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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그 동안의 도시환경은 성인지향적인 태도로 조성되어 아이들을 위한 놀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왔었다. 놀이가 사라진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놀

이도 학습으로 간주되며 모험심과 상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에서 국내 놀이터의 경우 양적인 성장은 했지만 여전히 천편일률적인 놀이시

설은 질적인 발전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지금까

지의 연구는 어린이공원에만 한정되어있고, 본 연구에서 새로운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주목한 국내모험놀이터 연구의 경우 사례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스스로 놀이를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험놀이터에서 그 필요성과 방향을 찾으며 앞으로 

국내 놀이터의 대안으로 주목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국내 모험놀이터의 공간적·행태적 이용현황과 보호자의 인

식을 토대로 국내에 적합한 한국형 모험놀이터 도입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다. 해외에 있는 모험놀이터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국내 이용자의 인식과 모

험놀이의 수용범위를 알아보고, 어린이의 행태 조사를 통한 국내 실정에 맞는 

모험놀이터의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연구는 우선 해외에서 국내와 구별되는 모험놀이터의 개념과 사례를 조사하

였다. 다음으로 국내 모험놀이터인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를 대상지로 선

정하여 어린이의 이용행태에서부터 보호자의 인식까지 다루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 행태관찰은 놀이의 지속시간, 놀이의 행태, 보호자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실시하였다. 모험놀이터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인식조사를 위해서 1인 미디어

인 블로그 분석과 설문지, 추가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해외의 모험놀이터에서는 놀이시설 외에 루즈파트(Loose 

Parts)인 놀잇감, 플레이워커라는 놀이지도자,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자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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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통해 모험놀이터를 운영·관리 할 수 있었다. 둘째, 국내모험놀이터의 놀

이시설은 일반놀이시설과 모험놀이시설, 열린 놀이공간으로 나누어서 제공하

고 있으며 해외의 모험놀이터와는 다르게 공간의 확정성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적 특성이 있었다. 셋째, 모험놀이터에서의 이용행태를 보면 어린이

의 놀이 지속시간은 시설물이 아닌 열린 놀이공간에서 더 긴 경향이 나타났

다. 모험놀이시설은 ‘균형잡기’나 ‘매달리기’의 놀이가 차별적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모험놀이시설에서 다른 시설보다 보호자와 어린이의 위치가 가까이에 위

치하였으며 그만큼 어린이의 놀이에 보호자의 개입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였

다. 넷째, 국내 보호자들은 놀이시설의 재질, 크기, 종류로 다른 놀이터와 모험

놀이터를 구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들은 해외모험놀이터에 대한 긍

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불이나 위험도구 제공을 통한 놀이의 수용에 있어서

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모험놀이터의 개선방안으로 크게 모험놀이터의 시설물과 운

영·관리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모험놀이터의 시설물의 경우 첫째, 

장소성을 흐리는 일반놀이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는 대신 모험놀이시설을 다양

화하며 늘려야한다. 둘째, 어린이가 놀이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열린 놀이공

간을 더 확보해야한다. 셋째, 루즈파트의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어린이의 놀이

가 풍부해질 것이다. 모험놀이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첫째, 안정적인 재정 확

보 방안이 모색되어야하며 둘째, 플레이 워커를 두어 어린이가 스스로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험놀이터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호자들이 인식하는 모험놀이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더불어 

주된 이용자인 어린이의 이용현황을 통해 국내에 실정에 맞춘 한국형모험놀이

터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삼는다. 

연구의 한계로 모험놀이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국내에서 모

험놀이터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국내모험놀이터로 선정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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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가 모험놀이터로서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다소 부족하였다. 향후 국내에 

적합한 모험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모험놀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추가

연구와 한국형모험놀이터 가이드라인 설정 등과 같은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주요어 : 모험놀이터, 행태관찰, 인식조사, 한국형모험놀이터, 놀이공간, 놀이터

   학  번 : 2015-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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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도시 어린이의 놀이 감소에 따른 문제점

최근 어린이들은 방과 후 학원 때문에 바빠서 놀지 못한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을 하루 평균 3개 이상 다닌다는 아이가 

42.1%, 2개 다닌다는 아이가 29.8%로 나타났다.1) 이러한 교육에 집중된 어린

이의 일상은 아이들이 야외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 감소로 이어졌다.2) 어린이

의 여가시간 마저도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

으로 나타났다.3) ‘놀이가 교육’이고, ‘교육이 놀이’라는 잘못 된 생각이 놀이가 

본능이자 삶 자체인 어린이를 놀이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4) 

