던 새

로운 형태로 발생(Emergent)한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외의 얘기치 못한 장소에서 

이용자에 의해 발견(Discovered)된 것으로 일상에서 놀이정보를 제공하도록 변화

된 공간이기도 하다. 다만 어린이에게만 제공되는 놀이정보가 아닌 도시민 모두에

게 선택 가능한 행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놀이환

경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후발적놀이환경은 이용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어서, 이용자가 행위를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

69) Frost, Joe L. A History of Children's Play and Play Environments: Toward a Contemporary 

Child-Saving Movement. Routledge, 2010. Chapt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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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평평하고 약간의 탄성력이 있는 놀이공원의 바닥은 어린이에게 달릴 수 있는 가

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넘어지더라도 안전할 수 있지만 매끈하지는 않

기에 기어 다니거나 누울 만큼 편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

여 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어린이는 바닥을 밟는 순간 보호자의 손을 놓고 

달리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행위의 유형을 자발적으로 선

택하고 배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인에게도 다양한 행위정보가 

제공된다. 하지만 성인은 환경정보 중 어린이가 선택하는 것과 다른 정보를 선택

하고 배열한다. 이는 안전한 보행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 사진을 찍거나 눈을 들

어 풍경을 바라보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이때 공간은 적극적으로 행위를 발생

시키는 실천적 존재70)가 될 수 있다.  

그림 17 어린이에게 놀이정보를 제공하는 도시공간
좌 :Helen Levitt New York 1940 danger play, 

우: Hibino-Sekkei, DS Nursery, located in Ibaraki
<출처 : pinterest.com, dezeen.com> 

 

이 지점에서 도시마다 서로 다른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놀이환경을 어떻게 일상

으로 들여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기획놀이환경은 이러한 물

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즉 놀이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에

서 놀이네트워크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획놀이환경은 어린

이와 외의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그곳을 거점으로 또 다른 새로

운 놀이환경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놀이를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장소가 

아닌 쌍방향적 장소이자 놀이네트워크의 허브(hub)가 될 수 있다.

70)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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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놀이환경 구성단위

정리하면 놀이환경은 일상적 놀이 이용에 의해 놀이환경으로 규명된 후발적놀이

환경과 사회적 의도 하에 네트워크되도록 기획된 기획놀이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후발적놀이환경은 어린이시설이 변형되어 네트워크 가능하도록 일상성을 획득하거

나, 기타 일반시설의 놀이잠재력이 발현되어 일상적 놀이를 포용할 수 있을 때 발

견된다. 혹은 전혀 새롭게 발생한 놀이환경을 포함하기도 한다. 반면 기획놀이환

경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주체에 의해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의도된 시설을 말한

다. 즉 놀이를 매개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생시키는 지역의 커뮤니티 공

간을 가리킨다. 아래의 표8은 놀이네트워크의 구성단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도시에서 발견되는 놀이환경을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개괄적으로 분류한 것

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분류된 놀이환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5

장에서는 놀이네트워크의 도시설계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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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환경

놀이환경
분류

후발적놀이환경

기획놀이환경

후발적놀이환경

변형
(modified)

변형
(modified)

변형
(modified)

발생
(emergent)

발생
(emergent)

발생
(emergent)

변형
(modified)

변형
(modified)

발생
(emergent)

발생
(emergent)

시설유형 유치원, 학교 공동체 정원 민간운영 
놀이터

아동센터
예술센터

외출광장

지역회의실

꿈캠퍼스,누
에콩하우스,
학교지역회

의실,개인집

상점 로비 쇼핑몰 
야외공간 놀이터 소공원 자투리 공간 도로 (길가, 길)

원용도 교육 놀이 놀이 토론 일상 목적지 놀이 이동

공공성 낮음 높음

사례

공간

-교실구획
변화
-원정개방
-지역회의
실 설치
-양호실 
역할 확장

-차도분리
-연속적 
환경
-담장완화
-놀이조형
설치

-창의적 
놀이구조물

-건축과 
놀이기구 
접합

-기존 
인프라에 
접합
-가구설치

-투과적 
피막
-가구,교
구설치

-가구설치
-광장화
-일시적 
구조물 설치

-길공원과
접합
-어린이시
설과 인접

-쉘터 조성

-쉘터 조성
-유사시 
대비 
화장실, 
수전 설치
-가구 설치

-가구 설치
-안전펜스 
설치

-페이빙 
디자인

-페이빙 
디자인
-공공디
자인
-화단

-가구/바
닥변화(실
험 후)

-

프로그램

-신BOP 
(Base of 
Play)
-주민의 
방과후 
수업계획/운
영
-의사결정 
주민참여
-주민대상 
강좌

- -

-어린이/
부모강좌
-방과후 
클럽
-캠프
-자원봉사
-지역조직
활동
-놀이지도
자육성/활동

-일시보육
프로그램
-공동식사
-부모강좌
-어린이놀
이

-어린이 
상품 추가 
-어린이 
놀이에 
비용부가

-전시

-상업이벤트
-공공이벤트
-주민참여 
시장
-대학과 
연계하여 
도시공간 
이용 실험

-주변 
어린이집과 
연계
-주민참여 
디자인/유지
관리

-놀이지도자
상주
-놀이프로그
램 운영
-부모교육 
강좌

-유사시 
대피공간 
설정
-주민참여 
디자인

-주민참여
디자인/유지
/관리시스템

-

-주민,
어린이집
,학교와 
연계한 
행사(ex.
화단
가꾸기)

-출장놀이
프로그램
-주민강연
-놀이지도
자

-출장놀이
프로그램
-육아상담
-주민 교류 
프로그램
-놀이지도
자

표 8 놀이환경의 개괄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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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형(原型)적 놀이환경의 구성요소

놀이환경의 두 가지 유형만큼 중요한 것은 개별놀이환경을 형성하는 원형적 구

성요소이다. 이는 놀이환경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능적 요소를 어떻게 설정

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이는 놀이터만을 어린이놀이환경으로 인식해온 기

존의 관점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고든(Gordon H. Chong, 2010)은 플레이펜(Playpen)의 사례를 들어 현대도시의 

놀이환경을 이루는 원형적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플레이펜은 취학전어

린이 중 나이가 어린 영아의 놀이가 일어나는 이동식 울타리로, 플레이그라운드

(Playground)에 비해 더 작고 변형과 이동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이것은 영역

을 감싸는 심리적·물리적 영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영역을 구획하는 구조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변형 가능한 구조물인 플레이펜 개념을 통해, 고든은 어디에

나 적용 가능한 ‘키트’처럼 되어가는 현대도시의 놀이터 형태에 주목하였다.71) 

그에 의하면 플레이펜은 창의적인 사고를 제한하고 고착된 형태의 아이디어를 

배출하는 규정된 가이드라인과 엄격한 규칙에서 탈피한 공간을 의미한다. 즉 규칙

이나 제도라는 틀을 느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고 쉽게 변형 가능한 이

동놀이 키트의 성격을 지닌 유연한 구축환경이라 할 수 있다. 즉, 그 적용이 가설

적이라는 점에서 도시에 영구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아 부담이 적다. 따라서 플

레이펜은 건축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 설치될 수 있으며 가변적이고 간결하여 어떤 

장소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현

대도시의 원형(原型)적 놀이환경의 요소에 가깝다.

현대도시에서 놀이환경은 원형적 요소에서 확장된 수많은 형태를 가진다.72) 이

때 원형적 놀이환경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시대를 거듭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도시에 적용되어왔다. 그중 놀이터와 유치원은 놀이 

개념이 실체화된 가장 보편적 시설이라는 의미를 지닌다.73) 따라서 놀이터와 유치

71) CHONG, Gordon H.; BRANDT, Robert; MARTIN, W. Mike. Design informed: driving innovation 

with evidence-based design. John Wiley & Sons, 2010, pp.72~74

72) 에릭슨은 비슷한 개념으로 놀이터(playground) 대신 놀이경관(playscape)을 주장하기도 했다. 

기존놀이터보다 더 작고 펜스가 없으며 열린 공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망을 이루는 현상을 표현

한 것으로, 그 역시 놀이환경들이 서로 연결되어 생성된 통합적 도시의 풍경에 초점을 두었다. 

ERIKSEN, Aase. Playground Design: outdoor environments for learning and development.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85.



- 54 -

원의 본래 목적과 그 형태의 원형을 추적해보는 것은 사회변화에 따른 어린이놀이

환경의 형태적 변형 양상 및 타 시설과의 접목과 같은 확장된 활용의 모습을 파악

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먼저 교육 분야의 경우 어린이를 영유아와 초·중·고교생으로 세분화하여 건축

에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건축이 의무교육과정인 초·중

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시설까지 국가 통제 하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교육

시설에 놀이환경인 운동장이 접합된 형식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학전어린이 교육

시설은 민간에 맡겨져 건축과 놀이가 접합된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학전어린이 공간에 놀이요소가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데는 이

유가 있다. 즉 교육 분야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놀이를 통한 자발적 습득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몬테소리나 프뢰벨과 같은 1세대 교육학자들의 담론이 

대세였던 점이 큰 몫을 하였다. 취학전어린이 교육은 교구나 언어를 통해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몸이 닿는 주변환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교육학자들의 의견을 바

탕으로, 취학전어린이 교육시설인 유치원은 놀이를 위한 교구 및 기구, 건축이 조

합된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교육시설에서는 원형적 놀이환경의 

요소로서 넓은 바닥과 펜스, 놀이기구, 교구를 갖추게 되었다.  

반면 놀이터는 사회적 필요와 실리에 의해 나타났다. 특히 알도 반 에이크가 제

시한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fixed-equipment playground)’와 소렌슨(C. Th. 

Sørensen)이 제시한 ‘모험놀이터(adventure playground)’74)의 두 유형으로 전 

세계에 퍼졌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 모험놀이터와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모두를 

적극적으로 설치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받아

들였다. 이것은 군부시절을 거치며 동일한 프로토타입의 기구가 놓인 놀이터로 정

착하였다. 따라서 놀이터로 지칭되는 도시의 보편적 놀이시설은 고정놀이기구와 

이동 가능한 다양한 기물을 필수요소로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여러 건축가 및 조경가들이 놀이환경계획에서 필수요소로 생각했던 것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레비기념놀이터를 작업한 루이스 칸과 이사무 노구

73) 박소람, 김희진, 서울 어린이시설 변화 연구 -개화기 이후 신문에 나타난 어린이 놀이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미취학아동시설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통권 제57호, 2017

74) 소렌슨이 제시한 정크 플레이그라운드는 영국에서 어드벤쳐 플레이그라운드로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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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75)는 인간본성의 유희적 행위요소를 기기, 숨기, 등반, 탐험, 쉼으로 분류하였

다. 이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일으키는 조형물을 만들었다. 알도 반 에이크76)는 

인간의 다양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모듈식 기구와 모래밭, 색채, 

바닥패턴, 조경, 의자 등을 고안하였다. 건축가 센다 미츠루77) 역시 도시에서 어

린이 놀이가 일어나는 도시의 공간을 6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즉 원형적 놀이환경

을 놀이기구로 구조화된 공간(Play structure space), 공터(Open space), 비밀기

지(Hideout space), 자연(Nature space), 거리(Street space), 무질서한 공간

(Anarchy space)으로 분류하였다. 위에 소개된 이들은 모두 물리적 공간을 유형화

한 것이 아니라 인간본연의 행위를 원형적 놀이환경의 요소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

을 보여준다.  

반면 수잔 솔로몬은 원형적 놀이환경의 요소를 키트(kit), 펜스(fence), 카펫

(carpet) 그리고 덧붙여 부모(parent)로 구분78)함으로써 건축 내부로 들어온 놀이

공간을 놀이환경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놀이터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격리할 펜스가 필요하며, 놀이를 진작하

고 안전을 보장하는 재미있는 바닥과 흥미로운 기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에 

부모의 참여를 매우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위협 요소로 추가하였다. 즉 부모가 놀

이를 즐겁게 하고 어린이들을 중재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의 놀이를 제한하는 부정

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수잔 솔로몬이 놀이환경에서 부모의 존재를 긍

정적인 것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현대도시의 놀이에서 부모의 역할을 중요한 

것으로 부각시킨 것은, 놀이환경을 이루는 무형의 사회적 요소가 주목받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여러 놀이환경 계획가들이 원형적 놀이환경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설정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린이 본연의 행위를 단서로 바닥과 펜스, 놀이

기구와 기타사물을 계획하여 조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어린이 본연의 행

위는 인간행위의 공동성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들의 원형적 놀이환경 구성요소를  

75) イサム・ノグチ+ルイス・カーン. Play Mountain. マルモ出版, 1996.

76) Eyck, A van, L Lefaivre, and R Fuchs. Aldo Van Eyck: The Playgrounds and the City. 

Stedelijk Museum Amsterdam NAi Publishers Rotterdam, 2002.

77) 満, 仙田. 対訳 こどものためのあそび空間. 市ヶ谷出版社, 1998.

78) Solomon, Susan G. 앞의 책,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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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바닥, 펜스, 놀이사물 그리고 놀이보조자로 설정하고 이것을 기준

으로 놀이환경을 해체해 분석해볼 것이다. 이러한 해체를 통해 발견된 특성들은 

도시공간이 놀이어포던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도시설계방식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놀이환경의 필수요소를 분류·분석하여 도출된 

유의미한 내용을 다시 도시에 적용할 경우, 놀이환경의 다양성이 높아져 여러 연

령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유희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에서는 원형적 놀이환경의 구성요소를 펜스와 바닥, 놀이사물과 놀이보조자로 구

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펜스

펜스 구조체는 안전과 놀이를 포용하는 기본 구축환경을 제공한다. 과거와 마찬

가지로 보호의 기능은 어린이를 수용하는 시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

이다.79)80) 어린이를 자동차와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놀이를 

보장해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펜스가 견

고해질수록 어린이의 놀이는 제한되고 외부와의 소통은 줄어들게 된다. 외부와의 

소통이 줄어든 고립된 놀이환경은 어린이 신체놀이행위라는 기본기능만 수행할 뿐 

현대도시가 요구하는 확장된 역할을 수용하기 어렵다. 

수잔 솔로몬은 놀이환경을 사람들이 놀고 친목을 다지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소로서 ‘제3의 공간’81)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놀이환경

을 더욱 열어 어린이들이 낯선 성인들로부터도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야 하며, 이러한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놀이환경이 되도록 공

간을 정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럴 경우 펜스는 그 용도가 변화해야 한다. 앞서 

79)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질병이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격리’하고 교육

하는 것을 어린이 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보았으며, 기능을 어린이 시설계획의 가장 중

요한 요소로 적용하였다. 1880년대 독일 베를린에 최초로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학교가 지어졌

는데 당시 유행하던 결핵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려는 조처로 환기, 채광, 위생에 관련하여 

개선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후에 학교 시설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GUTMAN, Marta; 

CONINCK-SMITH, N. Designing modern childhoods. History, Space and the Material Culture 

of Children.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8, pp.108~110

80) 1950년대 한국 놀이터의 등장은 도로에서 놀이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가 급

격히 늘어나자 경찰청 주도하에 어린이를 안전하게 격리하는 장소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공

터에 펜스를 치고 간이 기구를 가져다 놓은 형태가 놀이터의 원형이 되었다.  

박소람, 김희진, 서울 어린이 시설 변화 연구 - 개화기 이후 신문에 나타난 어린이 놀이에 대한 인

식 변화에 따른 미취학아동시설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통권 제57호, 2017   

81) Solomon, Susan G. 앞의 책,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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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고든의 플레이펜 개념은 현재 도시의 놀이환경에서 펜스를 재해석할 수 있

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그림 19 놀이환경에서 펜스와 보호자의 관계
좌: 기존놀이거점  우: 후발적놀이환경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격리를 기본으로 하는 펜스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공간에 안전한 감각을 제공하여 심리적 펜스로 역할 할 수 있는 변화된 

디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새로운 펜스는 어린이놀이의 바깥에 위치하던 보호자

와 성인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한편, 그들의 놀이보조 역할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

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펜스로 인해 외부와 격리되는 대신 펜스를 통해 시설 밖 

도시로 행위를 확장할 수 있는, 놀이네트워크의 매개로서의 새로운 펜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어린이놀이에서 펜스는 장소를 구획하는 구조물인 동시

에, 안전하게 펜스 너머를 관찰하고 탐색할 수 있는 상호 관입적 장치가 될 수 있

다.82) 이처럼 펜스가 격리의 구조체가 아닌 안과 바깥의 소통장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색과 재질, 펜스의 간격과 모양이 면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그림 20 안과 바깥의 소통장치로서 펜스 
좌: DS Nursery, 우: Primary School De Vuurvogel 

<출처 : dezeen.com, 구글 이미지> 

   

82) TRAWICK-SMITH, Jeffrey. From playpen to playground: The importance of physical play for 

the motor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nnotated bibliography,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Ea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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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

놀이환경에서 바닥의 기본 역할은 넘어지거나 추락했을 때 어린이의 신체를 보

호해주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놀이환경 바닥을‘카펫

(Carpet)’83)이라고 부른다. 바닥은 놀

이환경의 표면을 결정할 뿐 아니라 어린

이 행위를 수평 및 수직으로 연결하여 창

발적인 놀이로 가득 채우는 중요한 놀이

기구가 될 수 있다. 스미스(J. 

Trawick-Smith, 2014)84)에 따르면, 신체 

제어를 배우는 시기인 취학전어린이에게

는 균형을 잡으며 스스로 정교하고 복잡

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굴곡

진 바닥이 효과적인 발달기구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칸과 노구치 역시 아름다

운 랜드스케이프와 다양한 연령의 유희적 산책로85)로 역할할 수 있는 바닥의 중요

성을 언급한 바 있다.  

3) 놀이사물

놀이환경에 놓인 도시가구(street-furniture)와 놀이기구(play-apparatus), 유

구(遊具)를 놀이사물이라고 한다. 일상적 생활 속에 위치하여 모든 사람이 사용하

는 이 사물들은 무의식적 도시풍경의 일부를 차지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

랑받는 일상적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놀이사물은 예술적 매체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도시구성 요소로 인정받지 못한다.86) 뒤집어 말하면 놀이사물의 형태가 연상시키

는 활력, 유쾌하고 아름다운 색채 등의 디자인이 주는 기분 좋음은 공통의 감각으

로 대중에게 작용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삶에 더욱 밀접하고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83) Solomon, Susan G. 앞의 책, p.11

84) TRAWICK-SMITH, Jeffrey. The physical play and motor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 

review of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Ea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http://www. easternct. edu, 2014.

85) イサム・ノグチ+ルイス・カーン. Play Mountain. マルモ出版, 1996.

86) Risk-Benefit: Balancing Creativity and Concern in Playground Design, Architectural 

Playground Equipment Inc., 2013

그림 21 어린이 놀이를 수평·수직으로 연결하는 
레비놀이터의 바닥, 루이스 칸/이사무 노구치(1966)

<출처: イサム・ノグチ+ルイス・カーン. Play Mountain. 
マルモ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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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사물은 어린이에게 지역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전해준다. 어린이는 놀이

사물에 몸을 기대고 피부로 접촉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도시를 경험하게 된다. 도

시에 분포하는 사물들은 어린이의 신체에 가장 밀착하여 놀이를 지원해주는 놀이

사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놀이터의 놀이기구일 수도 있고 벤치와 같이 잠시 휴식

을 위한 도시가구일 수도 있다. 또는 놀이를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 화단턱, 

난간, 전봇대와 같은 도시의 사물들일 수도 있다. 이러한 놀이사물들을 통해 어린

이는 유년시절의 도시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    

4) 놀이보조자

놀이보조자는 전문적 지식과 자본을 바탕으로 어린이 놀이를 중재하고 적극적으

로 계획하는 주체이자 시스템을 말한다. 발달상 모든 이동행위에서 보호자를 동반

해야 하는 취학전어린이에게 놀이환경에서의 보호자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더욱이 

경작지를 기반으로 머물러 생활하던 과거의 커뮤니티와 달리, 이동하고 움직이는 

오늘날의 도시87)에서는 직장과 학교를 기준으로 거주지를 자주 이전한다. 따라서 

현대도시의 커뮤니티는 낯선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어린이는 지역사

회에서 부모 외의 성인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즉 낯선 성인에 

대한 공포감에 의해 관리자가 없는 놀이환경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고, 이는 놀이

환경을 폐쇄적으로 만들거나 놀이에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현대도시에서 놀이환경은 어린이가 놀이하기에 안전한 커뮤니티를 구성

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과제는 과거 혈연기반의 커뮤니

티를 대체하는 새로운 것이어야 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놀이보조자라는 새로운 시

스템으로 나타났다. 놀이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놀이하는 사람과 놀이를 보조

하는 사람의 계약적 관계로 치환함으로써, 어린이들로 하여금 안전을 보장받는 동

시에 전문적인 놀이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현대도시에서 놀이환경

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방임의 공간이 아니라 관리되고 중재되며 전문적으로 행

위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앞서 야마자키 료가 제

시한 바 있는 소프트웨어가 확대된 공간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 및 프로그램으로서 놀이보조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87) MEHROTRA, Rahul; VERA, Felipe. Reversibility. F. Moussavi, 2013, 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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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놀이네트워크에 대한 과거 논의

앞 절에서는 현재 놀이네트워크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실 과

거에도 놀이를 통해 도시를 네트워크된 공간으로 계획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놀이터’라는 형식은 도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분포하는 놀이환경으로, 어린이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나 도시적 고려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공공시설이었다. 

놀이터는 도시와 어린이에 관련한 수많은 도시 담론들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놀이터가 도시에 적용된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어린이 관련 사회문제에 대

한 도시-건축적 대응방식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놀이네트워크에 대한 과거 논의로, 도시 치유수단으로서 등

장한 ‘놀이터 네트워크’와 외부환경 통합의 역할을 한 놀이네트워크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놀이의 일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놀이네트워크 유형을 다핵

적 놀이네트워크와 3차원적 놀이네트워크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2.3.1. 치유수단으로서 ‘놀이터 네트워크’

2차 세계대전 이후 놀이터는 디자이너, 조각가, 건축가들 사이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색, 재료, 형태를 실험하는 각축의 장으로 떠올랐

다.88) 당시까지도 놀이터는 건축의 직능에서 벗어난 작업이라고 여겨져 주류 건축

담론에서 벗어나 있었다.89) 그러다 전후 파괴된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놀이터

의 순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알도 반 에이크의 암스테르담 놀이터 시

리즈가 성공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건축계의 태도가 변

화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도시에서 놀이터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이 요구되고 관

련 담론이 주목받는 과정에서, 놀이터에 대한 건축계의 관심이 증폭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후 시기 계획가들 사이에서 오갔던 놀이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들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논의들에서 놀이터는 도시의 단

88) Jay Jacobs, Joanna Eagle, Cleve Gray, F. Teri Wehn, Renee S. Neu, Art in America : 

Playgrounds in America;Rediscovery of Jim Davis;London - Balthus- Master of the Nubile 

Adolescent, Retrospective for Rico Lebrun, 1967

89) Eyck, A. van, L. Lefaivre, and R. Fuchs. Aldo van Eyck: the playgrounds and the city. 

Stedelijk Museum Amsterdam NAi Publishers Rotterdam, 2002,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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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능시설로서 주목받았다기 보다는, 사회의 이념이나 정책적 선전을 담는 공공

장소의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 놀이터라는 시설의 본질적 기능이 애초에 

단일한 시설과 단일한 작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전

략적으로 접합되고 끼워 넣어지는 장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도시 치유수단으로 사용된 ‘놀이터 네트워크’의 사례로, 덴마크의 

정크 플레이그라운드와 영국의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1943년 덴마크 랜드스케이프 건축가 소렌슨이 코펜하겐 외곽에 처음으로 

계획한‘정크 플레이그라운드(junk playground)’는 70여 년 전인 20세기 중반 놀

이터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90)91) 소렌슨은 아이들이 건설 부지나 폐차장과 같은 

공간에 매력을 느낀다면서 건설자재나 폐기물, 도구들로 둘러싼 공간을 만들어 아

이들 스스로 놀이터를 만들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아이디어는 1943년 독일 점

령기에 코펜하겐 외곽 엠드럽(Emdrup) 주택지의 의뢰를 통해 처음으로 실행되었

다. 

그림 22 1942년 Emdrup 
정크 플레이그라운드 부지 

스케치
<출처 : Henriksen, Ole 

Schultze 2006> 

그림 23 코펜하겐 Emdrup 정크 플레이그라운드, 
1943 

<출처 : Kozlovsky, 2006>

엠드럽 주택지 내 놀이터는 놀이터의 소음과 어지럽혀진 광경으로부터 거주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견과 전쟁 중 피난처로 역할할 장소가 주택지 내에 필요했던 상

90) C.Th. Sørensen은 미적 대상이었던 공원을 활기 있고 참여적인 오락의 장소로 변화시키고자 

했지만, 정작 그가 만들어낸 놀이터의 모습은 ‘junk playground’라는 이름만큼 흉측했다.

Roy Kozlovsky, The Junk Playground: creative destruction as antidote to delinquency,  

Princeton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Paper presented at the Threat and Youth 

Conference, Teachers College, April 1, 2006, p.1  

91) 후에 Lady Allen of Hurtwood는 엠드럽 주택지에 대해 아이들의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모

두를 놀이 커뮤니티에 참여시킴으로서 ‘민주적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혁명적인’ 놀이터라

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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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맞물려 만들어졌다. 이 놀이터는 2m 높이의 언덕으로 둘러처져 있었으며 그 

밖으로는 수풀과 나무가 심어져 있다. 또한 그 외곽으로는 철조망 울타리가 둘러

쌓는 매우 패쇄적인 형태로 계획되었다. 계획자 소렌슨은 재사용 물품들로 채워진 

불쾌한 광경으로부터 이웃을 보호해야 하며, 놀이터에서의 어린이 놀이가 모든 성

인들에게 용납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계획의 의도로 설명하였다.92) 하지만  

당시 나치의 통치 하에 억압받고 있던 덴마크 국민들은 주거지 중심에 조성된 놀이

터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상과 달리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다.93) 

이와 같이 어린이를 도시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하고 전쟁 중 물자의 재사용과 활

용의 표본으로서 전시되었던 어린이 놀이터는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

니라 사회적 이슈를 홍보하는 공공장소가 되었다. 1964년 6월 아그넷 베스테레그

(Agnete Vestereg)와 정치인의 인터뷰에 의하면, 전쟁에 사용된 물건들의 재활용

하여 물자를 절약하는 것이 당시 덴마크 정부의 중요 정책적 사안이었고, 놀이터

가 그 대표적 홍보의 장소로 역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놀이터가 

지저분한 외관을 갖게 되어 현재는 외면받고 있으므로, 새로운 놀이터 방식의 다

시 제안하여 사회의 변화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94)

비슷한 주장은 당시 엠드럽 주택지의 ‘정크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에서도 일

어난다. 당시 놀이터는 전쟁 상황에서 대피장소로 기능하는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도시와 단절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 사회의 

이념과 비전을 홍보하는 중요한 홍보 네트워크 시설이기도 하여서 형태의 변형이 

요구되었다.95) 

이후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도시재건 과정에서 놀이터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물리적·심리적 손상에 대한 치유의 수단으로 대대적으로 계획된다. 놀이터

는 원래 정책과 규율을 아이들에게 직접 적용하여 모든 아이들이 미래 시민으로서

의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평화롭고 안정적인 전후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유토피

92) Henriksen, Ole Schultze, Dansk Pædagogisk Historisk Forening og Samling og Videncenter 

for Pædagogiske og Sociale Studier, CVU København & Nordsjælland, 2006, p.6

93) Henriksen, Ole Schultze, 위의 책, p.5

94) Henriksen, Ole Schultze, 위의 책, p.564

95) BORGATTI, Stephen P., et al. Network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science, 2009, 

323.5916: 89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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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여기에는 ‘놀이’가 사회를 치유하고 전쟁의 폭력성

을 제거할 가능성을 지닌 행위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전후 사회는 아이들이 

폐허 속에서 노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재건의 희망을 전시하기 위해 대대적

으로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96) 이에 따라 놀이터는 도시 곳곳에 포진된 시

각적인 전시물로서 전후 사회에 활기와 정치적 이념을 불어넣는 장치로 역할하였

다. 

소렌슨이 제시한 새로운 놀이터의 전망과 정치적 개입이 타당했는지 평가내리기

보다는, 당시의 놀이터라는 시설을 두고 일어난 일련의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

다. 특수한 시대적 상황과 그에 맞는 새로운 공공장소를 제시한 건축가, 어린이에 

대한 변화된 시대의 인식과 이것들을 이용하여 정책적 사안을 홍보하고자 한 정부 

당국의 바람은 엠드럽 주택지의 놀이터를 비롯한 당시의 덴마크 놀이터를 통해 당

시 유럽의 놀이터라는 공공장소를 거점으로 시작된 놀이터 네트워크의 일면을 보

여준다. 시대적 이슈를 홍보하는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서 최대한 많은 수의 놀

이터를 도시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책과 이념 선전의 장

으로서 놀이터를 도시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초기 ‘놀이터 네트워크’의 

형태였다. 

이후 소렌슨의 정크 플레이그라운드는 곧 영국의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

(adventure playground)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97) 영국은 정크 플레이그라운드

를 국제적인 현상으로 확대하면서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좀 더 점잖은 이

름을 붙였다. 랜드스케이프 건축가였던 레이디 알렌 오브 허트우드(Lady Allen of 

Hurtwood)는 소렌슨의 아이디어를 공습으로 파괴된 폭격부지(bombed sites)에 적

용하였다. 그의 제안에 따라 정크플레이그라운드는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유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전후 재건작업으로 진화하였다.98) 다시 말해 도

96)  권력의 전략과 재건을 위한 서술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후 복지국가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놀이터는 원래 정책과 규율을 아이들에게 직접 적용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미래 시민으로서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전후 사회를 재구성하는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일환이

었다. 이것은 사회를 치유하고 전쟁의 폭력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놀이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전후 사회는 아이들이 폐허 속에서 노는 모습에 매료되는 동시에, 인간 

본성에 내재한 폭력의 비극이 놀이를 통해 은유적 표현으로 재현되는 상황에 심취하였다.  

 Marta Gutman and Ning de Coninck-Smith, Designing Modern Childhoods: History, Space, and 

the Material Culture of Children, Rutgers University Press, 2007, pp.29~30

97) Marta Gutman and Ning de Coninck-Smith, 위의 책, pp.30~32 

98) Roy Kozlovsky, The Junk Playground: creative destruction as antidote to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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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생 요소로 주목받으면서 공습을 받아 황폐해진 영국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광

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특히 런던 근처의 신도시 크롤리와 웰린(Crawly and 

Welwyn) 같은 지역에서는 놀이터가 진보적인 어린이 중심교육 도시기반시설로서 

계획되었다. 

그림 24 영국 Crawley 모험놀이터, 1955

<출처:구글 이미지>
 

 그림 25 Camberwell의 폭격당한 교회 부지에 만들어진 
정크 플레이그라운드, 1948

<출처: Times Educational Supplement, 5 June 1948>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978)의 에세이 「장난감의 철학(A 

Philosophy of Toys)」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놀이에서 노동의 분할

을 통해 계급체계를 흔들고 거주의 대안모델을 제안하는 사회의 축소판을 보았다

고 말했다고 한다.99)100) 또한 요한 하위징아는 놀이의 포틀래치적 측면을 강조하

였다. 즉 놀이를 물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나 자본주의적 축적의 경제논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소모적이고 유희적인 활동으로 보았다. 

어드벤쳐플레이그라운드 지지자들은 이러한 놀이 개념을 파괴–규율과 도덕의 잣

대가 아닌 경험과 대리의 측면으로 확장하였다. 이들은 정크플레이그라운드를 통

해 아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화재와 건설, 실패와 파괴를 경험함으로써, 세상을 

알아가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알렌은 특히 비행과 일탈의 근본원인을 건설

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박탈한 현대 환경에 있다고 보았다. 즉 아이들은 소외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크플레이그라운드의 개척

자로서 놀이터 안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놀이화면서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러한 알렌의 주장에는 건설적인 놀이를 통한 참여와 경험이 장소와 커뮤니티에 속

Princeton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Paper presented at the Threat and Youth 

Conference, Teachers College, 2006, p.2  

99) BENJAMIN, Walter. Reflections, trans. Edmund Jephcott. Schocken (New York), 1978, p.332 

100)BENJAMIN, Walter. Selected Writings: 1938-1940.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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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는 감각을 재구성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적극적

이고 성실한 시민이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와 같이 시대와 장소마다 개별놀이터는 당시 사회의 이념을 전시하는 쇼케이

스로서 대대적인 선전의 장치로 활용되었으며, 그 목적을 위해 도시에 대량 공급

되었다. 정책수립자들은 놀이터의 절대적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도시 곳

곳에 위치하여 작용하는 선전의 네트워크가 되도록 의도하였다. 

놀이터의 선전 네트워크적 속성으로 인해 점차 놀이

터의 물리적 형태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놀이터는 

정책적으로 주택가 근처 개방된 대지에 조성되었으며 

이전보다 좀 더 정비된 외관을 띠게 된다. 덴마크의 에

스비에르 시의회가 정크플레이그라운드의 외관이 단정

치 않다며 도시에서의 철거를 요구한 일은 1967년 신문 

만평에서 언급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 누구나 편하

게 접근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사람 간의 관계가 생성되

는 매우 느슨한 공공공간이라는 캐주얼한 성격에 비해 

, 놀이터라는 장소가 대외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컸다. 이에 따라 놀이터는 본연의 기능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포괄하는 물리적 형태를 필요로 하게 된다.101) 시각적인 개방감

은 물론 놀이기구들의 형태 또한 변화하게 된다.

2.3.2. 외부환경 통합을 위한 놀이네트워크

반면 2차 대전 후 부르탈리스트는 놀이터 네트워크와는 다른 새로운 놀이네트워

크를 시도해 나간다.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거대한 규모의 단지를 구

성하였는데, 계획의 중심에는 공공이 사용하는 야외공간이 있었다. 전후 사회복지

의 일환으로 대거 계획된 대규모 주택단지 안에서 놀이환경은 재미와 활력을 주는 

매력적인 야외공간 구성요소로서, 당시 사회이론에 의거한 주거단지 레이아웃 디

101)MURNAGHAN, Ann Marie F. Exploring race and nation in playground propaganda in early 

twentieth-century Toronto.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2013, pp.134-146.

그림 26 1967.11.22. 신문만평
<출처 : Henriksen, Ole Schultz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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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의 핵심요소가 되었다.102) 아래에서는 부르탈

리스트가 시도한 사례를 중심으로, 놀이네트워크의 

과거 형태 중 하나로 외부환경 통합을 목표로 한 놀

이네트워크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브루탈리스트의 놀이환경 설치계획을 살펴

보면  도시에 부지를 확보하여 놀이기구를 설치하

는 방식과는 성격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야외공

간 구성에 있어 부르탈리스트 놀이환경은 조각 형

태로 주조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이 구조물은 

동일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주요 건축물들과 형태

적·시각적으로 연결된 조직구조의 일환였다. 즉 

조각이면서 건축의 일부이기도 한 형태를 띤 이것

은 주거단지의 야외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요소가 

되었다. 콘크리트의 날(raw) 재료 그대로의 거칠고 투박한 감성이 배어 있는 브루

탈리스트식 야외영역에서, 어린이놀이환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풍부하고 섬세

하게 전 야외영역을 놀이가 일어나는 환경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

다.103) 

102) Alison과 Peter Smithson 부부의 영향을 받은 두 명의 젊은 근대주의자 Ivor Smith와 Jack 

Lynn에 의해 1961년 완공된 Park Hill은 전후 영국에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사례 중 하나다. 995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곳은 

셰필드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의 경사면 위에 지어져 언덕이 낮아질수록 건물의 높이는 높

아지는 거대한 뱀 모양의 블록을 이루고 있다. 단지 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거리를 재현하고, 언덕의 경사를 이용한 다양한 공공공간과 놀이터를 계획

했다. 활발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녹색의 보행영역에 지어진 마천루에 대한 소망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도시의 공공영역에 대한 다른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 

Open Learn, Park Hill achieved the dream of streets in the sky - just as the dream was 

souring, The Open University, 2016

103) Reyner Banham, Park Hill housing Sheffield, Architectural Riview,1961, pp.403~410 

그림 27 어른과 어린이 모두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실내외 놀이환경 조성의 

중요성 포스터 1944
<출처:RIVA Collection>



- 67 -

 그림 28 런던 파크힐 이스테이트 야외영역 
마운딩 계획도

<출처 : 구글이미지>

 그림 29 런던 파크힐 이스테이트 놀이터
<출처: Arch Press Archive RIBA Library Photographs Collection>

  이후 브루탈리스트의 놀이환경은 형태 및 재료의 위험성으로 인해 대부분이 철

거되고 잊히게 되었다. 하지만 2015년 런던건축축제에서 진행된 관련 대담, 토론, 

영화상영,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워크샵과 이벤트를 통해 재조명되었다. 여기서 

브루탈리스트식 놀이환경 계획은 단일 구조물로서의 가치는 물론, 대규모 일체형 

개발지 공공영역 계획에서 놀이터가 갖는 긍정적 가능성 면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

었다.

그림 30 파크힐 이스테이트 놀이터 1963
<출처: Arch Press Archive RIBA Library Photographs Collection>

일례로 골드핑거(Goldfinger)가 디자인한 발프론타워 놀이터(Balfron Tower 

Playground)는 놀이하기에 안전한지 여부는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 하나의 조

각품 같아 보였다. 하지만 이후 그 형태 자체가 놀이행위를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재조명되었다. 이 놀이기구는 부서져 떨어지는 콘크리트

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용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경사

와 재료가 갖는 위험성은 오히려 스케이트보더나 프리러너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즉 부르탙리스트 놀이기구는 재료면에서는 어린이의 놀이를 포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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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형태면에서는 놀이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다른 세대의 놀이를 불러일

으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다양한 놀이정보를 갖춘 이 놀이기구의 가능성은 

영국건축가협회 리바(RIBA)의 주관 하에 런던건축축제에서 신소재를 통해 재현되

면서, 건축과 놀이기구의 접점을 보여주는 놀이환경으로 전시되었다. 

그림 31 스케이트보더들에게 인기를 끈 
발프론트타워 (Balfron Tower playgound) 

<출처 : 구글이미지>

 그림 32 2015년 런던건축축제 브루탈리스트 놀이터 전시

브루탈리스트의 놀이환경은 결과적으로 외면당했지만, 놀이환경을 통해 대규모 

도시건축물의 야외구조가 다양한 연령 사용자들의 놀이행위를 포용할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또한 놀이기구와 건축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듦으로써, 건축과 도시사물

이 놀이를 포용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연속적인 풍경을 이루어 일상의 놀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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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놀이의 일상화 방안으로서 다핵적 놀이네트워크와 3차

원적 놀이네트워크

본격적으로 놀이환경이 도시의 중요 기반시설로 역할하게 되면서, 놀이환경을 

도시에 풍부하게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도시 속에 놀이환경을 양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수의 놀이환경이 도시에 흩뿌려지는 다핵적 놀이네트워크를 이루도록 계획하는 

방식이었다. 다른 하나는 도시에 가변적 놀이구조체를 삽입함으로써, 도시에 물리

적 변형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놀이가 도시 곳곳에서 3차원적

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아래에서는 바로 위에서 구분한 다핵적 놀이네트워크와 3차원적 놀이네트워크가 

놀이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여 제시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알

도 반 에이크의 암스테르담 놀이터시리즈와 세드릭 프라이스의 펀팔라스 등을 사

례로 제시할 것이다. 이는 놀이를 일상에 개입시키는 여러 시도를 통해 놀이네트

워크가 과거에도 다양한 형태로 연구·실험되어왔음을 논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 다핵적 놀이네트워크

1945년 네덜란드 건축가 알도 반 에이크는 

암스테르담 놀이터시리즈를 통해 놀이가 도

시 곳곳 가장 작은 공간까지 침투하게 함으

로써,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놀이가 일

어나도록 계획하였다. 놀이터 독립부지 확보

의 어려움은 사이공간, 길가의 여유부지, 도

로 중앙분리대, 폭격 사이트 등 가능한 최소

의 부지까지 놀이터로 활용하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 계획은  암스테르담에 

적용되어 700여 개의 스트리트-코너 플레이

그라운드(street-corner playground)로 실현

되었다.104) 

104)  Anja Novak., Debbie Wilken, Liane Lefaivre, Aldo van Eyck : the playgrounds and the 
city, Amsterdam: Stedelijk Museum ; Rotterdam: NAi Publishers, 2002, p.25

그림 33 알도 반 에이크 암스테르담 놀이터 분포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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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놀이터는 개별적 공간상황에 맞추어 계획되었는데, 이는 표준화된 구성

요소를 공간요소에 맞추어 결합하고 변형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전후 놀

이터의 양적 요구 상황에서도 획일화된 놀이터 삽입을 하지 않고도 장소의 정체성

을 지킬 수 있었던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34 놀이터로 활용된 사이공간 유형
<출처: 상_http://waterlooarchitecture.com/bridge/blog/2015/09/17/case-study-van-eycks-playgrounds/ ,하_Eyck, A 
van, L Lefaivre, and R Fuchs. Aldo Van Eyck: The Playgrounds and the City. Stedelijk Museum Amsterdam NAi 

Publishers Rotterdam, 2002>

리안 르페브르는 알도 반 에이크의 암스테르담 놀이터시리즈를 다핵적 네트워크

(Polycentric Network)라고 명명하였다. 즉 암스테르담 시내의 사이

(Interstitial)공간에 놀이환경을 다핵(polycentric)적으로 삽입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105).  놀이가 일어나는 장소를 도시에 촘촘하게 흩뿌려 그 뿌려진 각각의 핵

들을 징검다리 삼아 어린이가 도시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또 그 핵들은 마그넷과 

같이 지역의 결속력을 만들어내는 거점으로 역할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핵적 

놀이네크워크는 참여적(Participation)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놀이환경을 도

시에 다핵적(polycentric)으로 삽입(Interstitial)하는 디자인 방법론을 의미한

다. 이 방법은 어린이를 주제로 한 도시정비사업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회자된다.  

이것은 2010년 시행된 뉴욕시 PlaNYC 프로젝트에서 놀이환경을 분포시키는 방식

과도 유사하다. 즉 공원이나 놀이터, 학교 운동장과 같이 놀이환경 간의 간격은 일

반시민의 신체활동 기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좁은 간격으로 조성

105) Lefaivre, L., G. Hall, and atelier voor bouwkunst Döll. Ground-up City: Play as a 

Design Tool. 010 Publishers, 2007.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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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디자인을 통해 신체활동을 장려하는’사업인 PlaNYC 

프로젝트는 공원이나 놀이터와 같은 개방된 공공공간을 모든 가정에서 10 분 이내

의 거리에 제공함으로써, 신체놀이의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사

업이었다.106) 

그림 35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는 놀이터 조성지도
<출처: City of New York / Parks & Recreation >

106) Department of City Planning, "Active Design Guidelines ; Promoting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in Design." City of New York 2010, p.117



- 72 -

뉴욕시의 프로젝트는 도시에서 놀이환경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 주민

의 놀이환경에 대한 접근기회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것은 놀이환경의 절대적 수를 늘려야 가능한 방식이었다. 따라서 60여 년 전 알도 

반 에이크의 암스테르담 놀이터시리즈 방식과 달리,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핵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식이 고안되었다. 뉴욕시의 사례는 현대도시에서 새로운 

다핵 확보방식의 선례가 되고 있다. 

나. 3차원적 놀이네트워크 

 
그림 36 놀이 연결 : 어린이 어른 모두의 놀이 길이자 스포츠 루트 

<출처: Ground-up City: Play as a Design Tool, 2007>

3차원적 놀이네트워크는 앞서 설명한 다핵적 놀이네트워크에 비해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차원적 놀이네트워크(Three Dimentional Nework) 개념은 

도시의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연결은 물론 지역 정체성과의 

연결과 다양한 세대의 연결 등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네덜란드 건

축가그룹 돌(Doll)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 개념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네

트워크와 의미적으로 가깝다.  

네덜란드 건축가그룹 돌은 암스테르담 Meeuwenplaat의 지역정체성을 놀이네트워

크 요소에 포함하였다. 1950년대 알도 반 에이크의 암스테르담 놀이터의 다핵적  

네트워크를 분석하면서 3차원적 놀이네트워크의 설계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연령층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 가능한 놀이환경을 연속되도록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우선 다양한 연령의 레이어를 같은 놀이환경에 중첩시키고 이어서 주변환경

과 연결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의 놀이문화로 연결함으로써 3차원적 놀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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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3차원적 네트워크를 행위의 시간적 중첩으로 해석한 작업도 있다. 1960년

대 요나 프리드먼은 ‘움직이는 건축(Mobile Architecture)’을 발표하였다. 움직

이는 건축이란 건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동사회에 적합한 건축을 말한다.  

즉 새로운 자유를 가진 주민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지역의 역사적인 모뉴먼트를 파

괴하지 않도록 해체와 조립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을 형성107)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림 37 세드릭 프라이스 펀팔라스(Fun Palace) 개념도, 1968
<출처 : Pinterest>

 

세드릭 프라이스는 펀 팔라스(Fun Palce) 논의를 통해 새로운 도시에 놀이를 일

시적으로 삽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도시 곳곳에 놀이를 포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내장함으로써,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가 시간적으로 중첩되어 배열될 수 

있도록 한 제안이었다. 세드릭 프라이스가 고안한 펀팔라스는 연속된 놀이의 영역

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가변형 구조물이다. 내부에서는 다양한 놀이가 일어나

는데, 각각의 놀이가 일어나는 영역들이 서로 다른 위요감을 갖춘 구조를 제안한

다. 이것을 인클로저(inclosure)108)라고 부른다. 펀팔라스는 비공식적이며 유연성

을 발휘하는 새로운 건축유형으로, 나열된 ‘영역’들은 서로를 분절시키지 않는

107) 김광현, 건축강의 3 : 거주하는 장소, 안그라픽스, 2018,p.157~158

108) PRICE, Cedric; LITTLEWOOD, Joan. The fun palace. The Drama Review: TDR, 1968,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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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은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지만 다양한 레벨의 바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어디서든 걸어서 들어올 수 있고 상황에 맞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형성하

여 배치할 수도 있다.  

세드릭 프라이스는 놀이를 새로운 정신이 자의적 활동 기간 동안 깨어나는 

것109)이며, 규율에 적응된 도시민들이 규율에 매인 정신을 타파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고 언급하였다. 

 

오늘날의 중복된 건물들과 그에 따른 규정화된 사용패턴은 도시 사용의 즐

거움을 구속하는 구속복처럼 작용한다. 도시를 재배치할 때 중요한 것은 기

존의 형태를 폐지하거나 혹은 기존의 것 그대로 적용하여 도시시설을 보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새로운 작업이 미

래에 부적절한 물리적 규율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도

로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없기에, 남겨진 기존의 것들은 새로운 질

서를 만들기보다 방향만을 제시해야 한다. 

그는 ‘유연성과 적응성(flexibility and adaptability)’이 현대도시의 가장 

필요한 요소라면서, 현대인들의 정신적 기민성과 이동성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좋

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특정 사이트 또는 사이트로 제한되지 않는 차원과 조직의 짧은 수명의 장난

감, 즉 물리적 형태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행사하는 정신적인 기민성과 

이동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이와 같은 프라이스의 주장은 플레이펜에 관한 고든의 논의 및 관점과 일치한

다. 즉 가변적인 놀이환경을 기존 도시에 잠시 얹어놓게 되면 도시의 물리적 부담

을 덜 수 있으며, 도시에 대한 도전적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유희와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9) PRICE, Cedric; LITTLEWOOD, Joan. 앞의 책,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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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놀이네트워크의 현대적 위상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 무엇보다 어린이를 포용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놀이환경을 만들어냈다. 즉 도

시 놀이환경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변화 양상

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생적으로 발현되거나 공공에 의해 기획되는 

방식을 통해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현재 놀이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놀

이네트워크의 현대적 위상을 점검함으로써, 놀이네트워크가 현대도시에서 필요한 

근거를 고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4.1. 현대도시 삶의 변화양상

현대도시의 삶은 교육커리큘럼, 어린이와 보호자의 관계, 건축의 규모, 장소개

념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도시에서 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 

양상 역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첫째, 교육커리큘럼의 변화는 어린이의 도시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013년 실시된 영유아 누리과정 및 무상보육은 취학전어린이를 공공 사회시스템 

안에 포함하는 변혁적 영유아 정책이었다. 취학전어린이가 그간 도시의 주요 구성

원으로서 공식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도 안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

다. 물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도 안에서 관리받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궁극적으

로 양육과 보호자에 대한 정책이었다. 

취학전어린이가 도시에서 온전히 주체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어린이’에 포함

되는 개체로 인정받게 된 것은 공식적인 국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 후부터

였다. 특히 그들의 교육이 의무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부터였다. 도시는 취학전 

어린이의 교육의 담당하는 시설의 양을 급속히 늘렸고, 공식 교육커리큘럼에 따라 

어린이가 실내에서 벗어나 바깥의 도시를 탐험할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다. 

또한, 공식 교육커리큘럼은 어린이 교육기관의 내부도 놀이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

지는 시설을 갖추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는 취학 전 어린이의 전용시설

을 대량 생산해냈으며 그들이 자신을 도시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특히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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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법론으로 교육한다는 영유아 교육커리큘럼은 실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영국도 최근 비슷한 현상에 직면하였다. 북유럽국가의 교육커리큘럼

에서 영감을 받은 영국정부는  새로운 교육커리큘럼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학교 건설(Building School for Future_BSF)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2008~11년 93억 파운드(18조 원)을 책정하였는데110), 지역학교들 상당수가 재건축 

및 리모델링 대상이 되었다. 2016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

으며, 놀이는 학교건축 개혁을 위한 방법론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림 38 BSF프로젝트 컨셉 디자인 Cottrell + Vermeulen, 
풍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색상과 질감이 통합된 교실

<출처 :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A new approach to capital investment>

그림 39 BSF프로젝트 콘셉트 스케치
<출처 :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consultation on a new approach to capital 
investment>

이와 같이 교육커리큘럼에 교육환경을 포함하도록 한 제도는 도시이용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가 어린이를 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

도록 결정적 동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현대도시에서 어린이와 보호자의 관계 변화로 인해 사회적 놀이네트워크

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현대도시의 커뮤니티는 낯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린이는 지역사회에서 부모 외의 성인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

다. 더욱이 부모의 맞벌이로 더 이상 부모는 놀이에 동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사회제도와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이는 과거 혈연기반의 네트워크를 대체하는 새로운 네트워

크여야 했다. 

셋째, 현대 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건축의 규모 변화는 이전 시대에 구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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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새로운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었다. 대규모 복합시설이나 아

파트 전체 단지의 일체화된 건축은 그 규모에 비례한 바깥공간을 도시에 제공해주

었다. 또한 보행전용 외부환경을 구축하여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놀이를 자유롭

게 해주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어린이의 도

시놀이는 전에 없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장소 개념의 변화는 사회적 놀이네트워

크를 긴밀하게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00년대 후반 등장한 스마트

폰이 타인과의 소통의 도구이자 의사표현의 기제가 되면서, 빠른 스피드와 많은 

양의 커넥션이 가능해졌다.111)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의 동시적 게재 및 습득은 도

시 사용방식을 일시적·분산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목을 끄는 여러 시

설들은 더 이상 접근이 용이한 도시의 중심지가 아닌 일반 거주지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는 특정장소의 소모조차 필요로 하지 않고, 도로와 길가 같

은 도시의 인프라를 빌려 쓰는 일시적 이벤트가 가능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결과 자동차도로는 더 이상 어린이놀이의 장소적 연속성을 단절하는 방해요소가 

아닌 도시놀이의 연결의 장치로 변모하게 되었다.   

2.4.2. 놀이네트워크 관련 담론의 형성

위에서 살펴본 현대도시 삶의 다양한 변화들은 놀이네트워크에 관한 담론 형성

으로 이어졌다. 아래에서는 우리가 도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재적 삶 속에서, 놀

이네트워크에 관한 담론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

이다. 

취학전어린이의 발달 및 교육에서 바깥환경에서의 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에 따라 일상으로 이용되는 도시공간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의 신체적 발달 및 교육에 미치는 도시공간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와 연관되어 파생되는 여러 광범위한 긍정

적 작용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111) Beatriz Colomina, The City of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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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공공공간인 도시 속 놀이환경은 타자와의 관계가 생

겨나는 장소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관계는 놀이하러 모여든 아이들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부모와 보호자들의 필연적인 참여로 인해 한층 확장된다. 하지만 그 

관계가 매우 긴밀하거나 지속적이지 않고 가볍고 느슨하다는 점에서 현대도시에 

적합하다. 이는 취학전어린이의 놀이가 도시의 공공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놀이환경이 더 이상 기존의 획일적이고 고정된 

‘놀이터’에 머무르기보다는 관계와 연계를 만들어내는 구심점이자 일상의 공간

으로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생겨났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공간적

으로 통합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40 ‘네덜란드의 가정들이 도시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출처:  Stephan Gabriel/Lineair Fotoarchief>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어린이를 포용하는 도시에 대한 실

천 및 논의가 10년 이상 이루어져 왔다. 어린이를 포용하는 도시환경 기반이 탄탄

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에는 더욱 연령별로 구체화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취학전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환경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적 이슈인 출산율 감소에 대한 도시

적 대응책으로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육아 

동참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특히 프랑스는 도시 놀이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적용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02년 36,000개 소지방자치 단체장들로 구성된 프랑스시장협회가 

유니세프 프랑스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어린이에게 친화적이고 결과적으

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논의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다. 