이는 단순히 놀이시간의 감소가 아닌 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인지

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어린이의 행복한 감정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를 함으

로써 체험하게 된다.5) 이를 반영하듯 연세대 사회발전 연구소가 발표한 ‘2016

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

의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놀지 못

한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공격적이며, 무기력한 모습이 자주 관찰된

1) 송현숙, ‘놀이가 밥이다: 아이들, 어릴 적 부모의 20~30% 밖에 못 놀아 노는 법도 달라,’ 경향신문 
2014.02.25

2) 우리나라 초등학생 25%이상이 하루에 1~2시간밖에 여가시간을 갖지 못한다. 휴식을 1시간도 즐기기 
못하는 학생도 17%가 넘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4- 총괄보고서』,서울: 휴먼컬처아리랑. 

3) 우리나라 아동이 주말에 많이 하는 것은 ‘TV 및 DVD시청(61.4%)’와 ‘컴퓨터 게임(48.7%)’이다. 아동들
이 주중에는 55분, 주말 및 공휴일에는 98분 동안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등 상당한 시간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보낸다. 

  권이선, ‘일과표 쫓겨 놀시 간 없어요. TV 스마트폰이 친구’, 세계일보 2016.02.27

4) 황준성, 홍주영(2013). 『놀이터의 반란』, 서울: 지식너머

5) 임형두 ‘심리학자 김태형 놀이 빼앗는 것은 자유 박탈 행위,’ 연합뉴스.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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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놀이의 감소가 가지고 오는 많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국내 어린이 놀

이공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 놀이에 대한 성인지향적 태도로 인한 놀이공간의 획일성  

우리 도시환경은 성인지향적인(Adult-Oriented) 태도도 조성되며 도시에 사

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환경에 대한 관심은 멀어졌다.7) 이러한 도시환경 속에

서 기존의 자연발생적 놀이도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학

습하기 위해서 놀이를 하는 것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국민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다양한 시설에서 어린이를 위해 약 

68,000여 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있다.8) 주택단지에 이어 도시공원

은 9,239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어린이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구

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공원 중에서도 어린이공원의 수가 1,294개소로 가

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9)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공간 제공에도 불구하고 어

린이 놀이 공간의 질적인 발전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놀이공간은 이용자인 

어린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여전히 획일적으로 조성되고 있다.10) 상상놀

이터, 모험놀이터, 생태놀이터 등은 테마만 다르고 결국에 놀이시설은 구성은 

같은 획일적인 놀이공간이다. 

❚ 자연발생적 놀이를 위한 모험놀이터 필요성 증가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이미 34년 전부터 시민주도 아래 ‘플레이파크

(Play Park)’라는 이름으로 모험놀이터가 조성·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모험과 위험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국내에서도 2004

년 SBS 다큐멘터리 ‘세계는 지금 유아교육 전쟁 중’이라는 프로그램에는 해외

6) 송현숙, ‘놀이가 밥이다: 아이들 놀지 못하면 사회비용 커진다,’ 경향신문 2014.03.03

7) 신순호, 박성현, “도시의 모험놀이터 ‘플레이파크’에 관한 고찰 :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하네기 
플레이파크」를 사례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24(1), 2011, p.240.

8) “놀이시설통계,” http://www.cpf.go.kr/front/sub01/sub0102.do (검색일: 2017년 1월 10일).

9)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서울시 공원 현황 통계자료’,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2015년 12말 기준

10) 김원주, ‘이용자의 평가를 통한 어린이공원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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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놀이터를 소개했으며 방송 이래 사람들은 모험놀이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

기 시작하였다.

최근 정부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새로운 놀이공간 만들기 사업과 놀이에 대

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 있으며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놀이 공간의 수요가 증가 할 것이다. 도시환경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창의성과 모험성을 위한 모험놀이터가 국내에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

다. 따라서 국내 모험놀이터에 대한 이용현황과 보호자들의 인식 및 태도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모험놀이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필요

성은 또한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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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모험놀이터의 공간적·행태적 이용현황과 보호자의 

인식을 토대로 국내에 적합한 개선된 한국형 모험놀이터 도입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모험놀이터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의 인식과 모험놀이의 수용범위를 알아보고, 어린이의 행태 조사

를 통한 국내 실정에 맞는 모험놀이터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모험놀이터는 해외에서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시설물 위주

의 놀이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놀이터는 경우 시대의 변

화 속에서 새로운 시설을 늘려가며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다양한 놀이터의 

테마에 비해 그 차별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어린이 놀이와 놀이공간에 대

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현 시점에서 모험놀이터에 대한 이해와 국내 모험놀

이터 도입에 앞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선 해외의 모험놀이터를 살펴본다.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개념

인 만큼 해외의 모험놀이터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호자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및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모험놀이터에 대한 국내 이용

자의 인식을 알아본다. 설문조사는 국내 보호자들이 해외모험놀이터의 서비스 

만족에서부터  모험놀이의 수용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봄으로써 국내에 변

형 적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국내모험놀이터에서의 이용현황을 토

대로 모험놀이터의 특징을 밝히고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기존의 모험놀이터에 대한 연구들은 모험놀이터 사례연

구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조경에서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연구는 어린이공원

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추후에 도시 내 대형공원에서 모험놀이터

의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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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대상지 위치 면적 조성년도

모험놀이터

(아기새의 모험)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3,220m2 2013년

[표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모험놀이터를 운영 중인 서울 월드컵공원 내 모험

놀이터를 대상지로 하였다. 월드컵공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내 놀이터 중 모험을 테마로 조성한 모험놀이터이며 명칭도 ‘모

험놀이터’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놀이터는 대부분이 모험을 테마로 

만들어지지만 시설물의 외관만 차이가 있을 뿐 본래 의미의 모험놀이터는 없

다고 판단하여 국내에서 모험놀이터라고 하고 있는 놀이터를 그 연구 대상으

로 정하였다. ‘모험놀이터’ 명칭을 사용 중인 놀이터는 전국 20개소가 있다.11) 

그 중에 월드컵공원은 도시공원 내 위치한 유일한 모험놀이터(아기 새의 모험)

를 운영한다.12)

둘째,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는 비교적 최근에 조성되었다. 2011년 시유공원

내 테마놀이터 재조성 계획 수립에 따라 2013년 4월에 개장을 하였다.13) 

셋째, 놀이터는 기존의 놀이터에 비해 넓은 면적을 제공한다. 모험놀이터를 

정의하는 구체적인 넓이의 규정은 없지만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면적이 해

외의 모험놀이터와 면적이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놀이터가 제공하는 

약 3000m2의 놀이공간은 일본의 플레이파크의 공간과 비슷한 크기를 제공하고 

있다.

11) 전국의 놀이터 중 모험놀이터의 명칭을 사용 중인 놀이터는 20개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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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모험놀이터는 국내 놀이터 중 모험놀이터의 명칭을 

사용 중인 공간으로 한정하였다. 현재 국내 모험놀이터 중 해외의 운영 중인 

모험놀이터에 가까운 개념을 가진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명칭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해외모험놀이터’는 유럽에서 시작하여 사용

되고 있는 본래의 유럽식 모험놀이터를 말하며 ‘국내모험놀이터’와 ‘모험놀이

터’는 국내에 들어와서 변형이 된 현재의 모험놀이터를 의미하여 사용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현장 답사 및 인터뷰를 진행한 2016년 8월부터 11

월 사이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어린이는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14)하지만 4세부터 10

시 설 번 호 시 설 명 설 치 장 소 

556881 부천옥길 LH 1단지 모험놀이터(104동 앞) 주택단지  

555920 강남더샵포레스트 어린이놀이터(모험 놀이터) 주택단지

554011 LH 배꽃마을 4단지(모험놀이터) 주택단지

547032 고은산 모험놀이터2 도시공원

554684 모험공원 2층 놀이터 놀이제공영업소 

544683 모험공원 1층 놀이터 놀이제공영업소

540354 모험어린이공원 (4호어린이공원 놀이터)  도시공원

532031 모험놀이터 도시공원

526379 광교 A-3블럭 대림아파트 모험놀이터(8502동) 주택단지

515771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모험놀이터 도시공원

511182 프라이어팰리스아파트 모험놀이터 119동 주택단지

34580 모험공원놀이터(어린이공원 7호) 도시공원 

33540 고은산 모험놀이터1 도시공원

27610 배모험놀이터 주택단지 

24148 모험의나라놀이터 도시공원

23644 푸른마을 포스코더샾 2차아파트놀이터3(모험놀이터) 주택단지 

21901 모가엘가아파트 102동앞 모험놀이터 주택단지

17975 원곡 푸르지오8차 801동 앞(모험놀이터) 주택단지

14074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모험동산) 주택단지

4921 장천대동다숲아파트 모험놀이터 주택단지

[표 1-2] 국내 모험놀이터 현황

(출처: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12)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모험의 나라 놀이터는 시설의 노후화로 2016년 9월20일까지 철거된 상태이다.