최초의 목적은 유엔과 유니세프에서 규정한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도시에 어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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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권리들이 하나씩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다. 이후 실행과정에

서 그것을 지원하는 도시 기반시설들이 서로 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

다는 사실이 널리 인지되기 시작하였다.112) 현재는 정책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

시하는 다양한 참여, 여러 관계단체 간의 연계, 정책적 뒷받침, 홍보와 이벤트 등 

다방면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위스 레퍼스빌 요나 시의 경우 2014년 11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이 지역은 특별히 취학전어린이의 도시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 워크

숍, 전문가 집단 참여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지역의 모든 계층이 참여할 것을 유

도한다. 예를 들어 취학전어린이의 등하굣길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고 자녀를 동

반한 부모가 선호 또는 비선호하는 도로를 표시하여 조사하고 모델링화하는 작업

을 진행한다. 즉 취학전어린이가 이용하는 지점들 사이의 연결성을 높이고 흥미를 

증진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에 학교나 교회 및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환경이 공간적·사회적으로 네트워크를 이

루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놀이터와 보육시설 개선에 취학전어린이와 보호자가 

참여시키거나 탁아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정치조직, 행정기구, 학교, 보육원 등 지역사회의 모든 관련 단체들이 연관되어 

개입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가와사키 시는 2001년 제정한 아동권리조례를 통해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가 도시에서 어린이의 권리보장에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역 아동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아동인권 문제에 대해 시민들을 계

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조례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갔다. 새로운 조례는 

어린이를 위한 공공시설 개발,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그

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어린이와 성인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

한 목적으로 조례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 번째 조항은 어린이권리를 법

령으로 정의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조항은 어떤 방식의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권

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지역주민, 학자 및 공무원은 아동권

리에 관한 회의 및 토론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례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가와사키 시의 이 조례는 일본에서 도시정비에 대한 의사결정 

112) 유니세프, 한국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연구, 스위스/프랑스 

편, 2017,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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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아동권리를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인 지역 조례로 간주되고 있다.

위와 같이 프랑스와 스위스, 일본의 도시들은 장기적으로 어린이를 포용하는 도

시를 조성해오면서 경험적으로 다분야의 거버넌스 및 행정 시스템의 확립, 시민의

식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고 있다. 이들 

선진사례는 도시가 취학전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놀이네트워

크의 사회적·공간적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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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합적 분석

2장에서는 어린이 놀이네트워크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는 도시에서 

어린이놀이환경을 어린이전용 놀이시설이라는 통념적 정의를 넘어 확장된 논의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시건축에서‘놀이’의 본질이 무엇인지 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건축 분야에서 놀이는 도시 안에서 어린이시설 

질병이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격리하고 교육하는 ‘기능’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제2차 세계전쟁 후 도시복구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놀이터

는 도시재건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훌륭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하위징아의 선구

적 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도 반 에이크의 암스테르담 놀이터 시리즈의 성공은 

도시와 건축 분야에 놀이 개념을 적용해야 할 당위성을 높여주었다.  

놀이 특히 어린이놀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놀이네트워크’

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놀이네트워크는 행위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정보체로

서 도시를 집합적 놀이환경으로 바라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놀이 개념을 매

개로 고도로 상호연결된 사회적·공간적 도시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어린이는 물

론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놀이의 장(場)으로서 도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놀이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차원인 사회적 인프

라와 미시적 차원인 네트워크된 물리적 공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와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환경을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되는 기획놀이환경과 공간적 놀이네트워크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후발적놀이환경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는 도시에서 놀이를 주제로 파생되는 여러 관련집단의 

관계와 범분야 간 협력을 통해 발생되는 다양한 행위의 무형의 연결관계를 지칭한

다. 도시에 네트워크되는 놀이환경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도시 내 다양한 분야의 사

회적 협력 및 관여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놀이를 통해 파생되는 다양한 행위가 중요

하다. 기획놀이환경은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되는 놀이환경

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공공적 성격을 지닌 주체가 놀이를 매개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생시키는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의미한다. 기획놀이환경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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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활동은 그곳을 거점으로 또 다른 새로운 놀이

환경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기획놀이환경은 놀이를 일방향으로 제공

하는 장소가 아닌 쌍방향적 장소이자 놀이네트워크의 허브(hub)가 될 수 있다. 

반면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는 도시에서 개별놀이환경이 자발적으로 서로 관계 맺

는 방식의 물리적 형태를 지칭한다. 어린이놀이환경은 그 자체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도시공간을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하는 

노드가 되기도 한다. 도시설계수법으로서 놀이환경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접근이 용이한 보행반경 안에서 일상적인 이용이 가능한 놀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보행반경에서 놀이환경은 

자발적으로 네크워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발적놀이환경은 놀이네트워크적 도시

이용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놀이환경을 가리킨다. 이것은 어린이시설이 변형

되어 네트워크 가능하도록 일상성을 획득하거나, 기타 일반시설의 놀이잠재력이 발

현되어 일상적 놀이를 포용할 수 있을 때 발견된다. 혹은 전혀 새롭게 발생한 놀이

환경을 생성하기도 한다. 그 결과 어린이는 물론 도시민 모두에게 선택 가능한 행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일상에 미시적으로 스며드는 놀이환경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취학전어린이의 교육커리큘럼 변화, 도시건축 규모 및 커뮤니케이션 방

식의 변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놀이환

경을 만들어왔다. 무엇보다 어린이를 포용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

은 놀이네트워크가 현대도시에서 필요한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다양한 담론에 근거

하여 취학전어린이의 놀이는 현재 도시의 공공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주목받

고 있다. 이는 놀이환경이 더 이상 기존의 획일적이고 고정된 ‘놀이터’에 머무르

기보다는, 관계와 연계를 만들어내는 구심점이자 일상의 공간으로서 조성되어야 한

다는 논의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

린이놀이환경을 도시에서 어린이가 전용하는 시설이 아닌 어린이의 일상행위로서 

놀이를 포용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어린이놀이환경을 재정의

하는 것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기존의 시설분류 방식에 관련된 인식

을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더 나아가 도시에서 어린이놀이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동

시에, 현대도시를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들이 즐거움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도시환

경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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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와 기획놀이환경

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도시에서는 놀이네트워크 환경으로의 변화를 위

한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3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관계 및 행위의 

네트워크로 기획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도시 놀이네트워크의 중

요한 축인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에 의해 기획놀이환경이 어떻게 기획되고 형성되는

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설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피력한 야마

자키 료의 입장에 기반하여, 사회적 놀이네트워크가 실제 놀이환경의 형태를 변화

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물리적 변화를 동반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사례로 광역적 장기 캠페인

으로 기획된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를, 그리고 영국 런던의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을 

사례로 국지적 단기 프로젝트로 기획된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를 설명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일본 세타가야구의 바깥놀이정책을 통해 행정 시스템의 사회적 놀이네트

워크 지원양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놀이환경의 새로운 형식변화와 그

3.1 광역적 장기 캠페인

3.2 국지적 단기 프로젝트

3.3 정책 시스템

3.4 종합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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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끈 주체의 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건축적 측면에서 하드웨

어의 상당부분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높아지며 변화를 동반하는 현상을 논의

하는 것이 이 장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림 40 놀이환경 변화에 대한 
야마자키 료의 해석

<커뮤니티 디자인, 야마자키 료, 2012>

         그림 41 놀이환경 변화에 
대한 필자의 해석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기획집단의 성격이다.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는 도시를 이루는 복합적 시스템 및 도시공간 형태의 변화를 

동반하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기획집단이 지닌 공적 성격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놀이네트워크 확보방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와 서로 영향관계가 있는지 밝

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이 장에서는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의 형

성을 주도하는, 공공성을 띠는 주체인 국가와 비영리단체의 작업을 중심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즉 공공주체의 시스템형 기획과 준공공주체의 프로젝트형 기획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사례를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성격의 사업으로 한정하여, 장기적으로 

도시형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들을 분석해볼 것이다. 단 민간주

체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그 이유는 민간은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적 놀이네트워크

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사회적 놀이네트워

크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일시적이며 공공성을 띠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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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역적 장기 캠페인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한국

준공공주체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에 근거하여, 도시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 전반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즉 세계 도시 전반의 어

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고자 예산, 제도, 법령, 홍보 등 광범위한 사회적 인프

라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유니세프는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및 전

문가와 실행가, 그리고 실제 혜택의 당사자인 주민과 어린이 등의 네트워크적 협력

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10

가지 과제(표 9)를 상정하고, 그것을 충족시켜가는 방식으로 도시를 변화시키기 시

작하였다.

1.아동의 참여 6.아동관련 예산확보 

2.아동친화적법체계 7.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3.아동권리전략 8.아동권리홍보 

4.아동권리전담기구 9.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5.아동영향평가 10.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표 9 아동친화도시 인증과제 10가지
<출처 : 한국 유니세프 공식 홈페이지>

표10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8월 기준 인증받은 지자체는 12곳

이었지만, 2018년 6월 기준 28개로 크게 늘어났다. 참여지자체 수 역시 빠르게 늘어

나고 있다. 행정기관 실무자들 사이에 어린이도시에 대한 통합적 접근개념이 조금

씩 정착되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초의 접근방식은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에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마

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유관기관, 민간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협

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지방행정 체계 내에 이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놀이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협치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행정체계 내 이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실행집단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아이디어가 수집되는 과

정, 각 관계집단이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방식, 어린이 참여장소로서 일

시적 기획놀이환경이 형성되는 과정 순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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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위스 독일 핀란드 한국

시작 연도 2002 2006 2012 2012 2015

참여 지자체 수 247 26 412 13 44

의사결정 참여 
아동의 수

22,500 12,872
7

(아동참여기
구의 수)

- -

법제도를 마련한 
지자체 수

208 26 12 13
12 

(2018년 28개로 증가)

표 10 2017년 기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국가 현황
<출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3.1.1. 실행집단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아이디어 수집

각 지방자치단체는 놀이환경을 만드는 최근접 실행자로서 실제정책을 집행하여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아동친화도시 정착의 첫 번

째 단계로, 준공공주체인 유니세프가 사업에 가입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을 

주관하여 그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였다. 아동친화도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모이는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및 포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운영 임원을 선

출하고 포럼을 열어 의견을 교환한다. 중요행사로 함께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그해

의 어린이 아동친화도시 사업 현황과 세계 우수사례들이 소개된다. 

그림 42 2018년 11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포럼
<출처 : 광진구 정보공개 요청 자료>

한마디로 이 행사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및 일반인들에게 어린이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구체적 변화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는 캠페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도시행정의 의사결정권자들을 어린이와 도시라는 공통된 주제로 한자리에 모

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준공공주체의 활동이기도 하다. 준공공주체

들은 실행권자의 인식을 변화시켜 실제 도시에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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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임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아동친화도시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도출된 결과

를 이후 각 자치단체의 행정에 이식하고 실험하게 된다. 준공공주체인 유니세프는 

공공주체인 각 지자체장들이 세계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를 답사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다.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범 사례들을 모아 소개하

는 등 공공의 실행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준다. 

한편 공공주체에 영감을 제공하는 포럼의 주제는 매년 바뀐다. 그 주제들을 보면 

한국에서 아동친화도시가 지향하는 실천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2016.6 송파구 2017.9 군산 2018.11 부산 2019 2020 2021

연사 주제 시설 키워드 연사 주제 시설 키워드 주제 시설 주제 주제 주제

유니세프
서대원 

사무총장

참여
놀이터
(공원)

아동권리

유니세프
서대원 사무총장

놀이와 
여가

놀이터
(광장)

아동권리

안전과 
보호

놀이터
(길)

건강
과 

위생
교육

사생
활

군산
문동신 시장

행복

군산시의회 박정희 
여성의장

아동인권, 
행정력, 육아

송파구
박춘희
구청장

육아,
자존감,부

모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

공공공간, 
존재, 모두

서울시립대
김아연 교수

참여, 디자인, 
협업

일본
코도모유미 
공원 대표 

니시노 
히로유키

학대,
히키코모

리,
왕따

전주
김승수 시장

보행환경, 
약자

종로구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참여, 디자인, 

표 11 2017년 기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 및 포럼 계획
<출처 : 2017년 직접참석, 2016년 포럼책자 바탕으로 작성 >

2018년 4회를 맞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및 포럼은 회를 거듭

할수록 점차 일상과 밀접해지는 안건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 작성된 

포럼계획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의 안건은 참여, 놀이, 안전, 건강, 교육, 사생활

과 같이 다양한 도시이슈로 설정되어 있다. 이중 놀이터는 도시변화에 역할하는 가

장 중심적인 실천대상으로 사업 초기에 등장한다. 특히 공원, 광장, 길의 놀이환경

으로서의 변화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18년 포럼의 주제 및 발표 내

용을 살펴보면 어린이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

지 놀이터라는 통념의 틀에서 개별놀이환경을 조명했다면, 2018년 포럼에서는 미리 

기획되었던 주제인 놀이터를 벗어나 도시 놀이환경의 새로운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

하였다. 즉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개별놀이환경

의 물리적 개선보다 그것에 적용될 프로그램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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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 송파구 2017.9 군산 2018.11 도봉구

연사 주제 시설 키워드 연사 주제 시설 키워드 연사 주제 시설 키워드

유니세프
서대원 

사무총장

참여
놀이터
(공원)

아동권리

유니세프
서대원 사무총장

놀이와 
여가

놀이터
(광장)

아동권리 유니세프
서대원 

사무총장

아동권리적 
관점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횡단보
도, 

공동육
아시설

아동권리
군산

문동신 시장
행복

군산시의회 
박정희 여성의장

아동인권, 
행정력, 육아

오산
곽상욱 시장

돌봄, 
안전, 

지방정부
지역사회, 

협력
송파구
박춘희
구청장

육아,
자존감,

부모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

공공공간, 
존재, 모두

서울시립대
김아연 교수

참여, 디자인, 
협업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
국장

돌봄, 
정책

일본
코도모유
미 공원 

대표 
니시노 

히로유키

학대,
히키코모

리,
왕따

경기대
김형모 교수

아동복지

전주
김승수 시장

보행환경, 
약자

청소년플랫폼 
마당집 대표

하정호

마을, 
교육공동

체, 
청소년

종로구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참여, 디자인, 
숟가락 

공동육아
이영미 대표

돌봄

표 12 2018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 및 포럼 주제 및 키워드
<출처 : 2018년 서울시 정보공개청구자료 바탕으로 작성>

2018년의 주제를 살펴보면 이전에 계획되었던 주제인 ‘안전과 보호’에서 실제 

사회이슈로 더욱 구체화된‘지역사회의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안건이 상정

되었다. 어린이 양육에 온 지역사회가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단일한 시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어린이’라는 포괄적 범위를 대상으로 했던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이때를 기점으로 돌봄, 공동육아시설, 마을공동체와 같은 주제를 강조하면

서 전체 어린이에서 취학전어린이를 분리하여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대상이 

취학전어린이로 구체화되자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의 필요성이 한층 커진다는 점이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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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각 관계집단의 접근방식

그림 43 아동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위한 주체의 네트워크 
<출처 : 이양희, 2018>

사회적 놀이네트워크 형성에는 자치단체, 전담기구 같은 관계집단의 적극적인 협

력도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각 자치단체는 법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수정해 나가면서 

구체적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2016년 입법 후 2017년 9월 개정되었다.112) 이때 추가된 조례안의 큰 

틀은 ‘아동의 놀 권리’113)를 정의하고 명문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어린이의 참여와 그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전담기

구를 마련하는 것이 추가되었다.114) 이와 연관된 세부지침으로 관련시설 확충, 놀

이프로그램 개발, 전담인력 양성 및 배치가 추가되었다. 최초 발의된 내용이 유니

세프에서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에 개념적으로 충실하였다면, 개정을 통

해 전담인력과 놀이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의 디자인 참여 등 소프트웨어 부분이 중

요하게 추가된 것이다. 이는 실제 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 어린이놀이는 행위요소이자, 어린이참여의 방식, 어린이환경 형태 등

을 규정짓는 방법론이 되어주었다.   

또 다른 중요한 관계집단인 전담기구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조직으로 어린이의 

도시권리를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도봉구청의 경우 교육지원과에 아

동권리교육 담당 공무원을 배정하여 강사양성과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이들은 정기

적으로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아동권리를 교육할 강사를 양성하고, 교사와 학생을 

112) 성북구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

113) 2조 3호“놀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성북구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

114) 5조 5항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5조 6항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전담기구를 마련한다.

성북구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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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가 어린이

의 입장에서 도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림 44 아동권리교육 전담기구 업무
<출처 : 도봉구 아동권리교육 강사 신수경>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유니세프가 제시한 어린이의 범주가 성인 이전

의 모든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상은 사실상 취학어린이로 한정되고 있다. 

이 점은 한국 아동친화도시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아동권리라는 원론적

인 접근에서 더 나아가 실천에 이를 수 있는 시스템에 도달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준공공주체의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작업은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

다. 2018년 포럼에서 소개된 사례인 ‘마당집’과 ‘숟가락’은 아동친화도시가 영

감을 얻고 실천하고자 하는 방향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마당집’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공간으로 자유

롭게 쉬고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이다. 도서관 인근의 빈집을 인수하여 청소년이 직접 

개조하고 프로그램을 꾸리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도서관이라는 교육시설의 반경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시시설을 활

용함으로써, 교육의 연장선상에 놓인 공간에 놀이적 교육을 삽입하였다. 이후 공공

주체인 신가동과 비아농협, 신가동 마을교육공동체 행복어울림, 마당집은 ‘민간시

설 공간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협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공공주

체와 소규모 준공공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의 가능성 있는 공간을 찾아 청소년과 

성인 등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는 거점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아동친화도시에서 

중요한 실천사례로 다루어지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포럼에서 다루어진 또 다른 주요 사례로 ‘숟가락’115) 을 들 수 있

다. 이 사례는 어린이의 범위를 점차 세분화하여 인식하기 시작한 아동친화도시 사

업의 인식변화를 잘 보여준다. ‘숟가락’은 지역의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 취학

115)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귀농공동체의 육아조합으로, 귀농한 부모들이‘지역경제순환센터’

로 사용되고 있는 폐교의 교실을 사용하여 육아 품앗이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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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어린이를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동육아 시스템이다. 이 사례를 통해 소규모의 준

공공주체가 해당 지역사회에 특화된 어린이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사례는 어린이의 놀이가 포용되는 도시는 어린이시설의 일괄적 계

획·공급의 방식이 아닌 가장 미시적인 층위에서 지역에 적합하게 발생하여야 한다

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또한 공공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해주었다.   

이상과 같이 아동친화도시의 공간적 실천방향에 영감을 주는 사례로 포럼에서 제

시된 두 사례를 살펴보았다. 두 사례는 통상적인 어린이 범주의 논의에서 벗어나 어

린이를 청소년과 취학전어린이로 세분화하여 접근했으며, 놀이네트워크에서 소규모 

준공공주체의 고무적 역할을 드러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준공공주체와 공공주체

의 협력이 동반됨으로써, 실제 도시의 물리적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의의도 있다.  

3.1.3. 디자인 참여장소로서 일시적 기획놀이환경

사업 초기부터 어린이참여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등장한

다. 이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대표적 도시시설인 놀이터 디자인에 어린이를 참여시

키는 참여디자인 방법론이 대두되었다. 이 방법론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직접 공간을 디자인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116)와 도시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어린이참여는 혁

신적이고 주도적인 디자인 방법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아래에서는 디자인 

참여장소로 기능하는 일시적 기획놀이환경을 살펴보고, 이것이 사회적 놀이네트워

크를 도시공간에 수용하는 방법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어린이 참여디자인 방법론은 필연적으로 놀이터를 디자인하는 장소인 토론장이 

함께 형성되는 형식을 띤다. 즉 시립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토론장으로 일시적

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앞으로 생산될 놀이환경 근처의 공공시설과 연계될 수 

116)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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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종로구의 ‘산마루놀이터’와 군산시의 ‘맘껏광장

을 들 수 있다. 

우선 2017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종로구에서는 그해 ‘서울시·종로구 창

신·숭인 도시재생 누리공간 조성사업’117)의 일환으로, 놀이터를 조성하면서 어린

이참여를 통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이미 진행 중이던 도시재생사업에 아동친화도

시 사업을 접목한 것으로 산마루놀이터118)를 대표적인 아동친화도시 결과물로 제시

하였다. 이 계획은 인적이 드물고 접근도로가 가파른 기존 어린이공원에 대해 주민

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재시공 민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주민의 의견이 최초 

디자인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 새로운 놀이환경을 계획하기로 결정되면서 지자체는 단일부지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를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아동친화

도시사업에서 영향을 받은 종로구는 놀이터 디자인에 아동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

다. 즉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어 실제로 놀이터를 이용할 

지역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유형과 놀이기구의 형태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를 디자

인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계획하였다.   

117) 서울시·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 누리공간 조성사업은 2014~년 서울시 1호의 도시재생사

업으로 200억 원(국비, 시비 각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구분 내용

사업내용 종로구 창의 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시설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누리공간 조성, 봉제재생(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화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간 2014~2017

사업비 약 200억 원

118) 도시재생사업 비용 총 200억 중 27억 원을 투입하여 총 2184㎡ 규모로 조성 중인 것으로 아동

친화도시에서 인증 요건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담았다. 
구분 내용

사업명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 놀이터 

위치 종로구 창신동 23-350번지 등 4필지

추진일정
2017. 08. ~ 2018. 03. : 조성공사 시행
2017. 09.             : 놀이터 명칭 공개모집 
2018. 04.             : 예상 놀이터 개장 날짜

사업비 2,703백만원

규모 2,184㎡ (건축면적 233.04㎡)

내용

⦁건축 : 봉제산업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건축물(골무형)
               도서관 기능, 전시공간, 다목적 홀, 화장실, 전망대
⦁놀이·기반시설 : 모래놀이터, 보물찾기, 종합놀이시설(정글짐), 광장
⦁조경 : 수목식재, 향토 꽃, 잔디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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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놀이터 조성 관련 해송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워크숍과 결과물
<출처 : 종로구 임석호 복지환경 국장> 

이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의 디자인 참여공간으로서, 생산과정에서 관

계자와 어린이 및 양육자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허브가 되어주었다. 즉 아동복

지를 위한 지역의 총괄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겨난 기능공간이라는 본래의 목

적에 놀이터 생산을 위한 기획장소라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다. 이 기간 동안 어

린이는 놀이로서 디자인에 참여하여 아동센터를 일시적 기획놀이환경으로 바꾸었

다. 이처럼 참여가 놀이공간 생산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어린이의 놀이’는 특

정 놀이공간에서 일어나던 신체놀이행위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참여행위로 확

장될 수 있었다. 

이는 ‘놀이터’라는 놀이공간이 더 이상 어린이의 신체놀이만을 담는 기능시설

이 아니며, ‘놀이터’라는 공간 자체를 생산하는 것 역시 새로운 놀이유형으로 발

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새로 생겨날 어린이 놀이공간에는 그곳에서 발생할 신

체놀이행위뿐만 아니라 놀이공간 기획과정으로서 참여놀이가 담기게 된다. 한마디

로 특정공간에 기반한‘어린이놀이’가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획

놀이환경은 앞으로 지어질 놀이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놀이로 만드는 놀이환경의 역

할을 담당한다. 클라크 앱트(Clark C. Abt, 1970)119)는 둘 이상의 독립된 의사결정

자들이 정해진 맥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활동을 매우 중요한 어린

이놀이의 유형으로 보았다. 기획놀이환경은 이러한 놀이유형을 담는 현대도시의 새

로운 놀이환경 유형이 될 수 있다.  

119)  Clark C. Abt, Serious Games, The Viking Press,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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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어린이 놀이의 확장

또 다른 사례로 2016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군산시에 조성된 맘껏광장120)

이 있다. 조성과정부터 대지 근처에 위치한 군산시립도서관을 일시적으로 기획놀이

환경으로 이용하여 아동의 의견을 수집하고 놀이 프로그램을 시험하였다.121) 이 사

례 역시 활용되지 않는 광장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놀이를 삽입하자는 의견이 

지역의 공무원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아동참여가 기획될 수 있었다. 

 

그림 47 관련 전문가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김아연 교수>

120) 

구분 내용
사업명 맘껏광장 

위치 군산시 수송근린공원

기간 2017.07 ~ 2018. 04

사업비 약 6 억원

규모 1,5774㎡ 

121) 2017.9.17. 군산 아동친화도시 포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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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아동참여 단계 별 토론장
좌: 의견조사(군산시립도서관)  중: 현장함께 보기(현장주변 벤치)  우: 표현하기(군산시립도서관)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김아연 교수>

어린이참여는 사이트 근처의 시립도서관을 토론장122)으로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립도서관이 지닌 토론장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 

맘껏광장 조성 후에도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맘껏광장과 인식적 연결

고리를 가질 수 있었다. 시립도서관은 일시적 토론장으로 사용되었지만, 결과적으

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의 토론장으로 꾸준히 기능하면서123) 기획놀이환

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놀이터 디자인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이터 주

변의 어린이시설에 대한 연결관계가 대두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일련의 개별놀이환

경의 조성과정을 통해 놀이터 조성이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역민과 행정부

서가 목표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생겨났다. 이는 

어린이참여를 방법론으로 하는 공간을 생산할 때 기획놀이환경이 그 허브가 되는 

토론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49 아동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 : 맘껏광장 배치도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김아연 교수>

122)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말과 행위가 오가는 담론의 영역을 토론장(討論場)이라고 명명하였

다.

김승범,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123) 맘껏광장 조성을 계기로 생겨난 아동참여조직은 군산시 어린이 청소년 의회와 새로운 조직체

계를 만들고 앞으로의 도시정책에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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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군산 맘껏광장과 종로구 산마루놀이터 조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사례

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어린이참여를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디자인 모델을 제

시함으로써, 어린이권리로서 도시형성에 참여한다는 성과를 올렸다. 이 외에도 새

로운 발견들이 있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공간생산을 위해 어린이참여가 일어

나는 토론장이라고 불리는 기획놀이환경의 중요성이다. 기획놀이환경은 도시에서 

어린이권리를 실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어 커뮤니티 감각을 향상하는 토

론장이자 놀이환경의 역할을 한다. 이는 기획놀이환경이 놀이네트워크적 도시놀이

환경의 기획과정에서 핵심거점으로 역할함으로써, 새로운 놀이환경을 창출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0 어린이참여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생산된 새로운 놀이환경의 두 유형

결과적으로 참여를 디자인 방법론으로 설정하여 공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다

른 공간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아동센터, 구청과 같은 공공시설 

및 다양한 도시시설은 참여디자인의 과정에서 ‘네트워크되는 놀이환경을 기획하기 

위해 기획된’놀이환경이 되었다. 즉 도시시설은 어린이라는 공통분모로 재해석되

어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참여 방법론은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무형의 정책을 물리적 환경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97 -

3.2. 국지적 단기 프로젝트 :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 런던

앞 절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광역적 

장기 캠페인을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무릎높이 디자

인 도전’의 사례를 통해 국지적 단기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준공공영

역인 비영리단체에서 진행하는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프로젝트형 사업은 놀이네트워

크를 현대도시에 적용할 때 실효성 높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공공주

체인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엄격한 제약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혁신적인 실천

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힘들 때는 적극적이고 창의적

인 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주어진 과제를 조사·발명·실험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필드가 필요하다. 이 필드는 과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을 생산함으로

써 현실에 더욱 밀착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런던에서 진행된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Knee High Design Challenge)’ 사업은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사업은 우선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결과물 창

출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기획방식을 역으로 고안하였다. 이에 따라 여

러 분야의 아이디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모든 방법론을 모집하는 것에

서 시작하였다.  

런던에서 2013-2017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업은 영국 

최초로 태아부터 5세이하 어린이라는 특정구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 개선 시범사업이었다. 현재 자선단체

로 등록되어 있으나 비부서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인 영국의 디자인 카운실(Design Counsil)124)

은 국민건강서비스 재단인 가이스 앤 세인트 토마스 재단

(Guy’s and St Thomas’s Charity), 런던의 램버스

(Lambeth)와 사우더크(Southwark) 시의회와 파트너쉽을 맺

고 도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실험하였다. 비영리 자선단체의 운영체계를 가

124) 디자인 카운실(Design Council)은 건축 및 건축환경을 위한 디자인위원회(Design Council 

CABE)와 디자인협의회 기업 (Design Council Enterprises Limited)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944년 12월 19일, Hugh Dalton 대통령이 설립한 산업디자인협의회(COID)로 시작되었다. 그 목

적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영국 산업제품의 디자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림 51 ‘무릎높이 디자인 의 
기준을 만들다’

<출처:　Knee High Making Great 
Things Happen report、　

２０１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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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공공성이 짙은 역사 깊은 두 단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면서, 운영자금은 

민간에서 지원받고 행정적 도움은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여론과 

행정절차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빠른 진행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과

제는 무엇보다 실효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도시와 삶에 변화를 가져왔

는지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실제 육아가정과 도시 전반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디자인 카운실에서는 2015년 진행했던 10가지 프로젝트125) 중에서 두 가지 도전

과제를 선정하였다.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 과제는 응급실 폭력 방지사업126) 과 함

께 선정되었다. 두 가지 도전 과제는 나머지 ‘캠페인 과제’들과 달리 실제 현장에

서 실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대규모 사업이기도 하였다.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하고, 실천적 아

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에 기반하였다. 특히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 과제는 건강하고 활기찬 

초기 어린이환경(Early child environment)을 현재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청으로 

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당면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공간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며 자생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과제는 아래와 같이 시민공모를 통한 공론화,실행집단별 연속된 일상으

로서 놀이환경의 실험, 공간생산 방법론을 생산·실험하는 기획놀이환경의 형성 등

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25) Tackling tomorrow’s design challenges : ①Spark ②Design for Care ③Active by Design 

④Ones to Watch ⑤Inclusive Environments ⑥Active by Design ⑦Knee High Design Challenge 

⑧Reducing violence and aggression in A&E ⑨Design for Europe⑩Growth by Design, Design 

in the Public Sector <www.designcouncil.org.uk/projects>

126) 응급실 직원들을 위한 차분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과제로 응급실에서 생기는 폭력과 공격

적 행동들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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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과제

디자인카운실에서 제시한 도시 놀이환경 10원칙

획일적이지 않고 부지 특성이 고려된

적절한 위치

자연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놀이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들이 모두 접근 가능한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위험과 도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속가능하고 유지가 쉬운

변화와 진화를 허용하는 

표 13 영국 무릎높이디자인 챌린지 놀이환경 10원칙
<출처: childfriendlycities.org>

3.2.1. 시민공모를 통한 공론화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시민공모를 통해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공론화 과정이다.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 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을 이끈 

기관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디자인 카운실은 디자인을 통해 공공서비스 및 지역사

회의 혁신을 촉진하고 건축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목

적으로 운영되는 진취적인 자선단체이다. 사회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창의적인 아이

디어를 수집하고 디자인을 결과물로 제시하는데 그 결과물은 제품(product), 서비

스(service)로 매우 구체적인 양상을 띤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공개토론을 주최하거나 정부정책에 정보를 제공하기

도 한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경우, 주체기관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이는 기회를 정

기적으로 기획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 사

업은 개별 선행사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검증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사업들

을 선별한 후 도시에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에서는 구체

적인 대상지역의 현실적 문제를 상정하고 시민공모를 통해 해결 아이디어를 모집하

는 방식을 취한다. 즉 아동과 도시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임신기간을 포함한 5세까지 인간의 첫 출발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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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제시하고, 인생의 평등한 출발을 통해 불평등이 성인이 된 삶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및 접근법 나아가 아이디어의 실체인 ‘제

품과 서비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공모한다는 것이었다127). 아울러 

평등한 시작을 저해하는 가장 큰 세 가지 문제로 육아로 인한 고립, 제한된 놀이자

극,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제시하였다. 

사업주체 측은 공모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도 간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주제를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 즉 어

린이와 양육자가 집밖으로 나와서 매일 놀이하며, 부모도 어린이처럼 관리받을 수 

있는 도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것이었다. 시민공모를 통해 당사자인 부모들과 

분야를 막론한 수많은 인력과 아이디어가 모였다128). 참가팀들은 공개토론을 통해 

앞서 제시된 세 가지 현실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를 요구받았다.  

그림 52 시민공모를 통한 인력 및 아이디어풀 형성

아이디어가 모인 후에는 선정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각 지역 가정에 테스트를 진

행하게 된다. 도시의 밀도가 높고 빈곤층 어린이 인구가 많은 램버스와 사우더크가 

테스트 대상지129)로 선정되었다. 2013년 최초 100개가 넘는 지원팀들 중 25개 팀으

로 꾸려진 조직은 검증을 거쳐 재정지원을 받는 6개의 조직130)으로 압축된 후, 2015

년 자금지원을 받는 최종 세 팀이 선정되었다. 

127) Design Counsil, The Knee high project call for ideas : deadline passed, 2013.9

128) 건축가, 디자이너, 교육자, 사회과학자, IT업게 종사자, 전직공무원, 배우, 프로듀서, 상담

가, 도시농부 창시자, 내셔널지오그래픽 탐험가, 어린이 관련 프로젝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129) 이 두 지역의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40,000명으로 런던에서 가장 높다.

130) ①Crafty Explorers ②Creative Homes ③Easy Peasy ④Kids Connect ⑤Good Enough Mums Club 

⑥Pop Up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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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진행과정은 지속가능성을 반복하여 검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최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자금을 지원받아 실제 가정에 테스트하여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아이디어를 개선하여 컨셉 모델을 개발한 후 그것을 개

선하여 사업모델로 만들고 실제 도시에 적용한다. 그 후 최종적으로 사업이 미칠 영

향과 추후 사업화 시 성공 가능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업의 최종 목적이 실제 변

화의 결과였기 때문에 단계별로 수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

차였다. 최종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홈(Creative Homes), 키즈 커넥트(Kids 

Connect), 팝업파크(Pop Up Park) 세 팀이 검증을 통과하였다. 

그림 53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 사업 진행개요
<출처 : www.designcouncil.org.uk/project>

3.2.2. 실행집단별 일상으로서의 연속된 놀이환경 실험

시민공모를 통한 공론화 과정 이후에는 선발된 세 개의 실행집단에 의해 놀이환

경을 연속된 일상으로 실험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세 실행집단은 서로 다른 프로

세스를 진행하지만, 결국 도시의 네트워크적 놀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와 양

육자를 고립으로부터 탈피시키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하였다. 각 실행집단의 성격

에 따라 놀이환경의 제공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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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실행집단의 성격 및 접근방법
좌: 크리에이티브 홈, 중: 키즈 커넥트, 우: 팝업파크

먼저 ‘크리에이티브 홈’은 사회적 기업인 TDLP(Tea Dance for Little People)

에서 진행하였다. 예술과 창조적인 놀이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건강 및 복

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131) TDLP는 창조적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준공공주체이

다. 이들은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 사업에서 놀이를 통해 가족참여의 시간을 높이

고, 가족공간의 질을 향상하는 놀이방법론을 개발·실험하였다. 현재는 공연예술에

서부터 디자인, 요리,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모인 예술가들이 예술과 놀이

를 접목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팝업파크’는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창출하는 목적 하에 팀을 이룬 집

단이다. 브랜딩 및 환경그래픽 디자이너와 지역의 어린이·가족·학교·지역사회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자가 공동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팀에는 놀이를 통해 교

육하는 선생님, 건축가, 연극배우 겸 무대연출가 등이 포함132)되어 있다. 

‘키즈 커넥트’의 구성원은 모두 램버스의 부모들이다. 이들은 평소 자녀를 위

한 지역활동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여기에는 자선단체이자 싱크탱크인 정부연구소(West Minster)에서 활동하는 

사회과학 박사와 IT 전문가, 정책·전략·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상경력

이 있는 국제 디지털 컨설팅업체인 ‘Reading Room’이 포함되어 있다.  

살펴본 것처럼 세 개의 실행집단은 선의를 가진 다양한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에게 응집력과 동력을 부여하는 것은 디자인 카운실과 같이 사업을 기획한 상

위의 준공공주체와 사업에 참여하는 하위의 준공공주체들이었다. 선발된 세 팀이 

131) Design Council, Knee High Making Great Things Happen report,p.22

132) pop-up park.org, 2018/08/2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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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실험하는 물리적 장소는 서로 다르다. 크리에이티브 홈이 실재 가정생

활이 이루어지는 집 안을 대상으로 한다면, 팝업파크는 집과 가까운 바깥환경을 대

상으로 한다. 키즈 커넥트는 육아가정을 사람, 환경, 프로그램과 이어주는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 웹 어플리케이션이다. 즉 물리적 장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특징

이 있다. 각 팀의 아이디어는 현대도시의 어린이와 양육자가 마주한 집 안과 집 바

깥이라는 단절된 프레임을 제거하고, 연속된 일상이 가능한 장소를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그림 55 아이디어 적용을 통한   
놀이환경 생산 및 연결

우선 ‘집 안’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크리에이티브 홈에서는 집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집의 물리적 형태에 전문가가 개입한다. 즉 숙련된 영유아 아티스

트(trained artist)를 가정에 투입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부모를 자신감과 능력을 

갖춘 양육자로 만들고자 한다. 이들은 양육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

는 행위를 찾아내어 조언하고 집의 물리적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양육자의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아동비만, 치아문제 또는 배변연습과 

같이 개인 건강관리와 같은 공중보건 문제는 유아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면 양육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빈곤가정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크리에이티브 홈 사업은 양

육자의 스트레스를 줄여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목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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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놀이허브에서 일어나는 
전문가의 놀이를 통한 개입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전문가가 방문하여 매일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식별한 후 각 가정에 적합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실제로 그 가정에 적용한다. 전문

가는 단순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해결책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즐거운 일상

이 구축되도록 돕는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문가가 집 안에 중립적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놀이허브를 만든다. 이때 가족 구성원 모두는 일상생활로서의 

놀이에 참여하게 된다. 전문가는 집 안의 놀이허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독창적인 

놀이프로그램과 직접 디자인한 교구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이 건강한 식습관을 만

들 수 있도록 요리하는 법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배변 및 양치질을 연습

시키는 노하우를 놀이를 통해 알려준다. 

모든 단계는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놀이허브 안에서 놀이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다. 이 프로젝트에서 놀이는 집이라는 공간과 양육가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긍정

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동원되는 방법론이 된다. 이와 같이 가족 공유공간

인 놀이허브를 조성하고 전문가의 모든 개입을 놀이형식으로 만드는 방식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증명133)되

었다. 다시 말해 가족이 집 안에서 놀이를 통해 건강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정서 및 운동 능력을 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그림 57 놀이를 통한 집안 환경에의 개입
<출처 : nefconsulting.com>

  

133) Design Council, KHDC_Impact Evaluation_Final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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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집‘바깥’을 사업 대상으로 한 ‘팝업파크’ 프로젝트는 어린이와 양육

자가 고립에서 벗어나 도시와 네트워크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증가와 범

죄위험으로 인해 집 바깥은 어린이에게 위험한 공

간이 되면서, 성인의 강도 높은 통제 하에서만 활

동할 수 있는 제한된 장소가 되었다. 그 결과 도시

에서 어린이의 자발적 행위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

다. 이는 환경이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회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취학전어린이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도시의 바깥환경

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하였다.  

팝업파크 팀은 취학전어린이가 도시를 연속선상

에서 자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일시

적 놀이환경을 제시하였다. 즉 취학전어린이를 위한 일상적 바깥놀이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신체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 것은 물론 램버스와 사우더크 지

역의 공공공간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를 보였다. 일시적인 놀이터가 도시의 공공장

소를 점유하는 현상을 목격한 부모들과 주민들, 관계자들은 공공장소의 변화 가능

성과 역할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식의 놀이환경을 조성한 

팝업파크 프로젝트는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의 도시공간 이용에 연속성을 가져오는 

물리적 변화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놀이환경은 다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홍보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팝업파크는 세 가지 사업 중 가장 탁월한 사업성을 증명하면서 런던 전역과 일본 

도시로 전파되었다. 사업방식을 살펴보면 주된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가장 두

드러진 것은 그네나 시소와 같은 고정놀이기구를 대체하는 독창적 디자인의 생산품

들이었다. 기구와 장난감을 겸하여 다목적이고 저렴한 이 생산품들은 어린이와 부

모의 상호작용을 돕는다. 도시조직에 물리적 영향을 덜 미치는 일시적 장치라는 점 

역시 현대도시에 적합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취학전어린이의 발달을 돕는 

역할에 특화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소리기둥, 이끼와 같은 감각장치와 화려한 무

늬를 만들어내는 색깔 테이프, 트랙과 경사로를 만드는 멀티블록은 취학전어린이의 

신체 발달정도에 아주 적합하다. 또한 어린이가 스스로 놀이환경을 구성하고 자발

그림 58 램버스/사우더크 지역 팝업파크 
분포도

<출처: Knee High Making Great Things Happen 
report 2015>



- 106 -

적으로 놀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59 Unwin and Friary Estates 에 설치된 감각놀이기구
<출처 : 디자인 카운실 공식홈페이지, 2015.09.20.>

  

뿐만 아니라 팝업파크 팀은 놀이환경을 가능한 가시적인 위치에 조성함으로써 도

시의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행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공공

공간을 의도적으로 혼란시키고 점유하는 방식으로, 공공공간에 관여하는 여러 집단

에 영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공간의 반사회적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놀이를 매

개로 취학전어린이와 그 양육자가 일시적으로 도시의 수많은 공공공간을 점유하게 

되면, 도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가정과 다세대의 집단을 위한 장소로 환원될 수 

있다.  

그림 60 새로운 생산품과 서비스의 삽입을 통한 새로운 
놀이환경 형성

팝업파크 사업은 일시적 점유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도시의 공공

공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후속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팝업락업(pop-up, 

lock-up)은 팝업공원 사업을 거쳐 영향력이 검증된 지역에 지속되는 놀이환경을 만

드는 프로젝트이다. 검증된 장소에 원할 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놀이키트 창고를 

설치한 뒤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놀이환경을 생성하도록 한다. 이것은 도시공간의 

일시적 사용 개념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한 새로운 참여생산 

방식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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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지역기반 정보 제공 웹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을 도시의 장소와 프로그램에 연결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키즈 커넥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홈과 팝업파크 프로젝트는 놀이를 통해 집의 안과 바

깥을 일상의 놀이환경으로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현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도

시에서는 가정을 도시의 적합한 장소 및 서비스와 연결하는 네트워크 서비스가 없

이 사업의 유효성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키즈 커넥트는 각 지역과 가정에 적합하도

록 특화된 정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정을 놀이네

트워크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양육가정에 필요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도시의 공간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3.2.3. 공간생산 방법론의 개발·실험장소로서 기획놀이환경

앞에서 공간생산 방법론의 역할을 하는 기획놀이환경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그 역할을 넘어 공간생산 방법론 자체를 개발 및 실험하는 기획놀이환경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런던 비비칸예술센터의 활동이다. 네트워크를 가

능하게 하는 공간생산 방법론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방법론 

자체를 사업화하는 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산업계와 연계하여 구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야 간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공중보건기구나 보건

산업 분야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노력은 놀이네트워크가 사회

적 기여를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교류의 노력 하에 사업은 기획과정을 거쳐 램버스와 사우더크 지역

에 2014년 9월부터 실제 적용되었고, 2017년 영향평가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마

무리되었다. 이후 최종단계로 각각의 팀과 아이디어134)를 각각 후원받는 비영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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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운영되거나 민간단체로 사업화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검증된 독립적 운영체

제로 현재까지 런던 및 영국 전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간디자인 작업은 그 자체가 놀이환경디자인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즉 놀이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방식을 디자인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서 효용성 있는 결

과물을 도출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62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 사업 공간생산 방법론의 사업화 과정

지속가능한 사업방법론의 핵심은 바로 생산품의 사업화였다. 전체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이자 사업 소득원으로서 나이 어린 어린이에게 특화된 공

간디자인용 놀이도구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 놀이도구들은 놀이환경을 일시적이고 

손쉽게 조성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 어린이에게 놀이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안

전한 발명품들이다. 놀이환경의 원형적 요소인 놀이기구를 변형시켜 놀이바닥이면

134) Easy Peasy: 부모님이 자녀와 놀고 캐릭터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는 디지털 서

비스. 

Crafty Explorers: 더 많은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야외에서 놀 수 있도록 '임무'를 제

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 세트.

Creative Homes: 아티스트가 주도하는 서비스 및 제품으로 가정 내에서 대화형 놀이를 촉진하고 가

족 내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줌

Good Enough Mums Club: 뮤지컬 연극 제작 및 서비스 경험으로 모성에 대한 정직한 경험을 공유하

고 더 많은 여성들이 감정적인 건강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

KidsConnect: 가족을 위한 지역활동에 관한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도구

Park up pops: 방치된 도시의 야외 공간을 유희적이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일시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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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시에 놀이펜스로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통

해 만들어낸 성공적인 놀이생산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획되고 실험되며 적용될 수 있는 허브가 필요하였다. 놀이생산품은 그 활용을 통

해 놀이환경을 디자인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품이 적용된 공간을 실험할 수 있고 그

곳에서 나타나는 어린이놀이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험될 필요가 있었다.  

그림 63 왼쪽부터 사업화된 생산품(이동 및 조립이 가능한 유닛), 생산품매장, 실재활용
<출처 : 디자인 카운실 공식홈페이지, 2015.09.20.>

그 결과 무릎높이 디자인 사업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취학전어린이의 참여

는 사업 종료 후 형성된 기획놀이환경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사업 종료 후 생산

품 개발 및 생산품을 통해 형성된 놀이환경을 실험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브루탈리스트(Brutalist)가 만든 바비칸(Barbican)예술센터를 임대하였다. 이곳에

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놀이생산품을 판매하고 또 지속적으로 새로운 놀이생산품 

및 놀이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린이참여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스

튜디오와 정원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비칸센터는 기획놀이환

경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림 64 놀이영역을 

구획하고 꾸미는 
놀이생산품

그림 65 놀이생산품을 이용해 도시사물을 놀이사물로 변형

런던의 바비칸센터에서 판매되는 팝스블록(Pops'Block)135)과 색깔 테이프는 팝업

파크 팀에서 개발한 놀이생산품이다. 일시적으로 조성되는 현대도시의 놀이환경의 

경향이 반영된 가변적·창발적 놀이사물이라 할 수 있다. 멀티 텍스처링된 컬러블

135) Barbican Blocks, 런던

https://www.popupparks.org.uk/barbican-blocks-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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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독립된 큐브 형태의 조각으로 쌓아 올리면 감각적이고 화려한 창작물로 변모

한다. 또한 컬러테이프는 도시에 일시적으로 놀이영역을 구획하고 사물의 놀이어포

던스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생산된 놀이사물의 재질 및 색상은 어린이의 감각발달

에 자극을 주는 것은 물론 무수히 많은 구축적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하

면서도 교육적이며 수많은 놀이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예술센터

개별놀이환경 바비칸센터 바비칸센터 내 스튜디오
바비칸센터 내 
어린이놀이공간

램버스 거리의 
일시적놀이환경

분류 기획놀이환경 후발적놀이환경

역할 놀이네트워크 기획허브 놀이환경 개발장
개발된 놀이환경 

실험장
개발된 놀이환경 

적용장

표 14 기획놀이환경으로서 예술센터
<출처:　바비칸센터 공식 홈페이지, 2019.04.27>

놀이사물들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바비칸센터는 무릎높이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복합센터라는 원래의 기능에서 놀이네트워크의 기획허브로 변화한 기획놀이환

경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바비칸136)이라는 런던의 대표적인 장소는 대규모 일

체형 도시개발에서 어린이 놀이환경을 혁신적으로 적용하였던 브루탈리스트의 성과

물이라는 점에서, 놀이네트워크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 외부와 내부가 놀이어포던

스를 지닌 환경으로 통합된 이 공간은 놀이네트워크를 기획하는 공간이면서 생산·

실험하는 공간으로서 토론장이자 어린이놀이환경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66 놀이환경 생산 전 후로 연속되어 확장된 어린이 놀이

136) 2001년 문화부 지정 2급 보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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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칸센터에서 어린 아동과 그 가족, 일반 대중은 모든 분야의 예술 및 문화에 

연계된 일련의 개방된 놀이워크샵에 참여한다. 여기서 놀이환경을 건설하고 탐구하

고 발명하도록 격려를 받는다. 따라서 비비칸센터는 놀이환경 생산을 위한 토론장

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토론의 행위 역시 놀이가 되는 기획놀이환경이라는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 112 -

3.3. 정책 시스템 : 바깥놀이정책 세타가야구

앞의 두 절에서 준공공주체가 진행한 광역적 장기 캠페인과 국지적 단기 프로젝

트를 알아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일본 세타가야구의 ‘바깥놀이정책’을 사례로 사

회적 놀이네트크워크에 관련된 공공정책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사

회제도에 의해 도시의 일상적 환경이 놀이를 포용하도록 변화시키는 시스템화된 공

공정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는 놀이네트워크의 최상위 기획주체로 기능한다. 국가는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해 도시를 어린이 입장에서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조

직은 필요에 의해 범 분야적 네트워크를 시스템화한다. 놀이네트워크는 지방분권이 

비교적 확실한 서유럽과 일본도시를 중심으로 견고한 도시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

았다. 그중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구는 취학전어린이 환경을 이루는 무형의 사회적 

요소들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사회적 놀이네트워크가 공간적 실체에 이르도록 연속

선상에서 관리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 생애의 단절 없는 지원을 위한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취학전어린이를 위한 도

시환경은 연령별 트랙 안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며 구체적이다. 즉 광역도시에 적용

되는 상위정책에서부터 시작되어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하위계획으

로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쿄도의 상위정책은 각 지자체의 정책으로 이

어져 구체화되고, 이것은 다시 개별 마을단위의 지역이 자체적인 취학전어린이 환

경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 틀 안에서 지역

의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bottom-up) 개발까지 시스

템화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도시의 어린이놀이환경 생산 및 활용에 지역주민이 참

여를 공식화하였다.  

일본 도시의 집중적인 고밀도 재개발 상황에서도 도쿄정부는 도시 내 적합한 놀

이환경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즉 도시공원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조정

법 (土地 区画 整理)의 기준에 맞추어 어린이공원 및 운동장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법령 및 각 지자체별 주택개발 지침에 어린이 놀이환경에 대한 조

성 가이드라인을 게재하였다.137) 예를 들어 일본어린이환경학회에서는 ‘어린이를 

137) 도쿄의 주택단지는 최소 0.25ha (1 헥타르)의 인근 토지를 공원으로 설치하여 인근 주민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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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하는 도시평가기준(こどもを元気にする都市評価基準)’을 만들어 제공하

고 있다. 각 자치단체가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행정 혹은 시민평가에서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지방자치회의에서는 어린이놀이환경 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하고 확대하면서 

경관법이나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캠페인을 진행한다.138) 즉 어린이가 건강

하게 자라는 환경에 대한 국민운동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이를 실천하고 있다. 특

히 2015~2024년 계획을 담은‘차세대 육성 지원대책 행동계획’에서는 취학전어린

이를 세분화하여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

을 단위의 육아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바깥놀이정책은 구체적으로 네트워크되는 놀이환경을 시

스템화한 것으로 연령별 세부지침을 담고 있다. 

 아래에서는 우선 세타가야구의 상위정책에 나타난 연령별 세부계획과 놀이거점 

확보방식으로서 바깥놀이정책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런 다음 바깥놀이정

책에 따라 개인최적화된 놀이네트워크 발견방식으로 사용되는 놀이정보 제공 플랫

폼과 참여관찰 공간으로 시스템화된 기획놀이환경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3.3.1. 상위정책에 나타난 연령별 세부계획

세타가야구에서는 국가정책을 토대로 ‘세타가야구 자녀계획(제2기)’을 수립하

여 2015~2024년 10년간의 계획을 담았다. 그 안에 포함된 「아이·육아 지원 사업

계획」은 2015~2019년 5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다. 취학전어린이의 양육을 지원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지역양육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연령 규정 부분이다. 일본 어린이조례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어린이로 규정

하는 것과 달리, 세타가야구에서는 임신기~11세까지를 어린이로 그리고 12~39세까

250m, 반경 500m 이내의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웃한 공원의 면적이 최소 2 

헥타르에 이른다. 모든 주택단지는 또한 일본아동복지법에 따라 최소 1개의 아동놀이센터를 갖

도록 고안되었다. 도시의 아이들은 여전히 지역의 공공 초등학교의 대안적인 놀이공간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초등학교 운동장은 학교행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과후 놀이터로도 설계되었

다. 일본의 학교는 일반적으로 매우 넓으며 스윙, 정글짐, 운동시설, 미끄럼틀과 같은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다.