13) 푸른도시국, 『2014 시유공원내 테마놀이터 재조성사업 추진계획』(서울: 서울특별시, 2014).

14)「아동복지법」제3조 1항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 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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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자의 도시공원 내 어린이의 연령을 파일럿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관측되는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으로 하였다. 연구

에서 말하는 보호자의 경우 어린이와 동행한 부모님, 보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단체를 인솔한 교사를 포함한 선생님으로 지정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모험놀이터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해외모험놀이터 대한 개념과 

이해하며 국내와 해외모험놀이터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 현장분석을 통해 모험놀이터가 가진 공간

적 특징을 밝히고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행태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1인 미디어인 블로그에 나타난 모험놀이터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인

식을 분석한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국내모험놀

이터에 대한 만족도와 해외모험놀이터 서비스 및 위험놀이에 대한 수용범위를 

조사하여 모험놀이터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고시 제2007-33호)의 부속서 12, 어린이놀
이기구”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
으로 신체발달,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 물로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
구,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정글짐 등을 들 수 있으며, 철봉, 평균대, 늑목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이더라도 어린이 놀이기구와 동일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 
기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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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미디어 분석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끼리 소통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

으로 개인 SNS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공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지, 장소에 자신만의 생각과 인식을 알아보기 간편한 도구로 작용

하고 있다. 실제로 각 장소에는 그곳의 물리적 특징뿐만 아니라 ‘체험된 대상’

이 있으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주체로부터 부여된 의미와 가치를 포

함하게 된다.(이석환, 황기원,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를 분석을 진행하였다.15)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단어인 ‘모험놀이터’와 구체적인 장소인 ‘월드컵공원’

을 검색어로 지정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 검색일인 2016년 11월 10일 기준 

으로 총 13,012건이 검색되었다.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장소성이 나타나지 

않은 홍보성 글, 체험단의 글, 전문가의 글 등은 제외하였다. 이중 장소감이 

나타난다고 사료되는 288건의 블로그를 표본으로 선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렇게 검색된 블로그에서 모험놀이터에 대한 소감 및 평가를 통해 장소감 및 

모험놀이터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고 그것을 분석하였다. 

15) 2016년 6월 21일 기준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점유율 순위는 네이버(82.17%), 다음(15.22%), 줌
(1.04%), 구글(0.95%)로 이어진다. (출처: Interne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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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행태관찰 방법 

국내 모험놀이터의 이용현황 및 특징을 밝히기 위해 행태관찰을 진행하였

다. 행태 관찰은 질적 현장연구로써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모습을 연구자

가 직접 관찰하여 이용자의 활동에 의미를 가지는 방법론이다. 행태관찰은 사

람들에게 통제를 가하지 않는 자연관찰, 필요시에 따라 통제를 가하면서 관찰

하는 통제관찰 그리고 관찰자가 참여를 하는 참여관찰로 나눌 수 있다. 각각

의 관찰법은 참여자가 연구 관찰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설명 후 관찰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개관찰과 비공개관찰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1] 행태관찰의 유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1-1]의 자연관찰법을 선택하되 관찰하는 어린이

가 연구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비공개 관찰을 선택하였다. 어린이의 경우 관

찰자의 개입에 따라 놀이를 하는 아이의 시간이나 행태가 달라질 수 있고, 관

찰자가 놀이의 유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관찰할 때는 별도의 

조작 없이 자연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이 적합하다 (신미숙, 2010). 단 보호자

의 경우는 공개관찰을 한다. ‘아동발달연구회’의 윤리적 표준에 따라 보호자에

게 연구의 과정과 진행상황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며, 참여를 중단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인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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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방법 

관찰 기록 방법으로는 이벤트표집 (Event Sampling), 시간표집 (Time 

Sampling), 표적시간표집 (Target Time Sampling)으로 나눌 수 있다.16) 이벤트

표집은 관찰자가 관찰하려는 활동을 정해서 행동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다. 시간표집은 관찰자가 정한 특정 시간 (e.g. 1시간마다 10분 동안, 하루 한 

시간)에 일어나는 행동을 사실적으로 서술한다. 표적시간표집은 관찰자가 정한 

특정한 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행동들만 기술을 한다. 단 특정한 시간 전 

후에 일어난 행동은 전부 무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놀이지속 시간, 어린이의 놀이행태, 어린이와 보호

자의 위치 세 가지 관찰에 주안을 두어 진행한다. 어린이들이 계획에 정해진 

행동 발생 여부와 지속성만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표적표집법을 통해 

정해진 시간동안 어린이와 보호자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관찰 지점은 전반적인 행태현황이 다 보이는 오픈된 공간에서 실시한다. 월

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경우 보호자들이 놀이터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된 2층 휴게데크에서 관찰을 실시한다.

놀이지속 시간의 관찰은 모험놀이터 내의 각 시설물이나 공간에서 지정된 

시간동안 동영상을 촬영해 영상을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행태기록은 1시

간 간격으로 어린이의 보호자의 위치 그리고 놀이행태를 기록한다. 이때는 놀

이행태의 관찰은 관찰지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며 정해진 목록 내에 

발생한 행태를 표시하며 위치를 함께 표시한다. 관찰 대상은 취학, 미취학, 보

호자로 나누어 관찰한다. 단 놀이행태의 관찰은 성별도 구분하여 표시한다. 직

접관찰의 경우 사실상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찰의 기록이 정확한 어린

이 이용자수를 나타내지는 못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행태가 주로 어느 위

치에서 일어나는지 정도의 현황파악에 의의를 둔다. 

16) 장휘숙, 한건환(2005). 『제2판 아동연구방법』, (서울: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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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시기  

조사 시기는 날씨가 맑은 날을 선정하여 평일 5회, 주말 7회를 답사하였다. 

관찰 시간은 어린이의 이용률이 높은 시간에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평일은 오

후 15시~18시 주말은 오후 12~18시에 실시하였다.17) 아이들의 이용률이 상대

적으로 낮은 평일의 경우 1시간 마다 총 3회 관찰을 하였으며 주말의 경우 1

시간마다 실시하여 총 6회의 관찰을 진행하였다. 

구 분 내 용

관찰 기법  직접관찰법

관찰의 공개 비공개(어린이), 공개(보호자)

관찰 기록 방법 기록지, 사진촬영, 비디오촬영 (아이폰)

관찰 시간 시간: 평일 오후 15시~18시, 주말 오후12시~18시

관찰 일시

10월 8일 토요일, 10월 15일 토요일, 10월 20일 목요일, 

10월 21일 금요일, 10월 22일 토요일, 11월9일 수요일,

11월 10일 목요일, 11월 12일 토요일, 11월 13일 일요일, 

11월 19일 토요일, 11월 25일 금요일, 11월 27일 일요일

[표 1-3] 이용행태 조사방법

[그림 1-2] 어린이 행태 기록 방법

  

17) 강영재 외 2인,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의 창의 놀이 행태 분석 연구”「한국조경학회지」, 2012,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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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및 설문조사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보호자가 모험놀이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알아

봄으로서 보호자나 이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공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설문조사는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에서 제공하는 시설과 공간에 대한 만족

도를 조사한다. 해외모험놀이터의 도입을 앞서 국내 이용자인 보호자의 인식

과 해외모험놀이터에서의 서비스와 놀이의 수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인식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장을 기본으로 진행하였으며, 단 어린이놀이터

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온라인에서도 함께 진행하였다. 온

라인 설문지인 구글 설문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18) 응답자의 경우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를 한번이라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에 한정해

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에서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 

관련 블로그 글을 포스팅한 504개의 글 중 중복을 피해 193명에게 메일 보냈

다. 그 결과 46명이 응답하였다. 현장 설문조사의 경우 11월 9일부터 11월 19

일 동안 총 6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64명이 응답을 해주었다.

설문의 분석은 SPSS 23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8) 구글 설문지 제공 서비스를 활용한 설문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v9d7rP9VN
V6B7aCV0sZImMN4JM202F1osDXts3UNggWC0h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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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흐름

연구과정 연구의 내용 연구방법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헌연구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흐름 

선행연구 검토

▼

제2장

이론적

고찰

놀이에 대한 이해 문헌연구

관계자연락

(이메일)

해외모험놀이터에 대한 이해 

해외모험놀이터의 사례검토 

▼

제3장

공간적 

특징 및 

행태분석

모험놀이터 공간계획 분석

현장조사

모험놀이터 행태적 분석 

▼

제4장 

보호자

인식조사

1인 미디어에 나타난 모험놀이터의 인식 

블로그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모험놀이터 보호자 설문조사 

인터뷰를 통한 인식 분석

▼

재5장

결론

국내모험놀이터의 개선방안

문헌연구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도출

[표 1-4] 전체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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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크게 어린이 놀이터 개선 및 활성화 관련 연구와 놀

이행태에 관한 연구, 위험놀이와 모험놀이공간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의 놀이와 놀이공간을 다룬 유아교육, 환경디자인, 보건, 조경. 