   Drianda, Riela Provi. Kinoshita, Isami, The Safe and Fun Children's Play Spaces: Evidence 

from Tokyo, Japan, and Bandung, Indonesia,Taylor & Francis, 2015, pp.438-439

138) 仙 田 満,  人が集まる建築,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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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67 세타가야구 자녀계획 (제2기) 대상의 연령 구분
(출처 : 世田谷区, 世田谷区子ども計画（第2期）本編, 2015, p.6)

여기서 세타가야구 어린이·청소년 정책의 두 가지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

째, 임신기를 어린이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태아는 물론 이들을 잉태하고 보육하

는 39세까지의 성인을 정책 혜택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둘째, 육아지원 사업

이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동일한 트랙에 놓인다는 점이다. 태아를 어린이 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39세 이전의 성인을 청소년 정책에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출산을 겪고 막 육아를 시작하는 초기 부모들을 청소년기의 

연장으로 설정하여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프로그램상

으로 끊기지 않고 연속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초기 부모는 물론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 성인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세타가야구 어린이·청소년 정책은 인생의 싸이클을 100세로 보고 신

체적으로 미숙하거나 새로운 조건에 놓이게 되는 39세 이전 즉 인생의 전반부를 모

두 어린이·청소년의 범위로 설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 및 가정의 건설

을 도모하겠다는 매우 광범위한 정책이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 그들의 부모 및 양육자를 동시에 포함하여 고려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이때 도시

의 대응 역시 이들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수용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부모 당

사자는 물론 어린이의 양육을 돕는 수많은 관련 영역들과의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재정비하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어린이를 정책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들을 양육하는 어른들도 정책에 필연적으로 

포함된다. 무엇보다 어린이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린이 대상 정책은 그들의 양육자

를 더욱 밀접한 고려대상으로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시공간을 계획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상 어린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실제 공간은 양육자의 이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따라서 취학전어린이를 도시이용 대상으로 삼아 도시 놀이

환경 설계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용대상의 범위를 어린이에서 다양한 세대



- 115 -

의 사람들로 넓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림 68 최근접단계에서의 놀이환경 역할
지역포괄케어의 지역확장 체계도, 세타가야구 (어린이 편)

<출처 : 세타가야구 자녀계획 2기 보고서>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는 필연적으로 놀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

심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장소를 계획하고 시스템화하는 것 역시 도시놀이환경의 

핵심기능이다. 이때 놀이환경은 아동관련 정부정책과 연결선상에서 계획된다. 세타

가야구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는 18세까지 놀이를 통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놀이의 방식과 그것을 포용하는 시설의 성격을 달리하여 조성

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의 아동은 아동관이라는 공통

된 놀이 및 지원시설을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다만 취학전어린이

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외출 자체가 힘든 취학전 어린이와 보호자의 생활반경에 육아광장과 육아살롱 

등 집 가까운 거점을 투입함으로써, 그들에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늘리

고 있다.  

위의 그림68은 어린이 양육의 네트워크가 지구·지역·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연

결되는지 관계를 나타낸 이미지이다. 가장 작은 지구 단위의 경우 실제 어린이를 수

용하는 가까운 시설들을 기반으로 양육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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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하루일과를 보내는 기관시설부터 신BOP(Base of Play), 놀이터와 플레이파크, 

전체 어린이정책의 거점이 되는 아동관139) 그리고 지역의 광장이나 공원과 같은 놀

이환경은 쉽게 상담이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기능한다. 이때 시설들은 본연

의 기능과 함께, 부모에게는 상담지원을 해주고 그들이 동반하는 어린이에게는 놀

이장소를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역으로 시설의 성격 즉 놀이환경 유무가 지원과 상

담에 용이한 환경인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세타가야구 자녀계획 제2기의 경우, 이전 10년의 정책을 다룬 제1기에 비해 

정책을 시행하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접근이 보다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놀

이터라는 물리적 장소를 매우 중요한 연결장치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

하다.  

보육원,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

3세아~취학전 
건강진단

미진찰분

어려움에 처해있는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분

그림 69 세타가야구 중단되지 않는 어린이·청소년 지원 계획
(출처 : 世田谷区, 世田谷区子ども計画（第2期）本編, 2015, p.19)

139) 아동관은 평소의 생활에서 벗어나 어른과 교류하면서 다른 세대의 어린이와 사회 관계를 구축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키워 나가는 장소다. 

吉永真理 , 木下勇, 寺内義典, 清水雅人, 遊びとまち研究会会員. "四世代遊び場マップができるまで

2005- 2008年まで4年間の遊びとはち研究会の軌跡." 住総研「住まい・まち学習」実践報告・論文

集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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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아이·육아 연결 프로젝트의 활동
좌 : 아동과 부모를 위한 이벤트(육아관련 메시지 전달 및 의견 규합), 

우 : 교류회의 활동
<출처 :「子ども・子育てつなぐプロジェクト」のご案内 , 平成29年度版>

  

한편 세타가야구 어린이·청소년부 어린이 가정과 육아 지원 담당부서에서는 

‘아이·육아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어린이 및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

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앞으로 활동을 시작하려는 단체를 대상으로 교류기회를 

제공한다.140) 영리 활동이나 정치·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제외되

고, 공공성을 갖는 단체들이 모여 교류 및 정보교환 활동을 한다. 즉 ‘아이·육아 

연결 프로젝트’는 준공공단체들 간의 연결을 통해 임신기에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연속성 높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작

업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은 대학과 같은 지역자원들을 거점 삼아 인적 자원을 결집하고 

적합한 정책 및 시스템을 생산해낸다. 교류회가 열린 장소를 보면(표 15) 세타가야

구 내의 대학 및 복합상업시설의 이벤트홀, 구민회관, 육아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설

명회, 홍보회, 활동리뷰, 강연, 기금 조성사업 등의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세타가야구에서는 지역의 활용 가능한 공공·사유공간을 발견

하여 교류의 거점으로 삼음으로써, 취학전어린이를 위한 도시 전반의 사회적·공간

적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다.

140) 世田谷区 子ども・若者部 子ども家庭課 子育て支援担当 , 団体同士つながりあい、地域の活動

の輪を広げよう！ 子ども・子育てつなぐプロジェクト」のご案内, 平成29年度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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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교류회 = 육아 메시지 사전 설명회

일시 2017년 10 월 12 일 (목) 13 : 30 ~ 15 : 30

장소 후타코타마가와 꿈 캠퍼스

내용 참가 단체에 대한 사전 설명, 각 카테고리의 운영 준비 등

제2회 교류회 = "제16회 세타가야 육아 메시지"

일시 11 월 11 일 (토), 12 일 (일) 오전 ~ 오후

장소 후타코타마가와 꿈 캠퍼스 / 후타코타마가와 라이즈 이콘 홀

내용 부스 전시 활동 PR 등

제3회 교류회

일시 12 월 20 일 (수) 13 : 30 ~ 15 : 30

장소 세타가야 구민회관 별관

내용 육아 메시지 활동 리뷰

제4 회 교류회

일시 2018년 1 월 27 일 (토) 오후 13 : 30 ~ 15 : 30

장소 어린이·육아종합센터

내용 강연 

제5회 교류회

일시 2018년 2 월 27 일 (화) 오후 13 : 30 ~ 15 : 30

장소 어린이·육아종합센터

내용 어린이 기금조성 사업보고회

표 15 아이·육아 연결 프로젝트 교류회 스케줄
<출처 : 「子ども・子育てつなぐプロジェクト」のご案内 , 平成29年度版>

3.3.2. 놀이거점 확보방식으로서 세타가야구 바깥놀이정책

 세타가야구는 바깥놀이를 포용하는 지역환경 조성을 어린이정책의 핵심으로 두

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도쿄도에서 어린이와 외출 가능한 장소가 가장 많은 

구 중 하나가 되었다.141) 상위 어린이정책을 기반으로 놀이를 도시설계방식으로 시

스템화한 것이 주효하였다. 바깥놀이정책은 세타가야구 어린이·청소년 정책에서 

도시놀이환경을 네트워크적으로 조직화한 정책이다. 아래에서는 바깥놀이정책을 통

해 놀이네트워크가 조성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타가야구 자녀계획 2기’ 3가지 중점정책 중 하나로‘자녀양육의 힘 육성(子

育ての力育成)’계획이 있다. 이 계획에서는 어린이가 바깥놀이를 할 기회와 장소

를 확충하는 것이 그들이 지역에서 주체적인 시민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취학전어린이를 구분하여 분리된 정책을 수립하

기보다는, 어린이정책 안에서 연령을 세분화하여 각 연령에 따른 공간 확보방식을 

141) 東京都のお出かけスポット(도쿄도외출스폿),  http://women.benesse.ne.jp/kensaku/ 

leisure/tokyo/s15.html&fac Genres=1&facGenres=4&facGenres=10 , 2017/8/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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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연령별 특수성에 맞게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장려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취학전어린이들의 경우 이들의 양육자인 부모를 중요한 이용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녀를 기르고 있는 동료나 선배 부모들, 이미 육아를 마친 

경험자 등 폭넓은 세대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

들기 위해 바깥놀이환경을 활용하고 있었다. 세타가야구 바깥놀이환경의 주요 거점

으로 제시되는 바깥놀이환경의 유형 중에는 플레이리어카와 외출광장, 야외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모임, 야외형 자주보육, 키누타마 놀이마을이 있다. 공통점으로 취

학전어린이에 특화된 놀이환경으로 부모를 중요한 이용자로 계획하고 있다(아래 그

림 참조).  

그림 71 세타가야구 바깥놀이 기회 및 장소 확충 계획
(출처 : 世田谷区子ども・若者部,  外遊び検討委員会報告書, 2015, p.3)

이와 같이 바깥놀이정책은 놀이를 포용하는 양질의 도시공간을 대량 공급하는 동

시에, 각각의 놀이환경이 네트워크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를 양육환경으로 만들

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바깥놀이 장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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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가 제시되었고, 기존의 놀이환경과 도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고

안·적용되었다. 

FT역

그림 72 세타가야구 타마가와 지역 바깥놀이 
거점 반경 상황도

<출처:世田谷区, 外遊び検討委員会報告書, 2015.10>

도보 권 (반경 1km)

☆  플레이파크 (주 5~6 일)
    : 진한 색으로 채워진 영역
○  플레이카 (월 1회)
◆  키누타마 놀이 마을 (주 2일)
■  플레이리어카
    (월 1~24회 및 이벤트)
凸  아동관
▽  바깥놀이 가능한 외출광장142)

그림 73 그림72의 FT역 지역 확대, 타마가와 지역 내 후타코타마가와 지역 바깥놀이환경 분포 반경
좌 : 반경 100m     우 : 반경 200m

  보행권 내의 도시 놀이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타마가와 지역

은 세타가야구 종합출장지소를 중심으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존 시설들

을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공립보육원의 원정을 개방하거나 아동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놀이환경을 조성하여 개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거점을 늘리고 

공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플레이카’와 ‘플레이리어카’ 같은 출장놀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더불어 비영리단체가 시행하는 길놀이 프로젝트와 민간이 

진행하는 거리 이벤트 등이 그 공백을 더욱 촘촘히 채우도록 하였다. 놀이환경을 

142) 世田谷区子ども・若者部 外遊び検討委員会, 外遊び検討委員会報告書,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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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높은 밀도로 도시조직 내에 분포시키고 서로 연결하는 링크 역시 놀이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촘촘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74 세타가야구 내 타마가와 지역 놀이환경 분포
<출처: 玉川地域子育てネットワーク, 2016>

그림 75 도시 놀이환경의 공백을 메우는 
세타가야구의 다양한 놀이환경 유형 공급 

이와 같이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주체는 과거와 달리 더 이상 공공주체에 한정되

지 않는다. 다양한 준공공주체들이 개입하여 도시의 놀이공백을 가장 촘촘하게 채

우고 있다. 사유공간 역시 놀이환경으로 적극적으로 제공되어 놀이환경 간 간격을 

더욱 좁히고 있다. 민간단체인 보육원도 공공이 제공하는 놀이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따라 원정을 개방하여 도시에 공공놀이환경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는 지역에 적합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도시공간을 놀이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와 같이 세타가야구의 공

공시스템은 준공공주체와 민간주체를 끌어들여 도시의 놀이환경이 긴밀한 네트워크

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3.3.3. 개인최적화된 놀이네트워크 발견방식으로서 놀이정보 

제공 플랫폼

취학전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가 보행 중 자연스럽게 놀이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이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에 의해 미디어가 개입된 

사회적 신체는 도시를 접근이 용이한 압축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사회의 

미디어를 통한 비신체적 네트워크는 취학전어린이와 보호자를 쉽게 놀이환경에 노

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체적 네트워크 역시 강화하게 된다. 특히 웹기반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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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놀이정보 제공시스템은 아동의 놀이환경에 대한 신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놀이환경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사회적 신체는 도시에서 놀이환

경이 형성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놀이환경은 간헐적이고 일시적으

로 생겨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정된 채 이용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아래에서는 현대 미디어를 통한 비신체적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는 놀이정보 제

공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개인최적화된 놀이네트워크를 발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실 주변지역의 놀이정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는 과거에

도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일본 다이시도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지

역놀이지도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주변환경을 이용하는 어

린이와 양육자로 하여금 도시공간의 놀이정보를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놀이네트워크를 이루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파악할 수 있

었다. 다이시도 주민들은 오랜 기간 어린이를 양육하며 발견한 아이들의 놀이가 일

어나는 도시공간을 수집하고 지도에 표시해왔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시

설 중심의 지도가 아니라 실제 어린이의 이용이 일어나는 행위정보의 표시지도라는 

점에서, 웹 기반 놀이정보 제공 플랫폼과 유사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1~4세대까지 진행된 놀이터지도는 당시 놀이환경의 모습은 

물론 당시 어린이의 놀이유형까지 보여준다.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는 놀이지도를 

통해 공간이 행위를 발현하는 양상을 유추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세대 놀이터지

도를 보면 논이나 숲 등 광대한 자연공간이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

이들은 곤충채집, 수영, 자연관찰 등의 체험놀이를 가까운 지역에서 누릴 수 있었

다. 또한 집 주변의 모든 장소가 놀이로 활용143)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담장 위

를 아슬아슬하게 걷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또는 외진 곳에 숨는 등, 일상적 

건축물을 기구 삼아 놀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143) 清水肇; 阪井暖子; 小野尋子. 三世代遊び場図鑑 街が僕らの遊び場だ! 三世代遊び場図鑑 街が

僕らの遊び場だ!, 1984.



- 123 -

그림 76 좌: 지역놀이환경 2세대 지도(1970), 우: 지역놀이환경 3세대 지도(2000)
<출처 : 요시나가 마리 교수>

  

하지만 3세대 놀이터지도를 보면 지진 전후로 놀이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놀이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 및 복지를 향상하고 재난의 상처를 치유하겠다

는 취지하에 획일화된 놀이터가 급속히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놀이 역시 

획일적인 놀이기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도로의 경계와 건축의 파사드, 간혹 발견할 수 있는 자연을 놀이환경 삼아 연속적이

고 자발적으로 놀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세대 지도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환경을 놀이환경으로 개선한 내용이 

담겼다. 이 지도는 도시에 점차 놀이환경이 줄어들고 학교교정에서조차 흙을 접할 

기회가 사라져가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낀 지역의 양육자들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지역의 물리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놀이지도를 활용하였다. 

즉 놀이환경인 동시에 커뮤니티장인 장소를 기획하고 놀이행위가 담길 여지가 있는

지 도시 구석구석을 지도를 통해 파악하고 적용하였다. 이는 어린이의 놀이를 위축

시키는 기존의 마을질서에 반기를 들고, 주민과의 대화나 협력과정을 통해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었다. 또한 4세대 지도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뿐만 아니

라 공공의 시스템화된 지원까지 구축함으로써, 오늘날 일본에서 어린이 관점으로 

지역환경 개선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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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지역놀이환경 4세대 지도, 2015
<출처 : 요시나가 마리 교수>

그림 78 동일지역 마을만들기 지도,2015
<출처 : 우메즈 마사노스케>

한편 놀이지도 제작은 도시를 행위의 집합체로 인식하는 동시에 행위를 발현하는 

지역의 공간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어린이놀이에 활용

되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도를 통해 지역의 놀이 자원을 파악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놀이행위와 도시공간을 결합하여 

세대를 거쳐 작성된 놀이지도는 행위공간 관찰과 그것을 통한 지역공간 개선을 실

현하는 쌍방향적 소통지도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도시공간에서 놀이환경의 

새로운 확보방식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의 놀이정보 플렛폼은 도시에 위치한 놀이환경을 더욱 개인최적화 

된 정보로 압축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 작업에서는 공공·준공공·민간 등 

각 주체의 활발한 개입이 일어난다. 우선 공공주체인 지자체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

해 지역별 놀이환경의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원정을 개방하고 있는 어린이집

의 리스트 및 정보와 유모차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놀이환경과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등 섬세한 정보들을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좀 더 쉽게 바깥놀이

를 위해 집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소를 기입하거나 주요 대중교통을 기점으로 아이와 함께 외출할 수 있는 

장소를 검색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 반경 내에 놀이가 가능한 장소의 정보

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지도상에 위치한 놀이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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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재편성하여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놀이거점 제공 플랫폼은 그것이 정보 제공

방식 및 종류에 따라 주변 도시를 정보체로서 선택적으로 수집·배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선택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주변 놀이환경을 

재배열함으로써. 이용자는 도시를 개인에게 최적화된 놀이네트워크 환경으로서 연

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79 지자체 홈페이지 아이와 ‘외출광장’ 정보 제공
<출처 : 세타가야구청 홈페이지, 2018.8.20>

살펴본 것처럼 공공에서 제공하는 놀이환경 정보 플랫폼은 공공기획에 의해 형성

된 놀이환경의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도서관, 미술관,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세타가야구

에서 제공하는 외출광장144) 정보지도는 기존 시설중심으로 제공되던 정보 제공방식

에서 벗어나, 특정 연령의 어린이에게 특화된 놀이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79). 시설유형으로 구분하여 시설위치를 나타내는 대신, 놀이정보의 집합체가 모여

있는 거점의 위치와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웹 플랫폼의 발달은 

실제 도시의 구성 자체를 정보체의 집합으로 개인이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44) 새로 생겨난 영유아 놀이거점 개념으로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가 자유롭게 놀이하고 시간을 

보내며 육아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수유나 기저귀를 갈기위해 

잠시 들르거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한다. 육아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직

원이 상주한다. 최소단위의 어린이 놀이거점이자 쉘터로서 도시 곳곳에 다양한 용도 시설 내에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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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서 제공하는 것과 달리, 비영리단체와 민간사업체에서 제공하는 놀이환경 

정보제공 플랫폼은 놀이환경을 사유공간으로까지 확장하여 정보 데이터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개인상황에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들 주체는 실제 이용 가능한 공적·사적 영역의 광범위한 놀이정보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즉 이용 가능한 놀이환경 정보를 개

인의 연령, 위치, 상황에 맞게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화되고 세분화된 도시정보

를 전해준다. 이에 따라 도시공간은 이용날짜, 그날의 날씨, 이용자의 연령, 도시 

이용목적 등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의 집합체로 재편된다. 이때 준공공영역인 

비영리단체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놀이시설 정보를 바탕으로 놀이이벤트와 체험장 

등 공공성이 짙은 장소들을 놀이환경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비용이 소요되

는 창의적인 웹 플랫폼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은 놀이네트워

크 형성에 기여한다.  

외출장소
(장소별)

운영정보

주변지도

주변날씨

근처명소

근처이벤트

근처어린이쉘터

근처숙박시설

인기외출태그
(연령별)

추천당일외출스팟

유원지 동물원
테마파

크
사파리 하이킹 캠프장 낙시터 전망대 캐릭터

부모와 자식이 함께체험외출스팟

공장견학
먹이주기

체험
수확체험 직업체험 요리체험

반딧불체
험

무료 종일 외출스팟

미로 바베큐 수영장 운동장 공원 쿠폰 기타

실내외출스팟

실내놀
이터

아동관 미술관
온수수
영장

쇼핑
커뮤니
티센터

도서관

부모와 자식 일상 외출스팟

온천 스파 전철 신사 사원 카페 음식점

육아상담(연령별)스팟

0 1 2 3 4 5 6 7 8 9

표 16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지역정보 가이드 아이와의 외출정보 사이트
<출처 : https://iko-yo.net/facilities/104597, 2019.04.17.>

한편 민간에서 구축된 놀이환경 정보 웹 플랫폼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장 긴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정보단계에 따라 이용자

에게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잠재적 구매자인 이용자에게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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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제공된 정보의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제공

된 장소는 광고의 일환으로 끼워 넣어졌거나 소비유도를 위해 재구성된 정보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사적공간의 세부까지 놀이환경 정보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대

도시의 놀이네트워크 형성에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제가 될 수 있

다.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웹 플랫폼을 통해 사적 영역 역시 일부 공공성을 제공함

으로써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주체로 역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방식
도쿄의 +250곳을 포함하여 PC, 태블릿 및 스마트폰에 다운로
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도쿄 가이드 전자책(컬러 PDF) 제공

제공정보

아기 친화적인 관광지
어린이에게 친절한 카페 & 레스토랑
공원 및 놀이터
간호실
아기용품 쇼핑 및 액세서리, 기념품 숍

유모차로 가기에 불편한 기차역
아기가 갑자기 아플 경우 필요한 장소 
영어를 사용하는 소아과 의사
기저귀 구매처
이유식은 구매처
모든 장소의 위치 지도

도쿄에서 일상생활을 위해 일본어로 번역된 필수 아기용어

표 17 민간 사업체가 판매하는 도쿄여행 가이드 아이와의 외출정보 사이트
<출처 : https://www.tokyourbanbaby.com/2016/07/100-spoons-must-visit-baby-toddler-friendly-restaurant-in-futako-tamagawa/>



- 128 -

3.3.4. 참여관찰 공간으로 시스템화된 기획놀이환경

참여의 영역을 자유의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 안에 포함함으로써 

도시설계과정과 도시활용에 지역민의 의견반영을 제도화하는 것은 놀이네트워크를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놀이네트워크는 드로잉 테이블에서 디자인된 놀이

터들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참여 프로세스는 놀이환경에 대한 지역의 잠재적 지

원을 강화하고 실현된 놀이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더 큰 애착을 이끌어낸다. 참여는 

또한 지역의 놀이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참여적 디자인 프로세스는 사람들을 보다 가깝게 만들고 활기찬 놀이와 

이웃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참여

는 도시설계수법으로서 놀이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참여라는 절차가 일상에서 원활하게 실행될 장소가 도시정책 시스템

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아래에서는 놀이네트워크에의 

참여행위가 도시정책 시스템에 포함됨으로써, 기획기놀이환경이 참여관찰 공간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시된 사례는 태국 방콕의 ‘클롱토이 커

뮤니티 랜턴’과 일본 세타가야구 하네기 플레이파크의 ‘누에콩하우스’이다.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의 출발점은 도시공간을 위탁이 아닌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참여와 그것을 조율해내는 방법론은 긍정적 결과

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놀이환경의 계획을 위한 참여는 그 자체로 사람

들을 하나로 모으는 놀이의 과정이 된다.145) 로저 하트(Roger Hart)146)는 아이들에

게 놀이환경의 설계를 요구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아동이 실제 디자인 생산

에 참여하는 것보다 생산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과 자신이 사는 

도시에 대한 고민이 더 의미 있다고 하였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교

감을 통한 표현의 방식에 더 많이 의존한다.147)  따라서 실제 놀이환경 조성에는 어

린이들의 근본적인 두려움, 희망, 욕망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그들

의 요구를 잘 파악하는 보호자와 교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145) Lefaivre, L., G. Hall, and atelier voor bouwkunst Döll. Ground-up City: Play as a 

Design Tool. 010 Publishers, 2007. p.123

146) 뉴욕시립대학의 어린이환경연구그룹 공동 창업자

147) Solomon, Susan G. The Science of Play: How to Build Playgrounds That Enhance Children's 

Developmenthardcover. UPNE, 2014,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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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참여 방법론을 통해 의사표현을 하기 힘든 취학전어린이들은 공간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놀이환경에 설치되는 기구의 형태나 기능에 대해 

어린이가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참여방식이었다. 반면 참여관찰 방식은 어린이와 

보호자의 일상적 놀이방식을 장시간에 걸쳐 관찰함으로써, 지역 어린이들에 적합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 관찰이 일어날 수 있는 

놀이환경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기획놀이환경이 될 수 있다. 관련자들은 기획놀

이환경에 모여 놀이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다. 이때 기획놀이환경이 제공하는 프로

그램을 그 공간을 더 많은 세대가 활발히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풍부한 지역놀이환

경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공될 수 있다. 

일례로 기획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식사, 일시보육, 육아상담 등의 프로그램은 

그 공간을 지역의 일상적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취학전어린이의 놀이를 관찰하고 실

험하고 지역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와 관찰의 장으로서 기획놀이

환경은 놀이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기획놀이환경이 커뮤니티센터

와 다른 점은 명분상 어린이 놀이환경이라는 것이다. 기획놀이환경은 어린이놀이를 

주요 기능으로 담고 놀이의 속성인 연합과 즐거움을 통해 커뮤니티를 파생시킬 수 

있는 느슨하고 자유로운 장소가 될 수 있다.    

취학전어린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생산된 기

획놀이환경은 노르웨이의 건축회사인 Tegn Tegnestue 

Architects가 동남아시아의 빈곤층을 위해 시행한 프로젝트에

서 찾아볼 수 있다. ‘필요에 의한 건축’이라는 주제로 시작

된 이 프로젝트는 태국 방콕의 클롱토이(Klong Toey) 지역에 

놀이터와 운동공간,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로 역할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안하였다. 원래 축구장이었던 필지는 점차 외면당

하여 쓰레기 적치장으로 변한 상태였다. 처음에는 폭력과 마

약으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대화와 놀이를 위한 조용한 공간으

로 제안되었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사회적 지원의 거점이 되

도록 재계획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이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공간의 지속적인 변화 

및 개선을 이루어 나갔다. 

건축가와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은 디자인에  5~10세 아동들과 부모를 

그림 80 클롱토이 커뮤니티 
‘랜턴’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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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켰다. 즉 아동 개개인의 사연을 듣고 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

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 그런 한편 부모들과는 아동의 생

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집에서의 아동 생활에 대해 묘사하도록 하

였다. 건축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역 아이들이 그들의 그림에 항상 강한 햇빛을 

그려 넣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늘이 매우 절실한 요소였음을 깨

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빛은 디자인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또한 아이들의 그림에 나타난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도 

실현되었다. 이를 위해 건축가는 2층의 구조물을 만들었다. 켜켜이 짜인 나무를 겹

쳐 벽을 만듦으로써 공간의 내부화 정도를 구분하였고, 아이들이 기어 올라갈 수 있

는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1년의 계획기간과 3주의 건설기간이 소요된 클롱

토이 커뮤니티 랜턴(Klong Toey Community Lantern)은 일종의 놀이로서 어린이를 

놀이환경 생산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참여관찰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

례이다. 이를 통해 건축된 놀이환경은 이후 기획놀이환경으로 활용되면서, 어린이

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의 거점이자 지역의 시스템화된 참여관찰 공간

으로 자리 잡았다. 

또 다른 사례로 일본 세타가야구의 하네기 플레이파크 사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도 플레이파크 안에 설치된 기획놀이환경을 기반으로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는 물론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생산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플레이파크에 

설치된 ‘누에콩하우스’에는 취학전어린이의 놀이를 보조하는‘플레이리더’가 

상주한다. 플레이리더는 위험한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플레이파크의 특성상 시작 

이듬해인 1980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상주직원의 형식이 아니었다. 

정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플레이리더가 상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인 놀이환경에, 넓게는 사회시스템 안으로 플레이리

더의 정식 역할이 생겨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48) 본 연구에서는 플레이리더와 

같은 놀이보조주체이자 시스템을 놀이보조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시스템의 구성과 

148) 최초의 상설놀이지도자가 있는 플레이파크 전국 183개, 동경 87개, 세타가야구 8개로 확장되

어 놀이지도자의 교육, 놀이기구 및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유하는 등 서로 긴밀한 네트워

크를 형성하며 도시 놀이환경을 이루고 있다. 

일본 플레이파크 공식 홈페이지, http://playpark.jp, 2017년 9월 16일 검색

http://playpark.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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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플레이파크는 일본 전역으로 퍼졌고 다른 플레이파크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취학전어린이의 특수한 행위발달을 고

려하여, 그들과 양육자의 일상생활 및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기획놀

이환경으로 변화한 것이 바로 누에콩하우스였다.    

그림 81 다세대의 커뮤니티공간이자 취학전어린이의 놀이환경으로서 기획놀이환경인 누에콩하우스

 

  누에콩하우스의 조성배경에는 2009년부터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세타가야구

가 협력한,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의 일상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옥외형 육아 

지원거점’양적 확보정책이 있다. 도시에서 놀이의 지속성, 특히 취학전어린이의 

바깥놀이 지속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고민이 이어졌다. 그 결과 

2010년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펀드 마을을 건강하게 하는 거점 만들기 부문’의 

지원을 받아 하네기 플레이파크 안에 20제곱미터의 건물이 지어진다.149) 이렇게 조

성된 누에콩 하우스는 취학전어린이가 양육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이자 

다양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하였다. 

 그림 82 놀이환경을 기반으로 한 육아지원 사업 심포지엄 2012
<출처 : http://greenline-shimokitazawa.org>

누에콩하우스는 이후 2011년 4월 취학전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세대의 교류 거점으

로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 4월에는 취학전어린이를 위한 바깥놀이 기회와 

149) 「屋外型の子育て支援拠点」, 2009



- 132 -

장소의 거점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실외형 ‘외출광장’이라는 공식적인 

양육커뮤니티 거점이자 놀이환경이 되었다. 외출광장 정책의 일련의 형성과정은 하

향식(top-down) 방식의 도시정책 형성과정이나 주민의 도시설계 참여방식과는 차이

점이 있다. 여기에는 육아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인 해결 노력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누에콩하우스는 육아에 있어 다세대의 교류와 행정의 지원이 절실함

을 느낀 지역민들은 그것을 도시놀이환경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자 의견을 모았고, 

지역출신의 정치인을 중심으로 주민의 의견이 모여 제도화·공간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150)151)

플레이리어카 플레이자동차
① NPO 법인 타마마을 만들기 하우스
② 키누타마 놀이마을
③ KOPA (바깥놀이와 육아지원연구회)
④ 달걀과 병아리
⑤ 워커즈 컬렉티브 육아응원팀
⑥ 들판 레인저 놀이
⑦ 키즈 012
⑧ 무지개
⑨ あそびく 웨 ~ 부
⑩ 플레이카드 (NPO법인 플레이파크 세타
가야구)

야외에서 부모와 자식의 모임
⑪ 어린이광장 테라스 (NPO 법인 어린이극
장 세타가야)
⑫ 삐삐의 모임
⑬ Waku Waku Club
⑭ 팬더의 모임
⑮ 비행 양동이

자주보육
⑯ [자주보육 코마 자와 해님 회]
⑰ [자주보육 무당벌레]
⑱ [자주보육 노게 風の子]
⑲ [자주유치원 광장]

외출광장
❶ 외출광장 브리지 @roka
❷ 노자 텟토 광장
(NPO 법인 노자3쵸메 놀이터만들기모
임)
❸ 누에콩하우스
❹ 외출광장 @ 아미고
❺ 외출광장 FUKU * fuku

플레이파크
A 키누타마 놀이마을
B 오산 플레이파크
D 세타가야 플레이파크
E 코마자와 들판 플레이파크
C 羽根木 플레이파크

표 18 타마가와 지역 소토아소비 프로젝트
<출처: 世田谷区, 親子で外遊び［外遊び活動マップ］乳幼児編, 2018 >

이렇게 해서 누에콩하우스 사업은 어린이의 놀이를 방법론으로 한 세타가야구의 

육아지원 사업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세타가야구청은 물론 지역 보육원과 아

동관, 보건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냈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와의 연락

150) 오카준코는 세타가야구 2선 의원으로 시민 참여와 시민의 분권을 추진해온 정치인이다. 어린

이와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참여기회를 조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51) 2012넌 4월 22일 하네기 플레이파크 관리인, NPO 법인 플레이파크 세타가야 운영위원 사이토

씨, 슈토 씨가 연사로 나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서 플레이파크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와 

그 일환으로 영유아의 바깥놀이를 지원하는 누에콩하우스의 운영방식 및 예산확보에 대해 구체

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누에콩하우스가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을 제시해줄 수 있는 거점장소로 역할하기 위해 어떤 집단과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

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그린라인학교 제 1 회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공공 공간 : 플레이 파크’,그린라인 시모키타자와, 

2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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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만들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7년 누에콩하우

스는 국가 육아지원사업의 새로운 시설모델 케이스로 인정받아 육아정책 지역거점

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누에콩하우스를 모델로 삼은 취학전어린이의 놀이환경이자 양육커뮤니티 거점인 

기획놀이환경은 일본 전역 플레이파크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최

근에는 소토아소비(자녀와함께 바깥놀이) 프로젝트152)(표18)를 통해, 놀이네트워

크를 이루는 취학전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놀이환경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이 의견을 모아 자발적으로 조성한 간이 놀이터로 시작한 누에

콩하우스는 국가 육아정책사업과 취학어린이를 고려한 도시설계방식에 지대한 영향

을 미쳤다. 이 사례를 통해 도시에서 어린이환경계획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이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된 기획놀이환경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83 지자체 참여시스템이 제공하는 토론장이자 놀이환경으로서의 기획놀이환경 
좌 : 다이시도초등학교 지역/학교 회의실, 우: 이케지리 아동관

<출처 : 좌_직접촬영, 우_세타가야구 홈페이지>

  

누에콩하우스와 비슷한 사례로 세타가야구 외출광장 중 하나인 ‘키누타마의 

집’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기획놀이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다만 이 

사례는 좀 더 지역의 실제공간을 놀이네트워크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지역민의 일상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지

역 초등학교의 학부모들과 비영리단체, 지역 대학교의 연구진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위한 소토야소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역의 놀이장소를 발굴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키

누타마의 집이 위치한 주변지역에 공간적 놀이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여

기서는 지역 놀이환경으로서 녹지와 물가를 자주 접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생리 

적응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소토야소비 프로젝트는 

152) 世田谷区, 親子で外遊び［外遊び活動マップ］乳幼児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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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 접근법(community based participatory research approac

h)153)을 활용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연구가 취학전어린이를 관찰하는 수단으로

서 놀이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로서 인적관계를 기반으로 지

역의 공간을 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 연구라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어린이는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면서 놀이하게 되는데, 연구자들은 

어린이의 이동경로를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놀이를 관찰한다. 이

때 기획놀이환경인 키누타마의 집은 지역 육아가정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핵심적

인 장소로 역할할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이 되는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의 일상생

활을 관찰할 수 있는 공공 실내놀이환경으로도 이용된다. 이러한 의미의 기획놀이

환경을 거점으로, 지역 놀이환경이 발굴되는 동시에 취학전어린이와 양육가정에 관

련한 다방면의 사회적 놀이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림 84 지역 양육가정과 전문가의 지역 놀이프로그램 계획활동 참여
좌: 요시나가마리상(쇼와약학대학교수), 우에하라상(NPO물가디자인 네트워크 대표), 

후지타상(후타코타마가와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위의 두 사례와 성격이 다른 기획놀이환경 사례로  ‘꿈 캠퍼스’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꿈 캠퍼스’는 ‘아이 · 육아 연결 프로젝트’당시 주민

교류회154)가 열렸던 장소이다. 교류회 이후 전연령 어린이의 놀이와 육아 프로그램

을 참여기획·실험하는 토론장이자 연구소로 역할하였다. 도쿄도시대학에서 제공하

는 장소로,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 공간을 제공한

다. 또한 놀이제품 만들기와 놀이환경실험을 위한 공간, 과학체험 등의 워크숍, 다

양한 이벤트 등도 제공한다. 도쿄도시대학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대학생과 연구

진, 부속학교의 학생들은 쉽게 모여 지역 놀이환경에 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도쿄도시대학이 부속유치원에서부터 부속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153) Ohnishi, Mari Yoshinaga and Koji. "Green and Blue Spaces and Psycho-Physiological

Adaptation in Primary School Children: The Sotoasobi Project." ipa Cananda, 2017 

154) 3.3.1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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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린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대학은 역시 정부와 기업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중간 주체가 되어 연

구소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85 기획놀이환경으로서 꿈캠퍼스의 역할

꿈 캠퍼스에서 참여관찰을 통해 만들어진 여러 아이디어는 꿈 캠퍼스가 위치한 

대형복합시설 내의 광장을 무대로 실험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대형복

합시설의 운영방식이다. 보통은 지역의 행정영역에 따라 선거구별로 관리조합이 있

지만, 꿈 캠퍼스가 위치한 대형복합시설 일대는 재개발지역 전체를 하나의 타운으

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55) 따라서 운영권이 충돌하지 않고 

광장과 같이 공공이 이용하는 대상지에 대한 활용 및 관리가 용이하다. 따라서 사용

승인 신청 및 기간에 따른 임대료 지불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쉽게 이벤트를 개

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자본이 투입된 큰 규모의 새

로운 놀이환경을 쉽게 공공에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림 86 꿈캠퍼스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155) 大場雅仁. "二子玉川ライズii-A街区" 不動産フォーラム21, 2015.10.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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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꿈 캠퍼스는 기획놀이환경으로서 지역의 놀이잠재력 있는 장소를 활

용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 관계집단의 시스템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해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때 도시 놀이잠재력이 발견된 장소는 놀이환경으로 활용되는 데 

용이한 운영방식과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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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합적 분석 :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의 기획을 통해 발생

하는 기획놀이환경과 준공공주체의 역할 확장

도시를 취학전어린이가 이용 가능하도록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를 조성하려는 노력

은 공공성을 띤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각 주체별 놀이네트워크 기

획사업을 관찰한 결과, 공공주체가 진행하는 놀이네트워크 기획 작업은 시스템 형

태를 띠고 있었다면 준공공주체가 진행하는 놀이네트워크 기획 작업은 프로젝트 형

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본 세타가야구의 바깥놀이정책은 공공주체에 

의해 정책 시스템으로 구현된 사례라면, 우리나라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영국 런던의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 사업은 준공공주체에 의해 각각 광역적 장기 캠

페인과 국지적 단기 프로젝트의 형태로 진행된 사례였다. 이렇게 기획주체는 달랐

지만 모든 사례에서 준공공주체의 역할이 점차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바탕으로, 기획과정에서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새롭게 나타난 기획놀

이환경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공공주체인 중앙·지방정부는 놀이네트워크의 최초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도시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정력과 권한이 있다. 이를 통해 

공공주체는 놀이네트워크를 정책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있었다. 상위정책인 국토, 

교육, 여성·가족 정책 등에 근거하여 각 지방정부와 지역구는 세부정책을 세우고 

실제 놀이환경을 조성한다. 즉 공공주체는 정책을 생산하여 놀이네트워크가 실제 

도시공간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조직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중요한 

노력의 일환으로, 놀이네트워크 형성에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상

향식(bottom-up) 계획과 하향식(top-down) 계획을 견고하게 융합하여 시스템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취학전어린이와 그들에 관련된 다양한 세대들의 행위를 담을 수 

있는 도시공간이 발현될 수 있도록, 야마자키 료가 언급한 바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

드웨어를 동시에 형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준공공주체는 민간의 지원을 받고 조직이 유연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범분

야적 협력이 가능하며 관습과 성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놀이

네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실험·검

증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공에 제공함으로써 공공주체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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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감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 준공공주체의 조직규모에 따라 놀이네트워크 기획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범국가 규모인 대형조직의 준공공주체는 국가 전반

의 도시 어린이환경 조성의 기반이 되는 상위 정책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 

이보다 규모가 작은 국가규모의 준공공주체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공간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규모가 작

은 소규모 준공공주체는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역특화된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놀이환경 정보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준공공주체는 대규모 준공공주체에 비

해 담당 지역과 놀이환경 플랫폼 형성 기술면에서 전문성을 띨 수 있다. 하지만 소

규모 준공공주체의 경우 실제 도시공간과 정책에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힘들다. 따라서 소규모 준공공주체끼리 서로 연합하거나 공공주체의 사업에 선의로 

개입하여 최근접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주체와 준공공주체 모두 놀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거점

으로서 기획놀이환경을 제시하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취학전어린이의 경우 

관계집단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는 토론이 아닌 

관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한 기획놀

이환경을 제공하여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를 관찰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하

다. 이 과정은 지역의 공간을 실제 그 지역 이용자의 관점에서 변화시키는 데 일조

한다. 뿐만 아니라 기획놀이환경은 여러 세대의 지역민이 일상적으로 자주 찾아오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례로 제시된 기획놀이환경마다 다양한 프로그

램과 필요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의 목적을 다각화하고 있었다. 이는 기획놀이환경

이 놀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공간 생성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3장에서는 취학전어린이 역시 도시의 일원으로서 도시를 무대로 자

라날 수 있도록, 그들의 행위방식인 놀이에 기반한 도시형성이 가능하게 하는 사

회적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도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규모의 

준공공주체의 등장과 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사회적 놀이네트워 형성에 중요하

게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주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이 

확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등장한 기획놀이환경이 

현대도시의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역할하는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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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적 놀이네트워크와 후발적놀이환경

4.1 도시공간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특성

4.2 놀이네트워크 속에서 개별놀이환경의 형태특성

4.3 종합적 분석

3장을 통해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를 살펴보았으며 여러 주체의 놀이네트워크 기획 

의도가 반영되어 나타난 공간으로서 기획놀이환경을 도출했다.   

4장에서는 놀이네트워크 의도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의 네트워크적 도시

공간 이용에 의해 발현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가 도

시를 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을 분류하여 그에 따라 어린이와 동반성인의 행

위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성격과 공간적 네트

워크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간 형태가 변형 발생되는 특성을 평면도시와 입체도시로 

나누어 각각 원형적 놀이환경의 요소별로 분해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간적 놀

이네트워크 가능한 개별놀이환경의 형태적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앞으로 도시설계

에 반영 가능한 개별놀이환경의 설계요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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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시공간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특성

본 절에서는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되는 도시공간의 성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도시공간의 성격이란 공과 사에 관한 것이며 점유

와 소유에 관한 문제다. 그것이 과거 놀이가 일어나던 놀이터와 같이 대중이 점유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공간인지, 혹은 사설어린이집과 같이 개인이 소유하고 

제한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유공간인지 혹은 그 사이의 제3의 성격을 가진 공간인

지의 구분을 의미한다. 

과거에도 취학전 어린이는 도시에서 놀이환경을 연속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들은 

사유공간인 집과 마당으로부터 모두가 조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인 길, 놀

이터,학교운동장을 거쳐 다시 사유공간인 이웃집, 친척집, 문구점으로 개인이 선호

하는 일련의 놀이경로를 마음속에 지니고 이동하며 놀이했다. 그러나 놀이가 가능

한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이 줄어들면서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적 도시 이용

이 힘들어졌다고 전술한 바 있다. 

플로리안하이든과 로버트테멜에 따르면 공공공간은 모든 사람이 무료로 접근 할 

수 있는 권리,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 공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

진할 권리가 부여된 대중의 공간이다.112)  이들은 공공공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언제든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Permenant Breakfast)를 들어 설명한다. 그것

은 공간관리 주체의 유무와 소유권과 관련있다. 아침 일찍 도시의 일과가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누구나 그 장소에서 아침식사를 하기위해 점유할 수 있다면 공공공간인 

것이다. 반면 사유공간은 소유자가 규칙을 정한 공간으로 누가 들어오고 나갈지를 

주인이 결정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을 구분 짓는 것이 놀이네

트워크 논의에서 중요한 이유는 현대도시에서 놀이를 위해 선호되는 공간이 과거와 

같이 공공공간이거나 사유공간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도시에서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적 

112) HAYDN, Florian, et al. Temporary urban spaces: concepts for the use of city spaces. 

Basel: Birkhäuser, 2006.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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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용 장소를 분류하여 그 장소의 성격을 분류한다.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네트

워크적 도시이용은 교육시설에서의 공식적 일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일상 목적

지와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외의 시간에 이벤트로써 

특정놀이환경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취학전 어린이와 보호자가 놀이로서 도시를 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할 

때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는 방식과, 일상으로써 이용하는 방식, 이벤트적으로 이용

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되는 공간성격이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를 두었다. 따라

서 놀이네트워크적으로 도시가 이용되는 현상을 상황과 행위중심으로 관찰함으로

써 각각의 상황에서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도시 공간의 성격을 도출한다. 

4.1.1 교육환경으로서 도시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

놀이의 교육적 가치가 증명됨에 따라 놀이는 어린이 교육의 핵심 방법론으로 부

상했으며 교육환경은 적극적으로 놀이를 수용하는 형태를 지닐 필요가 생겼다. 그

러나 취학전어린이가 일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보육시설의 경우 취학전어린

이의 신체발달 특성상 최소거리의 통학 반경안에 위치해야 하므로 작은 개체규모로 

양적 확장되어 왔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소자본에 의한 작은 규모의 시설이 제한된 

공간을 점유하여 생겨났으며 그 시설 단일로는 충분한 교육환경의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은 취학전어린이를 직접 보육하는 보육교사에 의해 시작되

었으며 그들에 의해 보육시설 외부의 도시가 적극적으로 원정으로서 개척되기 시작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학전 어린이의 보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시를 보육

원정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113)를 제시했다. 누리과정에서는 정기적인 

바깥놀이 활동을 명문화114) 했는데 이에 따라 보육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을 보

육환경으로써 개척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따라서 보육의 주체는 수많은 시행착오

와 실험을 통해 기존 도시 공간에서 놀이잠재력을 지닌 환경을 발견하고 활용하기 

113) 교육부, 누리과정 지침서, 2012, p.21

114) 교육부, 누리과정 해설서, 2012,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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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취학전어린이 교육과정 커리큘럼은 양육자의 인식도 변화시켰다. 교육에서의 놀

이방법론 채택으로 인한 놀이의 실리적 가치가 증가되었고 양육자와 취학전 어린이

의 삶에서 놀이를 더욱더 적극적인 목적 행위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취학전 어린

이와 양육자에게 놀이는 더 이상 여가활동이나 비 생산적인 행위가 아닌 교육을 위

한 적극적 목적 행위가 되었다. 따라서 도시는 교육을 위한 놀이가 수용될 수 있는 

장소로서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규 보육시간 외의 시간에 양육자는 취학전

어린이와 함께 놀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때 도시는 과목 위주의 

사교육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의 현장이자, 양육자의 역할을 배우고 양육의 고충

을 공유하는 장소로서 역할한다. 취학전어린이의 교육이 일어나는 공간현장이 이전

과 달라지고, 교육을 받는 대상이 취학전어린이에서 양육자로까지 확장되면서 새로

운 놀이교육을 제공하는 놀이지도자 양성과 안정적인 놀이루트의 개발이 병행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놀이를 통한 교육환경으로서 적극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했으

며 놀이터나 공원과 같은 도시의 공공공간은 바깥놀이의 최초 거점으로 역할하게 

되었고 그 외에 놀이환경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유공간들도 놀이가 일어나는 환경

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공식적 교육환경으로서 도시공간이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때 이용되는 대부분의 장소는 공식적으로 모두의 이용이 허락된 공

공공간이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지닌 지역 안에서는 사유공간이 느슨하게 변형

되어 놀이환경으로써 이용되기도 했다.   

가. 선생님/어린이

먼저 어린이의 공식 교육과정으로서 도시공간을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을 서울대학교 보육지원센터 사례에서 관찰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

한 서울대학교 보육지원센터는 2세부터 7세까지 취학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대형규

모 보육시설로 하루의 일과로서 매일 바깥놀이를 진행한다.115)  이 사례는 놀이네

트워크적으로 이용되기에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

여 기존 공간을 안전하게 통제된 공간으로서 변모시켜 도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115) 서울대학교 보육지원센터, 백학어린이집 입학 오리엔테이션 책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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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다. 본 사례에서 이탈방

지로프와 제한된 커뮤니티는 필지와 도로, 즉 통제된 사유공간과 방임된 공공공간

으로 분절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안전한 놀이가 가능하도록 연결하고, 놀이의 자유

도가 차이나는 연속된 놀이환경으로 도시를 일시적으로 재구성하게 한다.  

그림 87 서울대 어린이집의 바깥놀이 루트
<지도내용출처 : 서울대학교 보육지원센터 소식지,2019.04>

그림87은 어린이집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일과로서 주로 이용하는 주변 도시공간

을 표시한 것이다. 표시된 경로를 따라 선생님과 어린이의 놀이를 살펴보면, 어린

이들은 이탈방지 로프를 잡고 줄지어 어린이집을 나서는 행위로부터 도시 놀이가 

시작된다. 색색의 손잡이가 달린 로프는 어린이 스스로 안전한 보행영역내에 위치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밀고 당기는 행위가 서로에게 전달됨으로써 상호작용이 가

능한 놀이를 형성한다. 로프를 시작으로 발생한 놀이는 다음으로 나타나는 횡단보

도에 이르러 바닥의 흰 선을 징검다리 삼아 건너 뛰며 이동하는 놀이로 변화하는데 

이때 이탈방지 로프는 안전한 놀이를 지원한다. 선 간격이 보폭보다 넓어 두 걸음 

간격으로 뛰어넘거나 흰 선 위에 가만히 서서서 다음 보폭을 가늠해보기도 한 후 

인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길가에 조성된 수목을 만지거나 멈추어 쪼그려 앉아 바닥

을 기어가는 개미를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로프를 

놓쳐 차도로 나가거나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외부적 위협에 

경계하면서 이동한다. 마침내 잔디공원의 분수에 다다르면 어린이들은 이탈방지 로

프를 놓고 자유롭게 넓은 잔디밭을 뛰고 곤충을 관찰한다. 그리고 분수를 둘러싼 

낮은 경계석 위를 걸으면서 물에 옷이 젖도록 안쪽으로 들어갈지, 들어가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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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 뻗어 솟구치는 물을 만져볼지 가늠한다. 다른 무리의 어린이들은 잔디공원에 

위치한 계단형 마운드에 오르내리며, 가파른 경사에서는 손을 짚고 기어오르며 탐

험한다. 옆에 놓인 벤치에서는 어린이들이 잠시 올라앉아 쉬거나 뛰어내리기 놀이

를 하며 선생님들은 잔디공원을 마당으로 사용하는 야외 카페의 파라솔과 벤치에 

앉아 쉬면서 아이들을 감시한다. 어린이와 선생님은 놀이거점(Node)과 연결로

(Link)로 분절된 도시환경을 자체 고안한 이탈방지로프를 이용해 놀이로 네트워크 

시키고 있다. 

또한 어린이와 선생님이 이용하는 공간을 기록한 아래표를 살펴보면 이들은 비단 

숲이나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 뿐 아니라 연구소부지나 매점과 같은 사유공간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교육환경
으로서 

네트워크
적 

도시이용

개별놀이환
경

대형 어린이집 도로 옆 인도 연구소입구 필로티 숲

사유공간 공공공간 준공공공간 공공공간

분류 거점(Node) 연결로(Link) 거점(Node) 거점(Node)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정규 교육 커리큘럼 (공공주체), 대학교 커뮤니티 (준공공주체)

공간 대학교 캠퍼스 (준공공공간)

표 18 교육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서울대학교 보육지원센터

이때 대학캠퍼스가 제공하는 제한적 커뮤니티라는 특

수조건은 사유공간까지 놀이환경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사유공간인 연구소, 교수회관, 슈퍼

마켓 등 캠퍼스의 다양한 용도시설이 놀이환경으로서 제

공된다. 이들은 보통 외부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

는 사유공간이지만 대학교 캠퍼스라는 제한된 커뮤니티

의 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마당이나 로비, 주차

장이 외부에 열려 공공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즉 대학교 캠퍼스라는 제한된 

커뮤니티는 사유공간을 주변으로 열어 준공공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림 88 대형어린이집 
‘서울대보육지원센터’ 원정의 

실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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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린이와 선생님은 자유롭게 사유공간의 일부를 놀이로써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 캠퍼스라는 제한된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인식적 네트워크는 내부구성

원에게 사유공간 일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어줌으로써 중공공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유공간까지 놀이환경으로 이용됨으로써 어린이집으로부

터 가까운 거리에 놀이환경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사유공간 일부

의 준공공공간으로의 변화는 놀이가능한 개별놀이환경의 수를 양적으로 확보하여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긴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보육지원센터 주변의 도시가 충분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성인이라는 특정연령집단의 교육시설로

서 계획된 서울대학교캠퍼스는 기능적 연결이 최우선으로 계획116)되었으며, 보행

에 대한 자동차의 위협은 성인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생활의 위협

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한적 커뮤니티에 의해 사유공간까지도 놀이환경으

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를 이어주어야 할 보행로는 자동

차도로로 분절되어 놀이환경 사이를 단절하고 있었다. 

그림 89 위협요소 회피 방법 자발적 모색을 통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  
좌 : 카트사용, 중 : 안전한 루트 발견, 우 : 이탈방지 로프 사용 

따라서 어린이보육주체는 자발적으로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

전한 루트를 발견하고 어린이전용 이동수단을 도입하며, 이탈방지 로프와 같은 산

책용 도구를 개발하여(그림89) 위험한 도시환경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놀이환경

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보육주체는 자동차도로 갓길에 조성된 보

행로를 이용하는 대신 더 멀지만 자동차가 서행하고 통행량이 적은 사유지 내부를 

관통한다. 

이처럼 이용자는 주어진 환경을 놀이용도로서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116)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보고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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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함으로써 주변도시의 미약한 변화를 이끌어낸다. 어린이집의 일상적 이동에서 

위협을 없애기 위해 앞 횡단보도에 가설 볼라드를 설치하여 주차를 제한했으며 취

학전 어린이와 교사가 일과로서 자주 이용하는 가족기숙사 내 놀이터를 잇는 도로

에 횡단보도가 추가되었다. 또한 횡단보도를 잇는 보도의 턱이 사라졌다. 드러난 

결과가 시민 준법의식의 변화와 베리어프리환경에 대한 인식 보편화로서 나타난 당

위적인 변화로 보일 수 있는 매우 기초적이고 미약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변화한 

환경은 취학전 어린이가 도시를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

향으로 발현되고 있다. 왜냐하면 보행을 기반으로 놀이하는 취학전 어린이에게 도

시 바닥 표면의 평탄성이나 자동차 위협의 감소는 놀이네트워크 형성의 핵심 요건

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보육지원센터의 사례에서 최초 놀이네트워크의 필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변화한 교육커리큘럼이라는 사회적 요소였지만 실재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대학이라는 제한된 커뮤니티와 이탈방지 로프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위험한 공공공간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통제된 사유공간을 놀이

환경으로 허용하도록 공간을 준공공화 시키는 요소라는 점이다. 

앞서 공간적으로 네트워크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커뮤니티와 도시이용 보조 도구

를 이용해 놀이네트워크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면 이 사례는 자체적으

로 놀이환경을 확보하지 못하여 도시환경에 더욱 의존적인 소형어린이집의 사례다. 

그러나 도시가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선생님의 도

시 이용이 원활하게 지원받고 있는 사례다. 

일본 다이시도의 한 일시보육소의 사례는 기존 도시조직의 놀이잠재력을 발견하

여 도시를 원정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때 다이시도 지역이 오랜기간 진

행해온 마을만들기 방법론이 지역의 놀이잠재력으로 나타난다. 다이시도 지역117)

은 자동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들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조밀한 도시지역이

다. 방재방화에 취약했던 조밀한 도시 조직의 외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방재에 대

비하여 많은 도로를 넓혔지만 자동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좁은 보행로들을 상당부분 

남겨 기존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좁

117) 다이시도 지역은 고베시와 함께 마을만들기(마치츠쿠리)의 개념이 처음 실행된 지역이다. 

우메즈 마사노스케, 장준호.남지현 역, 삶이 있기에 마을이다. 구미서관, 201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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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골목을 안전하게 가꾸는 방법으로서 좁은 골목을 어린이의 놀이환경으로 변화시

키는 방식을 사용118)했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안전한 보행로로 연결됨으로써 어린

이 보육시설의 원정으로 역할하기에 적합한 상태였다. 

그림 90 일시보육소 ‘팅커벨’의 바깥놀이 루트 
<지도내용출처: 일시보육소 팅커벨 공식홈페이지> 

교육환경
으로서 

네트워크
적 

도시이용

개별놀이환
경

일시보육소 절에 이르는 경로 공원에 이르는 경로 공원

사유공간 공공공간 공공공간 공공공간

분류 거점(Node) 연결로(Link) 연결로(Link) 거점(Node)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새로운 보육 서비스 (공공주체)

공간 철로, 보행전용 도로 (공공공간)

표 19 교육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일시보육소 팅커벨

이처럼 놀이네트워크적 이용 가능성이 높은 기반시설환경은 실제로 이 지역 어린

이보육시설 어린이들이 시설 주변의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보육원정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중 일시보육소라는 새로운 유형의 보육시설은 그 프로그램의 특

성상 훨씬 더 간소한 공간을 보육공간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주변 시설인프라가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 도시 곳곳에 위치하는 일시보육시설은 일정한 시간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로 대부분 양육자의 출산 후, 병

원방문, 학업, 구직활동 등 필요한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아이를 맡긴다. 정규 보육

118) 清水肇, 阪井暖子, and 小野尋子. 三世代遊び場図鑑 街が僕らの遊び場だ!,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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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나 유치원과 같이 동일한 교육 커리큐럼을 진행하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도시의 집객시설 주

변으로 위치하게 되며, 따라서 대형건축물의 실을 임대하

는 등 협소한 장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주변에 

위치한 도시의 공공공간은 일시보육소의 원정으로서 필수

적 환경이다.(그림91) 

그 중 도쿄의 주요 역 중 하나인 산겐자야역에 연결된 대형 오피스 빌딩인 캐럿

타워 3층의 실을 임대해 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 팅커벨’은 지하철이 지상 전철

로 변하는 지점에 위치해있다. 소속된 커뮤니티가 없이 도심에 독자적으로 운영되

는 도심형 일시보육소는 도시의 공공시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보육원정으로써 이

용한다. 본 시설의 경우 2~3세의 취학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방침으로 운영되므로 

어린이의 연령상 도시 이용의 범위가 좁다. 따라서 200m~300m 가량 떨어진 가장 가

까운 공공공간인 사원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반경을 가진다. 이때 지상 선로를 따라 

이어지는 좁은 보행로를 이용하는데 이 도로는 자동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옛 도로

로 어린이의 보행 이동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더욱이 방음을 위해 철로를 따

라 조성된 수목은 어린이가 식물을 관찰하고 곤충을 관찰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취학전 어린이는 보육소의 일과로서 골목을 산책하면서 기차를 구경하고 식물을 만

지며 여정의 끝에 위치한 공원에 도달하여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연속적 놀이를 경

험한다. 이때에도 더 멀리 더욱 안전한 이동을 위해 고안된 카트를 이용하기도 하

고 필요시 잠시 쉴 수 있도록 돗자리를 준비하여 필요에 따라 도시공간을 변형시킨

다.(그림92) 이때 도시공간이 내포한 잠정적 이용의 가능성은 이들의 놀이네트워크

적 도시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잠정적 놀이환경으로 이용되는 도시공간의 형태는 

이어지는 4.2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그림 92 위협요소가 제거된 도시공간을 이용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
좌 : 카트사용, 중: 보행이동, 우: 머묾

  

그림 91 일시보육소 ‘팅커벨’ 
원정의 실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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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놀이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최초 요인은 도시를 원정으로 

이용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공공시스템으로서 새로운 보육시설 유형지만 실재로  

보육시설 근거리에 위치하는 보행전용도로로 연결된 가까운 공공공간이 놀이네트

워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것에 더해져 공공공간을 일시적으로 안전

한 놀이환경으로서 변화시켜 통제된 공공공간인 준공공공간으로 만드는 기구와 놀

잇감은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림 93 놀이로 연결된 모든영역 도면
<출처 : 가토 세키이치, 2017.7.30.>

후지유치원 옥상 지상 내부 외부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교육커리큘럼 (공공주체),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민간주체)

공간 건축과 외부공간의 관계 설정을 통한 안전하고 감시가 용이한 통합된 공간 

표 20 교육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후지유치원

지금까지 교육환경으로써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이 정규교육시설 외부도시를 원정

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보이는 사례들을 관찰했다면 외부 도시인프라에 의존하기보

다 건축 내부에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수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취학전 

어린이의 이동가능반경은 매우 작기 때문에 충분히 규모가 큰 건축은 그들에게 소

도시로서 완결된 놀이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대형규모 유치원 사례를 통해 교

육환경으로서 놀이네트워크의 건축적 수용 방식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때 

유치원 건축을 주도하는 계획가의 놀이환경에 대한 시각은 응축되어 단일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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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됨으로써 어린이 하루의 일과가 일어나는 작은 도시로써 교육시설을 형성하기

도 한다. 따라서 유명유치원 건축물의 취학전 어린이와 선생님의 이용방식을 관찰

함으로써 압축된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네트워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설계수법으로서 확장 적용할 수 있는 공간성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건축가 테츠카 부부는 후지유치원119) 계획을 통해 교육환경으로써 도시의 

놀이네트워크 개념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테츠카부부는 어린이의 일상적 놀이

의 연속성과 선생님의 일상적 감시행위를 관찰하여 그것을 공간으로 재현했다. 축

소된 도시인 대형유치원 설계에 어린이의 네트워크적 이용과 선생님의 일상적 감시

행위를 적용함으로써 실재 도시에서 취학전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이 가능

한 환경의 물리적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원형(圓形)의 내외부가 연결된 단층 

조형이었다. 모든반 아이들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이 비워둔 넒은 

중정과 중정을 향해 완전히 개방되는 내부 교실은 유치원이라는 작은 도시에 공공

공간과 각 교실이라는 사유공간을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마치 앞서 서울대학교 보육지원센터의 사례에서처럼 제한적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같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단절된 제한된 커뮤니티로서 유치원은 놀이

네트워크 기반을 제공하며 이에따라 건축의 내부공간은 외부로 열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외부, 위아래층이 연결된 원형의 건축조형은 안전한 커뮤니티를 전제로 

가능해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워지고 연결된 내외부 공간은 모든 장소

로의 감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선생님의 일을 줄이고, 어린이의 창의적 놀이를 어

느때고 변화시켜 적용할 수 있는 잠정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그림94) 어린이는 

내부와 외부 지상층과 옥상을 자발적으로 이동하며 놀이하며 곳곳에 놓인 사물을 

놀이기구삼아 놀이한다.

119) ■ No. of classes :19

■ No. of children :620

■ Owner: School Corporation Minnanohiroba Fuji Kindergarten

■ Location: 2-7-1 Kamisuna-cho, Tachikawa City, Metropolitan Tokyo

■ Site area: 4791.69 m2

■ Building area:1419.25 m2

■ Total floor area: 1304.01 m2

■ Structure and scale: Steel construction. One floor above ground

■ Ceilling heights (varies) : 2.172m / Total heights : 2.785m

■ Construction period: Mar. – Sep. 2006 (Phase I 50%), July 2006 – Jan. 2007 (Phase II 100%)

■ Architect: Takaharu + Yui Tez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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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좌: 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적 원사 이용, 우: 선생님의 감시영역
<출처 : 좌: Tezuka Architects 공식홈페이지, 우:http://architypereview.com, 2019.05.20. 검색>

이렇게 지어진 유치원 원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을 살펴보면 원형의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 옥상과 지상을 제한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오르내린다. 취학전 어린이는 작은 도시의 모든 공간을 입체적으로 오가

며 연속적으로 놀이한다. 원형(圓形)의 단층으로 조성되어 모든 공간의 연결성을 

높인 건축의 형태는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을 돕는 중간 공간이다. 

이것은 내부이거나 외부, 옥상이거나 지상층으로 구분되지 않고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과 반별로 사용하는 공간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사람간, 공간간 연결된다. 

그림 95 내/외부와 상/하층의 놀이적 통합
<출처 : 좌: Tezuka Architects 공식홈페이지>

다시말해, 원형(圓形)의 유치원 조형은 한계가 없는 끊임없는 동선을 만들어내며 

수직동선은 놀이기구로서 역할함은 물론 수직 분리된 공간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전체를 열 수 있는 반사율 낮고 투명도 높은 창, 옥상과 실내공간을 잇는 수

직 놀이기구를 통해 외부와 내부, 옥상과 바닥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한다. 감시

와 통제는 용이해지고 선생님과 어린이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진다. 결과적으로 어

린이의 놀이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교육환경으로서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이 일어나는 후지유치원 사례를 통해 공간

적 놀이네트워크를 이루는 첫 번째 요소는 제한된 안전한 커뮤니티였으며, 두 번째

는 유치원 전체공간을 각 반이 전유하는 사유공간과 모든반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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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으로 구분지을 수 없는 준공공공간으로 형성한 아이디어였다. 

그림 96 공공공간으로써 사유공간 내 공공가로
좌: 조감도 북측전경, 우: 배치도 완성안

<출처: 좌: 공식홈페이지, 우:２０１５年夏、楽天株式会社の本社機能が、 二子玉川ライズ・第２期事業のオフィス棟に移転 2014.8>

또한 이동의 결절점으로서 용도가 압축되어 이동동선이 짧고 보행환경이 안전한 

대형복합용도건축물 내의 어린이집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을 관찰해보았다. 일본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개발지역은 지자체와 개발사의 협의를 통해 부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공공화된 사유공간으로서 계획한 입체도시다. 부지를 관통하

는 가로는 사유지임에도 의사공공공간이 아니라 온전한 공공공간이다. 상가, 오피

스, 호텔 등의 사유공간과 접합하여 그들을 통합하는 동시에 대중의 공공가로로 역

할 하지만 일반적 복합용도시설에서 나타나는 의사공공공간으로서의 가로가 아닌 

대중의 이용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 공공공간이다. 지역민들의 일상의 가로로서 밤

낮으로 이용하고 원하는 시간만큼 머물 수 있다. 이것은 소유권을 가진 기업의 성

격과도 관련이 있다.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개발지역으 소유자인 도큐전철은 민영

화된 공기업으로 공공성을 띤다. 따라서 개발의 결과물 역시 여느 복합용도개발지

보다 공공성을 높일 수 있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

개발지역을 관통하는 보행로는 사유지이지만 공공공간에 거의 준하는 공간으로 본 

논문에서 규정하는 준공공공간이다. 

실재 놀이네트워크적 공간이용을 살펴보면 선생님과 어린이는 준공공공간인 보

행로를 따라 놀이하며 이동한다. 보행로를 따라 분포하는 개별놀이환경은 노드와 

링크의 공간적 구분이 아닌 이동놀이와 머묾놀이, 즉 지속시간이 서로 다른 놀이로

서 통합되는데 이때 사유지인 보행광장은 온전히 공공에 개방된 준공공공간으로써 

놀이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취학전 어린이와 선생님의 도시이용경로는 (그림9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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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어린이집을 나서서 지역의 역사가 소개된 벽면으로 이어진 경사진 램프를 지

나 보행광장에 들어선다. 어린이가 마주한 보행광장은 버스의 결절점으로 다양한 

간선버스와 지역버스가 늘어서 있는 유희적 풍경을 제공한다. 보행광장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된 7m 들어올려진 보행광장으로 다시 연결되며 어린이는 계단

을 오르면서 놀이하고 마침내 도달한 계단 끝에서 도시를 부감하며 도시의 모습을 

기억에 담는다. 이후 차례대로 나타나는 분수놀이터와 기구놀이터 옥상생태공원은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유형을 경험하게 한다. 자연은 통제 가능하도록 건축화되어 

가벼운 놀이장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곤충과 식물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림 97 공공보행로를 따라 위치한 놀이환경 
<지도내용출처:관찰,2017/7/29~8/1,2018/6/18~21>

교육환경
으로서 

놀이네트
워크적 
이용

개별놀이
환경

보행광장 분수놀이터 옥상생태공원 놀이쉘터 유아 놀이터 공원

준공공공간 공공공간

분류 영역(1,2,3) 허브(Hub) 영역(4,5)

놀이네트
워크를 

만들어내
는 요소

사회 정규 교육 커리큘럼 (공공주체)

공간 입체도시 외부광장 (준공공공간), 안내센터내부 (준공공공간)                                       

표 21 교육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후타코타마가와 라이즈 어린이집

넓은 광장은 시각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서 선생님은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어린이를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자발적으로 놀이장소와 행위를 선택

할 수 있게 된다. 보행광장은 지역의 대형공원에 도달하여 끝나는데 보행광장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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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인포메이션 센터이자 놀이쉘터는 잠시 어린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어린이는 놀이쉘터에서 잠시 쉬고 박제되어있는 곤충을 구경하며 

다시 밖으로 나와 공원에서 놀이한다. 놀이는 야생자연인 강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개발지역의 놀이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첫 번째로 

주변도시를 교육공간으로 이용하게 한 교육커리큘럼이다.120) 두 번째로는 어린이

집이 위치한 압축적 개발유형의 입체도시의 잠재력으로, 자동차 위협이 제거된 건

축화된 가로로서 공공화된 사유공간이었다. 

그림 98 놀이환경으로 이용되는 입체도시 바깥을 둘러싼 공공가로
<지도내용출처:롯데맘편한어린이집 설문,2019/05/10>

공식교육환경으
로서 

놀이네트워크적 
이용

개별놀이환경
어린이집 어린이집 앞 아케이드광장 카페앞 쌈지공원 서울놀이마당,산책로

사유공간 준공공공간 공공공간 공공공간

분류 거점(Node) 연결로(Link) 거점(Node) 거점(Node)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정규교육커리큘럼(공공주체)

공간 입체도시 외부보행로(준공공공간) 

표 22 교육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롯데맘편한 어린이집

반면 롯데월드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실재 놀이네트워크적 공간이용을 살펴보면 

롯데월드 내에 위치하는 맘편한 어린이집의 선생님과 어린이는 롯데월드라는 사유

공간의 통제로부터 더욱 자유로운 공간을 찾아 롯데월드 바깥으로 나간다. 1989년 

120) 일본 보육원 하루평균 바깥놀이 시간 

松橋圭子, et al. 保育施設における園外活動の実態からみた地域資源の使われ方について-横浜市を対

象としたアンケート調査より. 日本建築学会学術講演梗概集 2008 年度大会 (中国) E-1, 2008,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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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가 완공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으로 복합용도의 입체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입체도시를 이루는 거대한 건축의 내부공간은 도시를 모방하여 

거리 표지판, 실내 광장, 분수 등이 형성되었으며 의사공공공간을 내부에 형성했으

며 평면도시의 거리풍경으로부터 복사 한 듯한 친숙한 도시적 구조를 압축하여 실

내화 시켰다. 이것은 '도심의 소외된 공공공간을 보완하는 의사공공공간'121)을 도

시에 제공한는 듯 보였으나 이것은 공공에 개방된 열린 공간을 모방하고 있지만 아

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특수한 형태의 공공공간이었다. 

사유공간인 입체도시는 공공성의 많은 본질적 측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도

시의 공공공간을 내부에 재현하고 있다. 재현된 바깥도시의 공공공간은 그 매력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형태는 비슷하더라고 여기에는 

공공성의 많은 본질적 측면들이 부족하다. 사실, 이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권리는 

제한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소비할 수 있는 고객을 분

류하고 원치 않는 방문자를 추방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의사공공공간이다. 이 공

간에서는 시위나 거리행진이 허용되지 않으며 노숙자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당시 복합용도의 입체도시는 오직 소비의 목적으로 공공공간과 유사한 공간

을 내부에 계획한 것이었다. 

따라서 어린이집 어린이와 선생님은 내부의 의사공공공간인 가로를 놀이환경 삼

아 뛰어놀 수 없었으며 대신 롯데월드바깥 건너편의 호수와 공원까지의 여정을 공

간적 놀이네트워크로 형성했다. 어린이와 선생님은 기부채납부지로 공공에 제공된 

어린이집 전면에 위치한 아케이드의 넓고 평평한 바닥을 달리거나 바닥의 패턴을 

건너뛰며 놀이한다. 아케이드를 이동하여 도달한 까페마당의 쌈지공원은 공공공간

이지만 까페의 영역으로 가꾸어져 내부화된 외부환경을 제공한다. 어린이는 건축화

된 녹지의 경계석에 걸터앉아 흙놀이를 하거나 벤치를 놀이기구 삼아 놀이한다. 놀

이의 여정은 다시 쌈지공원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서 호수공원에 이르러 마무리된

다. 롯데월드 사례에서는 입체도시가 교육환경으로서 적극적으로 놀이네트워크적

으로 이용되기보다는 그 경계를 따라 소극적인 연결로(link)로써 이용되고 있었다. 

물론 입체도시는 어린이의 공식교육인 놀이여정에 안전한 보행로를 일부구간 제공

121) ZINGANEL, Michael. Wien für Amerikaner. Vom Politischen Kabarett zur Shopping Mall. 

Learning von Las Vegas. 2004.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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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 격

리된 바깥공간으로써 공공가로는 어린이 놀이를 입체도시 안으로 끌어들이기보다 

경계를 돌아 입체도시 바깥의 놀이거점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어린이의 공식적 교육일과로서 살펴본 일련의 놀이시퀀스는 어린이의 놀이가 보

행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행위 

특성과, 그 행위가 나타나는 공간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게 했다. 놀이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위해 도시의 공간은 공공공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사유공간이 공공화되

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유공간의 공공화는 의사공공공간으로서가 아닌 

준공공공간으로서 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평면도시에서는 놀이거

점과 그것을 잇는 노드에 의해 공간적 놀이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면 입체도시에서

는 각각의 성격을 지닌 영역의 집합으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가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서는 평면도시에서의 방식과 입체도시에서의 방식이 분리되어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놀이보조자(공공,준공공)/양육자/어린이

정규교육외의 시간에도 양육자는 놀이보조자와의 계약 관계를 맺고 놀이 방법론

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에 자녀와 함께 참여한다. 놀이보조자가 개입한 도시의 

네트워크적 이용은 놀이네트워크를 최초부터 염두에 두고 도시를 활용하는 새로운 

현상이다. 따라서 실재 현상은 일부 선진사례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교육환경

으로서 도시공간을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놀이보조자는 선생님에 

비해 도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돕는다. 

일본 후타코타마가와 요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놀이프로그램은 전문가로 구

성된 놀이보조자를 투입하여 지역 내에서 탐방 루트를 변화시켜 가며 놀이를 진행

하고 이러한 지역탐방 프로그램이 어린이의 학습능력을 높이는데 일조한다는 점을 

연구한다.122) 어린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놀이를 할 때 전혀 새로운 장소에서 놀

122) Mari Yoshinaga and Koji Ohnishi, Green and blue spaces and psycho-physi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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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는 것에 비해 정서적으로 높은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기반 놀이학습법이다.123) 연구자와 비영리단체는 지자체의 지원하에 

지역공간을 연속적으로 놀이환경으로써 이용하며 실험한다. 지역의 아동관이나 커

뮤니티 거점에서 함께 만나 지역의 놀이 경로를 탐험하는 여정으로 경사로를 기며 

거북흉내 놀이를 하며 강가녹지에 도착해 흙과 물을 도구삼아 모험놀이를 한다. 그

리고 다시 길을 나서 다음 거점으로 돌아가면서 길가에 심어진 꽃을 관찰하고 곤충

을 채집한다. 도착한 거점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으면서 하루의 놀이를 마무

리한다.

그림 99 놀이보조자에 의한 지역탐방 워크샵 루트 2017
<출처 : 요시나가 마리, 2018.6> 

소토야소비 
프로젝트

개별놀이환
경

토론장
(키누타마의집,プレスポ아

동관)
패턴이 있는 경사 보행로

출장놀이 
(키누타마 놀이마을)

길가 화단

준공공공간 공공공간 공공공간 공공공간

분류 거점(Node) 연결로(Link) 거점(Node) 연결로(Link)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NPO 물가놀이네트워크,대학,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준공공/공공주체)

공간 타마강/녹지,도로(공공공간)

표 23 교육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키누타마의 집

이때 지역에 위치한 공공공간인 놀이터 및 공원, 보행로, 차도 및 공공공간이지

adaptation in primary school children: The SOTOASOBI Project, 2017

123) 日本学術会議 , 遊び空間認知力と生活時間制御力が児童の心身状態におよぼす影響にかんする研

究,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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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상주하는 놀이보조자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는 모험놀이터 등은 취학전 어린이

가 탐험의 여정에서 놀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흥미를 제공하는 중간거점으로 역할

한다. 공식 교육커리큘럼으로써 어린이와 선생님의 놀이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이 어

린이집원정을 중심으로 그 주변반경의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놀이보조

자에 의해 기획된 놀이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은 어린이집과 같은 사유공간이 아닌 이

용의 자율성이 높은 공공화된 공간인 아동관이나 커뮤니티시설을 거점으로 한다. 

이러한 거점은 지자체와 비영리 단체등이 운영하는 곳으로 공공공간이기 보다는 프

로그램과 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공간과 유사한 준 공공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놀이보조자에 의해 새로운 놀이네트워크가 생겨나는 거점공간은 많은 사람

들이 모이기 용이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운영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준공공공간을 중

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후타코타마가와 요가지역에서 놀이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첫 번째로 놀

이보조자였다. 준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제공하는 인력과 프로그램으로서 놀이보

조자는 지역의 공간을 취학전 어린이의 공식적 교육공간으로 일시적으로 규정함으

로써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의 자연환경 인프라

와 같은 지역의 놀이잠재력 요소다. 녹지와 물가와 같이 놀이환경으로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의 공간인프라는 놀이보조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여 놀이네트워크

를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놀이네트워크의 공간적 거점이 되는 기획놀이환경

으로서 준공공공간은 취학전 어린이와 양육자가 놀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쉴 수 

있는 중간 공간으로써 놀이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중간적 

성격의 도시공간을 놀이네트워크의 거점 삼아 취학전어린이가 보행으로 이동가능

한 반경 내의 도시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3장에서 기획놀이환경으로서 

일상적 놀이환경으로서 지역토론장으로서 언급한 키누타마의 집은 놀이보조자가 

개입하여 도시를 교육환경으로써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데 거점으로 역할하

는 새로운 시설로서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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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사유공간인 내부와 공공화된 사유공간인 외부광장을 드나들며 이루어지는 놀이프로그램 
<지도내용출처: 관찰,2017/7/29~8/1,2018/6/18~21>>

놀이보조자가 
개입한 

교육환경으로
서 

놀이네트워크
적 이용

개별놀이환경

도시형 대학교
(도쿄 도시대학교 꿈 캠퍼스)

과학교육을 위해 실 대여
(오피스건물 실내)

줄타기 체험
(보행광장 1)

방재 교육
(보행광장 2)

사유공간 준공공공간 준공공공간

분류 허브(Hub) 영역 2 영역 3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대학교, 지자체 협력 새로운 지역 연계형 어린이 교육 허브 (공공/준공공주체)

공간 임대실(사유공간), 입체도시 외부보행광장 (준공공공간)                  

표 24 교육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꿈캠퍼스

놀이보조자는 평면도시의 공공성을 띤 공간 뿐 아니라 사유공간인 입체도시까지

도 적극적으로 교육환경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입체도시에서 어린이와 양육자는 

놀이보조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유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놀이보조자 입장에서는 집객력이 높은 대규모 건축의 공공화된 영역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검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도시를 

놀이네트워크적으로 활용하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놀이네트워크적 개별놀이환경을 

생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어린이와 양육자에게 더욱 풍부한 놀이환경을 제공한다.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개발 지역의 오피스 건물에 허브를 두고 어린이 놀이환경

을 연구하는 ‘꿈 캠퍼스’를 앞서 3장에서 기획놀이환경으로 분류한 바 있다. 입

체도시내의 오피스 실을 임대해 운영하는 꿈캠퍼스는 실재로 어린이 놀이가 일어나

는 놀이환경은 아니다. 대신 교육방법론으로써 새로운 놀이를 계획하기 위한 대학

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획하는 놀이 연구시설이다. 사유공간인 입체도시내 임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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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점으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 아이디어를 입체도시 내 

공간에 실험한다. 어린이는 과학교육이 이루어지는 오피스건물 내의 과학실험실에

서 놀이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신기한 과학체험을 진행한다. 이후 보행광장으로 나

와 줄타기 체험을 하고 다음 단계로 옆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방재교육을 체험놀

이로서 진행한다. 준공공주체인 도쿄도시대학교가 제공하는 놀이보조자에 의해 취

학전 어린이와 양육자는 입체도시내의 공공화된 사유공간 뿐만 아니라 사유공간을 

모두 자유롭게 놀이로써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후타코타마가와동부재개발지역에서 교육환경으로서 도시를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요소는 첫 번째로 놀이보조자였다. 두 번째로는 도시조직의 

특성이다. 복합용도의 입체도시로 조성된 자동차가 제한된 공공보행로는 놀이네트

워크를 지원한다. 그러나 민간이 소유자인 입체도시조직에서 공공이 이용하는 보행

로가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앞서 플로리안하이든과 로버트테멜이 말

한 의사공공공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발적 행위가 일어

날 수 있는 좀 더 자유로운 준공공공간이어야 하며 본 사례는 그런점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기획놀이환경이다. 프로그램과 인력만 제공하는 것에

서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취학전 어린이와 양육자의 놀이쉘터이자 일상적 공간거점

을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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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일상환경으로서 도시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

지금까지 교육환경으로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가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을 관찰했다면 본 절에서는 일상환경으로서 집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

가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을 관찰한다. 이를 통해 도시에서 양육자와 

어린이의 비공적 놀이가 일어나는 장소의 성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상에서 어린이의 도시 놀이장소는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자의 선호장소와 타협

적이다. 앞서 선생님은 어린이의 자유로운 놀이가 가능한 장소를 찾아내어 교육환

경으로써 이용하였다면 일상에서 양육자는 필요에 의해 다양한 목적지에 방문하는 

여정에서 어린이의 놀이가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일상환경으로써 도시를 이용한다. 

이때 목적지는 미용실, 은행, 병원과 같은 도시의 목적공간들이며 따라서 양육자는 

어린이의 선호장소와 타협하여 경로를 선택한다. 양육자의 목적 행위는 어린이집 

등하원, 쇼핑, 치료, 상담, 식사, 은행업무 등 일반 도시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취학전 어린이를 동반한 양육자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여정에 이동행위 외에 

취학전 어린이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동의 여정은 비단 

이동행위뿐만이 아닌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와 양육자의 감시/보호 행위가 부가적으

로 뒤따른다. 이러한 특성상 도시의 보행로는 일상환경으로서 도시의 놀이네트워크

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일상환경으로서 도시를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로 미슈쿠사쿠라 유치

원 어린이들 등·하원의 일상적 경로를 관찰하였다. 다이시도 지역은 일상의 놀이

를 포용하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1~4

세대의 어린이놀이지도가 발행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을 관찰함으로써 놀이를 포용하는 도시공간의 성격에 대해 도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슈쿠사쿠라 유치원 어린이와 양육자의 하원 경로를 관찰한 결과 유치

원 및 사원, 초등학교를 보행으로 연결하는 보행전용도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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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양육자와 어린이 일상의 목적지와 그들을 잇는 보행공원
<지도내용출처: 관찰,2018/6/18~21>

양육자의 
일상목적지로

의 여정

개별놀이환경
A-A’ 가라스마야 천 지역명물빵집 보행로 생선가게

공공공간 사유공간 공공공간 사유공간

분류 연결로(Link) - 연결로(Link) -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지자체 원정개방 프로그램 (공공주체)

공간
보행공원 주변 양육자 일상 목적지(사유공간) , 개방된 운동장 (준공공공간),  놀이정보를 제공하는 

안전한 보행로 (공공공간)

표 25 일상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미슈쿠사쿠라유치원

어린이는 유치원 일과를 마치고 양육자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행로에 설

치된 미끄럼틀을 올라가 내려오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향해 뛰어간다. 그곳

에 나타난 인공 천에 손을 담그거나 발목까지 잠기는 물속에 들어가 걸어보기도 하

고 가장자리에 난 수풀에 숨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닥을 휘젓기도 한다. 그동안 

양육자는 인공천의 경계석에 앉아 휴식하거나 다른 양육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린

이를 감시한다. 이후 잠시 공중화장실에 들러 손을 씻고 옷을 가다듬으며 다시 나

와 지역 명물빵집에 들러 빵을 고르고 작은 폭포 앞의 개울을 건너는 다리 위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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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빵을 먹으면서 물속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그리고 운동기구 겸 벤치로 조성된 

도시가구위에 올라가 매달리거나 점프하고 바닥을 짚으며 기기도 하면서 집으로 향

한다. 그 경로에서 어린이가구 전문점에 들러 양육자가 가구를 구경하는 사이 어린

이는 어린이용 가구에 누워보거나 앉아보며, 잠시 가상의 역할놀이를 해보기도 한

다. 매장을 나와 지역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의 연례행사인‘락동클럽’활동의 일

환으로 직접 가꾼 화단에서 꽃을 만져보고, 지역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타일로 만

들어낸 바닥 패턴을 징검다리 삼아 뛰면서 개방되어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넓은 운동장과 놀이기구로 놀이해 보며 

다시 운동장 밖으로 나와 길에 놓인 동물모양 수전에 발을 적시고 바닥에 물자국을 

내며 걷는 사이에 집에 도착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된 놀이행위를 가능하도록 조성된 보행공원은 그곳에 면하여 

조성된 집이나 상점과 같은 사유공간들에 의해 더욱 활기를 띤다. 내부의 프로그램

을 공공공간인 보행공원으로 발산함으로써 외부공간인 보행공원에 안전한 내부적 

감각을 주고 변화하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사유공간의 경계에 놓인 테이블과 메뉴

판, 광고사인은 놀이사물로서 잠시 이용될수 있으며, 양육자의 통제하에 구매를 전

제로 사유공간 내부로도 들어갈 수 있다. 사유공간 내부로 들어갔을 때 어린이의 

놀이행위는 제한되지만 다음 놀이로의 흥미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곳에서 취학전 어린이는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을 드나들며 머묾 시간과 강도가 

다른 연속된 놀이를 일상으로써 행하고 있었다. 이때 보행공원이라는 선적인 공공

공간은 거기에 접합한 사유공간들이 밖으로 발산하는 다양한 테마에 의해 활기를 

획득함으로써 취학전 어린이가 일상으로서 놀이를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이시도지역에서 일상환경으로서 도시를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요소 중 첫 번째는 지자체에 의한 원정개방프로그램과 같이 공공에 

놀이환경을 잠시 제공하는 놀이장소제공 프로그램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보행전용

도로로 주요 등·하원 동선을 계획한 공공의 도시설계방식이었다. 세 번째로는 그 

보행전용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유공간이 외부로 발산하는 테마에 의해 변화된 

공공공간의 성격이었다. 공공공간은 연접한 사유공간에 의해 활기와 내부의 감각을 

얻음으로써 준공공공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준공공공간은 어린이의 놀이를 안전하

고 다양하게 만듦으로써 일상적 경로상에서 놀이가 연속될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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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종로 세검정초등학교 후문로 일대 도로 정비
<지도내용출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아마존사업,2019>

취학어린이 
일상의 통학

행위

개별놀이환
경

도로 도로 도로

공공공간 공공공간 공공공간

분류 연결로(Link) 연결로(Link) 연결로(Link)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유니세프와 지자체의 보행로정비 프로젝트 (공공/준공공주체)

공간 놀이정보를 제공하는 안전한 도로 (공공공간)

표 26 일상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세검정초등학교

긴 구간 보행으로 연결된 적극적 놀이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일상이용의 빈도가 

가장 높은 교육시설 등하원로의 짧은 구간을 놀이 경로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

적인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 교육시설의 일정반경 

도로는 등하교시간 어린이들의 집중적 보행이 일어난다. 어린이는 학교로의 보행 

경로상에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장난치며 놀이한다. 이러한 어린이 행위

에 대한 도시공간의 보조는 그간 어린이 교육시설 주변 공공공간 이용행위의 제한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동차속도 제한이나 흡연금지 등의 어른 

이용자에 대한 행위제한이었다. 그러나 최근 제안되고 있는 방법론들은 좀 더 적극

적으로 어린이의 놀이행위 자체를 장려하고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그들이 등하원로에서 일상적으로 경쟁적으로 뛰고, 걷고 뒤돌아보는 연속적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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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위를 더욱 안전하고 다양하게 만들려는 시도다.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세검정초등학교 후문부터 세검정로 9길 45 

까지 구간 도로를 정비한 사례124)는 초등학교로의 일상의 통학을 안전할 뿐 아니라 

더욱 놀이 지향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담겨있다. 통학로의 바닥과 벽, 전봇대 등

의 도시사물에 놀이정보를 삽입하여 어린이의 통학 여정에 활기를 주며 어른들에게

는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처럼 일상환경으로서 통학로를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

원하고자 하는 공간적 놀이네트워크 형성원인은 공공,준공공주체의 협력을 통한 아

이디어의 공유와 도시공공공간에 대한 실천이었다. 

놀이환경2 놀이환경1

놀이환경3
놀이환경4

그림 103 후타코타마가와 요가지역 일상의 놀이가 일어나는 장소, 2018년 9월 기준
<지도내용출처 : 직접 작성한 지도에 요시나가 마리 교수 작업 추가>

  

등하원로는 취학전 어린이가 도시를 일상의 놀이로써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

소일 수 있다. 그러나 취학어린이의 일상적 통학과 달리 취학전 어린이의 일상적 

등·하원은 그들의 보행의 미숙함 때문에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양육자에게 

훨씬 의존적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행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자

동차나 유모차와 같은 보조적 이동수단을 통해 등·하원하거나 자발적 보행 시 위

험에 노출될 수 있다.  

124) 종로구, ‘이곳은 아이들의 안전보행공간 아마존!’, 보도자료,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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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도는 취학전어린이 및 취학어린이들의 지역에서의 일상적 놀이행위를 표시

한 지도이다. 취학전 어린이의 집중이용 경로인 어린집근처 보행로를 보행공원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취학전어린이의 경로를 중심으로 취학후어린이의 놀이도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학전 어린이는 스스로 자발적 보행을 통해 어린이집에 일상

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된 보행로가 제공하는 화단과 

놀이기구, 벤치 등의 놀이사물을 어린이집으로의 여정상에서 놀이로써 이용하게 된

다.   

취학전어린
이 일상의 
통학행위

경로
A,D,E

개별놀이환
경

원정개방 보육원
(세타가야구립타마가와 보육원)　

보행로 E 보행로 D 매미잡는 흙길 A

준공공공간 공공공간 공공공간 공공공간

분류 연결로(Link), 거점(Node) 연결로(Link) 연결로(Link) 연결로(Link)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멋진 거리 만들기 추진 조례, 원정개방 프로그램 (공공주체)

공간 개방된 원정(준공공공간),놀이정보를 제공하는 안전한 도로 (공공공간)

표 27 일상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세타가야구립타마가와 보육원

이처럼 취학전 어린이의 가장 일상적 도시이용 장소를 거점이 아닌 그곳에 다다

르기 위한 경로와의 군집으로서 고려하는 시각은 (그림103)의 놀이환경 1,2,3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1961년에 개원하여 오랜기간 지역의 취학전어린이 보육원으로 역할해 온 세타가

야구립 보육원은 오랜기간 지속된 취학전 어린이의 일상적 보행과 놀이의 행위가 

어린이집과 주변 도로의 일체화된 계획으로서 발현된 사례다. 200여명의 어린이를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로 보육원 주변으로 많은 수의 어린이/양육자의 일상적인 

등·하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해 평탄화 작업과 보행전용

로로의 변화 등 취학전 어린이의 일상에서 도시의 위협을 제거하는 작업을 중심으

로 주변이 일상적 놀이환경으로 변화함으로써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

었다. 이것은 앞서 교육환경으로서 놀이네트워크적 도시이용에서 언급한 서울대학

교 어린이집의 사례와 같이 반복적인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을 통해 도시가 네트워크

적 놀이환경으로서 발현된 사례다. 사유공간인 어린이집은 주변의 공공공간과 만나

는 경계에 꽃을 심어 푯말을 세우거나 어린이와 함께 가꿈으로써 사유공간이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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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육의 테마를 주변 공공공간으로 발산함으로써 놀이네트워크를 공공공간

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림103)의 A,D,E는 보행공원으로 계획된 것으로 주요간선도로로부터 보육원까

지 연결된다. 보육원에 연접해있는 보행로 D는 보육원의 영역으로 포함됨으로써 안

전하고 네트워크가능한 놀이환경이 되었다. 

그림 104 보육원의 영역으로 포함된 보행로 (그림 103 의 D)
  

이와 같은 개별놀이환경으로부터 그 주변으로의 놀이영역 확장은 이용자의 행위

방식에 의해 발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모든 보육원 접합 도로는 놀이환경으

로 일체화되도록 정비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상의 이용이 일어나는 도시공간에 

공간적/사회적으로 조치 함으로써 어린이와 양육자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놀이터,

공원으로의 여정은 점차 보행로와 일체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자발적 놀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그림 105 통합적 놀이환경으로서 일상적 이용장소와 보행로 일체적 
정비 

그림 106 도시공간의 놀이정보를 
네트워크해주는 놀이쉘터와 보행공원

그 외에도 어린이와 양육자는 일상의 놀이환경으로써 도시를 이용한다. 자연환경

은 어린이의 자발적 놀이와 양육자의 산책이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장소다. 자연은 

공공장소이지만 취학전 어린이에게는 접근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주거지로부터 거

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이어린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는 놀이환경으로의 접근과 

접근후에도 놀이의 지속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수한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놀이환

경은 보행경로에서 쉽게 마주치는 놀이터와 달리 어린이의 일상적 접근이 어렵다. 

그러나 (그림103)의 놀이환경4의 사례에서는 취학전 어린이와 양육자가 일상적 놀

이환경으로서 자연을 이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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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양육자의 
물가산책
경로 C

개별놀이환
경

놀이쉘터(기획놀이환경) 산책로 놀이터 자연

준공공공간 공공공간 공공공간 공공공간

분류 거점(Node) 연결로(Link) 거점(Node) -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놀이쉘터프로그램 (공공주체), 놀이쉘터 운영(준공공주체)

공간 보행공원, 자연 (공공공간) 놀이쉘터 (준공공공간)

표 28 일상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키누타마의 집

그들이 자연을 일상환경으로서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을 관찰한 결

과 취학전 어린이와 양육자는 놀이가 가능한 실내놀이쉘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에 일

상적으로 방문하여 식사하거나, 놀이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가까운 

보행로C를 거쳐 물가의 녹지로 접근한다. 강둑을 따라 취학전 어린이와 양육자는 

산책하며 놀이하는데 자연에 다다랐을 때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를 전환시킬 놀이기

구가 설치되어있음으로써 새로운 테마의 놀이로 옮겨간다. 이미 도시의 공공공간이 

제공하고 있는 도시의 다양한 놀이정보는 기획놀이환경인 놀이쉘터와, 보행공원으

로 인해 취학전 어린이와 양육자의 놀이행위를 공간적으로 네트워크 시키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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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이벤트환경으로서 도시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

취학전어린이가 도시를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교육프로

그램을 통해서, 혹은 양육자의 일상 목적지로의 동반 이동에서였다. 이때 도시의 

공공공간은 가장 기본이 되는 놀이환경으로 역할 했으며 사유공간의 일부도 놀이환

경으로써 이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취학전어린이가 일상이 아닌 이벤트로서 도시를 놀이네트워크

적으로 이용하는 것 역시 현대 변화된 도시에서의 주요한 이용방식이다. 과거 교외

의 대규모 놀이공원은 가장 전형적인 이벤트환경으로서의 내부 순환적 놀이네트워

크를 보여준다. 그거나 먼 거리를 교통수단을 이용해 도달해야 했기 때문에 취학전

어린이에게 접근이 힘든 놀이환경이었다. 따라서 취학전어린이에게 원거리의 특수

놀이환경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고려대상이 아니었으며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일상

적으로 접근 가능하면서도 특수한 놀이이벤트가 제공될 수 있는 상업 중심의 복합

용도 입체도시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입체도시에는 양육자의 목적지는 

물론, 특수한 놀이환경들이 짧은 보행거리 안에 모여 있음으로써 이동반경이 작은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 모두에게 선호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벤트환경으로서 도시에서 양육자와 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적 이

용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취학전어린이가 평상시 접하기 힘든 특수놀이

를 위해 선호되는 공간의 성격을 파악한다. 

가. 양육자 / 어린이

입체도시는 휴일이나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 상황에서 이용되는 원거리의 

특수놀이환경의 대안으로써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에의해 놀이환경으로써 이용되

고 있다. 먼저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개발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린이와 양육자의 도

시이용을 관찰해 보았다.  

이곳에서 취학전 어린이와 양육자는 쇼핑을 하거나 식사를 하고 이벤트와 산책

을 즐기며 하루를 보낸다. 어린이는 자동차로부터 격리된 보행로로 인해 보행의 자

유를 얻고 양육자의 손을 놓고 뛰거나 걸으며 이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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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환경으로서 
놀이네트워크적 

이용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개발지역)

개별놀이환경

외부보행광장과 식자재 
판매장의 경계

외부보행광장
과 레스토랑의 

경계

어린이 
가구판매점 

내부

외부보행광장
화단경계석

외부입체동선
외부보행광장 

경계공간

준공공공간 준공공공간 사유공간 준공공공간 준공공공간 준공공공간

분류 영역 1 실내거점 1 영역 2 영역 3 영역 4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도시재생방법론(공공주체,준공공주체,민간주체), 상품판매전략(민간주체)

공간 입체도시외부보행광장(준공공공간), 매장의 경계(준공공공간), 매장의내부 (사유공간)

표 29 이벤트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후타코타마가와 라이즈 복합쇼핑몰 

그들은 입체도시 안에서 공공성이 가장 높은 사유공간인 보행동선을 이동하면서 

정도가 다른 통제를 가하는 공공화된 사유공간들을 연속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

중 야외 보행광장은 가장 공공성이 높은 사유공간으로 일상의 놀이와 이벤트적 놀

이를 동시에 포용하는 놀이어포던스 높은 공간으로 이용된다. 어린이는 야외 보행

광장의 화단경계석에 올라가 균형잡으며 걷고 다시 내려와 길 양편에 위치한 핸드

레일에 매달리거나 넘어서 화단에 들어가는 등 강도 높은 신체놀이와 소음을 발생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 쉘터에 들어가서는 더럽혀진 손을 씻고 옷을 가다듬

으며, 간식을 먹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화장실에 가는 등의 통제된 놀이만이 

허용된다. 이후 쉘터를 나와 야외 광장에 조성된 주점 내의 놀이 구조물에 들어가

게되면 놀이의 영역이 돈을 지불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한정된 공간으로 주어

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채 놀이에 일정시간 몰두하게 된다. 

이벤트환경으로서 도시에서의 연속적 놀이행위는 일상환경에서의 놀이와 행위 

면에서 유사하였지만 어린이의 입장에서 더욱 많은 사람과 만나고 다양한 목적행위

에 참여할 수 있는 개기가 훨씬 풍부하다는 점에서 이벤트환경에서 어린이가 접할 

수 있는 놀이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었다. 이때 민간개발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유공간은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달리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의 자유도

를 조절하여 선택 가능한 정도의 놀이를 포용하는 도시 공간으로서 역할 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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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환경
으로서 

놀이네트워
크적 이용
(하이라인

파크 
2006)

개별놀이환
경

놀이터
복합문화공간 (더 쉐드

Diller Scofidio + Renfro)
물놀이터 식품상점(첼시마켓)

일시적놀이터(레인보우
시티 FriendsWithYou)

공공공간 준공공공간 공공공간 사유공간 준공공간

분류 영역 1 영역 2 영역 3 영역 4 영역 5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도시재생방법론(공공주체_뉴욕시,준공공주체_하이라인프렌즈)

공간 보행공원(공공공간), 건축물의 경계(준공공공간), 매장의 내부 (사유공간)       

표 30 일상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뉴욕 하이라인파크

다음으로 일상의 경로이면서도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이벤트적 놀이환경을 도시

에 제공하고 있는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에서의 어린이와 양육자의 놀이네트워크적 

도시 이용을 관찰해보았다. 이곳에서는 온전히 공공공간인 공중보행로를 따라 자유

도가 높은 놀이가 연속되었다. 그러나 공중보행로를 둘러싼 건물들의 용도 변화에 

따라 어린이 놀이의 자유도는 달라졌다. 대부분의 공간에서 어린이는 뛰고 소리지

르는 등의 강도 높은 놀이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주거지역을 지나갈 때는 놀이의 

강도가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공중보행로는 동일한 공공공간이었음에도 각 영역

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그 공공성이 달랐으며 어린이 놀이를 변화시켰다. 하이라인

파크가 제공하는 다양한 범위의 공공성은 어린이와 양육자가 장소를 일상경로로써 

이용하면서 동시에 이벤트환경으로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림 107 일상환경에서의 놀이와 이벤트환경에서의 놀이가 공존하는 입체도시 보행공원. 좌: 일상환경, 우:이벤트환경

  

어린이와 양육자는 계단이나 투명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공중보행로로 접근한

다. 어린이는 유리핸드레일을 양손으로 짚어가며 너머의 번잡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계단을 오른다. 올라서서 주변의 풍경을 둘러본 후 달리기 시작한다. 철로 구조물

을 노출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 위에 올라서서 균형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겨우 걸음마를 하는 나이어린 어린이나 성인들도 같은 놀이를 하고 있었다. 경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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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바닥으로부터 연결되어 올라가는 벤치에 올라서서 뛰어내리거나 조경된 

식물은 관찰하는 등의 일상적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그 경로상에 연결된 식품상점

에 들러 쇼핑을 하고 야외로 개방된 복합문화시설에서 공연을 보거나 이벤트를 즐

기는 등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하고 특수한 놀이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일련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을 관찰해본 결과 새로운 공중보행로에의해 

일체화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입체도시에서 어린이의 놀이행위는 영역(zone)이 

제공하는 분위기와 인접한 건축물이 발산하는 테마들에 의해 변화되는 시퀀스를 갖

고 있었다. 어린이와 양육자는 통제의 정도가 다른 다양한 놀이환경이 연속으로 배

열된 공중보행로를 따라 서로 다른 놀이를 연속해가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는 공공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공간에 의해 놀이를 위한 머묾

이 길고 짧거나 놀이 강도가 높고 약한 다양한 상황들이 집합된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간들은 통제의 정도를 달리하는 준공공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나. 놀이보조자(민간) / 양육자 / 어린이   

민간주체는 적극적인 놀이보조자로서 역할함으로써 어린이와 양육자에게 일상에

서 접하기 힘든 이벤트적 환경을 제공하여 이윤을 추구한다. 민간놀이보조자의 개

입은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되는 도시공간의 성격을 더 사적인 공간까지 확장할 

수 있다. 

민간 놀이보조자의 주도하에 어린이의 이벤트적 하루가 일어나는 타임스퀘어를 

관찰해보면 어린이와 양육자는 하루 동안 민간놀이보조자에 의해 계획된 이벤트적 

놀이를 연속한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은 놀이쉘터로서 놀이의 지속시간을 늘려주

는 거점으로써 역할 하는 동시에 민간놀이보조자로서 놀이네트워크를 계획하여 소

비자인 양육자와 어린이에게 판매한다. 호텔을 운영하는 민간주체는 민간놀이보조

자로서 호텔을 거점으로 하여 입체도시를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램을 숙박객에게 제공한다. 호텔은 어린이놀이를 주제로 쿠킹클래스나 놀이패

키지와 같은 놀이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호텔 공간뿐 아니라 호텔이 위치한 

입체도시를 놀이네트워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일반이 접근하기 

힘든 호텔의 주방과 같은 사유공간을 일시적으로 어린이 체험놀이공간으로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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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어린이 놀이영역을 확장한다. 또한 숙박패키지에 입체도시 내부 어린이 매

장의 상품을 포함시켜 놀이로서 상품매장 공간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벤트환경으로
서 

놀이네트워크적 
이용

(영등포타임스
퀘어)

테마 1-B : 
서머키즈플레이룸패

키지

테마2-B: 월드컵 체험 
행사

테마3-B:키즈카페 
캐릭터3

테마4-B: 어린이 
만화 캐릭터 공연

테마 1-A : 
스테이&플레이(Stay 

& Play) 패키지
테마2-A: 여름 휴식처

테마3-A:키즈카페 
캐릭터2

테마4-A:어린이성
폭력교육공연

테마5-A:아동신발가게

테마1 ;
키즈 쿠킹 클래스 

패키지

테마2: 
핸드폰출시체험행사

테마3: 키즈카페 
캐릭터1

테마4:어린이교통안
전교육공연

테마5: 사탕가게

개별놀이환경 
호텔 광장 대형키즈카페

어린이 직업체험관, 
공연장

이벤트판매영역

사유공간 준공공공간 사유공간 사유공간 준공공공간

분류 허브(Hub) 영역1 거점(Node) 거점(Node)
영역2 (어린이존 

지하2)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소

사회 상품홍보이벤트, 집객이벤트 (민간주체) 

공간
외부보행광장 (준공공공간), 내부보행광장(준공공공간), 매장의 경계(준공공공간), 매장의 

내부(사유공간) 

표 31 일상환경으로서 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만들어내는 요소 _ 영등포 타임스퀘어

이처럼 민간 놀이보조자의 개입은 공공/준공공 놀이보조자에 비해 도시의 공간을 

사유/공공 용도의 제약으로부터 더욱 자유롭게 놀이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놀이보조자는 아주 폐쇄적인 사유공간까지도 놀이로서 접근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이벤트환경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범위를 넓히고 공간

적 놀이네트워크를 긴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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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소결 :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준공공공간의 

역할

도시에서 연속적 놀이가 일어나는 현상을 목적별로 분류하여 관찰한 결과 도시가 

교육환경으로써 이용될 때, 일상환경으로써 이용될 때, 그리고 기획 행사환경으로

써 이용될 때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을 선호하여 놀이로서 연속적으로 이용했다. 

이러한 행위의 관찰을 통해 첫 번째로 도출한 바는 이용자와 이용목적에 따라 놀

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 도시공간의 성격이 차이를 보이는데 이때 준공공공간

은 놀이로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공공공간과 놀이가 제한된 사유공간 사이를 

잇는 네트워크적 공간으로서 보행이동이 제한적인 취학전어린이가 도시로 나와 놀

이할 수 있게 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중간지대로서 선호되었다. 모든 공간을 분류

의 틀로써 정확히 구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이용의 경향은 아래와 같았다.  

그림 108 이용방식 별 놀이네트워크적 이용공간의 성격

먼저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은 지배적으로 교육목적 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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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변화된 교육커리큘럼은 공식교육으로서 어린이집 활동을 원사 밖 도시로 

확장시켰으며, 그로인해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하되기 시

작했으며 따라서 공식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도 놀이보조자와 함께 교육환경으로

서 도시공간을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때 놀이네

트워크적으로 활용되는 도시공간은 공공공간이 중심이 되었으나 놀이네트워크 프

로그램과 도시의 잠재력에 따라 사유공간이 공공화되어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되기

도 하고 공공공간이 잠시 프로그램공간으로 변화되어 적극적 놀이환경으로 이용되

기도 했다. 예를들어 공공/준공공 주체인 놀이보조자가 개입할 경우 오피스 내의 

연구소와 같이 사유공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으며, 제한적 커뮤니티가 전제되었

을 경우에도 교육환경으로서 놀이네트워크 이용공간이 노인정이나 연구소 내부와 

같은 사유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이들은 완전한 공공공간이거나 사유공간으로 

분류될 수 없는 준공공공간으로서 도시의 놀이환경을 넓히고 있었다.  

다음으로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은 양육자의 일상적 도시이

용에서 이루어졌다. 양육자의 일상적 도시이용은 동반한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장소

와 타협적이었다. 양육자는 일상의 목적지를 선택할 때 취학전 어린이와 함께 놀이

하며 이동하기에 감시와 보호가 용이한 경로를 찾는다. 따라서 양육자와 취학전어

린이는 공공공간으로서 안전한 보행로와 사유공간의 테마가 바깥의 보행로인 공공

공간으로 확장되어 나와 다양하고 풍부한 활기를 제공해주는 사유화된 공공공간인 

준공공공간을 놀이네트워크적 도시이용장소로 선택한다. 공공공간과 준공공공간을 

거쳐 도착한 목적지로서 사유공간 역시 취학전 어린이의 제한적인 놀이장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환경으로서 도시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에서 준공공공간은 양

육자와 취학전 어린이에게 선호되는 경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환경으로서 도시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은 애초에 프로그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장소가 공공소유의 공공공간이라도 본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방임의 공간인 공공공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행

위가 공간화된 것으로 프로그램 자체다. 이것은 공공이 사용하는 공간에 일시적으

로 기획되거나 때로는 자발적으로 생겨남으로써 공적이거나 사적인 것으로 구분 할 

수 없는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이벤트환경으로서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이 일어나

는 공간은 체험형 테마도시나 도심의 복합용도시설과 같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된 집객의 공간에 형성된다. 민간개발은 공공개발보다 훨씬 풍부한 자본을 들

인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하기 때문에 다세대의 놀이환경으로서 선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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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민간주체는 적극적인 놀이보조자로서도 역할함으로써 어린이와 양육자에

게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이벤트적 놀이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민간 놀이보조자의 

개입은 모든 공간을 사유/공공 용도의 제약으로부터 더욱 자유롭게 놀이로서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기 때문에 소속된 공

간을 벗어나지 않으며 비용을 전제로 한다. 또한 소속된 공간의 내부를 순환하도록 

프로그램을 한정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민간개발의 집객도시가 지닌 놀이잠

재력은 놀이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두 번째로 도출한 바는 도시구조에 따라 공간적 놀이네트워

크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련의 도시네트워크적 이용 공간을 종합해본 결과 도로와 필지로 구분된 조밀한 

도시조직을 이루는 평면도시에서는 놀이네트워크가 노드(node)와 링크(link)의 연

합으로 나타났으며 입체도시에서는 서로다른 테마영역(zone)의 중첩으로 나타났

다. 평면도시에서 놀이네트워크적 도시 이용은 링크를 중심으로 머묾의 시간이 서

로다른 노드들을 탐험하며 놀이하는 것이었고 입체도시에서의 놀이네트워크적 도

시 이용은 통합된 공간 안의 서로다른 테마의 영역들을 산책하며 놀이하는 것이었

다. 따라서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에 의해 공간이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현될 

때 그 형태가 도시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를 두어야 한다.   

정리하면 놀이네트워크 목적에 따라 선호되는 공간의 성격이 달랐으나 놀이로써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을 자연스럽게 네트워크할 수 있는 중간의 영역으로 준공공공

간이 역할 하고 있었다. 준공공공간은 공공공간에 프로그램화된 행위가 적용된 공

간이거나 사유공간의 프로그램이 공공에 제공된 공간이었다. 이러한 준공공공간의 

형태는 평면도시와 입체도시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4.2에서는 놀이네

트워크적으로 이용되는 도시공간의 후발적 형태변화를 분석하여 준공공공간의 형

태를 추적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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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놀이네트워크 속에서 개별놀이환경의 형태특성

앞서 2장에서 현대 도시의 놀이환경을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를 위해 기획된 기획

놀이환경과 도시 이용방식에 의해 공간적 놀이네트워크가 스스로 발현된 후발적놀

이환경으로 구분하였다. 3장을 통해 기획놀이환경이 커뮤니티를 결집시켜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적 허브로 역할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4.1에

서는 도시공간의 놀이 이용 방식을 관찰하여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의 성격이 준공공성을 띤다는 것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4.2에서는 놀

이네트워크적 이용을 지원하는 공간을 요소별로 분해하여 구체적 형태를 분석하여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후발적놀이환경의 세부 형태를 도출하려고 한다. 

놀이네트워크적 도시공간 이용방식 관찰을 통해 도시구조에 따라 공간적 놀이네

트워크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림 109 좌 :평면도시, 우 :입체도시

평면도시에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는 거점(node)과 길(link)을 따라 형성되며 

입체도시에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는 집합적 영영(zone) 안에서 형성되었다.  

현재 놀이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더 도시조직에 투과적이고 침투적이다.125) 따라

서 개별놀이환경은 스스로의 경계를 흐려 놀이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정보를 포함하

도록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놀이환경이 어린이의 신체놀이를 담는 공간으로서만 

역할 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세대의 도시민에게 선택 가능한 놀이행위정보를 풍

부하게 제공하는 놀이어포던스 공간으로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도시조직에 

따라 후발적놀이환경의 변형,발생된 형태를 이루는 요소들이 제공하는 놀이어포던

스를 분석한다. 

125) Jenette Emery Wallis, merging path and playgroun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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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평면도시의 후발적놀이환경의 놀이어포던스 형태 분석

평면도시에서 개별놀이환경은 원형적 놀이환경을 이루는 요소들의 형태에 따라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 놀이어포던스를 갖춘 환경은 도시를 이루

는 요소들이 놀이잠재력을 지님으로써 이용자에 의해 놀이환경으로써 발견될 수 있

는 놀이정보의 양이 많은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도시를 이루는 요소들의 형태나 

재질, 색깔 등 사물로부터 인체가 감지하는 다양한 신체행위 정보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앉거나 올라서거나 잠시 멈추어 만지거나 냄새를 맡는 등의 색다른 즉흥적인 

행위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즉, 놀이어포던스는 취학전 어린이에게 도시전체를 

놀이환경으로서 제공할 수 있게하는 설계방법론이면서 동시에 모든 연령의 사람들

에게 행위 선택이 풍부한 유희적 도시를 형성하는 도시설계방법론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 

가. 원형적 공간요소 변형

도시공간의 형태는 그 공간이 담는 프로그램에 의해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지원

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평면도시에 놀이환경을 가장 촘촘히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공소유의 시설 및 놀이시설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진 시설의 일부공간을 

공공에 개방함으로써 전에 없던 놀이환경이 새로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학교와 유치원, 관공서의 마당을 규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각 장소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설은 공간 일부의 개방을 염

두에 두어 형태가 변형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어린이집은 취학전어린이들이 밖으로 

나가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 역시 철저하게 제한

되어야 하는 필수기능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공간의 일부를 공공에 개방하기 위

해서는 무형의 규칙에 의한 통제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간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행위, 즉 프로그램이 공간으로 발현되어야만 어린이집은 안전하게 공간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공공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건축은 공공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형태를 지녀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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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입구
원사입구

놀이터입구

선택적 개폐가능한 입구, 보행로로부터 연속성 확보 
좌: 정면 보행로 놀이터 입구, 우: 측면 보행로 놀이터 입구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재료 형태 도시가구 놀이기구

보육원직원/
지자체 

원정개방프로그램
높은펜스, 높은 수목

규칙에 의한 
개폐,

독립 출입구
가설인조잔디

보행로에서 램프로 
이어지는 언덕에 

위치
가설차양

가설기구, 
모래놀이터,수

전

공공주체
(지방정부)

시각적 투과성
물리적 차단

선택적 개폐 다목적 바닥 조성 보행의 연속성
통제가능한 가설장치 

(안전사고위험 낮춤, 좁은 
공간을 다목적 사용가능)

표 32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개방된 도시계획시설마당의 원형적 공간요소

그 사례로 2014년 신설된 일본의 타마모두의집 보육원126)은 사립보육원으로 일정 

규칙에 따라 원정을 일반에 개방하는 원정개방유치원이다. 일본의 원정개방사업은 

보육원 시설의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보육원 시설의 마당은 정기적으로 공공에 개

방되어 도시의 공공공간에 준하는 공간으로서 역할 부여받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 

개폐가 자유로우면서도 외부인의 출입과 어린이의 이탈을 통제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림 110 보육원 마당의 원형적 놀이환경요소 변형

따라서 시설의 운동장은 외부로부터 시각적 물리적 접근이 자연스럽도록 시각적 

투과성을 지닌 펜스와 접근 보행로로부터 연속된 접근램프로 연결되었다. 연속된 

접근램프는 건물측면 마당으로 연결되며 측면에 추가로 조성된 출구로 이어진다. 

따라서 마당이 개방되었을 때 길가던 취학전 어린이와 양육자는 보행 경로에서 잠

126) 타마 모두의집 보육원(たまがわみんなの家),2014/7 개원, 사회 복지 법인 날개 복지회

목조 (내화 건축물) 3 층, 연면적 898.38 제곱 미터, 원사 면적 346 제곱 미터, 원아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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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벗어나 어린이집 마당을 관통하여 지나갈 수 있게 된다. 마당의 입구와 출구는 

외부 보행로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사입

구와 마당 입구를 분리함으로써 외부인의 마당 이용에 대한 안전하고 용이한 통제

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인조잔디를 깔고 가설 놀이기구를 두어 놀이어포던스를 확

보하면서도 언제든 다른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통제 용이한 공간으로 형

성했다. 

선전과 기호로서 놀이
왼쪽부터 : 공공에 제공되는 내부, 외부로 표출되는 놀이감각, 일상적 가구의 놀이어포던스  

<출처 : www.kids-around-perth.com>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도시가구 놀이기구

관리직원

건축 규칙,비용 안전한 재료 다양한 레벨
식사,감시,놀이
를 위한 가구

건축과 접합민간주체
(기업)

표 33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변형된 놀이거점의 원형적 공간요소 1

또한 어린이 시설이 아닌 타용도를 지닌 민간시설에 원형적 놀이환경 요소가 접

합함으로써 놀이환경으로서 발현되기도 한다. 그동안 현대도시의 상업공간은 적극

적으로 어린이놀이환경으로써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으로 어린이에

게 부여된 공간이 아니었으며 그저 어린이의 놀이행위로 점유되기 쉬운 공간이었

다. 이런 상업공간에 원형적 놀이환경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접합함으로써 어린이의 

이용이 규정된 도시시설이 되기 시작했다. 상업시설 운영의 주체는 어린이 놀이를 

설계방법론으로 사용하여 어린이와 양육자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의 증대를 기대한

다. 

직설적이고 기념비적으로 놀이를 건축에 적용한 맥도날드 맥플레이플레이스(Mc 

Play Place)의 사례는 현대의 상업건축이 어린이 놀이를 수용하는 대표적 접근방식

을 보여준다. 햄버거 판매장은 변형되어 어린이의 놀이행위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이

자 어린이를 장소로 끌어들이는 기호가 되었다. 원형적 놀이환경을 이루는 요소들

은 빠짐없이 상업공간 안으로 들어갔다. 놀이영역을 구획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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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던 펜스는 햄버거 매장에서 무형의 사회적 규칙으로 펜스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용이한 관리를 위해 건축의 내부로 들어옴으로써 야외공간을 구획하던 담장이나 금

속의 구조물이었던 펜스 형태는 본래의 것으로부터 변형되었다. 대신 건축의 피막

이 펜스로서 역할 하면서 어린이를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내부에서 놀이할 수 있게 하였다. 펜스가 건축적 피막이 됨으로써 외부의 날씨에 

의해 도시 이용에 제약이 심하고 휴식과 놀이의 주기가 짧은 나이 어린 어린이의 

도시놀이 기회를 높이는 변화였다. 그러나 그 피막이 접근을 제약하는 장치가 아니

라는 점도 햄버거 매장이 단순 판매시설이 아닌 도시의 놀이환경으로서 거론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시설의 공공성 정도와도 관련이 깊다. 프렌차이즈 햄버거 매

장은 본래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공공화된 사유공간으로 소비자의 상품구매를 

기대하여 공간을 무료로 공공에 제공한다. 이러한 준 공공공간은 일반적으로 의자

와 테이블 그리고 ‘내부’를 잠재적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도시에 자유롭게 머

물 수 있는 ‘내부’를 형성했다. 이 장소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가구의 형태를 

유희적인 것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내부는 기존보다 더욱 공공성을 띠게 된다. 어린

이의 놀이는 계약과 구매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원

형적 공간요소가 접합된 맥도날드의 내부공간 일부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공공성을 

띤 준 공공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내부 상업공간에 어린이의 놀이가 수용됨으로써 그들의 놀이에 동반되는 보

호자의 감시와 대기 행위가 느슨한 감시와 식사 및 휴식행위로 확장되게 하였다. 

이러한 장소의 변형은 어린이와 양육자를 환영받는 도시의 이용자로 설정함으로써

도시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변형된 장소를 외부로 표출하는 건축 피막의 시각적 투

과성은 외부로도 놀이의 기호를 적극적으로 발산시킬 수 있게 했다. 어린이는 재미

있는 외관과 시선을 사로잡는 유쾌한 색채에 유혹되어 장소를 찾게 되며 이미 공공

화된 공간을 제공하던 상업시설은 그 공공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더 넓은 연령범

위의 잠재적 소비인구 역시 확대되었다.   

이처럼 사유화된 공공공간으로서 기타용도시설에 형성된 놀이환경은 도시의 놀

이환경으로써 공공성을 띠지만 동시에 어린이 놀이에 대한 관리가 더욱 세심하여 

안전성이 높고 놀이의 유형이 다양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완전한 공공성은 

안전 관리의 문제로 인해 과감하고 역동적인 놀이유형을 제한할 수 밖에 없으나 공

공화된 사유공간에서 직원에 의해 관리되는 놀이환경은 훨씬 풍부한 놀이유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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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준공공공간의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양육자에게 선호되는 현대

도시의 놀이환경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다중의 투과적 레이어로 이루어진 펜스를 통해 인식적 네트워크 형성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도시가구 놀이기구

-

금속펜스, 낮은수목, 경계석 놀이기구 주변만 우레탄 벤치 고정기구 

다중요소의 레이어 중첩을 통한 시각적 
투과성과 안전성 확보

도시로 연결된 바닥 프로토타입

표 34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놀이거점의 변형된 원형적 공간요소 2

지금껏 어린이를 이용자로 규정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놀이터는 도시의 원형적 놀이

환경이었다. 그러나 놀이터에 대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요구는 그것을 구성하던 요

소들을 변화시켰다. 놀이터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외부로 시각적으로 개방

되면서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기능을 함께 요구받

았으며 그것은 경로화됨으로써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본 타마지역의 삼색공원은 새로운 보행로를 기존의 것에 접합

시켜 이중의 보행로를 만들고 낮은 높이의 펜스와 수목을 겹겹이 설치함으로써 놀

이터의 안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 개방성을 높였다. 기존 도로의 갓길에 

형성된 보행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확장하는 대신 펜스와 수목으로 구획된 추가적

인 보행로를 조성하고 전통적 놀이바닥인 모래를 제거하고 놀이기구 주변의 제한적 

범위로 우레탄을 깔아 보행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

요소인 펜스와 바닥을 변형시킴으로써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보행을 가능하게 했으

며 보행의 연속성을 높여 놀이터의 고립을 막았다. 

특히 아직 인지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학전어린이에게 추가된 좁은 보행로는 

길을 건너는 체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재 어린이의 이동은 보행로를 건너 낮은 

수목에 와서야 저지당한다. 낮고 둥글게 전지된 수목은 실제로 어린이의 신체를 저

지하는 물리적 펜스이지만 그것의 형태와 낮은 높이가 발생하는 놀이정보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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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흥미를 발생시켜 촉각적 놀이행위를 끌어내 이동을 멈추게 하는 물리적 인식적 

펜스가 된다. 켜를 이루며 놓인 각각의 펜스는 개별적으로는 매우 투과적이고 견고

하지 못하지만 서로 중첩됨으로써 어린이에게 펜스 너머의 위협을 뚜렷하게 인지시

키면서도 어린이의 행동범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한다. 어린이는 외부의 위협을 시각

적으로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그 경계를 쉽사리 넘어갈 수는 없다.  

또한 놀이터에 추가적으로 접합된 새로운 보행로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안전한 보행의 기능이다. 기존 도로의 갓길에 형성된 보행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확장하는 대신 펜스와 수목으로 구획된 추가적인 보행로 설치는 자동차

로부터 안전한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로 기존 갓길에 추가된 이중의 보행

로는 놀이터를 도로로부터 격리하는 범퍼구역으로 역할 한다. 보행로는 놀이터의 

이중 펜스 역할을 하게 되며 실재 펜스 구조체로 인한 폐쇄성을 낮추면서도 자동차

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펜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놀이기구는 이전과 다른 의미를 획득했다. 어린이의 놀이행위 방식을 규정

하고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현대도시에서 비판 받아온127) 금속 회전기구와 

미끄럼틀, 철봉과 같은 프로토타입화된 놀이기구는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인식적 네

트워크를 생성하는 요소가 된다. 시대를 반영하는 놀이기구의 색상,형태 및 재료는 

도시로 드러나 어린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매개물이 된다. 공간 경험에서 색상, 형

태 및 재료의 반복은 자명한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그 지역에 살던 어른세대가 이

용했을 금속으로 된 선명한 색채의 정형화된 형태의 놀이기구는 오히려 시간과 공

간을 이어주는 반복적 경험을 제공하여 인식적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규격화된 기

구가 위치한 놀이터가 가시성을 갖도록 도시공간에 드러내는 정비작업을 통해 어린

이들의 마음속에서 미묘한 인식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시에 활기를 선전하는 전

통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놀이 네트워크의 최초거점으로서 고정기구가 설치된 

(fixed-equipment playground)128) 전통적 놀이터는 도시조직 속에 일정 간격을 두

127) Solomon, Susan G. 앞의 책, p.25

128)반사회적 행동을 놀이화함으로써 해소하고 건설적인 놀이를 통해 참여와 경험을 함으로써 장소

와 커뮤니티에 속해있다는 감각을 재구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나키스트들의 모험놀이터

(adventure playground)와 알도반아이크에 의해 디자인된 모더니스트들의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fixed-equipment playground)는 전 유럽에 걸쳐 보편적 놀이터 모델로 채택되었다. 

Ken Worpole, Here Comes the Sun: Architecture and Public Space in Twentieth Century European 

Culture, London : Reakti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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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포한다.

표 35 인식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규격화된 놀이기구 
상 : 일본 놀이터의 놀이기구, 하: 일본 놀이터 놀이기구 규격 기준

<출처 : 사진직접촬영, 도면 一般社団法人日本公園施設業協会, "遊具の安全に関する規準", 2014.6.>

이것은 도시민의 인식속에 오랜시간 동안 놀이환경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왔

다.129) 인식 속에서 놀이터는 곧 규격화된 놀이기구로서 이미지화 된다. 그 놀이기

구의 형태는 이미 시대의 상징성을 획득했으며 어린이의 신체적 발달을 돕는 중요

129) 어린이의 기초적 신체발달을 위해 야외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는 각 나라의 법령에 의해 그 안

전기준이 정해진다. 법령의 특성상 서유럽과 한국, 일본의 놀이기구는 차이를 보인다. 유럽 표

준기준을 사용하는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사항 및 최소기준만을 

적용하여 개별 놀이환경의 구성을 계획자와 지역민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반면 한국

과 일본은 놀이기구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여 균일한 품질의 동일한 놀이기구가 도시 전

체에 골고루 분포해 있는 경향을 띤다.   

그림 125 놀이기구의 형태를 규정하는 대신 형태요소의 안전치수를 규정하는 유럽기준
<출처 : European standard BS EN 1176-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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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 인프라로서 오랫동안 그 장소에 놓여 장소성을 획득하였다. 이들의 상징적 

형태는 어린시절 놀이의 인식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일상의 경로상에서 자

유롭게 접근하도록 하는 놀이환경 원형적 공간요소의 변형은 인식적 네트워크를 강

화하는데 기여한다. 무엇보다 놀이터의 개방과 경로화는 어린이가 일상의 경로에서 

자연스럽게 놀이를 가능하게 하여 표준화된 적정한 수준의 신체놀이강도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자연에 원형적 공간요소를 추가하여 안전과 스펙타클 형성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도시가구 놀이기구

- 낮은 꽃화단,놀이기구 안전펜스 정돈된 자연(흙, 풀) - 프로토타입고정기구

표 36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변형된 놀이거점의 원형적 공간요소 3

자연산책로의 이용자에게 관망의 장소였던 자연은 원형적 놀이환경 요소가 추가

됨으로써 어린이 놀이환경으로서 역할하기도 한다. 자연상태의 바닥을 정돈하여 사

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꽃을 심어 영역을 설정한 후 그네를 설치했다. 로제카

이와는 현기증을 일으키는 신체놀이를 일링크스라고 분류하여 신체적 감정적으로 

가장 동요시키는 놀이의 종류라고 보았는데 탈봇(Talbot)의 연구에 따르면130) 놀이 

행위가 극적인 경험(peak experience)을 제공하며 그 경험이 당시 환경을 기억하는 

뇌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기전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항진된 신체는 

놀이가 이루어졌던 환경을 역동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뇌에 저장하여 그것을 아동

시절 도시에 대한 기억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어린이가 그네를 타며 둘러 보이는 

도시와 자연의 중첩된 장면은 고향의 이미지로 형성된다.

영국 한국 일본

European standard 
BS EN 1176, 1177

KSG5753-1(어린이놀이터 

시설)규격안 2013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 
JPFA-SP-S : 2014   

130) TALBOT, James; FROST, Joe L. Magical playscapes. Childhood Education, 1989, 66.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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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형적 공간요소 일시적 추가

평면도시에서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을 지원하는 후발적놀이환경은 놀이어포던스

를 지닌 노드와 링크의 절대적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전술한 바 있다. 

도시 밀도와 놀이환경에 대해 언급한 알도반아이크의 1958 년 11 월 19 일의 메모

에 의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이웃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임시적이고 더 

작은 놀이터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131) 사회적 규칙을 통해 일시적으로  

온/오프가 가능한 놀이환경을 생성하는 방식은 도시의 물리적 점유를 통해 용도공

간을 확보하던 기존의 도시설계방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현대도시의 일시적 놀

이환경은 어린이에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부터 가장 접근하기 힘든 공간까

지 놀이로써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집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장소에서 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택가 도로에 간헐

적, 산발적으로 놀이환경을 조성하거나 물가나 녹지와 같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규칙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놀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플레이리어카 도쿄플레이 집앞의 곤로132) 팝업파크(KHDC)

장소
공원, 아파트 마당, 
개인주택 마당,광장

도로 보행로, 공원
도로, 광장, 공원, 넓은 
보행로, 주차장, 아파트 

보행로

놀이
사물

종이박스, 모래, 돗자리, 
주방기구, 색깔장식

인조잔디, 물청소도구, 
색분필, 색 테이프

곤로(간이화덕)
색 테이프, 인조잔디, 

이끼,꽃, 바닥타일, 장애물, 
악기, 색분필, 울타리 

시간
일주일 1번, 

하루 4~6시간
단발성, 하루 6시간 단발성, 하루 1시간 단발성, 하루 6시간

특징

일상의 놀이
(어린이와 부모를 

바깥에서 놀이하도록 
장려하는 차원)

이벤트 놀이
(평소 접하지못하는 
특별한 놀이를 기획)

이벤트 놀이
(어른세대와의 만남, 
지역의 기억 전달)

일상의 놀이
(일상의 놀이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험형식으로서 
이벤트 놀이)

주요
네트
워크

집과 도시 새로운 놀이 세대간 연결 집과 도시

표 37 간단한 놀잇감을 이용한 일시적 놀이환경 비교

131) Eyck, A van, L Lefaivre, and R Fuchs. Aldo Van Eyck: The Playgrounds and the City. 

Stedelijk Museum Amsterdam NAi Publishers Rotterdam, 2002. p.41

132) 출장놀이인 ‘집앞의 곤로’에 관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매우 많고 분야도 다양하다. (아이 

성장 지원 기지 대나무 잠자리 관리인) (생활 디자인 스튜디오)(주식회사 세타가야 사)(사쿠라

다소에 매년 나타나는 도토리 전병 아저씨 · 곤로의 사무라이) (NPO 법인 와코 육아네트워크) 

(집 플레이파크) (NPO 법인 일본 모험 놀이터 만들기 협회) (초등학교 도공 전과 교원) (일본 

리서치 연구소) (변호사) (사이타마 모험 놀이터 · 씨앗 모임) (TOKYOPLAY)(플레이 작업자)(무

사시 대학 인문 학부 교수) (한 조 플레이 파크) (바깥 놀이를 생각하는 모임 진흙의 왕)(NPO 

법인 체험! 사이타마).

日本コミュニティ七輪学会準備会 (일본 커뮤니티 곤로학회 준비모임), www.yakiimotime.com, 

2017.07.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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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반경이 가장 작은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시하

는 출장놀이서비스는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놀이환경을 침투시킨다. 차가 접

근하기 힘든 좁은 골목까지 놀이환경을 배달하기 위해 제작된 리어카133)134) 를 사

용하기도 하는데 이 작은 운반도구는 그것의 소소함과 간편함, 그리고 작은 크기를 

이용해 도시의 틈새 곳곳에 침투하여 도시가 취학전어린이와 그 부모에게 호의적일 

수 있도록 손쉽고 빠르게 물리적 인식적 변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도시의 공간적,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움직이는 놀이환경이 되었다. 놀이환경을 이루는 

원형적 공간요소였던 펜스와 도시가구, 기구, 놀이 바닥은 모두 사라지고 휴대용 

돗자리와 놀잇감이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놀이환경에서 그것을 

외부와 구획하는 물리적 펜스는 존재하지 않으며 장소점유의 허가를 받아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규칙에 의해 인식적 펜스가 일시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놀이환

경의 원형적 공간요소는 휴대용 돗자리가 만들어내는 간이 바닥과 놀잇감 뿐이다. 

도로에 놀잇감 제공 
좌: 놀이하는 어린이와 양육자, 우: 플레이리어카를 나르는 놀이보조자 

<출처 : KOPA · 일상 생활 연구소 보고서>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도시가구 놀이기구

놀이서포터
지자체플레이리어카프로그램

-
짧은 지속시간

4시간 미만 (한달에 1~2번)
돗자리, 도시의 바닥 - -

지방정부 - 규칙 휴대용 놀잇감

표 38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일시적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 1

대신 도시의 바깥환경을 이루는 도로의 경사나 요철, 구획선이나 재질의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놀이의 소재를 제공한다. 어린이는 도로의 구획선을 기준으로 놀잇

감을 배치하거나 바닥에 그림을 그리거나  도로의 경계석을 따라걷거나 뛰어넘으며 

스스로 놀이를 계획한다. 이때 어린이의 신체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전봇대 처럼 

133) 90 센티미터 × 60 센티미터의 리어카 사이즈는 지역의 가작 좁은 골목의 폭을 반영했다.

134) 2006년 내각부 도시 재생 모델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활용 아이디어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유아 전용 정원 같이 유아기 어린이가 놀 수 있는 플레이 파크가 있으면 좋겠다“ 

등 많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모여 순회형 플레이리어카 사업이 시작되었다.

乳幼児の外遊びを育てる ; 公園を巡るプレーリヤカー , KOPA・毎日の生活研究所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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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형성하는 일상적 재료와 가장 가깝게 만나게 되며 그것의 재질과 색깔, 형

태는 어린이에게 놀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시를 잠시 놀이장소

로 허락하고 간단한 놀잇감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어린이는 집 밖의 도시를 자발적

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집객이 일어나는 지역의 광장에 상품으로서 놀잇감을 제공하여 일시적으

로 도시에 활기를 제공하는 방식은 도시가 활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를 갖추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보도블록이 깔린 도시의 바닥은 어

린이가 색깔을 칠해 그림을 만드는 단위유닛으로 역할 할 수 있는데 이때 상품으로

써 개발된 야외용 분필은 잠시동안 도시에 선명한 색을 입힘으로써 이전의 도시로

부터 극명하게 분리시키며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도시 공공공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광장에 놀잇감제공
<출처 : 구글이미지>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도시가구 놀이기구

디자인카운실
팝업파크프로그램 

-
(바닥으로 영역구분)

짧은 지속시간 돗자리, 인조잔디,도시의 바닥 - -

자선단체 인식적 펜스 팝업(비규칙적) 휴대용
상품으로서 

놀잇감

표 39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일시적 놀이거점의 원형적 공간요소 2

또한 기차역 광장에 놓인 운행하지 않는 계절의 분수를 낚시놀이 우물로 잠시 변

용하고 분수를 둘러싼 경계석을 벤치 삼아 어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행위 자체

를 도시에 드러냄으로써 어린이가 도시의 이용자라는 홍보와 함께 어린이 집단의 

행위방식으로서 놀이의 일상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간단한 놀잇감을 이용한 도시이

용 방식의 변화를 통해 도시를 이루는 가장 미시적 사물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 입

장에서의 도시적 설계를 고무시키며 이를 통해 도시공간의 놀이어포던스가 중요한 

디자인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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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어린이를 포용하는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일상적 놀이
<출처 : 도쿄플레이>

  

결과적으로 놀이환경의 원형적 요소를 도시에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은 어린

이 놀이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양적/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새

로운 놀이환경 형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작은 규모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놀이

환경이 도시 전체에 흩뿌려져 간헐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놀이네트워크를 더욱 긴밀

히 만든다. 일시적 놀이는 어린이를 집안에서 집 밖의 공간으로 네트워크 시키고 

평소 접하기 힘든 놀이유형으로 연결하며 다른연령의 사람들과 만나 세대 간 기억

을 공유하는 인식적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 놀이환경은 현재 

도시에 새롭게 발생된 놀이환경 유형으로써 공간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놀이환경 형성 방식으로 이러한 일시적 행위를 담을 수 있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도시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다. 원형적 공간요소 재해석에 의한 발생

놀이쉘터는 원형적 놀이환경의 요소인 도시가구가 진화된 형태이며 새롭게 발생

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의 노드다. 놀이쉘터는 스스로 놀이환경이자 바깥공간 및 

바깥사회와 어린이/양육자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의 공간적/사회적 허브가 될 수 

있다. 놀이환경 한편에 놓여서 어린이 놀이를 지켜보는 양육자의 장소였던 나무그

늘과 벤치는 현대도시에서 점차 바깥놀이를 안전하게 지원하고 어린이 놀이뿐만 아

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쉘터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놀이 

환경의 원형 요소였던 도시가구는 점진적으로 내부화되어 역할이 확장되고 있으며 

도시가구에서 벗어나 스스로 건축과 도시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진화하였다.

놀이쉘터는 도시가구라는 원형적 공간요소로부터 진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공

간은 나머지 놀이원형들의 결핍이 생긴다. 따라서 놀이쉘터는 스스로 원형적 놀이

환경의 공간요소들을 내부에 조성할 만큼 규모를 키우고 랜드마크적인 것이 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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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시설에 의지하여 놀이원형의 결핍을 채운다. 

그림 112 놀이터의 도시가구
<출처 : 직접촬영, 직접촬영, 직접촬영, 부산IN신문@busaninnews, 2015.3.15.>

원형적 놀이환경의 요소였던 도시가구는 취학전 어린이와 양육자의 도시 이용이 

부각되면서 역할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도시계획시설인 놀이터에 프로토타입으로 

설치되는 벤치와 그늘로 이루어진 휴식장소는 놀이쉘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

다. 135) 안전한 바닥과 지붕을 형성하는 근원적인 건축 행위를 바깥놀이터에 첨가

함으로써 외부라는 근본적 위협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유아 놀이환

경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왔던 올라 앉을 수 있는 면적 넓은 벤치는 더 나이 많은 어

린이와 양육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플레이 쉘터로 역할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안정된 보행이 힘든 영유아에게 휴식을 위해 만들어졌던 넓은 바닥의 도시

가구는 광범위하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나무 그늘이 만들어내는 쉘터의 감

각은 놀이환경이 신체 놀이 뿐 아니라 사회적 놀이를 창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136) 놀이터에 놓인 도시가구와 나무그늘은 적극적으로 해석

되어 도시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 건축 요소는 그늘과 안전한 바닥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정된 사회적 교류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놀이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서 의미가 있다. 이때의 사회적 교류는 근처에 거주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이와 

보호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비슷한 관심사와 구체적인 정보를 나누어 갖는 방식

으로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놀이환경에 위치한 쉘터로서의 도시가구가 점차 

견고해지고 구조체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놀이터에 놓였던 작은 도시가구는 집중

도와 영향력이 높은 네트워크의 허브로 역할하기 시작했다.  

135) 호주 아들레이드시에서는 놀이환경의 위계를 1~4단계로 나누어 가장 많은 지역을 포괄하는 규

모가 큰 놀이환경을 1단계로 설정했다. 이때 가장 작은 규모의 1,2단계의 놀이환경에서 플레이 

쉘터(play shelter)를 필수적 시설로서 적용하고 있다.  

"Playgrounds Strategy Report." City of Norwood Payeham&St Peters, 2006, p.57

136) Design Standards for Urban Infrastructure,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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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베네수엘라 ‘평화를 위한 5시리즈 놀이터’계획 2015

베네수엘라의 ‘평화를 위한 5시리즈 놀이터’의 놀이터는 폭력과 갈등이라는 사

회적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평화적 해결책의 방안으로써 제안된 놀이터로 놀이의 

기본 개념인 화합과 즐거움을 실현 시키는 건축적 방안으로서 구조적 쉘터의 개념

을  시리즈로 구현했다. 기후가 무더운 지역 환경상 바깥활동의 제약 요인이 되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벗어나 놀이하며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자 한 것이 최초의 요

구였다. 그러나 햇빛을 가리는 건축 구조물이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

를 부각시켜 주민간의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계획되었다. 어린이 

놀이는 어른들간의 이슈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어린이 

놀이는 구조체의 주요 기능이 되었다. 놀이환경 원형 요소인 바닥과 지붕은 화려한 

색채를 입혀 놀이의 감각을 끌어냈으며 얇은 사선 기둥은 어린이에게 매달리고 올

라탈 수 있는 놀이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넓고 다양한 레벨의 나무 바닥은 놀이는 

물론 집회와 휴식의 공간이 되었다. 어린이 놀이로부터 파생되는 긍정적인 활력은 

놀이를 포용하는 내부화된 커뮤니티 쉘터에 모인 지역민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

계를 만들어내도록 역할한다.

  
그림 114  Woods of Net, 테즈카, 호리우치 맥아담 2010

건축가 테츠카 부부와 그물 조형가 호리우치가 만든 나무둥지 프로젝트(woods of 

nest)는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인 도시가구로서 벤치와 나무그늘을 직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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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축화 한 사례다. 그들은 벤치와 나무그들을 단일한 구조물로 재현하였다. 구

조물은 놀이하거나 앉거나 누워서 쉴 수 있으며 그늘을 제공하고 외부로 연결된 도

시가구이자 기구이며, 놀이터의 피막이 되었다. 

통나무를 엇갈려 쌓아 거대한 돔 구조로 만든 구조적 외피는 호리우치가 만든 거

대한 섬유 놀이기구를 지탱하는 구조적 지지대로서 역할 하면서 동시에 걸터앉거나 

올라타거나 기대어 눕는 행위를 포용한다. 220mm 에서 360mm 사이의 너비를 가진 

나무 구조물 유닛은 인체가 올라 눕거나 걸터앉기에 적합하지만 자세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안정적 규격은 아니다.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거나 잠시 기대

어 앉는 행위는 신체의 동적 움직임을 예비하기 때문에 놀이환경에서 보호자들의 

전통적 역할인 어린이에 대한 감시 및 관찰 행위는 유희적 행위로 전환 가능하게 

된다. 오르고 매달리는 어린이의 발달 놀이에 보호자가 밀접하게 참여하게 됨으로

써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아동학적 논의를 실현시키는 환경이 된다. 

더불어 구조체는 외부로부터 안을 구분지어 쉘터의 감각을 주지만 구조를 이루는 

통나무가 안팎의 이동이 가능할 만큼 성긴 조직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팎

을 넘나드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이용자는 그것을 언제든지 건너편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한다. 

놀이환경의 경계는 대게 보호자의 영역이었다. 보호자의 영역을 어린이의 놀이와 

접합하여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보호자의 역할이 유희적인 것이 되고 어린이의 놀이

는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 놀이환경을 구획하는 물리적 경계의 근처에서 안전한 놀

이를 관리하는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유희적인 것으로의 인식 전환은 도시가구가 

변화하여 쉘터화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놀이를 감시하는 양육자의 공간이자 어린이 놀이의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원형적 

놀이환경 요소인 도시가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현대도시에서 도시가구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도시가구는 건축화하여 견고한 쉘터가 됨

으로써 기존 놀이와 감시의 용도를 기본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의 놀이환경이자 시설유형이 됐다. 놀이쉘터의 건축화는 공간형성에 비

용이 소요되고 같은 공간에 타인과 함께 머무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공간의 사회

적 기여가 주목받는다. 따라서 공공과 준공공 주체는 이 공간을 놀이네트워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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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로 삼기도 한다. 이들 공간은 결국 어린이 놀이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인들의 교류라는 ‘기능’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건축화된 놀이쉘터로 인해 양육자와 어린이의 놀이를 위한 거주시간은 길어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양육자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된다. 어린이는 쉘터를 거점으로 물놀이와 진흙놀이 등 다양한 놀이유형에 

접근 가능해졌으며 양육자는 어린이가 놀이하는 동안 상담과 교류 등 생산적인 일

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동안 육아의 어

려움을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받거나 선배 부모에게서 자연스럽게 의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어린이는 다양한 세대의 지역민과 만남이 이

루어진다. 

또한 건축화된 놀이쉘터는 행정지원의 거점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다양한 놀이 

이벤트나 강좌가 개최되고 지자체 행정에 영감을 얻기 위한 의견교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여러 생산적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장소로서 건축화된 놀이쉘터는 바깥

놀이 지원 장치로서의 역할 외에도 다양한 용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어린이와 양육

자의 방문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일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지역민과의 만남 역

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축화된 놀이쉘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에 놀이어포던스를 제공한다. 먼저 놀

이환경에 놓인 기구는 건축화되어 놀이쉘터로서 역할하기도 한다. 건축화를 통해 

놀이환경 내에서 견고한 쉘터로 사용되는 사례로 일본 하네기공원 플레이파크 내에 

위치한 누에콩하우스137)를 들 수 있다. 누에콩하우스는 거주가 가능한 정식 건축물

이라기 보다는 오두막에 가까운 목조 구조물로 구조물 자체가 놀이기구로서 역할한

137)

구분 내용

시설 프로그램 공원 관리 시설

완공 및 개관 2010

건축면적 20m²

설계자 펭귄디자인사무실 마츠오 (1급 건축사)

시공자 아이 공업 엔도 (목수)

구조 단층 목조 (일본산 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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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재 마루와 박공지붕으로 덮인 공간은 그 스스로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

인 놀이사물과 바닥, 펜스를 제공하다. 이 쉘터는 놀이터에 놓인 벤치와 나무그늘

을 건축화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간결하고 외부 지향적이다. 넓은 목재마루와 지

붕이 건축물의 주된 구성요소이며 매우 작은 면적의 실내공간이 구획되어 있다. 벽

으로 둘러진 실내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반이 채 안 되는 9제곱미터에 불과하다. 그

러나 냉난방이 가능한 완전한 실내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수유 할 수 있고, 잠시 낮

잠을 재울 수 있는 장소 또는 기저귀를 교체 할 수 있는 온전한 내부로 만들었다. 

잠을 자고 음식을 섭취하는 주기가 짧은 취학전 어린이들에게 이와 같은 놀이쉘터

는 놀이와 휴식을 반복할 수 있게 하여 놀이의 지속시간을 늘려주고 양육자의 부담

을 줄인다.

그림 115 놀이쉘터로부터 물리적 시각적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연령의 놀이터

이처럼 놀이터의 도시가구를 재해석하여 건축화된 놀이쉘터는 건축물의 경계를 

따라 취학전어린이의 놀이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가장 나이어린 어린이도 실내로부

터 가장 근접한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시에 양육자의 감시를 

용의하게 만들었다.  

놀이기구화된 놀이쉘터
<출처 : 좌,중-직접춸영, 우-하네기플레이파크 공식 홈페이지>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도시가

구
놀이기구

바깥놀이 운영진
세타가야구 

바깥놀이프로그램 건축

운영시간
실내좌식바닥,마루,툇

마루, 데크, 
데크미끄럼틀 건축

데크,놀잇감

지방정부 규칙
단계적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바닥 

건축의 경계, 
놀잇감

표 40 후발적 놀이환경으로서 놀이쉘터의 원형적 공간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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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면을 둘러싼 데크에 맞닫아 건축물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건축의 경

계에 연결되어 조성된 미끄럼틀, 수전, 그네, 물놀이풀과 같은 다양한 바깥 놀이 

요소들은 건축물 경계의 놀이 수용성을 극대화한 구성이다. 보행이 완전하지 못한 

취학전어린이들은 안전한 건축의 내부로부터 경계를 따라 모험한다. 즉 내부의 안

전으로부터 벗어나 어린이가 최초로 마주하는 모험의 공간인 건축물의 경계를 놀이

어포던스가 고려된 디자인을 통해 놀이환경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취학전어린이들의 

자발적인 놀이를 장려한다.

그림 116 건축의 경계에 연결된 놀이기구 그림 117 취학전어린이의 자발적 접근이 
용이한 낮은 전면 툇마루

  

따라서 건축물의 사면을 둘러 조성된 데크는 건축의 경계를 놀이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놀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을 놀이터의 도시가구이자 기구인 놀

이쉘터로 역할하게 한다. 걸터앉아 도시락을 먹거나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활용되

고  강연이나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넓은 면적과 높

이를 가졌다. 또한 건물 4면의 지면 레벨이 서로 달라 각 면과 접한 데크의 높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데크가 수용하는 기능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나이

가 어린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놀이터에 면한 전면 툇마루는 높이가 낮고 폭이 좁

다.(그림117) 그러나 그 높이가 취학전어린이의 자발적 접근에 용이하고 상황에 따

라 개폐가 가능한 넓은 실내 거실이 면해있어 취학전어린이가 수시로 오르내리거나 

내부로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기에 적합하다. 내부로부터 4면의 개구부를 통해 보이

는 풍경은 서로 다른 연령대의 어린이가 놀이하는 개별 놀이터다. 나이어린 어린이

들은 데크에 나가 놀면서 각 데크에서 보이는 장면을 통해 배운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모방하고, 어른들이 조깅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서

로 다른 연령의 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건축의 프레임을 통해 안전하게 시각적,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함으로써 어린이는 도시로부터 교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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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콩하우스릍 통해 건축화된 놀이쉘터의 놀이어포던스를 발견할 수 있었다. 건

축의 경계를 둘러싼 데크는 놀이기구이자, 구획된 공간으로서 다양한 행위를 담는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되며 외부와 내부를 놀이로 연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데크의 높이를 조절하여 각 면의 접근을 

통제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역할확장 가능한 놀이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역할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놀이쉘터는 적극적으로 도시 시설 인프라를 공유하여 도시 공간의 이용

률을 높이기도 한다. 유치원이나 대학교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어린이의 놀이가 일

어날 수 있는 공간과 놀이사물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놀이쉘터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도시 인프라에 접합한다. 이들은 건축적으로 놀이의 특수성을 표현할 수 없

기 때문에 놀잇감화된 이동가능한 사물들을 내부에 배치하여 놀이환경으로서 기능

한다. 

도시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에서 놀이쉘터의 중요성이 입증되기 시작하자 놀이쉘

터는 타시설에 부속되는 간이시설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시설로서 계획되기 시작했

다. 독립시설로 계획된 놀이쉘터는 놀이잠재력이 큰 도시인프라를 주변으로 생겨났

으며 용도 또한 다양해졌다. 놀이쉘터는 단독의 개별놀이환경으로서 논의될 수 없

다. 주변의 놀이인프라를 전재로 생겨나는 시설이므로 놀이쉘터는 항상 인접하고 

있는 도시의 놀이인프라와 일체의 시설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놀이쉘터의 유아놀이터 접합　
(후타코타마가와공원 인포메이션센터)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도시가구 놀이기구

전문놀이보조자
지자체바깥놀이프로그램

(곤충관찰, 놀이, 휴식, 상담, 교육) 건축
운영시간 실내좌식바닥 건축 -

지방정부 규칙 건축 놀잇감

표 41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놀이쉘터의 원형적 공간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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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시와 맞닫은 대형공원에 위치한 후타코타마가와공원 인포메이션센터(표

41)는  유아놀이터와 일체의 놀이환경으로서 활용됨으로써 나이어린 어린이의 도시

놀이에 기여하고 있다. 놀이쉘터는 2층으로는 입체도시와 연결되고 1층으로는 대형

공원과 맡닫아 있으며 지역을 흐르는 강에 인접해 있어 취학전어린이의 놀이환경이

자 취학어린이의 자연학습장으로서 역할 하는 동시에 지역의 풍부한 시설인프라에 

대한 인포메이션 센터이자 도시를 부감하는 전망대로서 역할한다. 이 놀이쉘터는 

국지적으로는 접합한 유아놀이터에 내부의 감각을 전달함으로써 유아놀이터에 놀

이어포던스를 증폭시킨다. 

유아놀이터가 최초 형성하고 있던 놀이어포던스는 여느 놀이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놀이터로 들어서면 나타나는 폭신하고 넓

은 바닥은 취학전어린이에게 달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는 

넘어지더라도 안전하지만 매끈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어다니거나 누울 만큼 편안하

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어린이

는 놀이터에 들어서 바닥은 어린이에게 보호자의 손을 놓고 달리거나 이동할 수 있

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즉 바닥의 놀이어포던스는 행위의 유형을 자발적으로 선택

하고 배열할 수 있는 정보를 어린이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어린이가 여느 놀이터에

서 사물에 의해 제공받는 정보와 같다. 그러나 놀이터에 접합하여 시각적 투과성이 

높은 전면 유리로 내부를 드러낸 놀이쉘터의 존재는 어린이와 양육자가 안심하고 

다음 단계의 놀이정보를 놀이로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놀이터에 조성된 수공간과 모래놀이터가 제공하는 놀이정보는 놀이쉘터의 존재

에 의해 이전과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놀이쉘터에서 옷을 갈아입고 몸을 말

릴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양육자는 몸이 젖거나 옷이 더럽혀졌을 경우를 우려하

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거나 모래 위를 뒹굴 수 있다. 놀이쉘터의 존재로 인해 물과 

흙이 제공하는 다양한 선택 가능한 놀이정보 중 더욱 적극적인 놀이정보가 선택, 

배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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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놀이쉘터의 존재에 의해 재배열되는 ‘물’의 놀이정보

그러나 반면 양육자가 놀이쉘터의 이용을 고려하지 않을 때 양육자는 다른 종류

의 놀이정보를 선택 배열할 수 있다. 양육자는 어린이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놀이

의 강도를 조절하는데 수전 앞에 놓인 단이 높은 물놀이 구조물은 어린이에게는 키

높이에 맞게 수전에 접근해 놀이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보호자에게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물놀이의 강도를 눈높이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모래놀이터를 

경계짓는 턱은 그 높이가 매우 낮아서 어린이가 걸터앉아 모래놀이를 하기에 좋은 

높이 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가 굳이 모래위에 앉지 않더라도 경계턱에 걸터앉아 

놀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보호자에게는 이 턱이 걸터앉기에 너무 낮은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모래 속에 직접 앉히지 않고도 모래에 근접하여 놀

이할 수 있게 보조해 주는 편리한 너비와 높이를 지님으로써 어린이를 과도한 모래

놀이로부터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자는 모래가 묻지 않는 턱 바깥에 쪼그려 

앉거나 턱에 걸터앉아 어린이의 놀이를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보조하고 참여할 수 

있다. 

그림 119 사물의 형태와 치수에 의해 증진되는 놀이어포던스
좌: 보호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어린이의 물놀이를 통제할 수 있게하는 수전의 놀이정보, 우: 

어린이의 모래놀이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경계턱의 놀이정보 

이러한 놀이어포던스 환경은 놀이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를 매우 가깝게 설

정하며 보호자와 어린이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놀이정보를 선택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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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사례에서 놀이쉘터는 평상시 어린이와 양육자가 선택하지 않을 놀이정보

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놀이쉘터의 자연 근접
(키누타마의 집)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도시가구 놀이기구

NPO물가놀이네트워크운영진
키누타마의 집 프로그램
(놀이, 휴식, 상담, 교육, 
탁아, 식사, 판매, 후원, 

교환)

건축

운영시간, 
프로그램이용 비용 발생

실내좌식바닥
건축 놀잇감

비영리단체 규칙, 비용 건축

+
자연(키누타마놀이마을)

표 42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놀이쉘터의 원형적 공간요소 3

또 다른 사례로 키누타마의 집은 근접한 자연을 놀이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다. 자연은 풍부한 놀이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이지만 취학전 어린이에게 자연은 쉽

게 접근 할 수 없는 장소다. 따라서 근접한 쉘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연은 

놀이어포던스를 상실한다. 강가의 녹지까지 3분거리에 위치한 키누타마의 집은 평

상시 지역 어린이와 양육자의 놀이환경이자 교류의 

장으로 역할하면서 정기적으로 일시적 놀이환경을 

자연에 조성한다. 놀이쉘터는 근처 강가녹지에 형성

되는 일시적놀이환경과 일체적 놀이환경으로 역할한

다. 앞서 영유아놀이터에 바짝 붙어 조성된  놀이쉘

터와 달리 3분거리의 위치에 놀이쉘터와 자연놀이터

가 조성되어 있음으로써 이 둘을 연결하는 3분거리

의 보행은 또 다른 놀이가 된다. 

놀이쉘터는 기존에 주택이었던 건물을 임대하여 조성된 것으로 건축물은 놀이정

보를 풍부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대신 내부의 놀잇감과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통

해 어린이에게 놀이이벤트를 제공한다. 어린이는 놀이쉘터를 징검다리 삼아 자연을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다. 강가 녹지에 조성된 모험놀이터로 이동하는 길은 차로의 

그림 120 삼중으로 나란히 이어진 
흙길,제방길,도로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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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조성된 보행로와 제방을 따라 조성된 보행로, 그리고 제방 아래 자연흙길이 

나란히 이어진다.(그림120) 어린이는 놀이쉘터로부터 모험놀이터로 이동경로를 스

스로 선택하여 놀이할 수 있다.  

자연에 가설 원형적 공간요소 추가 (키누타마 놀이마을)
<출처: 키누타마 놀이마을 홈페이지>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도시가구 놀이기구

NPO물가놀이네트워크운영진
키누타마놀이마을프로그램

-
지속시간

9시~17시 매일
자연

(흙, 풀, 물)
나무, 차양, 벤치 수전, 화로

비영리단체 - 규칙
수도관 내장된 
정돈된 바닥

가설 모험놀이용

+
놀이쉘터(키누타마의집)

표 43  후발적 놀이환경으로서 놀이쉘터와 연결된 일시적 놀이거점의 원형적 공간요소

이렇게 도착한 일시적 모험놀이터에서 일어나는 놀이는 불,물 과 같은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놀이다. 놀잇감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조성되지만 규칙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바닥이 정돈되어 있어서 비교적 구조가 견고한 가설가구

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도가 연결되어 깨끗한 물을 놀이에 사용할 수 있다. 

모험놀이의 특성상 옷이 더럽혀지거나 쉽게 지칠수 있기 때문에 쉘터역할을 할 수 

있는 차양막과 같은 도시가구가 설치되거나 근거리의 놀이쉘터를 활용한다. 따라서 

자연장소를 기반으로 특수한 놀이가 이루어지는 놀이프로그램의 특성상 놀이환경

의 공간적 네트워크가 필수 요건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새로운 자극 놀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놀이쉘터는 새로운 놀이환경 

유형으로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일부는 기획놀이환경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라. 위협요소 제거를 위한 발생

놀이네트워크의 노드로 역할하는 개별놀이환경을 서로 잇는 도로는 놀이네트워

크의 링크이자 또 다른 거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상의 길을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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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접근 방식은 놀이시설부지확보의 문제와 도시공간

의 효율적 사용면에서도 유효한 방식일 뿐 아니라 어린이 집단의 일상행위인 놀이

를 일상의 도시공간이 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또한 그것이 단순

히 어린이 놀이를 고무시킬 뿐 만 아니라 다른 도시민의 입장에서도 행위선택의 정

보가 풍부한 즐겁고 유희적인 도시일상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길의 놀이어포

던스를 높이는 작업은 유의미하다. 놀이어포던스를 지닌 일상의 길은 놀이를 단일 

장소가 아닌 영역으로 확장해 주며 놀이를 도시의 일상적인 행위로 변모시킴으로서 

놀이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장치가 된다. 이동의 수단이였던 근대적 개념의 

도로는 현대 도시의 놀이네트워크 안에서 후발적놀이환경으로 역할하게 되었다. 이

동 과정의 놀이적 속성에 주목하여 자전거 타기, 걷기, 달리기 및 놀이행위에 허용

적인 경로를 만드는 것은 도시의 예산과 공간 활용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무엇보

다 놀이네트워크의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때 기존 보행로나 건축물의 경계부를 정비하여 놀이환경으로 변화시키거나 보

행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경로가 내포한 자동차의 위협을 근본

적으로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경로에 부착된 건축의 경계에 놀이의 원형적 공

간요소를 적용하여 개선함으로써 경로는 놀이어포던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

대 도시 놀이를 제한하는 근본적 위협인 자동차를 보행환경에서 제거하는 것은 놀

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인 펜스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놀이환경을 만들고 결과

적으로 놀이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경로 바닥의 보행 연결성을 높이는 것은 놀이어포던스를 확보

하는 가장 기본 작업이 된다. 보도 표면 및 접합부 평탄화 작업과 다중 펜스설치를 

통해 보행의 안전성을 높이거나, 애초에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써 자동차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한 보행로를 조성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보도 표면은 단

일한 면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재의 줄눈이나 패턴의 

경계부, 보도 표면에 설치된 보행펜스 등의 시설물과 접합되는 부위, 각 요소들이 

서로 만나는 곳마다 이음새가 발생하게 된다. 인접요소들 간의 높이가 서로 맞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돌출 혹은 함몰되어 보도 표면의 평탄성 저하가 나타나서 보도

의 표면에 신발 굽이나 유모차의 바퀴가 빠지거나 끼일 수 있다. 또한 요철이 심한 

표면에서는 디딤면의 기울기가 불안정하므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

디기 쉬우며 특히 유모차나 자전거와 같이 바퀴가 달린 이용자에게 울퉁불퉁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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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심한 진동과 충격, 소음을 유발하며 방향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이러

한 이음새의 틈이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높이를 다듬고 서로 다른 요소들이 인

접할 경우 색채의 차이를 두어 혹시 모를 경계의 요철에 대비하는 디자인적 배려는 

사용자에게 안전한 보행의 기본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유쾌한 시각적 놀이 정보를 

제공한다.

가라스마야 천의 녹색길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도시가
구

놀이기구

- -
물, 직접그린그림타일, 

패턴있는 보도블럭, 브리지
경계석, 

벤치
자연(물, 물고기, 곤충), 평형대(경계석), 

브리지

표 44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놀이경로의 원형적 공간요소 1

청계천 개발의 모티브가 가라스마야 천(川)은 우기에 물이 넘치고 미관을 해친다

는 이유로 덮였다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복개되어 어린이의 물놀이터로 이

용되는 후발적놀이환경이다. 가라스마야 천을 복개하면서 천을 따라 자동차가 제한

된 보행공원인 ‘녹색길’을 조성하였는데 지역의 보육원과 초등학교 및 주요 어린

이 놀이거점을 잇는 연결로이자 정돈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거점이다. 여기서 

보행공원은 구간에 따라 주택이 양면으로 접합된 구간과 한면에만 접합되고 나머지 

한면은 녹지로 접합된 구간으로 구분된다. 한 면만 주택에 접하고 나머지면은 수목

으로 무성한 녹지에 접한 복개천구간은 양면이 모두 주택에 면한 복개천구간과 서

로 다른 놀이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21 락동클럽이 조성한 화단 그림 122 미슈쿠 초등학교 
1년학년이 그린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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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보행로 바닥에 적용된 차별화된 재료와 패턴이 있는 보도블럭은 어린이

가 패턴과 바닥재료의 변화에 따라 보행 속도를 늦추거나 건너뛰는 등의 행위를 선

택할 수 있게 하며 가라스마야 천을 건너 주택에 이르는 작은 브리지는 어린이에게 

모험과 같이 너머의 사유공간을 탐색하거나 물길을 건너는 사소한 재미를 제공한

다.  또한 경계석의 높이와 너비는 앉거나 균형을 잡고 걷기에 알맞은 치수를 가지

고 있으며 벤치의 색체와 디자인은 유쾌한 놀이사물로서 또 다른 놀이정보가 된다. 

그리고 지역 초등학생들이 조성한 화단과 바닥타일을 지나치면서 당사자들은 그것

을 통해 과거의 기억으로 연결되어 공간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물을 통해 생기를 전달받는다. 이것은 비단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다

른 연령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유희적 행위의 선택정보라는 점에서 모두

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도시설계방식이 될 수 있다. 

그림 123 보행공원과 주변의 연결관계에 따른 놀이어포던스
좌 : 주택과 한면 접합, 우: 주택과 양면접합

가라스마야천의 사례를 통해 보행로에 이동의 행위 외에 다양한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경로의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는 작업임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는 경로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놀이정

보로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24 경로에 추가된 놀이사물

적극적으로 보행전용공원을 조성하는 방식 외에도 차도 가장자리의 평범한 보행

로에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를 추가하여 자동차의 위협이 최소화 되는 경로를 

조성하기도 한다. 위의 사례에서 도로 갓길의 보행로는 그 폭을 조절하고 도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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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면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협을 최소화 했다. 차도의 양면에 조성되어

있는 보행로 중 한면의 폭을 넓히고 나머지 한쪽은 차도의 연속으로서 만들어 양면 

보행로의 역할 중 한면을 약화하였다. 대신 폭을 넓힌 반대면의 보행로의 지면을 

도로보다 확연히 높이고 도로와의 경계에 낮은 수목을 심어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

간요소인 펜스를 견고히 하면서도 심리적 개방감을 주었다.

경로상의 놀이사물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도시가구 놀이기구

-

낮은 수목, 꽃, 
바닥레벨차, 부분적 펜스

패턴,색체, 부분적 
안전바닥

경계석, 벤치
자연(물, 꽃, 곤충), 캐릭터모양수전, 

평형대(경계석), 미끄럼틀, 시소, 일체형놀이기구

투과적 다중 레이어
도시 바닥의 연장

놀이어포던스 디자인
놀이어포던스

디자인
이동행위를 내재한 놀이사물 디자인, 

공공공간의 새로운 역할 홍보

표 45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경로의 원형적 공간요소 2

또한 바닥을 길게 패턴과 색채로 분할하여 길을 따라 놀이 사물을 설치했다. 영

역을 분할하는 색채와 패턴은 그것 자체로 놀이정보를 제공하며 분할된 영역을 따

라 길게 놓인 놀이기구는 규범적 강도의 어린이 신체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실천한다. 무엇보다 어린이의 놀이를 직설적으로 내포한 미끄럼틀과 흔들목마, 시

소 및 일체형 놀이기구가 경로를 따라 놓임으로써 이제까지 어린이가 환영받지 못

하던 집밖의 위험한 도로공간을 환영받는 놀이의 장소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도시

에 도로의 새로운 역할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캐릭터로 디자인된 수전은 일상의 

유쾌한 자극을 주는 공공디자인으로서 수전에서 나오는 물이 연상시키는 놀이정보 

외에 또 다른 놀이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놀이어포던스를 지닌 경로에서 놀이은 펜스대신 사유공간으로 둘러쌓이

며 그 경계가 놀이정보를 제공한다. 놀이정보는 사물의 형태와 촉감, 색채로부터 

생겨나며 따라서 그 사물이 가촉성을 가질 때 놀이정보는 실재로 선택되어 행위로 

이어진다. 사유영역은 그 경계의 놀이어포던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공공에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상업건축의 경계에 적용되었을 때 공공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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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객을 통해 이윤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건축물 경계의 놀이어포던스
후타코타마가와 다카시마야 SC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길

<출처 : 좌(구글이미지) 우(직접촬영)>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도시가구 놀이기구

수증기 분사 시간

투과적 다중 레이어 실내바닥의 연속 화단경계석 식물, 수증기쇼핑센터 관리자/
프로그래밍된 기기

민간 놀이행위를 내재한 디자인

표 46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경로의 원형적 공간요소 3

쇼핑센터와 외부 공공보행로의 경계부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바깥쪽 공공보행로

로부터 분리된 내부화된 외부공간으로서 이중의 보행로를 조성하고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식물을 심었다. 식물로 뒤덮힌 아케이드 구조물은 한낮

의 햇빛으로부터 보행로에 그늘을 만들고 구조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는 물

이 주는 갈증해소와 시원함의 원초적 감각정보를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수증기는 

높은 천정구조물로부터 길게 늘여뜨려진 식물과 함께 쏟아져 내려오면서 몽환적 공

간감을 형성하여 어린이가 이동의 경로에서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신하

여 놀이하며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외부 공공보행로로부터 경계를 형성하는 식물이 

심겨진 곡선의 화단경계석은 걸터앉을 수 있는 높이와 너비, 매끄러운 표면의 정보

를 제공한다. 사물이 제공하는 이러한 정보를 어른들은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는 

행위로 수용하는 반면 어린이는 좁고 구불구불하며 높여진 길로서 수용한한다. 그

리고 보행로의 바닥은 외부 보행로 바닥과 달리 내부 상업공간의 바닥과 연속되어 

이동의 흐름을 완곡한 방식으로 내부로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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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사물의 표면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어린이의 놀이적 수용
<출처 : ちびここ, ちびっ子のこころの発達と遊びの関係調査レポ>

이처럼 어린이는 도시의 사물이 제공하는 정보를 놀이정보로 해석하여 수용한다. 

특별히 놀이행위를 유도하는 기구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일상적 행위로서 놀이한다. 

따라서 그들이 행위를 다양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할 수 있도록 도시의 사

물이 풍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현대 도시에서의 어린이놀이

시설 형성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의 분리는 필수적으로 동반

되어야 할 도시 설계적 고려사항이다. 그것이 차도와 완벽히 단절된 보행전용로 조

성 방식이 아니더라도 인식적 펜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보행로를 보완하여 

놀이환경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이때 펜스는 보행로와 차로 경계의 명확한 색채 구

분 일 수도 있고 바닥레벨의 고저차, 벤치 및 수목 등 다양한 장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가장 미시적 사물들이 놀이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신체와 가장 

가깝게 만나는 중요한 사물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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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평면도시에서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을 지원하는 후발적놀이환경은 놀이어포던스

를 지닌 노드와 링크의 절대적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되는 개별놀이환경의 원형적 놀이환경 요소 분석으로부

터 평면도시에서 후발적놀이환경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평면도시에서 후발적놀이환경 형성방식

      

경로화

내부화

일시적
발생

표 47 평면도시에서 후발적놀이환경 형성방식

첫 번째로 평면도시의 후발적놀이환경은 경로화되어가고 있었다. 경로화를 위해 

원형적 놀이환경 요소인 펜스는 시각적 투과성이 높은 장치들을 겹겹이 둘러 인식

적 투과성을 높이되 물리적 투과성은 낮추어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다른 원형적 공간요소인 놀이바닥은 도시민의 일상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영역

을 최소화하여 놀이환경이 이동의 경로로 합류되도록 조성했다. 또한 놀이사물은 

취학전 어린이는 물론 다세대의 도시민들이 선택 가능한 풍부한 놀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발적 디자인, 다연령 디자인, 직설적 놀이표현보다 은유적 놀이표현을 

통해 놀이어포던스를 갖추었다.  

두 번째로 평면도시의 후발적놀이환경은 내부화되어가고 있었다. 내부화는 도시

의 놀이환경이 건축 내부로 들어오는 현상과 바깥공간이 내부의 감각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내부화를 위해 원형적 놀이환경 요소인 펜스는 건축 피막이되

어 놀이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였으며 그것은 시각적 투과성을 높여 외부로 적

극적인 놀이의 감각을 확장함으로써 바깥공간에까지 내부적 감각을 제공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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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놀이바닥은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놀이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놀이사물 역시 쉽게 교체 및 이동 가능한 놀잇감화 되어 통제 가능한 

환경을 형성했다. 

세 번째로 평면도시의 후발적놀이환경은 일시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 일시적 발

생은 프로그램이 공간화 된 것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놀이보조자의 역할이 두드

러진다. 이때 일시적 발생을 위해 원형적 놀이환경 요소인 놀이보조자는 취학전 어

린이가 실제로 도시를 놀이환경으로써 집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명분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놀이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놀이환

경에서 원형적 공간요소인 펜스의 물리적 형체는 사라지고 사회적 규칙으로 대체된

다. 또한 놀이바닥은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놀이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휴대 가능

하면서도 창발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놀이사물 역시 쉽게 교체 및 이동 가능한 놀

잇감화 되어 쉽게 제공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평면도시에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후발적놀이환경의 요

건은 직설적 놀이공간 형상화보다 놀이어포던스가 고려된 은유적인 디자인으로 의

도된 행위가 아닌 창발적인 놀이가 일어나도록 하며 다연령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

하여 도시에서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도시에 더욱 침투적인 놀이환

경 조성 방식으로 놀이환경 원형적 공간요소의 변형 및 재해석을 통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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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입체도시의 후발적놀이환경의 놀이어포던스 형태 분석

도로 인프라스트럭쳐는 스스로 끈김없이 연결된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 있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땅의 구획과 분리의 기제를 수반해왔다.138) 이들 인프라스트럭쳐 

망은 도시를 가로지르며 다른 도시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만 주변의 지형을 분절

시켰으며 어린이를 도시로부터 배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철도와 도

로의 인프라스트럭쳐로 인해 분절된 도시조직을 다시 잇는 도시적 스케일의 현대건

축사례들은 도로의 위협으로부터 놀이의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드러낸

다. 입체도시는 철도망과 도로가 가져온 도시 분절로부터 보행 연결을 제공하므로 

공간적놀이네트워크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형성

된 입체도시는 소도시 규모의 스스로 완결된 놀이의 연결망을 표용할 만큼 넓은 면

적에 도시의 일상이 압축적으로 형성되도록 복합용도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보행과 머무름, 일과 가정, 이벤트와 일상의 도시 생활이 포괄적으로 나타날 가능

성을 지닌 환경이다.

따라서 대규모 집객의 공간으로서 이곳에서 놀이환경은 비단 어린이 놀이를 위해 

서만 고안되지 않으며 포괄적이고 은유적 표현으로서의 ‘일상의 놀이환경’을 조

성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의 놀이행위를 담아낼 수 있도록 통합했으며 동시에 집객력

을 바탕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벤트적 공간’으로도 형성된다.  

이러한 입체도시는 일체화된 건축환경이기 때문에 평면도시에서와 같이 개별놀

이환경으로 명확하게 공간을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되는 

핵심영역을 방과 보행광장, 입체동선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138) 볼프강 쉬벨부쉬,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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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적으로 언급될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입체도시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지역 재개발 부지
<출처:www.ria.co.jp>

잠실롯데월드
<출처: 제2롯대월드 건설지1>

영등포 타임스퀘어 
<출처:www.timessquare.co.kr>

2015완공
용도 : 전철역, 백화점, 쇼핑몰, 주거, 
호텔, 오피스, 공원, 공연장
대지면적 : 184,000㎡

1989완공
용도: 전철역, 백화점, 놀이공원, 마트, 
호텔, 카지노, 쇼핑몰, 콘서트홀, 민족
역사관 등
대지면적 : 128,246.2㎡
2017완공
용도 : 전철역, 전망대, 호텔, 오피스
텔, 사무실, 전시시설,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수족관, 콘서트홀, 공원 등
대지면적 : 87,182.80㎡

2009완공
용도 : 백화점, 영화관, 마트, 호텔, 
공연장, 쇼핑몰
대지면적 : 44,400㎡

표 48 입체도시 사례의 개요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개발지역 일대는 입체도시의 놀이환경을 주변의 평면적 

도시조직의 놀이환경과 연속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두드러지는 도시재생지

역이다. 이곳은 도쿄 외곽의 역사적 철도거점 유원지였던 도시를 도쿄도민의 여가

장소이자 주거지 및 산업 중심지로 복합개발한 것으로 1980년대 기획되어 2015년 

완공되었다. 지하철역,상업,오피스,호텔,아파트,공원을 일체로 조성하여 주거와 

업무, 여가의 일상이 압축적으로 단일 공간에서 일어나도록 했는데 이때 주변의 조

밀하고 작은 평면도시조직과 단절되지 않고 연속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전체 부

지조성과정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도시’를 모토로 다양한세대의‘놀

이’가 주요한 개발컨셉으로 설정139)되었으며 미래 도시의 이상적인 모습을 ‘어린

이를 기르는 거리’라고 규정하고 보행과 놀이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 보행로를 

계획하였는데 이 보행로를 중심으로한 일대 역역은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적극활용

되고 있었다. 일상과 이벤트가 공존하는 놀이환경으로써 복합용도건축물의 놀이네

트워크적 이용을 보여주는 사례다.    

잠실일대는 놀이환경의 입체적네트워크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1988년 

롯데호텔 완공이후 2016년 제2롯데월드의 완공까지 30여년의 시간의 켜를 보여주는 

139)  프로젝트 초기 미래 도시의 이상적인 모습으로써 ‘도쿄의 장래를 담당하는 아이들을 기르는 

거리’가 디자인의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Conran&Partners 메니징 디렉터 Richard Doone의 컨셉설명 인터뷰 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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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개발로 어린이놀이환경과 그 부대시설이 주가 되는 복합용도입체도시사업

으로서 진행140)되었다. 놀이환경을 실내로 들여오기 위한 대규모의 다양한 건축적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복합시설로 계획된 건축물 내부와 외부 석촌호수, 지하의 지

하철역까지 아울러 모든 행위가 놀이로 귀결되는 통합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141)으로부터 1기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기 공사를 통해 2017년 완성된 제2

롯데월드는 1기 개발부지와 지하광장으로 연결됨으로써 통합적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1기부지와 2기부지는 시간경과에 따라 놀이환경 대한 다른 해석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적 이용면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2009년 9월에 완공된 영등포타임스퀘어는 후타코타마가와와 잠실 사례에 비해 규

모가 1/4 정도로 작은 면적에 조성되었으나 조밀한 도시조직에 대규모복합시설이 

계획될 때 주변도시조직과의 연결을 세심하게 고려한 개발지다. 이전까지의 도심복

합개발지가 견고한 경계에 의해 내부와 외부가 분리된 계획이었다면 영등포타임스

퀘어 개발을 통해 공공의 영역이었던 외부를 내부로 적극적으로 들여오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연령대별로 층별구성을 특화하여 청년층의 이용은 상층부

로 어린이와 가족의 이용은 지하와 도시레벨층으로 집중142)시켜 보행약자인 어린이

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집중배치 시켰는데 이때 도시레벨층의 외부와 내부를 통합하

는 공공화된 사유공간으로써의 내부가로와 내부화된 외부공공가로는 어린이의 놀

이환경을 서로 접근 용이하여 네트워크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어린이와 보호자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이 관찰되는 입체도시사례를 

추가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입체도시에서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이 일어나는 공간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40) 1970년대 서울시는 석촌호수 북쪽의 4만 7,580평의 상업 지역을 일체형으로 개발하기로 계획

하고 매입자를 물색하였으며 롯데가 최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어린이놀이공원,백

화점,도서관,병원,아케이드,극장,위락시설,아파트, 호텔 등 도시의 모든 용도시설이 들어가는 

거대한 입체도시로 계획되었다. 한종수, 강희용, 강남의 탄생, 미지북스, 2016

141) 롯데월드 건설지 / 주식회사 호텔롯데 ; 롯데쇼핑주식회사 ; 롯데잠실 건설본부 공편.

서울 : 주식회사 호텔롯데 : 롯데쇼핑주식회사 : 롯데잠실 건설본부, 1990, pp.139~140

142) 김하나, 복합상업시설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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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室)의 원형적 공간요소 변형

입체도시에서는 일상에서 발견되는 가장 소규모 놀이환경으로서 도시사물부터 

놀이터, 수족관, 어린이놀이공원과 같이 다양한 위계의 어린이시설이 집합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형적 놀이환경 구성요소를 갖추도록 계획되는 어린

이시설은 입체도시에 포함될 때 놀이환경의 원형적 요소가 탈락되거나 변형되기도 

한다. 안전하고 가까운 범위에 음식점과 바깥정원과 같이 활용 가능한 시설인프라

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여 어린이시설이 본래 포함해야는 놀이환경의 원

형적 공간요소는 제거되거나 변형되기도 한다. 이것은 쌍방향적인 것으로 놀이어포

던스를 지닌 주변환경에 의해 개별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가 변형과 탈락이 가

능하게 되고 개별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 미비는 다시 주변환경의 놀이어포던

스 확보를 유도한다. 

따라서 입체도시내에 위치한 어린이시설은 본래 갖추어야 할 원형적요소가 탈락

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입체도시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입체도시내 근

거리에 보행이동이 안전한 다양한 놀이환경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통념적으로 어린

이집이 갖추어야 할 놀이환경의 원형적 요소를 탈락시키기도 한다.  

롯데월드 내 롯데맘편한어린이집전경
좌: 어린이집입구 아케이드보행광장의 격자패턴바닥의 놀이어포던스, 우 : 놀잇감화된 기구가설치된 내부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도시가구 놀이기구

보육주체,교육커리큘럼 외부펜스탈락 외부놀이바닥탈락 도시가구탈락 외부기구탈락

준공공/공공
인클로져, 

인식적펜스
도시 바닥 공유 필요상실

내부에 놀잇감화된 
기구설치

표 49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놀이거점의 원형적 공간요소 1

잠실롯데개발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143)은 직원들의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으로 위계가 낮은 소형 어린이시설이다.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전면공지와 광장으로 

143) 위치 : 잠실 롯데월드 아케이드 내

규모 : 약 80평(264.5㎡)

보육어린이 : 1~5세 40명 (계열사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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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지상층 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놀이시설로서 위계가 높은 어린이 직업체험

센터가 인접하며 어린이집주변으로 어린이 고객 집객을 위한 놀이조형물 배치되어 

있다. 입지 특성상 어린이집은 바깥놀이활동을 입체도시 시설인프라에 의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 어린이집 입구가 아케이드 보행광장으로 내어져 있어서 주변

공간으로의 안전한 보행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은 놀이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가능

하게 하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바깥환경으로의 용이한 접근은 어린

이집의 외부 놀이터를 탈락시키는 원인 중 일부로 작용하였으며 놀이기구는 놀잇감

화되어 내부로 들어왔다. 대신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전면 아케이드 보행광장을 날

씨와 기후로부터 쾌적하게 일상적 통학로이자 놀이환경으로서 이용한다. 아케이드 

보행의 여정에서 선명한 격자의 일정간격의 바닥패턴은 어린이로 하여금 패턴을 따

라 걷고 건너뛰는 등 보행을 기반으로 한 신체놀이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놀이정보

를 제공하여 놀이의 자발적 형성 및 놀이유형의 다양화를 유도한다.  

왼쪽부터 1.전면보행로방향펜스탈락 2.부분적안전바닥 3.소음차단용 놀이마운드와 유리벽 4.소음차단벽과 놀이사물 
겸 의자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도시가구 놀이기구

-

부분탈락, 수목, 유리벽, 
높은벽, 마운드처리

부분적 안전바닥, 
파쇄자갈바닥

탈락 일체형고정기구

소음차단 및 놀이사물로 
역할변화

보행의 연속성 증가
조형물 겸 

놀이가구설치
입체도시 디자인컨셉에 
일치하는 재료 및 색채

표 50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놀이거점의 원형적 공간요소 2

또 다른 사례로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개발지역에 외부 보행광장을 면하여 설치

된 놀이터에서도 펜스와 도시가구의 탈락을 관찰할 수 있다. 놀이터가 접하는 보행

광장면에는 기본적으로 놀이터가 갖추어야 할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인 펜스

가 설치되지 않았다. 펜스의 탈락은 자동차도로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보행

로에 의한 것으로 펠스의 탈락과 보행광장 바닥으로부터 놀이터에 이르는 바닥의 

연속성은 놀이환경을 보행의 영역과 일체화하였다. 그러나 보행광장쪽 펜스와 바닥

의 변형을 주는 대신 주거동 쪽 나머지 면을 높은 벽과 유리벽, 수목, 놀이마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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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겹겹이 둘러 침으로써 소음을 차단했다. 놀이터에 설치되던 전통적 펜스는 구획

과 안전격리의 용도를 상실하고 소음방지와 놀이기구로서의 용도가 강화되었다. 즉 

입체도시에서 개별놀이환경이 응당 지니고 있던 원형적 요소로서의 펜스는 어린이 

놀이로부터 파생되는 지역사회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장치이자 다양한 놀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변화하였다. 

또한 놀이터의 도시가구 역시 탈락되었다. 통상적으로 부모의 대기와 어린이의 

휴식장소로서 사용되던 도시가구는 주변시설 인프라에 의해 그 필요성이 감소했다. 

무성한 나무나 인공 차양막을 이용하여 제공되던 놀이터의 그늘은 입체도시에서 놀

이터를 둘러싼 건물의 인클로져가 만들어내는 그늘로 대체되었으며 나이어린 어린

이의 놀이 지속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화장실은 보행광장을 면하는 건

물에 설치된 공공화장실이 역할하게 되었다. 또한 보호자의 대기 및 어린이의 휴식 

장소였던 벤치는 놀이터 밖 보행광장에 놓인 벤치로 대체되었으며 놀이터 내부에는 

앉는 용도의 벤치 대신 올라서거나 앉거나 건너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위정보를 제

공하는 축약된 형태의 기물이 놓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놀이터 바닥은 위생문제와 

위험성을 내포하여 정기적 관리와 청소가 필요한 전통적 모래바닥으로부터 얕게 깔

린 분쇄자갈바닥으로 대체됨으로써 전통적 모래바닥이 제공했던 촉감놀이를 동일

하게 제공하며서도 모래사이에 숨어있을 위험요소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탈피하게 

되었다. 더불어 얕게 깔린 파쇄자갈바닥은 보행이나 유모차이용 시 발이 빠지지 않

는 견고한 바닥을 형성하여 보행의 어린이와 양육자의 보행에 연속성을 주는 동시

에 비 온 후에는 바닥에 물이 고여 또 다른 촉각놀이를 어린이에게 제공한다. 

그림 126 놀이어포던스를 지닌 놀이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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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7m들어올려진바닥 레벨 
시작점 위치 

(브리지,광장,정원 등 인접)

표 51 놀이잠재력이 있는 영역에 위치한 타용도공간에 원형적 공간요소 접합 
<출처: 좌 _직접작성, 우_ store.tsite.jp/futakotamagawa.2019.04.22>

어린이시설이 아닌 타용도시설에 원형적 공간요소가 접합함으로써 장소는 어린

이가 환영받는 놀이환경으로서 규명될 수 있다. 복합용도의 입체적 도시에서 어린

이 이용자의 증가와 그들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은 도시환경이 점차 놀이어포던스

를 갖추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최초 계획 당시 놀이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던 장소

라도 인접한 공간이 놀이잠재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추후 원형적 공간요소가 접합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안전한 바깥공간으로 접근이 용이하거나 계

단이나 브리지 등 유희적 공간요소가 근접해 있다면 그 장소는 놀이잠재력을 지닐 

수 있다. 

츠타야 서점 외부 연결과 서점 내 어린이놀이공간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도시가구 놀이기구

매장직원,
어린이 상품체험보조 프로그램 시각 

투과적
피막

운영시간 패턴바닥 구조물(책상,의자) 어린이 책, 체험놀잇감

민간 규칙 놀이정보증가
놀이를 기본으로 한 

다양하 기능
놀이에 사용되는 어린이 상품

표 52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타용도시설의 원형적 공간요소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개발 지역의 츠타야가전 내 서점은 외부보행광장의 레벨

이 전환되는 지점과 건물이 만나는 코너부에 어린이서점 섹션을 추후에 새로 조성

하였는데, 장소는 바깥의 보행광장과 브릿지, 동적조명이 설치된 계단 및 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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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즉각적 접근이 가능한 놀이정보가 풍부한 공간이었다. 이곳에 위치한 실내 서점

에 장난감과 어린이 서적을 상품으로 추가하고 상품을 직접 가지고 놀며 체험할 수 

있는 체험영역을 조성했다.

어린이 책과 색칠용품, 장난감 등의 상품은 놀잇감으로서 무상 제공되어 상품 판

매장이기 보다 놀이환경으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또한 창발적 디자인의 도시가

구 겸 구조체를 설치하여 상품의 체험이 ‘시각적 쇼핑’에서 벗어나 ‘촉각적 놀

이행위’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즉각적 접근이 가능한 놀이잠재력을 갖춘 

바깥환경은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규정된 실내공간에 의해 그것 역시 어린이 놀이환

경으로 규명되고 결과적으로 놀이는 실내공간으로부터 바깥으로 행위반경이 확장

된다. 이때 놀이행위는 체험놀잇감을 이용한 놀이로부터 계단놀이 및 브리지 건너

기 등의 다양한 놀이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기호화된 쉘터에 원형적 공간요소가 상품으로서 제공됨으로써 쉘터가 

후발적놀이환경으로 변형되었다. 원형적 공간요소인 도시가구는 시설로 진화하여 

독립된 방(室)으로서 입체도시안에 자리잡았다.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로서 

도시가구는 벤치와 그늘로 이루어진 휴식장소로서 양육자의 놀이감시 공간이자 어

린이의 휴식장소로 역할해 왔다.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의 도시이용이 대두되면서 

이 단위요소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고 결과적으로 도시가구는 독립화 되어 단일

한 용도공간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입체적 도시 안에서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

요소인 도시가구는 단일 실(室)로 독립하여 수유실, 기저귀교체방과 같이 나이어린 

연령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기본유닛 쉘터로 수용되었으며 이때 장소의 이미

지는 기호화 하여 드러났다. 입체도시의 필수 시설로서 프로토타입화된 가장 작은 

단위의 쉘터로서 점차 특정 연령 어린이의 놀이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림 127 기호화된 라이즈 쇼핑센터 수유실
    

그림 128 기호화된 제2롯데월드 수유실
  

후발적 놀이환경으로서 놀이쉘터는 집객력이 높은 입체적 도시에서 어린이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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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층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어린이의 휴식과 놀이를 고무하

고 상품을 홍보하는 장으로 역할하기 시작했다. 놀이쉘터는 그 안에 놀이환경의 원

형적 공간요소를 들여와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역할하게 되는데 이때 상품은 놀이

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다. 상품으로서 구매 가능한 놀잇감이나 놀이기구 놀이바닥

은 쉘터에 전시되어 어린이의 놀이를 지원한다. 상품으로서 원형적 공간요소들은 

창발적인 디자인을 통해 어린이에게 놀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놀

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일련의 이미지와 기호로 규정된 쉘터가 상품의 체험장

으로서 후발적놀이환경이 되었다.  

  쇼핑센터 : 놀이매트가 설치된 
쉘터

<츨처 : 구글이미지>

공항 : 책이놓인 쉘터
<출처 : 구글이미지>

백화점 : 장난감이 놓인 쉘터
<출처 : 구글이미지>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도시가구 놀이기구

어린이쉽터 직원
어린이 상품체험보조 프로그램 건축

운영시간 가설매트 침대,소파,책장 등 놀잇감화된 기구

민간 규칙 상품 상품 상품

표 53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놀이쉘터의 원형적 공간요소

이러한 상품의 등장은 놀이보조자의 개입을 필요로 했다. 놀이보조자의 개입은 

쉘터 공간에 들어선 익명적 개인에게 계약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개인

은 기호화된 쉘터에서 고립되고 고독한 개별자로서 철저한 타인이었으나 놀이가 개

입한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놀이쉘터 안에서 이들은 계약적 정체성을 다른 개인들

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고독하고 고립된 개인을 양산하던 기호화된 쉘터는 양육

자라는 추상적인 정체성을 공유하는 장소가 되었다. 따라서 쉘터의 공공성에 미묘

한 변화가 나타났다. 일시적 계약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양질의 놀이와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간이 가진 프로그램과 매력은 다시 상업적 이윤으로 회수된

다. 따라서 놀이쉘터는 만남과 거주자체를 위한 공간이기보다 존 어리가 ‘분트’

라고 부르는 현대도시의 자유롭고 선택적인 커뮤니티144)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

144) 의식적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전통적이지도 않으며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서로 대하

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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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기호화된 쉘터가 양산하던 익명의 개인은 상품이 개입한 놀이쉘터를 통

해 계약적 놀이로 관계맺는 커뮤니티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쉘터의 공공성은 그 

의미가 이용자와의 계약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는 준공공성으로 바뀌고 있다. 

나. 보행광장에 재해석된 원형적 공간요소 적용

하브라켄(Habraken)은 대형화되는 도시조직을 연결하는 유례없이 광폭해진 도로

와 축소되거나 사라져가는 보행로를 3차 스케일을 가진 도시 연결망의 성격으로 보

았다.145) 이에 대해 현대도시의 가로는 거대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내부화를 선택

함으로써 과거의 보행로를 대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재로 전통적 도시의 공공

공간이었던 거리와 광장은 건축의 내부로 들어왔다. 이것은 선적인 길과 면적인 광

장의 형태에서 벗어나 영역의 연속과 중첩으로 드러났으며 내부화된 도시를 형성하

는 핵심적 어휘가 되었다. 이렇게 내부화된 광장과 보행로는 도시를 연속적 놀이가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었다. 자동차의 위협은 놀이의 공간적 연결을 차단하는 요소

였으며 발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이어린 어린이일수록 날씨나 용변, 배고픔

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쉘터가 놀이의 필수요소였기 때문에 어릴수록 집근처

에 바짝 붙어서 놀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도시의 입체적계획을 통해 

내부화되어 안전하고 광폭한 보행광장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놀이 아이디어가 실

천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이자 ‘길’이 생겨날 수 있었다. 입체도시의 내부화

된 보행광장은 내부와 외부, 전체공간을 통합하는 결집과 발산의 공간으로 근대적 

아케이드와 유사하지만 볼륨이 훨씬 크고 내부나,외부로 규정되지 않으며 이동의 

용도에 국한되지 않는 인클로져 개념에 가깝게 형성되어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입체적도시에서 어린이놀이는 자유와 상상력을 얻을 수 있다.  

1）상위인클로져(Inclosure)에 의한 내부화 

입체도시 계획시 보행로는 전체공간을 통합하는 장치였다. 본래 도시의 가로가 

지녔던 이동・교환・소통의 공공적 성격이 ‘실내화된 가로’의 사적인 성격과 혼

John Urry, 윤여일 역,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Humanist, 2012, pp. 238~239

145) HABRAKEN, Nikolaas John. 최재필 역, 일상의 건축 (The structure of the ordinary: form 

and control in the built environment). 기문당, 2000,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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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면서 이 공간의 사회적 성격은 모호해졌다. 외부 가로는 보다 공적인 이동 흐

름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졌고, 실내화된 가로로서 아케이드는 부르주아라는 특정 

계급의 사회적 산책과 소비문화행위를 위한 사적인 공간으로 역할146)했다. 입체도

시에서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소비공간은 도시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중간공간이자 리안르페브르가 말하는 ‘사이공간’147)이 되었다. 

공공화된 
사유공간

<준공공공간>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개발지역 2015

공공화된 보행로 조성 도면 공공화된 보행로 조성 도면

잠실 롯데월드 2018

공공화된 보행로 조성 도면 공공화된 보행로 조성 도면

영등포 타임스퀘어 2009

공공화된 보행로 조성 도면 공공화된 보행로 조성 도면

범례

표 54 인클로져에 의한 공공놀이환경의 사적공간 침투

특히 소비의 주체가 동반하는 어린이의 등장과 몰링(Malling)으로 대변되는 쇼핑

146) 정혜진, 공항건축의 비-장소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p.88

147) Lefaivre, L., et al. Ground-up City: Play as a Design Tool, 010 Publisher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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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역할 변화는 놀이환경으로서 온전히 외부도 아니고 내부도 아닌 내부적 감

각을 자아내는 외부로서 실내화된, 공공성 짙은 가로를 조명했다. 그러나 입체도시

의 내부화된 가로가 전통적인 광장과 거리에서 이루어지던 바깥놀이환경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다. 공공성 변화에 대한 우려들은 

대부분 소비사회의 지배적 영향하에서 상업자본이 공공공간 모두를 잠식해나가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그림 129 롯데월드 기획 조감도에서 나타나는 인클로져의 개념과 실재 평면 적용
좌 : 계획도,  우 : 1층 평면도 

블록규모의 일체형 복합건축물과 그 가장자리를 둘러 형성된 외부공공가로 및 내

부에 복잡하게 구성된 사적내부가로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복합쇼핑몰 계획에

서 주를 이루었다. 1988년 롯데호텔완공을 시작으로 1989년 완성된 롯데월드 블

록148)은 당시 입체도시계획에서 도시가로의 해석과 적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잠실 롯데월드 일대는 어린이를 중요 고객으로 상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시

설149)로 30여년의 개발 기간에 걸친 어린이 놀이환경 중심의 입체도시 계획의 관점 

변화를 드러낸다. 롯데월드 기획 조감도를 살펴보면 어린이 테마파크는 외부 자연

에 놓여있는 형태다. 바깥놀이환경을 상정하고 조경을 중심으로 전체 공간이 구성

되었으며 중심 테마파크의 외곽을 둘러싸고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건축이 놓인다. 

통제 가능한 자연에 놓인 안전한 바깥놀이 환경은 유토피아적 놀이환경의 핵심이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어린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쉘터

의 감각으로 실체화되며 도시 한복판에서 인클로져와 놀이환경의 조합은 철골과 유

리로 직조된 비현실적 대형 돔구조 천정으로 덮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놀이로 이루

어진 내부의 광장과 보행로는 내부의 순환을 목적으로 한 사적공간으로서 외부와 

148) 롯데월드 건설지, 주식회사 호텔롯데 ; 롯데쇼핑주식회사 ; 롯데잠실 건설본부 공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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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된 유토피아의 비현실적 공간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2017년 완공된 제2롯데월드는 어린이의 놀이가 입체적도

시에 적용되는 새로운 방식을 드러낸다. 이미 어린이 놀이가 개발의 테마이자 지역

의 정체성으로 정착된 구역에서 새롭게 지어진 입체도시는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에 

초점을 두어 일상의 환경이자 공공공간으로서 내부화된 보행로와 광장을 부각시켰

다. 내부화된 보행로와 광장은 내부의 순환을 유도하여 구매를 부추기기보다 흐름

의 공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내부를 통해 너머의 공간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보행로

와 광장에 공공성을 부여하였다. 단일한 건축물을 대지에 놓는 대신 분절된 건물을 

배치하고 그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인클로져의 정도에 따라 내부의 감각이 서로다른 

외부의 광장과 보행로가 구성되었다. 호수가 인접한 남쪽 대지를 비워 공원으로 만

들고 남쪽 도로를 지하화하여 호수까지 공원을 연장하여 호수를 안으로 끌어들인

다. 이때 호수에 이르는 야외영역은 공공영역으로서 인클로져에 의해 어린이의 안

전하고 자발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는 내부화된 바깥놀이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이 

공공의 영역은 내부로 이어져 블록을 관통하는 보행광장을 만들어낸다. 온전히 사

적인 것도 아니고 공적인 것도 아닌 공공성을 띠는 사적공간으로서 내부의 보행광

장은 내부를 순환하는 대신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가짐으로써 공공성이 증대된

다. 어린이의 놀이는 내부와 외부의 보행광장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인

클로져가 만들어내는 서로다른 내부의 감각은 테마를 형성하며 입체적으로 중첩된

다.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개발지역은 역사적으로 오랜기간 도쿄도민의 유원지로 역

할하던 지역을 재개발한 사례로 롯데월드의 사례를 통해 유추한 놀이환경의 일상화

방식으로서 인클로져로 내부화된 공공보행광장의 현상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공공보행로만으로 집객의 큰 흐름을 통합하고 있으며 그것은 주변을 둘러싼 개별건

축물에 의해 위요된다. 보행의 흐름을 건축화하여 이동의 놀이적 속성을 극대화하

는 방식으로 150)151) 보행로를 군집의 건축물군에 밀착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150) 후타코타마가와 역 동쪽 재개발 블록의 야외공간은 지하철역 광장과 백화점, 츠타야 전자상가

서점, 주거, 타워오피스, 호텔도큐, 후타코 타마가와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1.2 헥타르에 이

르는 외부보행 면적을 갖고 있다. 리본스트리트는 후타코타마가와 역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목

적지를 가진 사람들의 즐거운 보행로이자 개발부지의 종착지인 세타가야구 중요 놀이거점인 후

타코타마가와 공원까지 도달하기 위한 어린이와 보호자의 주요한 통과 동선으로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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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이동이 주 용도였던 현대 가로에 거주(居住)성을 극대화시켜 본래의 생활

공간으로서 가로의 의미를 회복하게 했다. 또한 보행로에 밀착된 건물군은 다양한 

위요감을 주는 인클로져를 형성하여 보행로의 영역별 내부화의 정도를 변화시키고 

성격을 부여했다.  

이때 어린이의 놀이는 중요한 디자인 수법이 되었다. 가로는 여느 대형 복합 건

축물 계획에서와 같이 집객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발걸음을 붙잡는 대신 주요 이동

의 공간을 완전히 공공화하고 공공화된 보행로를 향해 입체도시의 각 기능공간으로

의 직관적 접근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외부가로에 내부의 감각을 들여왔다. 또한 도

시사물의 놀이어포던스를 극대화함으로써 이동의 흐름을 일상적이면서도 유희적인 

것으로 바꾸어 시설 이용자와 일반 보행자,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안전한 놀이의 

감각을 제공했다. 

그림 130 보행로 연결 모습(2014)
<출처 : 근대건축 2015>

그림 131 7m 들어 올려진 보행로 완공 모습(2015)
<출처: 근대건축 2015>

보행광장을 따라 형성된 다양한 위요감의 영역들은 단순하고 명료한 동선과 근접

한 인크로져로부터 원거리의 인클로져까지 소실점을 향해 중첩되는 공간의 이미지

를 형성한다. 어린이는 가시적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체험으로서 놀이환경을 차

례대로 경험한다. 또한 어린이의 놀이는 도시레벨에서 7m 들어올려진 대지, 옥상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도시를 다양한 레벨에서 내려다 볼 수있으

며 각 건물의 서로다른 층으로 접근 가능하다. 공간지각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간 연결모습은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목

적지를 결정하고 이동하며 놀이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때 보행광장은 공공에 온전

히 허락된 공간이지만 인클로져에 따라 건축내부의 용도가 발산하는 분위기에 의해 

(仮称）世田谷区立二子玉川公園基本計画〈概要版〉, 世田谷区, 2010

151) 세타가야구청, 도시 정비 정책부 도시 정비과 재개발 담당, Nawa씨와의 인터뷰 중, 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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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다. 공공가로는 건축의 일부가 되어 상업거래를 유도하지만 건축이 가

로를 따라 외부화 되면서 오히려 어린이의 놀이에 내부의 안정감과 외부의 모험, 

그리고 상업거래가 만들어내는 축제의 활기로 작용한다.

그림 132 완성된 공공화된 보행로의 전체부지 연결 모습
<출처 : www.Ria.com 2018.09,02 검색>

그림 133 인클로져의 정도에 따른 가로의 내부감각
(좌측부터 Ⅰ-a,Ⅰ-b,  Ⅱ-a, Ⅲ 쿼드)

Ⅰ-a 쿼드 Ⅰ-b 쿼드 Ⅱ-a 쿼드 Ⅲ 쿼드

표 55 각 쿼드별 인클로져 

영등포타임스퀘어의 건물 내부를 횡으로 관통하는 공공화된 사유공간인 보행광

장과 건축물 밖 외부를 종으로 관통하는 도시계획상 보행통로, 그리고 그 외에 건

물을 둘러싸고 바깥으로 형성된 공개공지와 옥상광장은 비록 통합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입체도시계획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

던 공공화된 사유공간 연출을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어린이와 양육자의 놀이환경으

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놀이네트워크적 입체도시의 선구

적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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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보행로

외부보행로

그림 134 공공공간인 기부체납 보행로와 준공공공간인 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좌: 세부개발계획종합지침도, 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른 대지이용계획

<출처 : 영등포타임스퀘어 디자인북,2010>

  

최초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대지 중앙을 종으로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아케이드로 조성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양쪽 건물 전체를 가로지를 내부보행로와 중

앙에서 만난다. 전통적 입체도시의 내부순환동선과 외부공공가로의 분리적 구성으

로부터 다소 벗어남으로써 외부광장, 통과아케이드 내부광장과 내부보행로가 통합

되어 연결되고 내외부 보행동선의 공공성이 증가하였다. 이전까지 입체도시에서 어

린이 놀이는 외부 광장에 한정되거나 내부에 어린이시설로 규정된 사유공간에서 제

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공화된 보행광장으로 연결된 입체도시에서 어린이는 좀

더 자유로운 놀이공간으로서 내외부 공간을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화된 

보행광장은 외부로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건물군이 형성하는 인클로져로 인해 

내부감각을 형성함으로써 놀이의 지속가능시간을 높인다. 이처럼 내외부를 통합하

는 공공화된 보행광장은 주변을 위요하는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영역의 성

격이 달라진다. 이때 인클로져는 단순히 둘러싸고 있는 상태를 넘어 둘러싼 공간에 

제한없이 접근 가능한가가 어린이 놀이에서 위요감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건물과 수목으로 둘러싸여 자연현상으로부터 보호되는 아늑한 공간이라도 너머의 

공간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린이놀이는 지속되기 힘들다. 

따라서 인클로져 너머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외부공간에 내부의 감각을 주고,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어린이에게 영역 너머의 새로운 놀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놀이어포던스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행광장이 너머

공간으로 다양한 방식의 직관적 연결을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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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풍부한 놀이정보를 준다.     

그림 135 타임스퀘어 내외부 보행광장의 입체적 연결
  

따라서 타임스퀘어의 내외부 영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클로져로 구분되는 보행

광장은 각 영역으로의 전환방식을 이용해 놀이어포던스를 제공한다. 외부보행광장

으로부터 지하 1층의 어린이존으로 연결된 썬큰계단과 외부보행광장으로부터 내부

보행광장으로 전환하는 아케이드광장 및 내부보행광장으로부터 각층의 매장으로 

시각적으로 연결된 입체동선은 신체적 접근과 시각적 접근을 일치시킴으로써 놀이

의 연속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입체도시 이동공간의 공공화,내부화를 통해 확장된 규모의 건축공간은 도

시와 대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적인 가로에서의 놀이는 ‘내부화’라는 공간형식

을 통해 일상적이고 연속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의 공적 흐름의 

공간을 특정 상업거래를 위해 실내화하면서도 가로의 공공성을 축소시키지 않는 방

법론으로서 입체도시를 관통하는 대형볼륨의 보행광장 계획은 내부와 외부, 건축과 

도시의 전통적 관계를 전도시키며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새로운 공

공공간인 공공화된 보행광장은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경계를 재편함으로서 사적

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놀이와 공적 공간에서의 일상적 놀이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하고 있다.

2）가변적 하위인클로져(Subordinated Inclosure)에 의한 시간적 테마 중첩

현대의 대규모 건축에서 나타나는 머묾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가로에 대한 해석

은 건축과 단절된 근대적 통과동선으로서의 가로가 아닌 요안리틀우드가 언급한152)

152) PRICE, Cedric; LITTLEWOOD, Joan. The fun palace. The Drama Review: TDR, 1968,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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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공원의 유희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로의 모습을 대변한다.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이 일어나는 입체도시에서 관찰되는 일련의 현상은 세드릭프라이스가 현대 도

시의 노동자와 어린이의 즐거움을 위해 고안한 펀아케이드(Fun Arcade)의 개념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이것은 입체적도시에서 놀이환경으로서 가로의 역할을 제고해 

볼 수 있게 한다. 도시공간을 인클로져의 정도에 따라 위요감이 작은 건축으로 혹

은 위요감이 큰 도시로 구분하는 개념은 건축요소들이 서로를 지탱하고 맞물려 구

성되던 전통적 건축 형성 방식의 개념을 바꾸었다. 

대형화된 건축물과 성긴 일체형 도시 조직은 놀이의 즉흥성과 가변성을 실현할 

수 있는 넓고 연속된 공지를 제공하였고 현대의 기술은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

도록 보조하고 있다. 세드릭프라이스에 따르면 가변적 구조물은 도시시설을 배치할 

때 각 시설이 더욱 풍부하고 무작위로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미

래에 부적절한 물리적 규율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다. 153) 가변적 하

위 인클로져154)는 장소에 대한 욕구가 지속되는 적절한 기간 동안만 유지됨으로써 

공간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예측성을 넘어선 기간을 존재하는 기존의 건축에 유연

성과 적응성을 제공한다. 오늘날 도시민들의 정신적 기민성과 이동성을 따라 잡기

위한 방법으로 현대의 놀이환경이 새로운 도시조직에서 위치하는 방식으로서 유효

하다. 

사회적 즉흥 요소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도록 도시에 보이지 않게 장치를 내장하

는 것은 도시에 잠재적 놀이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내장된 

놀이장치는 현대도시의 대규모 볼륨으로 계획된 도시조직에 하위 인클로져의 설치 

및 제어가 가능한 설비 및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전통적 거리가 제공했던 축

제의 기능을 재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설치가 상시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여 장소

에 대한 상상과 기대를 실현시킨다. 의도적으로 비워놓은 광장의 공간은 애초에 즉

흥적이고 자유로운 놀이의 본질을 현대 기술로 내포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이벤트 내장공간은 인구의 결집이 일어나는 복합용도 입체도시에서 상품

의 홍보와 이윤의 추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모두가 언제든지 접근 

153) PRICE, Cedric; LITTLEWOOD, Joan. The fun palace. The Drama Review: TDR, 1968, p.129

154) 인클로저는 거리나 공공장소가 건물, 벽, 나무 및 기타 수직 요소에 의해 시각적으로 분절되

는 정도를 나타낸다. 

Department of City Planning. "Active Design Guidelines ; Promoting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in Design." City of New York 201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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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공공화된 공개공지이만 계약적 공공성을 띠는 장치를 법으로 정해진 기

간155)동안 일시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개발의 주체는 적극적으로 공간을 홍보하고 이

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라이즈 쇼핑몰 씨티방면

라이즈 쇼핑몰 강 방면

이벤트공간 (350m²)

분전반1

분전반2

바닥전원2바닥전원1

그림 136 라이즈쇼핑몰Ⅰ-b 쿼드 보행로상 이벤트용 분전반 설치도 _　
1Ø3w 100-200V 25Kva

<출처:二子玉川ライズイベントスペース使用規則二子玉川ライズ協議会全体管理者東京急
行電鉄株式会社, 2017>

   

그림 137 라이즈쇼핑몰Ⅱ-a 쿼드 
보행광장 이벤트용 앵커, 배선피트, 

급수,위생,분전반 설치도
<출처:二子玉川ライズイベントスペース使用
規則二子玉川ライズ協議会全体管理者東京急

行電鉄株式会社, 2017>

놀이보조자
(이벤트관리자/

이벤트관리시스템)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도시가구 놀이기구

쇼핑센터 이벤트 관리자/
장소 대여 프로그램

-
놀이가능성이 내장된 

바닥
- -

표 56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가변적 하위인클로져의 원형적 공간요소

따라서 자본의 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대규모의‘구축’행위가 동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놀이환경과 비교해 전혀 새로운 창조적 놀이환경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며 어린이는 같은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놀이를 경험할 수 있

다. 이때 개별 하위 인클로져들은 그것이 수용하는 놀이의 행위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의 환경통제(degree of control)156)를 받는다. 즉 놀이의 종류에 따라 위요감

의 차이가 나도록 건축요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D.Spreiregen은 도시공

간을 위요된 정도에 따라 ‘방’과 ‘통로’로 구분한 바 있다.157) 형태적으로 가

155) 공공문화행사를 위해 공개공지를 60일이하로 점유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 27조 

156) PRICE, Cedric; LITTLEWOOD, Joan. 앞의 책,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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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선적인 통로라기보다 위요감이 덜한 방과 같은 공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도시에서 입체도시의 보행광장에서 직설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보행광

장은 D.Spreiregen의 도시공간분류와 같이 방이면서 동시에 통로인 위요공간으로  

도시를 내부화 한다. 도시공간을 인클로져의 정도에 따라 위요감이 작은 길과 혹은 

위요감이 큰 방으로 구분하는 개념은 건축요소들이 서로를 지탱하고 맞물려 구성되

던 전통적 건축 형성 방식의 개념을 바꾸었으며 놀이환경의 도시삽입 방식을 바꾸

었다. 도시의 바깥공간을 위요감의 정도를 변화시키며 건축화하는 방식은 놀이환경 

형성 방식을 과거의 방식으로부터 확연히 바꾼 중요한 요인이되었다. 현대의 놀이

환경은 위요가 다른 도시공간에 자리잡는 방식으로써 일시적 하위 인클로져를 중요

한 도시설계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Ⅰ-b 쿼드 상위인클로져 하위인클로져

Ⅱ-a 쿼드 상위인클로져 하위인클로져

표 57 후타코타마가와 동부재개발지역 상위인클로져의 위요감에 따른 하위 인클로져 형태
<출처:직접촬영>

건축요소는 독립적으로 그 사용방식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벽과 바닥, 천장은 개

별적으로 지탱되고 제작되는 별도의 단위요소가 되며 각각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세드릭프라이스가 가변적 놀이 구조체의 설치목적으

로 제시한 기존 도시와 건축의 규제탈피로서 유연성과 적응성(Flexibility and 

Adaptability)을 확보158)할 수 있게 한다. 작은 규모의 가변적 인클로져들을 상위 

인클로져에 담겨 서로 중첩됨으로써 입체적인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한다.

157) Urban design: The architecture of towns and cities. McGraw-Hill, 1965.p.74

158) PRICE, Cedric; LITTLEWOOD, Joan. 앞의 책, 1968,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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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1 테마 2 테마 3 테마 4

표 58 서로 다른 기간 단일한 광장에 조성된 하위 인클로져

또한 단일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형태와 테마를 바꾸며 새롭게 조성되는 하위 인

클로져의 시리즈는 장소에 형성되는 놀이의 기억을 중첩시키고 새로운 놀이에 대한 

기대를 불러옴으로써 장소와 기억을 입체적으로 네트워크시킨다.  

3）보행광장을 둘러싼 경계의 가촉성

놀이는 도시경험을 시각적인 것으로부터 접촉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킨다. 사회학

자 리처드 세넷은 접촉에 대한 공포가 낳은 근대 도시 계획을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익명성의 경험은 대상과의 접촉회피의 태도를 낳았고 시각적 경험의 우세를 

강화시켜왔으며 그것을 대변하는 유리 파사드는 여전히 현대도시를 규정하는 특성

이다. 어린이의 놀이는 이러한 근대적 형태의 도시에서 통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유리의 건축이 만들어내는 가촉적 배재는 사물을 보되 만질 수 없다는 현대도시의 

어린이 윤리 행동강령을 전파으며,‘유리’라는 투과적 피막은 놀이의 메시지를 발

산하지만 이 메시지는 미디어스크린이나 각종 이미지기호들이 자신들이 가진 규범

적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기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계약적 공공성은 투명한 유리 건축이 갖는 견고한 물리적 

경계와 시각적 소통의 문제를 경계없음과 촉각적 소통의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

다.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는 투과적임으로써 놀이적 속성을 지닐 수 있다. 투과적

이란 사람이 경계를 넘어서 물건과 활동, 특히 인간 활동을 보거나 인식하고 만질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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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접촉성이 없는 
추상적피막을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놀이정보

    그림 139 가촉성이 획득된 이미지기호가 
발산하는 놀이정보

이때 넘어서 보이는 장소의 시각적 풍부함은 물리적 환경의 복잡성에 달려있

다.159)  입체적 공간감은 너머의 공간에 대한 시각적 교감과 실재 만지는 행위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행위에 다양성을 높이고 다감각을 훈련시키는 

놀이가 된다. 

광장 인클로져의 가촉성과 발생된 놀이
<출처 :직접촬영, dezeen.com>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가구 놀이기구

- 인클로져
패턴, 연결부, 장애인유도석 상품,핸드레일,건물파사드,화단경계석

가촉적 바닥 가촉적 경계

표 59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외부 보행광장의 원형적 공간요소

또한 경계 자체가 가촉성을 불러일으킴으로서 놀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입체적

도시의 가로와 광장은 그것을 둘러싼 건축물과 사물이 만들어낸 인클로져에 의해 

내부화된 형태를 가진다. 그것은 벽으로 둘러쌓인 완전한 내부를 형성하거나 내부

적 감각을 주는 외부로 형성된다. 안전한 인클로져가 만들어내는 광장은 어린이 놀

이 잠재력이 풍부한 공간이다. 이때 인클로져의 경계가 제공하는 놀이정보의 다양

성과 그 정보의 가촉성은 광장이라는 공공성을 지닌 공간이 갖는 놀이잠재력을 실

재로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시각적 놀이정보는 어린이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놀이의 

159) ROWE, Colin; SLUTZKY, Robert. Transparency: Literal and phenomenal. Perspecta, 1963,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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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발생시키지만 그 정보의 가촉성은 실재로 놀이행위를 일으킨다. 미디어스크

린이나 이미지기호 그리고 유리와 같은 평평하고 접촉성이 없는 추상적 평면으로 

인클로져를 형성하여 시각적으로 놀이를 고무시키지만 놀이의 행위는 배제시켰던 

광장과 보행로는 새로운 가촉적 인클로져에 의해 놀이네트워크는 실재 공간이 된

다. 이때 경계의 투과성을 시각적인 것으로부터 다감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물

리적 장치는 기계시스템으로 대체된 펜스이다. 펜스는 기계시스템으로 대체됨으로

써 보이지 않는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신체를 경계 안쪽으로 자유롭게 투과시켜 네

안쪽에 전시된 상품을 놀잇감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시각적피막 탈락과 상품의 가촉성          기계시스템에 의해 내부광장의 경계를 이루는 
피막의 탈락

<출처 : 네이버이미지>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도시가구 놀이기구

매장직원, 도난방지시스템
어린이 상품체험보조 프로그램

공간적 사회적 - 상품

피막의 탈락 계약 - 상품가촉성 획득

표 60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내부보행광장의 원형적 공간요소

4）원형적 공간요소로서 건축화된 자연

물(水)은 어린이의 놀이를 증폭시키는 놀이 대상으로서 그것이 만드는 바닥의 얼

룩과 촉각적, 청각적 자극은 어린이가 공간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놀잇감이자 놀

이기구로서 역할해왔다. 특히 물은 장소와 사물에 새로운 놀이 어포던스를 발생시

킨다. 물은 소리내어 흐르고 접촉하는 사물의 색을 바꾸는 등, 평상시의 환경이 주

는 정보를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정보를 부가한다. 알도반아이크는 ‘눈(雪)’이 만

들어내는 환경정보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도시에 눈이 내리면 아이들이 나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의 주인이 된다. 아

이들이 도움을 받아 도시를 재발견하면 도시도 아이들을 재발견할 수 있

다.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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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환경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인간 신체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물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로서 신체의 모든 감각에 작용하며 모두가 공

유 가능한 보편성을 지닌다. 목마름을 가시게 하는 시원한 음용의 기억, 목욕의 기

억과 같이 복합적이고 원초적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어린이는 물이 만들어내는 다

감각적인 환경정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그들을 물을 매개로 환경을 만들

고있는 물질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물을 통해 수전을 만든 금속의 매끈함과 반짝

임, 물이 담긴 바닥의 거친 감촉을 전혀 새로운 놀이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

은 일상적 환경정보를 놀이정보로 변환시킨다.      

입체도시의 보행광장에 위치하여 놀이환경으로 역할

하는 놀이분수의 사례를 통해 자연물을 놀이환경의 원

형적요소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관찰할 수 있

다. 후타코타마가와 동부 재개발지역의 보행광장에 위

치한 놀이분수는 분수의 전통적 역할에 놀이를 추가하

였다. 관람을 주 목적으로 중수도가 공급되어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던 전통적 분수는 임의적이고 간헐적

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어 소량의 물방물과 수증기를 분

출함으로써 놀이어포던스를 확장했다. 물의 속성을 변

화시키고 그것을 접촉 가능한 것으로 만듦으로서 물은 시청각 자극을 주는 유희적 

장치에서 실재 접촉을 통한 놀이행위가 일어나는 가촉적 놀이 장치가 되었다. 변화

된 분수에서 어린이는 옷이 모두 젖어버리는 극적인 경험을 할 수 없지만 감기에 

걸리거나 뒤따를 일정을 젖은 옷으로 인해 포기할 필요 없이 ‘물’이라는 촉각적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놀이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높이와 시간간격을 달리하며 

분출되는 물방울은 어린이의 놀이감성을 불러일으키며 간간히 흘러나오는 경쾌한 

어린이 음악이 이 장소에서 그들이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또한 물방울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청각적 자극은 분수에 대해 취학전 어린이가 가질 수 있는 두려

움을 없애며, 주변 상점에 소음이 아닌 청량감으로 작용한다. 

160) Aldo Van Eyck (1956) Aldo Van Eyck’s Works, Compilation By Vincent Ligtelijn, 

Birkhauser Publishers, Basel, 1999

그림 140 간헐적으로 분출하는 
소량의 물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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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다양한 연령의 놀이유형 
(좌 : 영아, 중 : 유아, 우 : 초등학생)

따라서 이 분수에서는 놀이 하는 연령의 폭이 넓어진다. 보행능력이 완전하지 않

은 유아와 영아까지도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어른들 역시 여정의 중간에 잠

시 멈추어 즐긴다. 취학전 어린이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물방울을 기다리며 분출구

를 막거나 우산을 씌워 물방울을 모으거나 가만히 자세를 낮추고 분출구를 지켜보

는 행위를 한다. 이때 어린이의 신체와 분수의 바닥은 매우 근접하게 되며 바닥은 

접촉과 관찰의 대상이 된다.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바닥의 매끈함과 거침을 피부로 

느끼면서 도시를 이루는 재료와 가장 가깝게 만난다.

보행이 완전하지 않은 영아들은 제자리에서 물방울과 수중기를 경험하며 물의 다

양한 형태 자체에 감각적 흥미를 표현하는 신체의 놀이(일링크스)를 한다. 반면 유

아들은 간헐적으로 분출하는 물방울을 예측하여 피하거나 따라다니는 우연의 놀이

(알레아)로 발전시키며, 초등학생은 누가 더 잘 피하거나 맞추는지 경쟁의 놀이(아

곤)를 추가한다. 로제카이와가 놀이와 인간에서 분류한 놀이의 네 분류161) 중 일링

크스, 알레아, 아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놀이의 형식을 포용 가능하다. 또한 헨드

릭스와 바바라의 연령별 놀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이 분수가 폭넓은 연령의 놀이를 

포용하여 기능적 발달162)을 충족시키는 놀이 가능성을 지닌다고 평가될 수 있다. 

161) 로제카이와, 앞의 책, pp.35~70

162) 헨드릭스와 바바라는 연구에서 프로스트와 클레인(1983)의 연구를 바탕으로 7살 이하 어린이

에게서 각 연령별 발달과정으로서 일어나는 놀이의 행위를 분류하였다. 영아들의 기능적 놀이, 

24개월 이상 유아의 구조적 놀이, 6세 미만의 환상적 감성 인지놀이, 6~7세 어린이의 규칙에 

의한 게임으로 분류했다. 

Hendricks, Barbara E. Designing for Play. Routledg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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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적 공간요소로서 해석된 물의 놀이어포던스
물의 다양한 형태/ 관찰과 집중의 대상이 되는 바닥의 표면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도시가구 놀이기구

담당관리자 / 놀이 프로그램이 
입력된 기계장치

공간적 사회적
구배없는 평평한 

바닥
-

간헐적으로 분출하는 물방울, 
수증기

인클로져 - 도시의 연속 - 원형적 공간요소로서 해석된 물

표 61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건축화된 자연의 원형적 공간요소

분수놀이터는 보행광장에 위치함으로써 보행의 여정에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접

근 가능하다. 분출되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바닥의 구배 없이 트렌치만으로 흐

르는 물을 통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분수의 바닥이 보행로의 바닥과 연속되기 때문

에 놀이환경과 보행로 사이의 물리적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분수는 주요 보행로로부터 살짝 벗어나 있으며 

수목과 단층건물, 단을 높여 조성한 잔디밭으로 둘러

쌓여 아늑한 위요감이 형성된다. 분수의 영역에 가장 

가깝게 면해 우거진 수풀은 내부와 바깥의 도시를 직

접 경계 짓는 견고하지 않은 수직적 요소로 수풀이 우

거진 사이로 도시를 얼핏 내려다 볼 수 있다. 수목은 

바깥으로부터 신체가 위치한 안쪽을 형성하지만 넘어

보이는 특성으로 인해 완전한 분리를 만들지는 않는

다. 그러나 키가 큰 수목은 어린이가 물을 만지며 느

끼는 인간의 원초적 감각을 증폭시키는 촉각적 자극 매체가 된다.163)

또한 분수를 둘러싼 인클로져는 놀이환경에 인식적 펜스를 제공한다. 분수 옆 단

층 상업건물로부터 튀어나온 처마는 언제든지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163) 박소람, 정혜진, 김광현, 페터줌토르 건축에서 나타나는 촉각적 시각 현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31권 2호, 2015

그림 142 구배나 경계석 없이 트랜치로 
이루어진 평평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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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외부로 입구가 난 화장실은 아이의 놀이가 즐겁게 지속되는 데에 필수적 요

소가 된다. 또한 그 옆 레스토랑은 어린이가 지치거나 허기를 느낄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거처를 제공한다. 더불어 분수놀이터로 환하게 오픈된 유리벽을 통해 

놀이의 활력이 레스토랑 내부로 유입되며 분수놀이터는 내부적 감각을 획득하게 된

다.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로서 해석된 녹지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도시가구 놀이기구

-
공간적 사회적 - 단을 높인 잔디밭, 경계석 경계석

인클로져 계약 - 원형적 공간요소로서 해석된 녹지 -

표 62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건축화된 자연의 원형적 공간요소

분수놀이터 옆에 위치한 단이 높은 잔디밭은 놀이를 하는 아이와 보호자가 올라 

앉아 휴식을 즐기기에 적합한 장소로 놀이터의 도시가구가 행하던 전통적 역할을 

대신한다. 건축화된 자연은 분수놀이터가 위치한 광장에서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

요소인 도시가구로서 역할하며 놀이의 지속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유희적 감시를 가

능하게 한다. 또한 단이 높여진 잔디를 둘러싼 경계석은 어린이가 달리기를 하거나 

뛰어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신체활동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트랙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렁이를 발견하거나 곤충을 탐구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자유롭게 뛰어 노는 

넓은 마당이 되기도 한다. 성인이 걸터앉기는 편안한 높이이면서 어린이가 올라가

기에는 도전적인 높이로 설정함으로써 성인에게는 일상적 휴식처로 역할하며 어린

이에게는 신체적 도전을 요하는 놀이기구가 되었다. 이처럼 분수놀이터를 둘러싼 

장소들의 놀이쉘터로서의 가능성은 분수로부터 파생된 놀이 행위와 놀이의 감각을 

주변으로 확장시키는 가교가 된다. 놀이 가능한 분출 프로그램이 적용된 분수의 놀

이기구로서의 역할과 인접한 잔디밭의 도시가구로서의 역할은 자연을 건축화하여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로 해석 적용하고 내부화된 외부 놀이환경으로 만듦으

로서 어린이 놀이에서 자연의 체험과 내부의 안전함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다양한 연령이 선택 가능한 양적 놀이정보로서 놀이어포던스를 제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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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목적지로, 이동의 경로로서 도시민의 일상적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고무시켰

다. 

다. 원형적 공간요소로서 수직동선 재해석

수직 도시에서 입체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수직,수평의 동선은 도시를 분절하던 

교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가시적 오브제로서 스펙타클한 공간감

을 경험케 하는 유토피아적 건축해법으로서 주목받아왔다. 

가로를 건축화하여 자동차로부터 분리된 공중의 보행로를 만드는 시도는 꼬르뷔

지에의 1924년 ‘빛나는 도시 계획안’에서 새로운 도시설계 방법론으로서 주목받

았으며 1952년 스미슨 부부의 ‘골든레인 하우징 프로젝트’에서 다시 한번 나타났

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연결과 이동의 기능적 측면에 집중하여 실재 머묾의 공간

으로서 한계를 지니면서 외면받았다. 그러나 현대 도시에서 자동차로부터 격리된 

공중보행로는 놀이환경으로서의 잠재력을 드러내는 계획을 통해 이동과 머묾이 일

어나는 생활공간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입체적 연결동선은 놀이행위의 안전과 

유희적 조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스펙타클한 공간감을 주는 가시적 오브제

로서 재조명 되었다. 무엇보다 경로에서 놀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의 일상적 

이용에서 연속적 놀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놀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놀이네

트워크 논의의 핵심 대상이 된다.  

그림 143 골든레인 네트워크의 스케치 그림 144 골든레인 프로젝트(1952)의 공중 거리 

기 드보르에 의하면 스펙타클은 단순한 이미지의 집합이 아닌 이미지들에 의해 

매개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이다.164)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기계는 광장의 중심

에 놓이면서 광장에 다양한 속도의 분절을 만들어내고 흐름의 이미지를 구성하여 

스펙타클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에스컬레이터는 평면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수

164) Guy Debord, 이경숙 역,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1996,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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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속도를 분절하며 서로 교차하는 흐름의 시선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목적한 층에 도달하는 동안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불필요한 신체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시선이 보다 자유롭다. 따라서 각 층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

다. 에스컬레이터는 스스로 놀이기구로서 고공의 스릴을 제공하고 수직 수평으로 

이동하며 입체적 장면으로 중첩된 ‘놀이’를 구성하게 된다.

왼쪽부터 롯데월드 곡선에스컬레이터, 타임스퀘어광장 에스컬레이터, 영등포신세계백화점 에스컬레이터, IFC몰 
투명 엘리베이터

<출처 : 롯데월드건설지1990, 직접촬영 2019>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도시가구 놀이기구

기계의 움직임
인클로져 계약 -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원형적 공간요소로 재해석 - - 원형적 공간요소로 재해석

표 63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재해석된 원형적 공간요소 1

입체동선은 공간을 압축적이고 풍부하게 만들어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역할 할 수 있다. 안과 밖, 위와 아래의 공간 연결이 가시적으

로 드러나는 열린 공간의 입체동선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위를 유희적인 것으로 

만든다.  

어린이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아래의 도시 이동 흐름과 상층부 공간의 녹지가 

만들어내는 대조적인 환경을 인지하고 계단이라는 건축적 장치를 통해 아래와 위의 

공간을 입체적 공간으로 통합하여 인지한다. 이와 같이 시각적 개방성이 높은 수직

동선은 위아래로 분리된 영역을 선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영역간의 경계를 허

무는 인식적 연결장치가 된다. 계단은 스스로 독자적인 놀이의 영역을 형성할 뿐아

니라 영역의 입체적 교집합을 만들고 연결한다.    

또한 입체적 동선은 가시적 오브제로서 공간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레벨이 다른 

바닥과 그들을 잇는 다양한 수직동선, 수직동선의 오브제가 만들어내는 인클로져의 

공감각적 자극은 어린이의 보행을 놀이로 만든다. 길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는 전체

공간을 전혀 새롭게 경험하도록 도와 공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하고 건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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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합된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니콜의 연구에 따르면 공간을 입체적으

로 연결하는 수직동선은 신체 놀이의 강도를 높이는 장치로서 어린이 놀이에서 중

요한 도시요소다. 165) 이것은 마치 놀이터의 고정된 놀이기구처럼 공공성을 실천하

는 어린이신체발달 기구가 될 수 있다.  

가시적 오브제로서 입체 연결동선
왼쪽부터 제2롯데월드 로비계단, IFC몰 중앙계단, IFC 콘래드호텔 로비계단, 라이즈쇼핑몰 동적조명 설치계단

<출처 : 롯데CM사업본부 2017, 직접촬영>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도시가구 놀이기구

테마
인클로져 계약 - - 계단,브리지

원형적 공간요소로 재해석 - - 원형적 공간요소로 재해석

표 64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재해석된 원형적 공간요소 2

이때 대규모의 볼륨공간 안에서 공간의 입체적 연결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오브

제로서 입체동선은 시각적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놀이 정보를 제공한다. 입체적 

이동의 흐름을 가시화하는 것은 공간에 스펙타클을 줄뿐만 아니라 부감의 스릴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 

좌: 놀이기구로서 계단, 우: 동적조명 설치로 변화한 
계단에서의 놀이

비젼계단의 동적 조명
     

놀이보조자
펜스

바닥
놀이사물

공간적 사회적 도시가구 놀이기구

프로그래밍된 
기계장치

인클로져 계약 - - 계단,브리지

원형적 공간요소로 재해석 - - 원형적 공간요소로 재해석

표 65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재해석된 원형적 공간요소 3

165) Nicoll G, Spatial measures associated with stair use,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2007, pp.34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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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가로에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동시에 설치된 후타코타마가와 라이즈 쇼핑

센터 초입을 살펴보면, 지하철역으로부터 발생한 보행 흐름은 전면에 나타나는 계

단을 이용해 레벨1에서 레벨 2로 이동한다. 이때 어른들은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

며 나란히 붙은 넓은 계단은 어린이들의 전용이 된다. 계단은 어린이가 놀이정보로 

인지 가능한 다수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동동선이라기 보다 신체활동강도를 높이는 

어린이 놀이기구로서 역할 한다. 수직 이동의 여정을 즐겁게 하고, 접근을 유도하

기 위한 시각적 장치로서 설치된 동적 조명과, 계단

과 나란히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에스컬레이터는 계단

이 주는 운동감을 극대화한다. 어린이는 계단을 이용

한 수직이동 중에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며 올라온길

을 다시 내려가거나, 움직이는 조명을 따라 뛰어다니

며, 에스컬레이터의 속도와 경쟁한다. 또한 중간에 

쉬어 주변의 화려한 상점과 붐비는 버스정류장을 내

려다 볼 수 있는 넓은 계단참은 도시 조망의 즐거움

을 주고 도시 전체의 물리적 형태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어린이는 계단 너머로 나타날 공간을 예측을 

하며 그곳으로 이끄는 계단에서 나오는 빛에 몰두하여 놀이한다. 그리고 마침내 꼭

대기에 도달하여 그 밑에 벌어지는 활기찬 도시의 생활을 부감(俯瞰)한다. 

그림 145 레벨1에서 레벨2로 이어지는  
비젼계단을 둘러싼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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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입체도시에서 놀이네트워크는 공공에 제공되는 방들과 그들을 수평적으로 연결

하는 보행광장, 그리고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입체동선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들 각 

영역은 원형적 놀이환경 요소들이 변형을 통해 후발적놀이환경으로 역할함으로써 

각각의 영역을 놀이로 통합된 전체로 만들고 있었다.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되는 

방과 보행광장, 입체동선의 원형적 놀이환경 요소 분석을 통해 입체도시에서 후발

적놀이환경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입체도시에서 후발적놀이환경 형성방식

경로화/외부화
경로화/내부화

스펙타클한 
공간감

일시적생성

표 66 도시구조 별 후발적놀이환경 형성방식

첫 번째로 입체도시의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방은 경로에 흡수되고 외부화되었

다. 경로화와 외부화를 위해 원형적 놀이환경 요소인 펜스는 제거되었으며 기계장

치로 대체되었으며 또 다른 원형적 공간요소인 놀이바닥은 영역이 구획될 수 있고 

안전한 바닥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놀이사물은 상품으로써 구매의 잠재력을 기대한 

체험용으로 제공되었다. 

두 번째로 입체도시의 보행광장 역시 경로화/외부화,경로화/내부화 되었으며 일

시적으로 생성된 하위인클로져를 그 안에 포함함으로써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역

할했다. 먼저 보행광장은 경로화를 통해 외부화 됨으로써 후발적놀이환경으로 역할

하게 되었다. 경로화를 통해 외부화된다는 것은 내부보행광장이 건물의 내부를 순

환하는 대신 건물 내부를 관통하여 외부로 연결하는 경로가 됨으로써 외부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경로화를 통해 내부화된다는 것은 외부보행광장이 건물의 밖을 둘러

싸는 방식이 아닌 대지를 관통하는 적극적인 경로가 내부화됨으로써 취학전 어린이

의 자유로운 놀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 보행광장이 경로화/외부

화 되기 위해 내부보행광장은 직관적으로 외부로 향하는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체

적이 큰 공간으로 직선화 되었다. 원형적 요소인 펜스는 사라지고 대신 주변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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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인클로져 경계의 가촉성으로 놀이를 지원받았으며 놀이바닥은 연속된 다양한 

패턴과 재질로 놀이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놀이사물은 체험상품과 가촉성이 

있는 조형물로 대체되었다. 반면 외부 보행광장이 경로화/내부화 되기 위해 원형적 

놀이환경 요소인 펜스는 제거되고 대신 주변을 둘러싼 분절된 건축물과 사물들에 

의해 인클로져를 형성하였으며, 놀이바닥은 안전하고 내부로 연속되며 직관적 접근

이 가능한 다양한 레벨로 구성되어 여러 놀이테마를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놀이

사물은 인클로져의 경계를 이루는 가촉적 사물들과, 뛰고 매달리는 등의 적극적 행

위를 장려하는 조형물들로 대체되었다.   

무엇보다 보행광장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하위인클로져는 입체도시를 이벤트

환경으로서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핵심 놀이환경이었다. 일시

적 발생은 프로그램이 공간화 된 것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놀이보조자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때 일시적 발생을 위해 원형적 놀이환경 요소인 놀이보조자는 취학

전 어린이 뿐 아니라 집객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하위인클로져는 원형적 놀이환경인 펜스와 바닥,놀이사물 모두 가

변적인 것으로 설치되며 구매 잠재력을 염두에 둔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

다. 

세 번째로 입체도시의 수직동선은 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재해석되어 스펙타클한 

공간감을 주는 놀이사물이 되었으며 이것 역시 외부화 됨으로서 놀이잠재력이 전체

공간에 드러났다. 도시를 부감하게 하는 시각적 투과성 높은 난간과 놀이바닥으로

서 낮은 높이의 낮은 높이의 디딤판과 동적 조명 등 다양한 놀이정보를 공공화된 

공간에 드러낼 수 있게 배치함으로써 전체도시공간이 놀이감각을 제공받을 수 있도

록 계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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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종합적분석:후발적놀이환경으로서 준공공공간의 형태

놀이네트워크적 이용방식이 관찰되는 도시공간을 관찰함으로써 사회적 의도에 

의해 발생한 기획놀이환경과 달리 이용자의 행위가 공간으로서 발현된 후발적놀이

환경을 발견할 수 있었다. 후발적놀이환경은 기획놀이환경과 달리 놀이네트워크를 

의도하여 기획된 시설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연스러운 놀이환경 이용방식에서 나

타나는 네트워크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공간이 변화하여 형성된 놀이환경으로 공공

공간과 사유공간이 변형된 모습으로 두루 발견되었다. 놀이가 적용된 도시공간은 

공공성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과거 어린이들은 자신들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놀이환경 외에도 사유공간과 공공공간을 몰래 넘나들며 놀이환경 삼아 놀 수 있었

으나 놀이환경의 이용자를 취학전 어린이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놀이환경은 그들을 

동반한 어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식화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취

학전 어린이와 보호자가 도시의 놀이환경으로서 선호하는 공간은 공공공간 중에서

도 안전하면서 접근 가능한 공간과 사유공간 중에서 일종의 의사공개(疑似公開)가 

이루어져 자유롭게 놀이가 가능한 준공공공간이었다.  

먼저 공공공간은 세 가지 방식으로 변화함으로써 준공공공간이 되었다.  

첫 번째는 경로화되어 그 공공성이 증가하였다. 취학전 어린이와 양육자는 경로

상에 위치한 놀이환경을 이동의 과정에서 잠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놀이로인

해 공공공간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결

과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행위의 시나리오를 담는 공간이 됨으로

써 공공성에 변화가 생겼다.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취학전 어

린이의 놀이가 도시의 공공공간에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구체

적인 프로그램이자 전문인력인 놀이보조자가 개입하여 공간은 점유함으로 가능해

진다.

세 번째로 공공공간은 사유공간이 적극적으로 외부로 발산하는 테마에 의해 내부

화되었다. 취학전어린이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형성되는 내부 놀이

쉘터 근처의 공공공간 및 카페의 의자와 같이 공공공간을 침범한 사유공간의 테마

는 바깥활동의 지속가능시간이 짧은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의 놀이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 이들은 주변 도시로 내부화의 감각을 확장시킴으로써 취학전어린이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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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의 놀이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을 돕는다. 

다음으로 사유공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변화함으로써 준공공공간이 되었다. 

첫 번째로 경로화되어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기존 놀이시설인프라가 갖추어

진 사유공간인 어린이시설은 규칙적으로 시설의 일부를 공공화하여 놀이가 가능한 

도시의 공공공간의 면적을 확장시켰다. 이것 또한 놀이라는 행위 프로그램이 공간

화된 것으로 행위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원형적 공간요소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공

간에 나타났다. 또한 도시를 닮도록 설계된 민간주도 개발의 입체도시도 외부의 보

행로 및 내부의 보행로를 경로화시켜 도시 밖에서 안으로 혹은 안에서 밖으로의 자

유로운 흐름을 형성하여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특수성인 보행

기반 놀이행위가 더욱 관대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두 번째로 사유공간의 의사공개공간은 일시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행위의 시나

리오를 담는 공간이 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공간은 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잠정적사용(interim use) 공간으로써 보편적으로 판매 프로그램이 형

성되던 경향에서 소비 잠재력을 기대한 놀이와 체험프로그램으로 제공됨으로써 공

공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는 준공공공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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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설계수법으로서 어린이놀이네트워크의 계획

5.1 놀이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개별놀이환경 설계요건

5.2 도시설계수법으로서 놀이네트워크 계획요건

5.3 도시설계수법으로서 놀이네트워크의 의의

5장에서는 앞서 진행된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설계수법으로서 놀이네트워크를 지

원하기 위한 개별놀이환경의 설계요건을 일반화하고 놀이네트워크의 계획요건을 

도출한다. 그리고 도시설계수법으로서 어린이 놀이네트워크의 위용성과 의의를 도

시설계에 관여하게 되는 관계자 입장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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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놀이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개별놀이환경 설계요건  

도시의 개별놀이환경은 군집을 이루어 집합적 영역으로서 놀이네트워크를 형성

한다. 이때 개별놀이환경은 기획에 의해 사회적 놀이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커뮤니

티 장소로 기획(Planned)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행위가 공간화되어 공간적 놀이네트

워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현(Generated)되기도 한다. 이들을 기획놀이환경

(Planned play-environment)과 후발적놀이환경(Generated play-environment)으로 

분류되었다.

기획놀이환경과 후발적놀이환경은 공간적 변화와 놀이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도시의 변화된 어린이 놀이를 수용하는 새로운 공간이자 사회적 관계 및 행위

의 집합이다. 지역은 이들 놀이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한층 견고한 놀이네

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놀이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기획놀

이환경과 후발적놀이환경의 설계요건을 정리한다. 

5.1.1 일상환경으로서 후발적놀이환경 형성

도시에서 취학전어린이의 행위반경은 매우 좁기 때문에 견고한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별놀이환경을 더욱 촘촘히 제공하여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알도 반 에이크의 다핵이론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개별놀이환경

을 확보하는 방식 면에서 차이가 있다. 놀이잠재력을 지닌 도시의 사이공간을 찾아 

놀이터를 삽입하는 알도반에이크의 방식에 비해 현대도시에서 놀이환경 확보방식

은 더욱 적극적이고 도시에 침투적이다. 도시공간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의 놀이

어포던스 디자인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일상적인 놀이환경으로서 역할 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도 놀이환경이 도시 곳곳에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프로그램을 도시에 제공한다. 또한 도시를 내부화하여 더욱 안전하게 놀이로써 이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일상환경으로서 후발적놀이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설

계요건은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 246 -

가. 원형적 공간요소의 놀이어포던스 디자인을 통한 이동경로화

현대 도시에서 어린이의 놀이는 도시의 흐름에 합류되고 네트워크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되었으며 더 이상 경계의 내부에 격리되지 않고 도시의 프로그램들

과 복합되고 있다. 어린이 놀이는 일상적 도시 환경의 일부로 흡수되고 결과적으로 

행위별로 분절되어 흐름 속에 나열된다. 놀이는 머무름보다 이동행위에 연결됨으로

써 일상행위로 흡수될 수 있다. 따라서 놀이환경은 그 경계가 투과적이고 가촉적인 

것으로 변화함으로써 이동공간에 연결될 수 있다.

도시설계에‘놀이어포던스가 고려된 일상의 길’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놀이환경

을 경로화 시킴으로써 이동행위에 놀이의 속성을 부여하여 놀이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설계방법론으로써 유효하다. 도시공간이 제공하는 놀이정보의 풍부함 

정도에 따라 놀이는 비단 어린이의 것에 한정되지 않고 어른과 일반 도시민의 것으

로 확장될 수 있는데 놀이가 일상에서 일어나도록 도시의 환경이 놀이정보를 풍부

하게 갖춘 상태를 본 논문에서는 놀이어포던스라고 지칭하고 있다. 경로상의 놀이

어포던스를 통해 도시에서 안전한 보행을 기반으로 한 놀이정보를 제공하여 이동을 

위한 기능공간이었던 길을 머묾과 놀이의 자유로운 행위 선택이 가능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보행을 기반으로 놀이하며 신체발달을 이루는 취학전 

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적 도시이용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선택 가능한 

놀이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설계수법으로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하

다. 놀이어포던스는 도시사물이 드러내는 형태,재질,색,소리와 같은 시촉각적 자

극정보를 통해 형성할 수 있으며 공공공간에 대한 가시성 증가 접근성 증가를 통해 

고무될 수 있다. 

그림 146 놀이어포던스가 고려된 도시사물이 제공하는 선택가능한 다양한 놀이정보

특히 이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도시사물은 신체와 가장 가깝게 만나고 접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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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도시공간을 설계할 때 경계의 가촉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

라서 도시공간에 가촉성이 적용되었을 때 도시는 취학전어린이의 놀이특수성112)인 

보행놀이와 감각놀이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며 이것은 일상적으로 보행하면서 

놀이할 수 있는 놀이환경의 경로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도시설계적 방법론으로 활

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에 놓인 놀이기구 뿐 아니라 도시가구의 디자인을 선택 가능한 놀

이정보를 다양하게 배열할 수 있도록 도시사물의 형태를 창발적으로 디자인하는 것

은 매우 효과적으로 놀이어포던스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이다. 도시사물이 특정한 

놀이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정보를 발생시키는 상태가 되도록 하

는 것이다. 

그림 147 다양한 용도와 다양한 연령을 적용한 놀이사물의 놀이어포던스
좌: 도시가구 겸 회전놀이기구, 중:도시조형물 겸 정글짐  우: 로비조형물(“Mobiversum” of  Volkswagon, 2014)

<출처 : 좌/중. 구글이미지, 우, 폭스바겐 공식홈페이지, 2017.04.07.>

  

112)  이 시기 아동의 놀이는 보행능력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신체의 연습행동 욕구로 인해 보행을 

바탕으로 한 신체놀이와 감각 놀이 위주로 나타난다. 수잔솔로몬(Susan G Solon 2013)에 따르면 

취학전어린이와 도시 사이의 물리적 접촉면에 대한 개선을 통해 놀이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

고 보았다. 또한 테레사 바톨로타와 브라이언 슐만 박사는 유아의 행동발달을 분석한 연구에서 

아동의 모든 행위는 놀이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기본 행동은 여러 방식으로 걷고 기는 것이라

고 보았다. 이러한 취학전어린이의 보행과 놀이에 관한 논의들은 보행 자체가 놀이로서 적합성

을 지니며 보행과정을 적극적인 놀이로 설정하는 지역의 놀이네트워크 논의에 타당성을 부여한

다. 동시에 보행을 기반으로 한 놀이네트워크는 모든 세대의 즐거운 도시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놀이환경일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HERRINGTON, Susan; LESMEISTER, Chandra. The design of landscapes at child-care centres: 

Seven Cs. Landscape Research, 2006, p. 68.

Walsh, Prue. Early Childhood Playgrounds: Planning an Outside Learning Environment [in 

English]. Routledge, 2016, pp.71~76

Solomon, Susan G. The Science of Play: How to Build Playgrounds That Enhance Children's 

Developmenthardcover. UPNE, 2014, pp.238~246

Theresa E. Bartolotta, PhD, and Brian B. Shulman, PhD. Language Development : Foundations, 

Process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2010.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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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놀이어포던스를 일상의 도시사물과 놀이터의 놀이기구, 건축의 경계면에 

적용함으로써 각 사물이 제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도 도시민들에게 놀이의 감각을 

전달하는 유희적 사물로 변모시킬 수 있다. 이것은 어린이의 놀이기구를 전보다 무

미건조하게 만들거나 도시사물을 과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여러 사물

이 취학전어린이의 행위까지도 포용할 가능성을 높이 보고 그것이 때와 장소에 맞

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화단 경계석의 높이와 너비, 보행을 보조

하는 핸드레일의 높이와 두께, 바닥 패턴의 간격 등 취학전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사물의 치수는 어린이에게 풍부한 놀이정보를 제공하는 놀이정보가 될 수 있을 것

이며 어른들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거나 지나칠 수 있으므로 도시에 침투적인 

놀이환경으로 역할 할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도시설계 방식이다.

그림 148 어른에게 선택적 놀이사물로 이용되는 유희적 도시사물
왼쪽부터 수변도시 재생, 가변적 램프, 놀이벤치

<출처 : Pinterest 이미지>

따라서 도시의 사물을 디자인할 때 그것이 인체에 알맞고 행위에 적합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패턴간격이 인체의 보행에 적합한 치수를 가지고 있

을 때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놀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패턴이 불규칙적이거

나 간격이 너무 넓어서 패턴을 규칙 삼아 뛰어넘는 일상적 놀이가 성립되지 못한다

면 바닥은 이동의 기본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물로 남을 것이다. 또한 바닥의 재질과 

색채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어린이들은 놀이정보로 수용할 것이

다.       

그림 149 어린이에게 놀이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사물의 패턴,형태,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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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간 경험에서 색상, 형태 및 재료의 반복은 자명한 인식적 네트워크를 생

성하므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테마를 도시사물의 디자인에 적용하여 도시공간

에서의 놀이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어린시절 고향의 기억으로 저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오랜시간 지역의 놀이환경으로 역할 해 온 

놀이터를 경로화 함으로써 세대를 관통하는 기억의 놀이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

다. 그 지역에 살던 어른세대가 이용했을 놀이터를 구성하는 원형적 공간요소가 이

루는 풍경의 반복적 경험을 다양한 세대의 이동경로상에 전시하여 어른세대에게는 

과거의 놀이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어린이에게는 일상에서 접근이 쉬운 놀이환경

이 되어 세대를 관통하여 기억의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러한 놀이어포던스를 확보하기 위해 놀이터가 가시성을 갖도록 도시공간에 드러내

는 작업은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다. 놀이터가 외부에 시각적으로 열려있음으로써 

일상에서 어린시절 놀이에 대한 기억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도시에 활기를 선전하

던 전통적 역할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놀이터의 경우 펜스를 투과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린이의 이탈에 대

해 효과적으로 통제 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킴으로써 자동차로부터 어린이의 안전격

리라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인식적 분리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놀

이환경의 이동경로화에 중요한 설계 방식이 될 수 있다. 펜스는 형태를 바꾸어 시

각적으로 도시를 향해 투과적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자동차의 위협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 펜스 대신 여러 사물을 다중의 레이어로 놀이환경을 둘러 배치하고 바닥 

높이를 조절하여 자동차도로로부터 영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시각적 접근과 

보행의 연속성은 보장하면서도 물리적 격리는 가능하게 하는 설계수법이 될 수 있

다. 또한 펜스를 도시가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변형시키고 동시에 놀이기구

로서도 역할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펜스가 가지는 통제의 감각을 놀이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펜스는 놀이환경에 요구되는 필수기능을 충족시키면서도 놀이

환경에 놀이정보를 추가하는 놀이사물로서 역할 할 수 있게 된다.   

놀이환경의 이동경로화를 가능하게 하는 설계요건은 바닥의 평탄화다. 보도의 경

계부나 이음새 등에 발생하는 수직 단차는 유모차나 자전거 등 바퀴가 달린 이동수

단의 접근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다.113) 바퀴달린 이동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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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행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보행 중에 단차를 오르내리는 것을 기피한다. 단

차는 보행안전과 편의에 영향을 미치며 벽이나 담장 등의 수직적인 경계가 없더라

도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단차는 보행의 연속성을 저해하며 이

것은 취학전어린이의 도시 접근을 애초에 차단하는 장애114)가 될 수 있다. 신중하

고 면밀하게 바닥을 평탄화하는 것은 취학전어린이의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핵

심적 도시설계 요건이 될 수 있다.

나. 원형적 공간요소의 가변화를 통한 일시적 생성

 도시설계에서 '일시적'이란 개념은 두 가지로 해석되어 적용될 수 있다. 첫 번

째로는 한시적(ephemerality)인 것으로 실존적 일시성이다. 일시적인 것은 짧은 유

지 기간을 가지며 그 존재는 연장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잠정적(interim)인 

것으로 한시적인 것과 달리 필요에 따라 긴 기간 연장될 수 있다. 도시에서 '잠정

적'이란 도시민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지만 아직 도시에 정착될 

수 없을 때 생겨나는 일시적 대체물을 의미한다. 도시설계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게 되면 최소 수십 년을 지속해야 할 도시의 형태를 계획할 때 상상할 수 없

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의 놀이는 도시에 장기적으

로 적용되기에 너무 자유롭고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상상력의 공간을 요구한다. 따

라서 규정된 놀이시설은 도시에서 장기적으로 견딜 수 없게 되며 단기적으로 생겨

났을 때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놀이환경은 도시공간에 잠정적으

로 설치되어 이후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 물리적 공간을 형성하

는 도시설계적 수법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생겨나는 놀이

환경은 도시설계의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한시

적으로 조성되는 놀이환경이 비록 도시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라도 이것을 참

여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시적 역할이 의의가 있다. 

한시적으로 조성되는 놀이환경은 도시공간을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이며 대안적으

로 활용하는 참여의 방식을 포함하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도시형성방식이 

된다. 따라서 도시공간의 한시적 사용을 위해 인력과 프로그램으로서 놀이보조자가 

113) 서울시, 『보도 턱낮추기시설 설치 방안』, 2006

114) Planning, Department of City. "Active Design Guidelines ; Promoting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in Design." City of New York 2010.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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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고 놀이보조자에 의해 현대도시공간이 참여적 놀이환경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점차 도시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어린이의 놀이가 지역 사회에 원만하

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일을 한다. 이를테면 놀이보조자는 

직접 지역으로 나가 어린이의 놀이를 지역에 안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놀이를 중

재하고 안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놀이가 형성되는 지역과의 마찰도 중재하게 된

다. 실제로 주택가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놀이터는 주변 이웃들의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놀이 전에 놀이보조자가 주변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양

해를 구하고 어린이의 일상으로서 놀이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놀이표용력 증진한다. 놀이보조자의 개입은 가장 

미시적 스케일의 놀이환경을 도시에 제공할 뿐 아니라 가벼운 놀이프로그램을 도시

에 제공하고 일상의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개인의 지역공간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

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놀이환경을 조성해간다. 즉, 한시적 놀이환경 형성은 

도시의 물리적 형태를 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공간의 활용방식에 대한 민주

주의적 협의와 참여의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참여 방법론으로써 도시설계

적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도시공간은 잠정적 놀이환경으로 설계될 수 있다. 즉 놀이환경이 잠시 

들어설 도시공간을 애초에 지정하여 놀이환경이 언제든 들어설 수 있도록 바닥에 

설비를 내재시키는 것이다. 이때 도시의 광장은 가장 효과적으로 잠정적 놀이환경

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역할 할 수 있으며 도시설계시 적극적으로 보행로

를 넓혀 연속된 보행광장을 계획하고 그 하부에 일시적 놀이환경의 설치 및 제어가 

가능한 설비를 내장할 수도 있다. 도시의 보행로는 일상목적지로의 여정을 담는 공

공공간이지만 이곳에서 놀이는 예고 없이 등장하여 예기치 않은 머묾의 장소로 도

시를 재구성한다. 따라서 보행로는 이동의 경로이지만 언제든지 머묾의 장소인 광

장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놀이가 한 공간에 중첩되어 

일어날 가능성을 내장하게 되었다. 놀이의 기능이 내장된 바닥은 즉흥적이고 자유

로운 놀이의 본질을 현대 기술로 내포한 공간이다. 거리는 다시 축제의 기능을 담

았던 전통적 거리로 환원되어 장소에 대한 상상과 기대를 실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놀이가 내재된 바닥은 동일한 장소의 서로다른 시간에 새로운 놀이테마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현대도시의 새로운 놀이환경 유형으로서 도시에 제공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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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잠정적이거나 한정적인 놀이환경의 일시적 생성은 원형적 놀이환경의 요

소를 적용하는 방식 또한 변화시켰다. 일시적 생성을 위해서 놀이터를 전유하던 고

정된 놀이기구로 상징되던 원형적 공간요소로서 놀이기구는 점차 작아지고 가벼워

짐으로써 쉽게 대체 및 이동/조립 가능한 것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또한 어린이 교

육에서 놀이의 지대한 기여가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됨으로써 놀이기구는 교구로서

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놀이환경

의 일시적 생성을 위해 놀이사물은 이동가능하고 교육적인 키트의 형식으로 변화시

켜 제공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산업의 확장을 요구한다. 생산품으로서의 

놀이사물은 시장을 형성하여 디자인적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가변적 구조물 역시 놀이를 위한 것으로서 새롭게 제안되어야 한다. 건축을 

이루는 벽과 바닥, 천장등 각각의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지탱되고 제작되는 별도의 

단위 요소가 되며 각각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

어야 한다. 서로 다른 위요감을 주는 독립적 건축요소들이 동일한 대지에 서로 다

른 기간 동안 형성됨으로써 가로는 놀이환경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

를 확보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일시적 놀이환경이 적극적으로 시도되며 동시

에 건축적 시도역시 증대될 것이다. 시각적 경계막(optical barriers), 온풍커튼

(warm-air curtains), 수증기 분사장치(vapor dispersal plants), 경량블라인드

(lightweight blinds)등 가변적 구조물 및 설비, 재료에 대한 실험이 증가하고 새

로운 산업의 장려가 요구된다. 

일시적 놀이환경은 도시공간에 일시적으로 등장한 파편화된 장면이지만 그것은 

도시공간을 변화시키고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놀

이보조자의 개입시키고 놀이설비를 도시의 바닥에 내재시키며 이동가능하고 교육

적인 키트의 형식의 놀이사물을 개발하고 가변적 구조물 및 설비, 재료에 대한 실

험 및 공급을 이룸으로써 도시공간은 놀이환경의 일시적 생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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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형적 공간요소의 재해석을 통한 도시공간의 내부화

원형적 공간요소를 재해석하여 도시에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일상환경으로서 후

발적 놀이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취학전어린이의 놀이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시가구는 재해석되어 도시에 제공될 수 있다. 도시가구는 도시공간을 

내부화하여 머묾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든다. 내부화된 도시공간은 날씨와 배고픔, 

수면과 같은 취학전어린이의 신체적 제약으로부터 도시에서의 놀이 지속시간을 늘

려준다. 이때 내부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놀이환경
의 내부화 

정도
낮음 높음

쉘터의 
개념

쉘터의
단계

가구 내부화된 구조체 건축물 건축화된 도시

형태 벤치,차양 놀이 구조물 건축물 입체도시

놀이환경
과 

놀이쉘터
의 물리적 

관계
-

- - -

특징
도시가구 바닥면적 
증가/화장실 접합

도시가구와 놀이기구의 
일체화/ 건축화

도시가구의 건축화
내부화된 외부보행광장
/외부화된 내부보행광장

범례

표 67 놀이환경의 내부화 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내부화는 취학전어린이를 잠시 눞히거나 스스로 올라앉을 수 

있도록 바닥면적이 크고 높이가 낮은 벤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화장실을 놀이

환경 한켠에 설치하는 것 역시 쉘터의 제공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보다 좀더 적극적

인 단계로 놀이환경을 덮어 씌우는 구조체를 설치하여 놀이환경에 지붕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취학전어린이의 더욱 오랜 머묾이 가능하여 놀

이의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가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 254 -

공공내부쉘터를 도시 곳곳에 위치시키거나 도시전체를 건축화 시키는 방식으로 제

공될 수 있다. 

입체도시는 도시전체를 건축화시킨 방식으로서 놀이쉘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

키는 도시적 대안으로써 가능성을 지닌다. 도시 전체가 내부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에게 광역적 쉘터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

이 압축적이고 보행범위가 짧아 취학전어린이 놀이환경으로서 완결된 놀이네트워

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림 150 원형적공간요소인 펜스의 재해석을 통한 내부화

그러나 이때 내부화라는 의미는 실내화된다는 의미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내부

화는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인 펜스를 재해석한 개념으로서 공간을 구획하는 

건축요소가 아닌 공간을 위요하는 인클로져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인클로져는 원형

적 공간 요소인 펜스의 기능을 안전격리로부터 테마가 포함된 놀이를 수용하는 기

능을 갖도록 변화시켰다. 테마가 포함된 놀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은 공간을 위

요하는 인클로져 너머공간의 성격이 놀이환경으로 스며들어 인클로져의 성격에 따

라 놀이환경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예를들어 지상으로부터 들어올려진 하

이라인파크는 보행이동의 시퀀스에 따라 공간을 위요하는 건물들의 용도와 위요감

이 달라지며 따라서 어린이의 놀이는 음식냄새와 거래의 활기로 가득찬 첼시마켓을 

관통할때와 주거빌딩사이를 지나갈 때 테마가 전환된다. 

이처럼 펜스에서 인클로져로의 개념 전환은 놀이환경을 안전하게 통제할 뿐 아니

라 놀이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인클로져는 그것을 형

성하는 경계, 즉 공간을 둘러싼 파사드와 사물과 자연 등이 어린이의 놀이에 테마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그 테마가 다양할 때 어린이의 놀이는 활력

을 얻어 공간적으로 연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테마가 지역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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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고 있을 때 놀이하는 어린이로 하여금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어내는 도시의 풍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항진

된 신체에 의해 주변에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고향의 장면으로 뇌에 이미지화 하는

데,115) 어린시절 도시에서의 일상적 놀이를 통해 도시의 파사드와 너머 보이는 도

시조직의 형태, 그리고 지역 자연환경이 둘러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발적 놀

이환경을 설계할 때 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그것을 도시 공간에 재현하려는 노

력이 중요하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어린이가 내부에 있다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증

진시켜 도시 전체를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115) BFrost, Joe L. A History of Children's Play and Play Environments: Toward a 

Contemporary Child-Saving Movement. Routledg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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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커뮤니티 허브로서 기획놀이환경 제공

기획놀이환경은 주변도시의 놀이네트워크적 활용을 기획하고, 놀이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생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며 그것을 다시 공간에 실험하는 기획 

허브로 역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놀이환경 스스로가 지역 놀이환경으로서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놀이환경을 조직하여 

도시에 제공하는 것은 놀이네트워크를 기획하고 실천할 주체와 거점공간을 형성하

는 것이며 새로운 지역커뮤니티공간 형성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때 전문인력이자 

프로그램으로서 놀이보조자의 개입은 기획놀이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시에 삽입할 

수 있도록 돕고, 기획놀이환경을 놀이네트워크를 실험할 수 있는 도시시설과 접합

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 놀이보조자의 개입을 통한 놀이의 적극적 도시삽입

후발적놀이환경과 달리 물리적 공간이 놀이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라면 기

획놀이환경은 다양한 행위가 놀이행위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기획놀이환경은 물리적 공간이기 보다 도시공간을 활용하고 생산하는 도시설

계방법론 형성 프로그램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획놀이환경을 운영하는 놀

이보조자의 성격과 그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주제는 도시에 기획놀이환경이 삽입

될 위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림 151 공공놀이보조자가 개입된 기획놀이환경의 
프로그램 

  그림 152 공공놀이보조자가 개입된 기획놀이환경이 
연결하는 지역시설

(관악구 보육반장 서비스,2018)

공공놀이보조자는 기획놀이환경을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커뮤니티시설로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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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화하여 일정한 행정구역별로 교통허브로부터의 보행반경안에 위치하도록 계획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역의 취학전어린이 인구의 거주비율과 지역의 놀이잠재

력의 정도가 반영되어 그 위치와 밀도가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유치원이

나 초등학교와 같은 일상 목적지 주변 보행반경 안에 위치시키는 것은 많은 어린이 

인구의 일상적 이용을 장려할 수 있다. 공공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기획놀이환경은 

그 공공성의 측면에서 정책과 함께 다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내부의 프로그램은 정

책과 관련된 사항들로 복지, 육아, 교육, 지역커뮤니티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놀이보조자가 개입한 기획놀이환경은 취학전 어린이와 양

육가정이 국가시스템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근접 관찰자이자 세부정책제공자

로서 역할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지역의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육아의 고충을 들어

주는 전문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취학전어린이도 도시의 주체적 사용자라

는 인식을 지역 사회에 홍보하며 공동식사나 일시보육, 도시놀이환경기획의 관찰장

이자 토론장으로서 다양한 일상 행위를 취학전어린이 놀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기획

놀이환경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53 준공공놀이보조자가 개입된 
기획놀이환경의 프로그램

    
그림 154 준공공놀이보조자가 개입된 기획놀이환경이 

연결하는 지역시설
(NPO법인 됴쿄플레이파크 서비스)

다음으로 준공공놀이보조자는 그들 단체의 성격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선

택적으로 기획놀이환경을 위치시킬 수 있다. 현대도시에서 사라진 어린이의 자연놀

이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권장하는 준공공놀이보조자의 경우 녹지와 물가처럼 쉽게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 기획놀이환경을 위치시키거나, 어린이에게 위험하지만 강도 

높은 신체놀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준공공놀이보조자는 어린이가 기어 

오를수 있는 나무가 위치하고거나 진흙으로 더럽힐 수 있는 공터,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것이다. 이처럼 준공공놀이보조자는 그들이 도시에서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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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놀이에 대해 표방하는 자유로운 테마를 반영한 기획놀이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

며 이것이 단지 일시적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성을 지닌 도시의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재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거점을 형성하고 있어

야 한다. 따라서 기획놀이환경이 도시의 일상적 이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취학전어

린이의 일상목적지 보행경로에 연결시켜야 한다. 따라서 준공공놀이보조자가 제공

하는 기획놀이환경은 기본적으로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가까운 거리에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이룸으로써 그 역할이 가능해질 것

이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기획놀이환경이 놀이환경이자 커뮤니티 허브로서 현대도

시에서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장소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놀

이환경의 이용대상을 취학전어린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앞서 논의

했듯이 취학전어린이는 도시이용을 위해 항상 실내쉘터를 필요로 하며 성인을 동반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으로서 제공되는 기획놀이환경은 도시의 

커뮤니티 허브로 이용되었을 때 기대되는 다양한 세대의 이용빈도가 매우 높으며 

목적 사안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 일상의 느슨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가능성이 

높이 예상되어 일상으로 스며들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55 민간놀이보조자가 개입된 
기획놀이환경의 프로그램

      그림 156 민간놀이보조자가 개입된 
기획놀이환경이 연결하는 지역시설

(대형복합시설 내 호텔 어린이 패키지 프로그램)

    

반면에 민간놀이보조자가 운영하는 기획놀이환경은 공공성을 띠지 않더라도 취

학전어린이에게 더욱 풍부한 놀이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현대도시의 핵심적 주체다. 

이들은 기업규모의 민간으로 놀이네트워크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은 

이윤창출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고자 어린이 놀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취학전 어

린이와 양육자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잠재된 소비자로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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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소비를 기대하고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된 놀이네트워크를 제공하는데 예

를들어 호텔은 자체적으로 놀이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투숙객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객실은 취학전어린이의 놀이쉘터가 되며 객실을 거점으로 호텔이 어린이 투숙객에

게 제공하는 놀이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제휴된 근거리의 키즈카페, 어린이공연장, 

수족관, 전망대 등의 시설이 하루의 이벤트 환경을 이루는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제공된다. 따라서 민간놀이보조자는 앞서 공공과 준공공 놀이보조자가 제

공할 수 있는 기획놀이환경과는 다른 형태의 기획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을 띤 놀이보조자에 의한 기획놀이환경은 그 자체가 어린이의 놀이환경이면

서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공간적 놀이네트워크 기획의 장소였다면 민간놀

이보조자에 의한 기획놀이환경은 그것이 어린이 놀이환경이기는 하지만 민간놀이

보조가가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식의 장소이며 이용에 비

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민간 놀이보조자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취학전어린이와 양

육자에게 가장 선호되는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기획놀

이환경은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만족도를 관찰할 수 있는 놀이환경이자 관찰 

장소가 된다. 따라서 민간놀이보조자가 운영하는 기획놀이환경은 소비를 위한 집객

이 일어나는 복합시설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놀이보조자가 제공하는 기획놀이환경은 공공성의 부재로 커뮤니

티 허브로서는 역할하기는 힘들지만 기획놀이환경을 거점으로 취학전어린이와 양

육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이벤트적 놀이환경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에 적극 권장될 수 있다.   

  

  

나. 놀이네트워크 실험 가능한 환경과 접합

공공성을 띤 놀이보조자가 운영하는 기획놀이환경은 도시 곳곳에 놀이를 적극적

으로 기획하여 삽입하는 역할을 하고, 기획놀이환경 스스로 취학전어린이 놀이를 

포용하는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그 위치가 놀이보조자의 성격

을 드러낼 수 있고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의 일상적 목적지의 보행반경에 있어야  

한다고 전술하였다. 

이때 기획놀이환경이 놀이네트워크 실험 가능한 공간을 갖춘 시설과 접합함으로

써 다양한 용도공간과 인접하여 기획놀이환경의 이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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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 킬 수 있어야 한다. 

취학전어린이는 놀이네트워크의 허브인 기획놀이환경에서 놀이보조자의 중재하

에 어른과 교류하고 다른 연령의 어린이와 사회관계를 맺는다. 또한 기획놀이환경

은 지역의 새로운 커뮤니티 허브이면서 동시에 놀이네트워크 기획의 중심 거점으로  

적극 역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곳이 놀이네트워크 공간을 생산해 내는 기획

과 실험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재로 기획놀이환경은 취학전어린이 놀이가 

일어나는 놀이환경이자 네트워크적 놀이환경을 생산해내는 장소다. 기획놀이환경

은 취학전어린이와 관계자들이 지역의 놀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누는 토론장으로 역할하며 동시에 생산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체화하는 실험

장이자 작업장이 되기도 한다. 

그림 157 기획놀이환경의 역할
좌: 기본역할, 우: 요구되는 역할

      

지금까지 공공/준공공의 주체에 의해 형성된 기획놀이환경은 일반적으로 놀이환

경디자인에 의사소통가능한 어린이를 참여시키는 토론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

나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기획놀이환경은 일상적인 생활장소로써 생활에서 우러나

온 놀이네트워크적 도시변화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재 공간생산으로 연결시

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획놀이환경은 놀이네트워크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도시인프라를 갖춘 공간과 접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형

공원이나 대학캠퍼스, 복합입체도시, 자연들판 등과 같이 다양한 규모의 놀이환경

을 제작,실험할 수 있으면서도 그 공간 자체가 적극적 놀이환경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보행으로 연결된 대규모의 공간에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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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8 공공주체가 일시적으로 조성한 기획놀이환경과 발생된 
후발적놀이환경 

최근 공공은 놀이환경조성 방법론으로서 도시민의 참여를 이끌어왔다. 관공서나 

지역 공공시설에 토론장을 조성하고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적

용했다. 이때 도심의 대형공원은 그 아이디어의 실험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실

험으로부터 검증된 내용은 실재 공원 안에 상설 놀이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다. 일

례로 공공디자인으로서 놀이환경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참여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그것으로부터 실재 놀이환경을 형성하는 지자체 공공디자인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참여를 통해 모집된 아이디어는 도심공원에서 열린 조경축제를 통해 

일시적 놀이환경으로서 놀이어포던스가 높은 조경 아이디어를 전시, 실험하고 검증

된 입상작을 공원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놀이환경은 토론장을 거쳐 도심대형공원에

서의 실험을 통해 실제로 도심대형공원 안에 영구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그림 159 준공공주체가 조성한 상설 기획놀이환경과 발생된 후발적놀이환경

그러나 토론장을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시적 장소가 아닌 

실재 어린이와 양육자의 일상이 일어나는 실내 공공놀이환경으로 주거지 근방의 빈

집이나 카페를 활용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의 생생한 의

견을 듣고 관찰함으로써 지역 놀이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획놀이환경

으로써 이용하는 것은 놀이네트워크 조성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취학전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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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양육자는 기획놀이환경을 일상의 놀이공간이자 토론장으로써 활용하며 실재 놀

이환경에 적용될 놀이교구를 제작하고 인근 녹지나 공원에 제작된 교구와 프로그램

을 적용하여 일시적 놀이환경을 실험하며 놀이하고 만일 효과적인 놀이가 지속될 

경우 관에 건의하여 상설놀이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다. 기획놀이환경이 단순 토론

장을 넘어서 일상생활공간으로 역할 하여 생생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인근 

지역 시설을 기반으로 실험하고 적용하는 놀이기획영역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림 160 준공공주체가 입체도시와 접합하여 조성한 적극적 
기획놀이환경

그리고 입체도시를 적극적인 기획놀이환경으로서 이용하는 방법도 놀이네트워크

를 형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대규모의 집객력을 갖춘 내부화된 도시시설

인프라를 토론장이자 실험장, 제작장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아이디

어를 실험할 수 있다. 공공화된 사유공간으로서 내부화된 보행광장은 입체도시 바

깥과 안의 인구 모두를 대상으로 놀이환경을 실험할 수 있다. 이를통해 입체도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놀이의 공급으로 인해 놀이와 축제의 활기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바깥 도시에 일상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기

획놀이환경을 운영하는 준공공주체의 입장에서도 도시 놀이네트워크의 견고한 형

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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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소결 :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개별놀이환경 설계가이

드

본 연구를 통해 기획놀이환경과 후발적놀이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한층 

견고한 놀이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놀이네트워크를 활성화하

는 기획놀이환경과 후발적놀이환경의 설계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후발적놀이환경은 일상환경으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놀이어포던스 디자인을 통해 놀이환경을 이동경로화 해

야 한다. 이때 취학전어린이의 행동발달을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나

이가 어릴수록 도시사물은 신체와 가장 가깝게 만나고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

공간을 설계할 때 경계의 가촉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에 놓인 

놀이기구뿐 아니라 도시가구의 디자인을 선택 가능한 놀이정보를 다양하게 배열할 

수 있도록 도시사물의 형태를 창발적으로 디자인하고 취학전어린이의 신체에 적합

한 치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어른세대가 이용했을 놀이의 

풍경을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놀이기구를 정비하고 다양한 세대의 이

동경로상에 드러내어 어른세대에게는 과거의 놀이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취학전 

어린이에게는 일상에서 접근이 쉬운 놀이환경이 되어 세대를 관통하여 기억의 놀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놀이환경의 원형적 공간요소인 펜스 대신 여

러 사물을 다중의 레이어로 놀이환경을 둘러 배치하고 바닥 높이를 조절하여 자동

차도로로부터 영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시각적 접근과 보행의 연속성은 보

장하면서도 물리적 격리는 가능하게 하는 설계수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펜스를 도

시가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변형시키고 동시에 놀이기구로서도 역할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펜스가 가지는 통제의 감각을 놀이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간 바닥의 평탄화를 통해 놀이환경의 이동경로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놀이환경을 이루는 원형적 공간요소의 가변화를 통해 놀이환경을 일시

적 생성함으로써 놀이환경을 양적으로 늘려 일상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 '일시

적'이란 개념은 두 가지로 해석되어 도시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짧

은 유지 기간으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필요에 따라 긴 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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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간의 한시적 사용을 위

해 인력과 프로그램으로서 놀이보조자가 개입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일방향적 

놀이환경 공급이 아닌 요구가 있는 장소에 합의하에 제공되는 것으로 현대도시공간

이 참여적 놀이환경으로 변모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놀이환경 제공 방식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은 잠정적 놀이환경으로 설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놀

이환경이 잠시 들어설 도시공간을 애초에 지정하여 놀이환경이 언제든 들어설 수 

있도록 바닥에 설비를 내재시키는 것이다. 이때 도시의 광장은 가장 효과적으로 잠

정적 놀이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역할 할 수 있으며 도시설계시 적극

적으로 보행로를 넓혀 연속된 보행광장을 계획하고 그 하부에 일시적 놀이환경의 

설치 및 제어가 가능한 설비를 내장하는 것이 제안된다. 이러한 한정적이고 잠정적

으로 놀이환경을 생성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놀이사물을 이동가능하

고 교육적인 키트의 형식으로 변화시켜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산업

의 확장을 요구하며 생산품으로서의 놀이사물은 시장을 형성하여 디자인적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놀이를 포용할 가변적 구조물 및 설비, 재료에 대한 실험이 

증가하고 새로운 산업의 장려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놀이환경을 이루는 원형적 공간요소를 재해석하여 도시공간을 내부화

하는 것도 놀이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후발적놀이환경의 효과적인 설계 가이드로 

제안될 수 있다. 이를위해 취학전어린이의 놀이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도와온 

도시가구는 재해석되어 단계적으로 내부화되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낮은 

단계의 내부화는 취학전어린이를 잠시 눞히거나 스스로 올라앉을 수 있도록 바닥면

적이 크고 높이가 낮은 벤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보다 좀 더 적극적인 단계로 놀

이환경을 덮어씌우는 구조체를 설치하여 놀이환경에 지붕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더

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공내부쉘터를 도시 곳곳에 위치시키거나 도시전체를 건축

화시키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다음으로 원형적 공간요소인 펜스를 재해석하

여 인클로져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클로져는 그것을 형성하는 경계의 재

질,형태, 너머보이는 풍경을 개선하여 펜스보다 더욱 다양한 놀이 테마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그것을 도시 공간에 재현하려는 노

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취학전어린이가 집단의 내부에 속해있다는 안정

감과 소속감을 증진해 도시 전체를 놀이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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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획놀이환경은 커뮤니티 허브로써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이때 전문인력이자 프로그램으로서 놀이보조자의 개입을 통해 기획놀

이환경이 적극적으로 도시에 삽입되고 놀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

다. 이때 공공놀이보조자는 기획놀이환경을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커뮤니티시설로

서 프로그램화하여 일정한 행정구역별로 교통 허브로부터의 보행반경 안에 위치하

도록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역의 취학전어린이 인구의 거주비율과 지역의 

놀이잠재력의 정도가 반영하여 그 위치와 밀도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같은 일상목적지 주변 보행반경 안에 위치시키는 것은 많은 

어린이 인구의 일상적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놀이를 적극적으로 삽입할 수 있게 하

므로 권장된다. 그리고 준공공 놀이보조자는 그들 단체의 성격과 운영하는 프로그

램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 기획놀이환경을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실재 공간적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역할 해야 하므로 취학전어린이의 일상목적지 보행반경에 연

결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민간 놀이보조자는 기획놀이환경을 소비를 위한 집

객이 일어나는 복합시설에 위치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획놀이환경을 놀이네트워크를 실험할 수 있는 도시시설과 접합시킴

으로써 그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다양한 규모의 놀이환경을 제작,실험할 수 있으

면서도 실재 적극적 놀이환경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보행으로 연결된 대규모의 공

간에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이 권장되며, 작은 규모의 지역 기반의 놀이네트워크 실

험에 집중한다면 주거지 근방의 빈집이나 카페를 활용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관찰함으로써 지역에 특화된 놀

이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 지역에 실험하는 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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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설계수법으로서 놀이네트워크의 계획요건

놀이의 공간적/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놀이환경에서 준 공공영역의 확장은  

개념이자 행위인 ‘놀이’가 지닌 다중적 특성과 연관이 깊다. 건축에서 놀이는 인

간 사회 전반에 영감을 주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으로써 의의가 있으

나 그것이 지닌 다양성과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특정 환경을 공급하기에 공공재의 

공급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시장의 공급은 장소와 접근가능성 면에서 

공공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계를 지닌다. 즉 정부와 시장이 충분한 양

의 세분된 놀이환경을 공급하고 분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

해 준공공 영역으로서 비영리단체가 등장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중간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놀이환경에서 준공공영역의 확장은 단독적인 것이 아니고 공공영역과 사유영역

을 가로질러 형성된다는 점에서 도시의 물리적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영역에

서는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방식을 통해 계약적 공공성격을 띤 준공공영역이 

침투했으며 국가는 이 영역에 공공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일정 부분을 일임하고 이

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한다. 사유영역에서는 공공성 짙은 연속적 외부

공간이 내부화의 정제를 거쳐 제공되며 이 장소를 기반으로 시장은 이용자에게 직

접적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구매의 잠재력을 기대하여 투자한 대규모의 제화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도시 놀이환경의 주요 공급자로서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림 161 놀이네트워크에서 준공공영역

이처럼 놀이환경에서 계약적 공공성에 기반 한 준공공영역의 확장은 공공영역의 

개별놀이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소통 가능한 장소로 만들어 접근 빈도를 높이고 사

유영역의 개별놀이환경을 공공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도시 놀

이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고 긴밀한 것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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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준공공주체(Quasi-Public Organization)의 도입

준공공주체 주도의 도시놀이네트워크 형성 시도는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발견되

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사유공간과 공공공간은 준공공주체에 의해 놀이네트워크적

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며 그들은 관이나 민간과 협력적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놀이네트워크의 단위공간 내에서 민간이나 관에 채용

된 놀이보조자로서 직접 어린이 및 양육자와 대면하고 놀이를 중재하는 개인이자 

개별프로그램이기도 했지만 전체 놀이네트워크를 기획해 나가는 조직단위의 단체

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양한 규모의 준공공주체로서 민간과 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

립적으로 기금을 유치함으로써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다양한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할 수 있다. 어린이의 놀이를 지원하는 도시형성 사업에서 준공공주체의 

창의적이면서 자유로운 체계는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규

모 조직체계를 갖춘 준공공주체의 역할은 지역에 적합하여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들은 주체적인 지역 맞춤형 기획자로 지역에 적합한 놀이네트워크적 공간생산과 

활용아이디어를 관과 민간에 제공하며 지역의 가장 적합한 놀이네트워크를 발생시

킨다.  

소규모의 조직체계를 갖춘 지역기반의 준공공주체는 공공과 민간의 시행을 효과

적으로 돕는다. 민간주체와 공공주체는 실재로 도시의 물리적 형태를 변화시킴으로

써 놀이네트워크적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과 공공의 실행은 한계를 

지닌다. 도시형태를 변화시키는 수많은 민간의 선택은 그 의도와 결과가 모두 공공

성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공주체의 도시변형 작업 역시 

여론과 세금사용의 책임감 등 공공이 실행에 참여했을 때 생겨나는 부담감으로 인

해 참신한 아이디어의 실험/검증이 힘들게 된다. 그러나 준공공주체는 놀이네트워

크 계획할 때에 민간주체와 공공주체가 맞닥뜨리는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준공공

주체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대신 민간과 관이 실행하는 것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준공공주체는 놀이 네트워크사업에서 좀 더 적극적인 기획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다. 이때 취학전어린이를 기준으로 하는 놀이네트워크가 가진 최소커뮤니티지

역 반경의 특성상 조직은 특정 지역에 스며든 관찰조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들은 직접 지역 내의 사유지를 임대하여 활동의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그곳을 지역

의 놀이환경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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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준공공주체는 지역에 놀이환경의 수를 양적으로 하나 더 

늘릴 뿐 아니라 그곳을 징검다리로 주변 놀이환경의 이용을 장려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62 놀이네트워크 도시 조성을 위한 준공공주체의 역할

그러므로 준공공주체의 거점공간이 놀이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지속 가능하게 하

려면 그것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한 

것 이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취학전

어린이와 양육자에게 일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취학전

어린이를 동반한 양육자가 집으로부터 벗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그들을 끌어들이고 응집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의 성격이 좌우한다. 이때 

‘놀이’는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생산 방법론이 될 수 있으며 놀이를 기반으로 

한 교류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동반한 양육자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준

공공주체는 놀이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공급하는 거점을 제공하고 그 거점으로부터 

놀이네트워크를 확산해 나간다. 준공공주체는 공공과 협력하여 지역에 일시보육을 

제공하거나 육아상담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의 공공프로그램을 투입하고 장난

감과 교구 등 재화를 민간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또한 지역민과 전문가들의 토론장

이 되어 지역에 대한 소소한 의견을 일상적으로 나누면서 지역의 놀이네트워크적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실재 주변지역에 가변적 놀이환

경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놀이네트워크의 출발로서 취학전어린

이와 양육자를 도시 밖으로 불러내고 그들의 생생한 삶과 의견을 관찰하여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주체는 도시의 물리적 형

태를 직접 바꾸거나 물리적 변형을 가하는 대신 도시공간이 공공성을 발현하는 방



- 269 -

식으로 활용되고 변화하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놀이네트워크적 공간 아이디어

를 생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인적네트워크는 도시의 물리적 변형을 가

져오는 사회적 인프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역기반형 준공공주체의 놀이네트워

크를 형성하는 도시설계수법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

속가능한 서비스를 어린이와 양육자에게 공급하며 민간의 사회적 지원을 독려하고 

이들의 역할이 기금 지원의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실행의 차원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모집된 지역의 아이디어를 공급하고 관심을 독려한다. 또한 공공에도 

놀이네트워크적 지역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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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준 공공공간(Quasi-Public Space)의 형성

그림 163 공간적설계와 사회적설계를 통한 준공공공간 형성 

 

과거 놀이네트워크적 활용이 일어나던 도시의 공간은 놀이터와 공원처럼 공공시

설로 카테고리화 된 장소이거나 민간이 사회적 공헌의 일환으로 사유지를 공공에 

공급한 공공공간이었다. 도시에서 공공공간은 어린이가 집이나 교육시설을 벗어나 

접근가능한 놀이가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재도시의 놀이네트워크적 

활용을 위해 도시공간이 좀 더 촘촘하고 연속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

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은 그 모습을 바꾸어가기 시작했

다. 무엇보다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공공에 개방된 평면도시

의 외부공간은 방임의 공간으로서 보행능력이 미숙한 취학전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졌으며 그 대안으로서 찾아낸 자동차의 위협이 

제거된 입체도시는 사유공간으로서 취학전어린이의 놀이가 자유롭게 수용되기에는 

지나치게 통제된 공간이었다. 따라서 취학전어린이 놀이에 이용되던 방임된 공공공

간은 물리적 공간변형과 커뮤니티설계를 통해 내부화를 이루어 통제/관리되는 공간

으로 역할 할 수 있으며 사유공간 역시 공공이 사용하는 영역에 대한 설계의 공공

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장소에 공급함으로써 어린이의 놀이에 관대한 공간으

로 변모할 수 있다. 

가. 입체도시의 준공공공간

특히 입체도시는 앞서 4장을 통해 분석한 바 대형의 단일한 건축물로 형성하던 

초기의 형태를 벗어나 건축물의 군집으로 이루어진 군도형을 이룸으로써 공공의 이

용이 가능한 다양한 크기의 연속된 외부공간을 도시에 제공할 수 있다. 소유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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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땅을 실내화하고 실내 주요 동선을 바깥 도시의 공공가로를 모방한 의사공공공

간으로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중이 점유할 수 있도록 입체도시의 주요동선

을 외부화 하여 흐름의 공간으로 바깥도시에 제공함으로써 공간과 장소를 소유하는 

방식으로부터 행위와 행동을 공유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때 대중에 의해 공

유되는 외부화된 공간은 그 소유관계가 사적인 것이지만 공공에 준하는 공간으로 

놀이네트워크의 중요한 기반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요동선을 내부의 순환이동 

중심으로 형성하는 대신 외부의 흐름이동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공유되는 사유

공간의 공공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부와 외부를 벽으로 분리하는 대신 

기계장치를 통한 무형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내부공간까지도 더욱 자유롭게 공공

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요보행동선이 도시 내외부로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하더라도 입체도시 밖에서 안으로의 유입동선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화된 공공공간은 적극적인 집객의 용도로 이벤트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이벤트

의 일방적 제공이 아닌 지역주민과 대중이 공간을 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

함으로써 공공개방된 사유공간의 공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사유공간인 입체도시 계획시에 개발자인 민간이 사회공헌을 위해 단순히 

사유지 일부를 기부채납부지로 공공에 공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사용하는 

내외부 보행광장 및 옥상 등의 공공화된 사유공간을 중심으로 그 공간이 실재로 놀

이네트워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통제된 외부이자 개방된 내부로써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4  입체도시의 공공공간 제공방식의 변화 제안

앞서 입체도시의 놀이네트워크 환경 분석에서 발견된 공공공간 공여 방식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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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시 형성방식으로부터 변화되어가는 새로운 사유공간 공공화 방식에 대한 가

이드를 제공했다. 

사유공간은 점차 그 경계를 흐려 좀 더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함

으로써 어린이가 놀이로서 더욱 자유롭게 다양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위의 입체도시 사례들을 통해 나타난 앞으로의 사유공간이 놀이네트워크

를 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은 지금껏 소유권의 문제로서 이

분화되어 다루어졌던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에 대한 분리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를 벗어나 공공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통합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제까지 입체도시의 공공이 사용하는 공간, 즉 건물의 기능

을 서로 연결하고 사람들이 집객하는 광장이나 입체동선과 같은 공간을 사유공간과 

공공공간으로 나누어 계획해 왔다. 다시 말해 사유공간이 기부채납되어 공공공간으

로 계획된 대형건물 외부로 둘러 형성된 공공가로와 그리고 사유공간인 내외부의 

보행가로로 공공이 사용하는 공간이 이분화되어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공

간의 이분적인 공공화 방식으로부터 진화하여 적극적으로 사유공간인 내부가로를 

외부화하고 외부의 공공가로와 통합하여 계획 함으로써 공공성을 내부까지 적극적

으로 끌어들여 시설의 주요동선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입체도시의 놀이네트워크적 

사용을 고무시키는 방법론으로써 유효하다. 

종합해보면 입체도시의 사유공간은 공공화를 통해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준

공공공간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 이때 공공화된 사유공간인 옥상, 외부보행광장, 

내부보행광장, 공개공지, 그리고 기부채납부지인 공공가로 및 공원이 통합적으로 

계획되어 내부와 외부가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형태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이 시설의 주요한 동선으로 역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어

린이 스스로가 내부외부 공간에 직관적 접근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인식적

으로 통합된 공간 이미지를 형성하여 안전하면서도 다양함이 있는 놀이의 장으로서 

자유롭게 도시를 탐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

의 놀이네트워크적 이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대안적 공간으로

써 그 놀이잠재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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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면도시의 준공공공간

평면도시에서 준공공공간의 확장은 혈연기반커뮤니티의 상실로 인해 축소된 놀

이환경의 절대적 수를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현대도시의 커뮤니티 상실

은 그간 놀이환경으로 이용될 수 있었던 사유공간이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앞선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평면도시에서 놀이환경은 사

유공간의 공공화와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본래 우리의 생활에 속해있었으나 어

느 사이에 상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다시 생활 안으로 되돌리고 어떻게 사용할

지 모르거나 사람들이 점유하지 않고 빈 채로 있는 공공공간을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림 165 평면도시의 준공공공간 제공방식 제안

도시에서 놀이환경은 점차 계약적 거래에 의해 사유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

으며 사유공간은 놀이환경을 부분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공공화

되기 시작했다. 놀이환경으로 용도를 바꾼 사유공간은 계약에 의해 제한적으로 출

입 가능하도록 공공에 제공함으로써 낮은 공공성을 도시에 제공하지만 공공공간을 

점유한 사유공간은 좀 더 높은 공공성을 도시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용도

의 사유공간 중 공간의 일부를 공공화하여 도시에 놀이환경을 제공하거나 일반용도

의 사유공간 역시 외부 마당을 공공화하여 도시의 준공공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때 사유공간으로부터 제공된 놀이환경을 경로화하는 것은 놀이의 연속

성과 공간의 활용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유공간은 공공화되

어 도시에 공공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공공화된 사유공간에 근접한 공공공간은 통제 

가능성이 증가한다. 즉 공공공간은 사유공간으로부터 연장된 영역으로서 관리되는 

공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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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행로와 공원, 놀이터와 같은 공공공간은 프로그램과 설계를 통해 점유의 

빈도를 높여 접근성을 강화하여 자발적 감시와 통제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

함으로써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공공공간 중 일부는 경로화되고 놀이어포던스

를 높임으로써 더욱 일상적으로 다양한 연령에게 이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

으로 공공공간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공공공간의 공공성 강화

 

사유공간의 공공성증가 / 공공공간의 공공성 강화

사유공간의 공공성증가 / 공공공간의 공공성 강화

표 68 평면도시에서 준공공공간의 형성

그러나 반면 다른 일부의 공공공간은 내부화를 통해 통제 가능한 놀이환경으로 

변화하였다. 본 논문에서 내부화는 관리와 운영의 주체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내부

화된 공공공간은 모든 사람의 항시적 접근이 가능한 공공공간과 대비된다. 내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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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학전어린이의 놀이 지속시간을 늘릴 뿐 아니라 놀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

며 더욱 과감하고 위험한 놀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통제 가능성을 제공한다. 일반적 

공공공간에서 접하기 힘든 물,불,진흙을 사용한 놀이 등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놀

이유형과 숲,강 등 일상에서 쉽게 놀이를 위해 방문하기 힘든 장소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내부를 갖춘 놀이쉘터는 내부화의 감각을 건물의 내부로부

터 건물 주변으로 확장한다. 대형공원에 조성된 놀이쉘터는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

가 놀이쉘터 주변의 놀이환경으로 놀이의 범위를 확장 할 수 있도록 주변을 내부화

한다. 따라서 놀이쉘터는 주변공간의 내부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경계부 디자인

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사례 분석을 통해 놀이어포던스를 고려한 경계부 계획이 

내부의 감각을 주변으로 확장하는 데 효과적으로 역할 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데

크와 마루를 이용한 내부공간의 점진적 외부화와 경계부의 놀이어포던스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의 사유건물을 공공놀이환경으로 변모시켜 내부공공놀이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주변 도시공간으로 놀이를 확장할 수 있다. 취학전어린이와 양육자는 기

존 집근처의 일정 반경을 놀이환경으로 이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내부공공놀이환경

을 거점으로 새로운 놀이반경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내부공공놀이환경 주변의 놀

이터와 공원 및 자연은 취학전어린이의 새로운 놀이반경이 된다. 따라서 내부공공

놀이환경은 놀이잠재력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숲이나 강 등 자연

에 인접하거나 놀이터나 공원, 명승지에 인접하는 것은 놀이잠재력이 풍부한 외부

환경을 내부화하는 것으로 놀이네트워크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

다. 

이처럼 도시의 준공공공간 확장으로 인해 도시에서 어린이의 놀이는 사유공간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공공공간의 방임으로부터 안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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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설계수법으로서 어린이 놀이네트워크의 의의 

도시설계수법으로서 어린이놀이네트워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 의의

어린이

도시이용반경 확장
바깥 놀이시간 증가
신체활동 증가
감각/ 상호작용형 놀이 증가
다른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증가
다양한 세대 교류
발달수준에 맞는 놀이환경 선택 기회 증가

교육자 / 양육자
보호와 감시의 유희적 전환
공공공간의 사용 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
지역 공공공간을 놀이환경으로 요청할 수 있는 지식 함양

놀이보조자
유희적 도시공간 이용
일자리 창출
인재육성 (놀이보조자 교육, 대학생 실습, 관리인강좌 등을 실시) 

다른 사용자
(상인, 거주자, 통행인)

유희적 도시공간 이용
공공공간의 사용 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
구매자 다양화
커뮤니티 감각 증가

개발자, 토지 소유자

유희적 도시공간 이용
이용자 다양화에 따른 이윤증대
주민을 만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 증가
도시 공간에 대한 영감 

공무원

유희적 도시공간 이용
주민을 만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 증가
도시 공간에 대한 영감

표 69 이해관계자별 놀이네트워크의 위용성

첫 번째로 어린이는 놀이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이용반경이 확장될 수 있으며 바깥

놀이 시간이 증가한다. 위협요소가 제거된 보행경로에 의해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놀이쉘터의 확산은 쉘터를 거점으로 놀이하고 

쉬면서 바깥놀이의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게 했다.

또한 놀이네트워크는 어린이의 신체활동 증가에도 기여한다. 어린이가 보호자의 

개입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고 도시 곳곳에서 놀이행위 종류의 다양화

를 가능하게 하는 놀이환경의 양적 팽창으로 다양한 신체강도를 제공하는 여러 놀

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교 놀이터의 개방 및 경로상의 놀이기구는 특정 연

령 특화된 놀이활동을 보조하는 기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동의 과정에서 연속적

으로 놀이행위가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신체활동 강도를 높인다. 또한 경로상의 입

체동선은 그것이 발산하는 놀이적 감각에 의해 강도 높은 신체활동을 일으키는 중

요한 도시 요소로 역할한다. 그리고 놀이보조자의 개입 때문에 이전보다 혁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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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를 제공 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신체놀이뿐만 아니라 감

각경험 및 상호작용형 놀이 등 새로운 놀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어린

이는 놀이네트워크에 의해 타인과 상호작용 할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적 관계에 대

해 학습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체화함으로써 어린 시절 고향의 감각을 형성 할 수 

있게 된다.  

그와 동시에 양육자에게 놀이네트워크는 도시 이용에서 양육자의 업무를 축소한

다. 놀이에서 보호자와 어린이의 관계가 혈연에서 계약적 관계로 변화함으로써 어

린이 놀이에 대한 양육자의 보호와 감시행위가 의무적인 것에서 유희적인 것으로 

전환됐다. 이것은 일상의 환경이 놀이어포던스를 획득하면서 놀이의 주체가 어린이

로부터 다양한 세대로 확장되면서 가능해졌으며 놀이의 공간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림 166 좌:기존 도시 놀이에서 어린이와 양육자의 거리, 우: 놀이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린이와 나머지 사람들의 
관계  

놀이 공간과 놀이 기능이 이동행위와 함께 조성되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놀이 

네트워크 개념은 아이들이 규정된 놀이의 공간과 그것을 향한 감시라는 전 근대적 

시선의 전통적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다. 명분상 놀이라는 자유가 주어져 있

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행동방식을 유도하는 감시와 감독이 존재하던 놀이공간으로 

부터 벗어나 길을 따라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한 모험을 가능하게 하고 이동의 경로

에서 보호자와 어린이의 관계를 유희적이고 협력적인 것으로 재설정 함으로써 어린

이의 놀이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보호자의 감시는 유희적인 것으로 전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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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놀이네트워크는 공공공간 사용방식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 놀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공공공간을 놀이환경으로 변환

시킬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이것은 놀이를 통해 새롭게 고안된 사회적 프

로그램 및 후발적놀이환경에 의해 물리적 실체로서 실현 가능한 것이 되는데 양육

자 스스로 지역환경의 주체적 설계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역할한다. 양육자는 공공장소가 놀이환경으로 변화하여 도

시에 활기를 제공하고 커뮤니티의 감각을 고양하는 장소로 변모하는 현상을 경험하

고 네트워크된 장소에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공장소를 적극적으로 놀이환경으

로서 요청할 수 있는 인식변화를 이룬다. 

세 번째로 놀이네트워크는 놀이보조자라는 도시 놀이의 새로운 주체이자 프로그

램으로 인해 가능해졌다. 놀이보조자는 현대도시 생활을 보조하는 새로운 전문영역

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은 물

론 지역 커뮤니티 조성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가치가 높다. 놀이를 진행하고 도시

에서 놀이의 역할을 홍보할 뿐 아니라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놀

이환경을 또 다른 놀이환경 제작을 위한 토론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다시 새로운 놀이환경을 생산하는 쌍방향적 역할을 함으로써 어린이를 둘러싼 다양

한 관계자들의 인적 교류를 지원한다. 

놀이네트워크는 어린이의 놀이를 도시에 드러나게 한다. 놀이네트워크가 반영된 

도시는 어린이와 양육자의 도시이용을 장려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만 어린이가 발생시키는 소음과 쓰레기는 이웃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놀이보

조자의 존재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 어린이의 놀이

가 사회적으로 너그럽게 용인될 수 있도록 이웃에 홍보하는 역할을 맡아 한다. 놀

이보조자는 어린이의 놀이를 도시에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도시의 이용자로서 

어린이의 존재를 사회에 인식시킨다.  

다음으로 지역의 상인, 거주자, 통행인과 같은 관계자들에게 놀이네트워크는 지

역의 활기를 가져다주어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놀이네트워크는 어린이의 활

기를 도시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이 더욱 살기 좋은 장소로 변화했다는 인식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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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상인은 구매자의 증가와 다양화로 판매를 늘리게 되며 통행인은 주변에 이목

을 끄는 활기가 늘어남으로써 이동과 머묾이 선택 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의 다양성은 지역을 생기있는 모습으로 기억하게 된다. 또한 거주자들

은 창밖으로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시절 향수를 경험하고 

커뮤니티의 감각이 증가한다. 무엇보다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변화가 동반되어 긍정

적인 공공공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역 공간의 활용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개발자와 토지소유자는 비공식적이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주민을 만나고 

소통할 기회가 증가한다. 지역 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함으로써 개발의 방향에 대

한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며 요구에 충족하는 공간을 생산하여 장기적으로 이윤을 창

출할 수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건축물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간 개발에 대

한 관점을 확장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에게 놀이네트워크는 주민을 만나고 소통할 기회를 증가시켰

다. 기획놀이환경을 거점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모으고 나아가 다양

한 관계자들과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음으로써 쉽게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은 일상의 도시사물이 놀이어포던

스를 고려하여 디자인 되었을 때 놀이사물로 역할하여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

시를 유희적인 것으로 변모시킬 수 있음을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일련의 놀이네트

워크 형성 과정을 인지하여 도시공간을 디자인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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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현대 우리나라 도시의 지역커뮤니티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기존의 어린

이 놀이환경이 사라지고 놀이환경을 민간의 공급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공성이 담보

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어린이의 일상 행위인 놀이를 도시공간에서 어떻게 담

보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환경을 아동별 연령발달의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놀이를 규정된 목적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어나는 행위가 

아닌 일상의 비 계획적이고 연속적인 행위로 고려하여, 어린이 전용시설로서 규정

된 거점을 도시에 균질하게 제공하는 기존의 도시설계와 더불어 거점과 그들을 연

결하는 사이 공간에 대한 집합적 고려까지 담는 도시형성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이를 위해 이제껏 도시의 이용자로서 고려되지 않았던 취학전어린이를 놀이환

경의 이용자로 설정하게 되면 인간 전체 연령의 범주에서 가장 작고 신체발달이 덜 

이루어진 대상을 포용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을 동반하는 일반성인을 놀이환경에 포

함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이면서 연령 세분화된 도시설계방법론적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를 구획된 부지와 제도화된 시설의 군집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위가 공간으로 발현된 집합적 형상으

로서 논의·활용할 수 있도록 현대도시의 어린이놀이환경을 재정의하고 구조화하

였다. 그런 다음 구조화된 어린이놀이환경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그들이 집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공간적 요인들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

였다. 이를 통해 향후 도시설계수법으로서 참조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환경의 형성 

방식을 도출함으로써 어린이놀이환경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도시에서의 놀이, 특히 어린이의 일상 행위로서 놀이를 도시의 모든 공간이 허용

하는 방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놀이

네트워크는 행위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정보체로서 도시를 집합적 놀이환경으

로 바라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놀이 개념을 매개로 고도로 상호연결된 사회

적·공간적 도시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도시가 어린이는 물론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놀이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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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는 거시적인 차원인 사회적 인프라와 미시적 차원으로서 네트워크된 물리적 

공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와 공

간적 놀이네트워크라고 명명하고, 이 두 가지 개념에 근거하여 어린이놀이환경을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에 의해 기획되는 기획놀이환경과 공간적 놀이네트워크에 의

해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후발적놀이환경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사회적 놀이네트워크와 기획놀이환경을 고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개별놀이환경 계획뿐만이 아닌 그것에 관련된 사회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기획

하여 놀이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최근 사례를 살펴본 결과 그 주도적 움직

임은 준공공(Quasi-Public) 주체와 공공(Public)주체에 의해 나타났다. 준공공주

체가 진행하는 놀이네트워크 기획 작업은 프로젝트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면 공공

주체가 진행하는 놀이네트워크 기획 작업은 시스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구체적으

로 우리나라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영국 런던의 무릎높이 디자인 도전 

사업은 준공공주체에 의해 각각 광역적 장기 캠페인과 국지적 단기 프로젝트의 형

태로 진행된 사례라면 일본 세타가야구의 바깥놀이정책은 공공주체에 의해 정책 시

스템으로 구현된 사례였다. 이렇게 기획주체는 달랐지만 모든 사례에서 준공공주체

의 역할이 점차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회적 놀이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기획놀이환경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획놀이환경은 놀이를 

기본기능으로 설정한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시설로서 지역 놀이환경을 기획하는 토

론장이자 실험장으로서의 역할도 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와 후발적놀이환경을 고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취학전어린이가 놀이로서 도시공간을 네트워크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을 관찰한 

결과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는 방식과, 일상으로써 이용하는 방식, 이벤트적으로 이

용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되는 공간 성격의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교육

환경으로서 놀이네트워크적으로 활용되는 도시공간은 공공공간이 중심이 되었으나 

놀이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도시의 잠재력에 따라 사유공간이 공공화되어 이용 가능

하도록 제공되기도 하고 공공공간이 잠시 프로그램공간으로 변화되어 적극적 놀이

환경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들은 완전한 공공공간이거나 사유공간으로 분류될 수 

없는 준공공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일상환경으로서 놀이네트워크적

으로 활용되는 도시공간은 공공공간이지만 보행의 안전이 보장되고 사유공간의 테

마가 바깥의 보행로인 공공공간으로 확장되어 나와 다양하고 풍부한 활기를 제공해

주는 사유화된 공공공간이었다. 세 번째로 이벤트환경으로서 놀이네트워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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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도시공간은 공공공간/사유공간의 제한 없이 공공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

에 일시적으로 기획되거나 때로는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프로그램 자체였으며 공적

이거나 사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없는 공간을 형성한다. 일련의 놀이네트워크적으

로 이용되는 도시공간을 살펴본 결과 취학전어린이의 도시이용에 준공공공간이 지

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사회적놀이네트워크와 공간적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새로운 개별놀이

환경이 도시구조별로 드러난 형태를 도표화 시킨 결과 아래와같이 나타낼 수 있었

다. 

그림 167 놀이네트워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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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네트워크는 사회적 놀이네트워크 기획과 공간적 놀이네트워크 발현으로 쌍

방향적 영향 관계에 의해 나타나고 있었다. 이때 공공주체와 준공공주체는 적극적

으로 사회적 놀이네트워크 기획을 주도했으며 그 공간적 결과물로써 기획놀이환경

이 나타났다. 기획놀이환경은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시설로서 도시에 일괄공급될 가

능성을 보였으며, 지역 특화된 놀이네트워크 공간생산과 활용을 주도하는 거점으로

서도 역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목되었다. 민간주체 역시 기획놀이환경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이윤확대를 위해 주변 놀이환경 이용을 장려하는 네트워크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호텔이 그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반면 어린이와 양육자의 놀이네트워크적 도시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도시공

간이 변형되거나 새롭게 나타난 후발적놀이환경이 많아지면서 공간적 네트워크가 

발현되었다. 공간적 발현에 의해 나타난 후발적놀이환경은 평면도시와 입체도시에

서 다른 방식으로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평면도시에서 후발적놀이환경

은 원래 어린이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이 형태적 변형을 통해 준공공공간이 됨으로써 

후발적 놀이환경으로 변모하여 도시에 놀이 가능한 공간의 절대적 수를 늘리는 방

식으로 형성되었다. 후발적놀이환경의 증가로 개별놀이환경 간의 간격이 촘촘해져 

결과적으로 이동반경이 좁은 취학전어린이의 네트워크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

식이었다. 입체도시에서는 놀이공원이나 수족관 같은 광역범위의 놀이환경이 입체

도시안으로 흡수됨으로써 이동반경이 좁은 취학전어린이도 접근 및 놀이 지속이 가

능한 후발적놀이환경으로 변모하였으며 도시연결층을 중심으로 짧은 보행반경 안

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준공공공간이 직관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연결되어 있

음으로써 공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 어린이시

설이 입체도시로 조성되어 놀이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 즉 그림38에서 평면도시에

서 입체도시로의 변곡점은 취학전어린이 놀이환경 논의가 기존의 어린이시설 논의

로부터 구분되는 지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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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놀이네트워크의 구조와 도출한 바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었다.

구조

놀이네트워크

공간적 발현 사회적 기획

어린이시설 일반시설 발생시설

개별
놀이
환경

 기존
(remaining) 

놀이거점

후발적놀이환경
(Generated play-environment) 기획놀이환경

(Planned 
play-environment)변형

(modified)
발생

(emergent)
발견

(discovered)

역할 놀이거점 놀이거점, 놀이경로
놀이네트워크환경기획 
토론장/실험장/제작장

기능
놀이, 정보, 
탁아, 교육

놀이, 정보, 탁아, 교육, 상담, 판매, 식사,  
휴식, 정책수집

놀이, 타자교류 놀이,일상,기획

이용
자

부모, 
어린이, 
선생님

모두
(놀이보조자<공공,준공공,민간>,양육자,어린이,선생님,거주자,

통행인)

관계자 
(놀이보조자<공공,준공공>, 
전문가,  어린이, 양육자, 

후원자, 토지소유자, 개발자) 

형태

고정, 
프로토타입

원형적공간요소 활용을 통한 놀이어포던스 확장 다양한 도시시설 활용

원형
원형적 

공간요소의 
추가/변형

원형적공간요소 
재해석

원형적공간요소 
발견

원형적공간요소 재해석

도출

공간적
사회적

평면도시 입체도시

공공/사유공간 혼재 사유공간 준공공공간

경로화, 가변화, 내부화를 통한 접근성 증가 놀이보조자개입

길,경계공간 보행광장,열린매장 토론장

준공공공간의 형성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공간/공공화된 사유공간)

준공공주체의 도입

준공공영역의 확장

표 70  도시설계수법으로서 어린이놀이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첫 번째로 도출한 바는 도시의 어린이 놀이네트워크 구조다. 어린이 

네트워크는 개별놀이환경의 군집으로 이루어진 집합적 영역이다. 개별놀이환경은 

다시 기존놀이거점과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후발적놀이환경, 놀이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기획놀이환경으로 나뉜다. 후발적놀이환경은 그것을 공간적

으로 펜스,바닥,놀이사물,놀이보조자 라는 놀이환경 구성의 원형적 요소로서 분해

할 수 있었으며 이때 사회적 요소인 놀이보조자는 후발적놀이환경을 과거의 놀이거

점 개념으로부터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이었다. 기획놀이환경은 도시를 놀이네

트워크가능한 환경으로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기 위한 토론장, 실험장, 제작장으로

서 역할한다. 

두 번째로 도시설계수법으로서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놀이환경의 

설계요건을 일반화하였다. 먼저 후발적놀이환경은 일상환경으로서 설계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놀이어포던스(Play-Affordance) 디자인을 통해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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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경을 이동경로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놀이환경을 이루는 원형적 공간요소의 

가변화를 통해 놀이환경을 일시적으로 생성함으로써 놀이환경을 양적으로 늘려 일

상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로 놀이환경을 이루는 원형적 공간요소를 

재해석하여 도시공간을 내부화하는 것도 놀이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후발적놀이환

경의 효과적인 설계 가이드로 제안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획놀이환경은 커뮤니티 

허브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전문인력이자 프로그

램으로서 놀이보조자를 개입시켜 기획놀이환경이 적극적으로 도시에 삽입되고 놀

이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획놀이환경을 놀이환경 

제작,실험 가능한 공간을 갖춘 도시시설에 접합시킴으로써 기획놀이환경의 사회적 

놀이네트워크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놀이네트워크의 계획요건을 도출했다.

먼저 준공공주체의 도입이 요구된다. 준공공주체의 활약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의 연결고리(Connector)이자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통해 도시에서 ‘놀이’

의 공공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충족하게 할 수 있게 하며 놀이환경 기획자와 이용자

를 통합시킴으로써 놀이네트워크적 기획제작과 실재 이용의 간극을 줄인다. 이때 

지역 기반형 준공공주체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를 직접 바꾸거나 물리적 변형을 가

하는 대신 도시공간이 공공성을 발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변화하도록 토론의 장

을 마련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 도시의 물리적 변형을 가져오는 사회적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준공공공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방임된 공공공간은 물리적 공간변형과 

커뮤니티설계를 통해 내부화를 이루어 통제/관리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사유

공간은 공공이 사용하는 영역에 대한 설계의 공공성을 높이며 다양한 이벤트를 장

소에 공급함으로써 어린이의 놀이에 관대한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때 도시구

조에 따라 입체도시에서는 공공화된 사유공간인 옥상, 외부보행광장, 내부보행광

장, 공개공지, 그리고 기부채납부지인 공공가로 및 공원이 준공공공간으로서 통합

적으로 계획되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형태를 이루도록 해야 하

며 동시에 그것이 시설의 주요한 동선으로 역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린

이 스스로가 내부외부 공간에 직관적 접근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인식적으

로 통합된 공간이미지를 형성하여 안전하면서도 다양함이 있는 놀이의 장으로서 자

유롭게 도시를 탐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 평면도시에서는 사유공간의 경우 

사회적 계약에 따라 공간 일부를 공공화된 놀이환경으로 변모시키기 용이하도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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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로와 사유공간의 공간적 연결이 개방적이면서 통제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공공공간은 프로그램을 통해 점유의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잠재력을 내장함으

로써 준공공공간으로 변모하여 공간적 놀이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도시설계수법으로서 어린이놀이네트워크의 의의를 도시설계에 관여하

게 되는 관계자별로 도출하였다. 

먼저 취학전어린이에게는 그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놀이환경 선택 기회가 증가하

여 결과적으로 취학전어린이의 도시이용반경을 확장시켰으며, 바깥놀이시간을 증

가시켰고 신체활동의 증가로 이어져 어린이 건강 및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세대교류를 원활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였으며 연속적 도

시 놀이를 통해 어린이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를 인지하고 고향의 기억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자에게 놀이네트워크는 도시이용에서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감시

의 역할을 유희적인 것으로 전환했으며 공공공간의 사용방식에 대한 인식변화를 일

으켰다. 놀이보조자에게 놀이네트워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장치가 되었다. 다른 사용자(상인,거주자,통행인)에게는 구매자

가 다양화됨으로써 이윤이 증대되고 커뮤니티의 감각이 증가하며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으며 공공공간의 사용방식에 대한 인식변화를 일으켰다. 개발자와 토지소유자

에게 놀이네트워크는 주민을 만나고 상담할 기회를 증가시켜 도시 공간개발에 대한 

영감을 얻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이윤을 창출 할 수 있게 되었다. 공

무원에게도 주민을 만나고 상담할 기회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정책과 공공

디자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놀이네트워크가 현대도시의 사회적 요청을 해결하는 도시설

계수법으로서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규명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이를 통해 어린이가 도시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탐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에서 어린이의 활동 가능 영역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다세대의 도시민들이 즐

거움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의 가능성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제까지 도시 곳곳에 개별로 흩어져 이용되던 개별놀이거점을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활용할 수 있도록 현대도시의 어린이놀이환경을 재정의하

고, 이전의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시적 공간 층위부터 거시적 사회 정책까

지 통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앞으로 도시설계적수법으로써 참조할 수 있는 어린이 놀

이네트워크 형성 방식을 도출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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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hild Play-Network as an Urban Design Method

Park, Soram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 Jeon, bong-hee

This study was started from raising problems on how a play, 

children’s daily life is guaranteed in a urban space and on what 

methods to provide children’s play-environments are so that their 

play-environments can be suitable for distinct characteristics of each 

children’s age development in the present situation that publicness 

can be guaranteed as fluidity of modern Korea cities’ local 

communities rises and original children’s play-environments 

disappear and their play environments are relied on private 

provisions.

For solving this, this study judged that methods for urban formation 

that embody collective considerations on cities’ variou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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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paces connecting them as play-environments as well as existing 

urban design methods to identically offer cities regulated bases as 

facilities for only children are necessary. Also, if preschool 

children who haven’t been considered as users of cities is set as 

main users of cities, objects who are the smallest and physically less 

developed can be embraced when urban design proceeds. general adults 

accompanying them can be included into discussions on 

play-environments. Thus, this study judged that this can be developed 

into methodological discussions for urban design segmentalized by age 

as well as universal.  

From the viewpoint of this, this study redefines and structures 

modern cities’ children play-environments so that each 

play-environments which have individually used in city can be 

discussed and utilized from the integrative viewpoint. For doing this, 

this study set ‘child-play-network (play-network)’ as the main 

concept. play-network plays a role in forming cities as places for 

plays that both children and every social member can choose a variety 

of actions by composing the highly interconnected social and spatial 

city system through the play concep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social infrastructure, the macroscopic level and the networked 

physical space, the microscopic level should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wo things were named the ‘social-play-network’ and ‘spatial- 

play-network’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two concepts, This study divided child 

play-environment into the planned-play-environment intentionally 

planned by the social-play-network and the generated-play-environment  

naturally generated by the spatial-play-network. It was because this 

study judged that the play-network that embraces children can be much 

firmer through this division when two play-environments develop 

equally. And then, this study intended to draw direction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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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network should have as the method for urban design based on 

considered results. For doing this, this study intended to structure 

aspects that the two play-networks occur and are utilized, focusing on 

advanced cases. First, there were recent urban projects developed by 

official bodies and quasi-official bodies as cases of the social- 

play-network. And in cases of the spatial-play-network, various urban 

spaces that were used as plays preferred by children were all 

included. 

Analysis materials for the study such as materials for the 

presentation and report and related drawings and literatures and any 

other news and newspapers were us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drew requirements for a design of the play-network by 

generalizing requirements for a design of individual 

play-environments as urban design methods.

First, this study drew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individual 

play-environments. The Generated-play-environment should be designed 

as the daily environment. The first method for doing this is to make 

the play-environment a path through play-affordance design. The second 

method is to make the play-environment be more quotidian by generating 

the temporary play-environment through changing space elements of the 

prototipycal play-environment to portable. The third method is to 

internalize urban spaces by reinterpret space elements of the 

prototipycal play-environment. The planned-play-environment is 

provided as the community hub. The first method for doing this is to 

interven play assistants as a professional worker and program so that 

the planned-play-environment can be actively inserted into the city 

and form a play-network. The second method is to improve func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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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nned-play-environment by combining the planned-play- 

environment and the urban facility which equipped with spaces that the 

play spaces can be produced and experimented.  

Second, requirements for the plan of the play network were drawn as 

the method for urban design. The introduction of quasi-official bodies 

is required. Limitations that occur in developments of private bodies 

and public bodies can be reduced by making quasi-official bodies 

intervene when the play-network led by private bodies or public bodies 

are planned. Next, quasi-public spaces are to be planned. Neglected 

public spaces are changed into controlled and managed spaces by 

internalizing them through physical space changes and community 

designs. Depending on urban structures shapes, in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complex cities, private spaces which are 

used by the public such as a lobby or a roof garden and etc should be 

connected to each other. However, private spaces in flat structure 

cities should be designed so that a part of spaces can be easy to 

change into the public play-environment and so that spatial 

connections between pedestrian road and private spaces can be open and 

easy to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ontract. Public spaces 

in flat structure cities can be changed into quasi-public spaces by 

having play potentials so that frequencies of occupation can rise 

through the program. 

Last, the play-network had positive impacts on different people 

related to the play-environment. In other words, it provided various 

people such as children and fosterers and play-assistants and any 

other users and developers and landowners and government employees 

with possibilities of various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act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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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network has a considerable potential as an urban design method to 

solve the social demands of modern cities. Through the play-network, 

it is expected that children will be able to explore the city actively 

and voluntarily, so that the possibility of children 's activity in 

the city will be expanded, and the environment where the 

multigenerational city people will be able to enjoy and unite is 

expected to occur.

keywords : Child Play-Network, Preschool Children, Social 

Play-Network, Planned Play-Environment, Spacial Play-Network, Generated 

Play-Environment, Play-Affordance, Quasi-Public Realm, Urban Design Method

Student Number : 2013-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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