건축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1. 놀이터 개선 및 활성화 관련 연구

연  구  명 저자, 연도 

어린이 놀이터와 놀이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이숙재, 1994

공동주택단지 놀이시설의 사용자 이용특성을 고려한 계획에 

관한 연구
박인희, 2009

도시의 모험놀이터 ‘플레이파크’에 관한 고찰: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하네기 플레이파크」를 사례로
신순호, 박성현 2011 

Playground Safety and Quality in Chicago

Allen, E., Hill, A., 

Tranter, E., Sheehan, 

K.,  2013

아동복지제고를 위한 아동의 놀이활동 기반 놀이활동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이준민, 2014

[표 1-5] 놀이터 개선 및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이숙재 (1994)는 기존의 연구가 양적인 연구로 놀이터의 디자인이나 놀이시

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 착안하여 참여관찰을 통해 물리적 환경 및 

놀이터 이용자의 특성, 놀이시설물이 놀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질적 연구

법으로 보았다. 그 결과 Kritchevsky, Prescott, Walling (1979) 실외놀이터에서 

빈터가 무한한 잠재공간(Potential Units)으로 활용됨을 직접 관찰을 통해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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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희 (2009)는 변화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서 어

린이 놀이터의 사용실태와 이용특성 및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에 따른 놀이공간의 제공의 필요성과 연령별 영역의 구분, 공간배치가 요

구되었다. 놀이터의 놀이기구의 다양성 확보와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공간 확

보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신순호, 박성현 (2011)은 도시화에 따른 자연발생적 놀이의 쇠퇴에 따라 아

이들의 놀 수 있는 공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조성된 ‘플레이파크’를 통해 

국내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플레이파크의 장소적 특징(위치, 

면적, 공간적 특징, 시설배치, 도구), 이용현황(이용자수, 이용자 연령층, 놀이

내용), 운영구조(운영시스템, 운영연대), 운영내용과 방법(재정, 안전, 프로그램, 

보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Erin et al. (2013)은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놀이터가 어린이의 신체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근거로 3년에 걸쳐 미국 시카고의 도시공원 놀이터를 

평가하였다. 놀이터를 연령별 적합한 디자인, 낙하높이, 시설유지, 그리고 활동

환경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그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놀이터의 경우 낙하

높이와 시설유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했다. 추가로 지적한 놀이터 부족한 예

산의 경우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차원에서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하

였다.

이준민 (2014)은 아동 복지차원에서 효율적인 놀이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아동의 평가와 요구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아동의 놀이활동 유형을 사회

-신체-경쟁 놀이활동, 사회-인지-모의형 놀이활동, 사회-인지-기회형 놀이활동

으로 나눈 후 각 유형에 따라 놀이공간이 요구되는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추

가로 각 유형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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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놀이행태 관찰 관련 연구 

연  구  명 저자, 연도 

어린이공원 이용행태 조사·분석: 대구광역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김용수, 이동훈, 박찬용, 

2006

Where Do the CHildren Play? The Influence of Playground 

Equipment on Physical Activity of Children in Free Play 

Farley, T. A., 

Meriwether, R. A., 

Baker, E. T., Rice, J. C., 

Webber, L. S., 2008

Park-Based Physical Activity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Floyd, M. F., Bocarro, J.  

N., Smith, W. R., et al.,  

2011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의 창의놀이 행태 분석 김요섭, 2013

모험성 측면에서 본 어린이놀이공간 분석연구 김현정, 2014

[표 1-6] 어린이 놀이행태 관찰 관련 선행연구 

김용수, 이동훈, 박찬용 (2006)은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의 행태를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추적 촬영하여 이용자의 동선, 체류시간, 이용 행태를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저학년과 고학년의 이동행태가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반적으

로 10~20분 정도의 체류시간을 보였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동선이 길고 

성별로 각 시설별로 이용률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이

용행태를 파악하여 공간의 이용률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써의 차별성을 가졌

다. 

Farley et al. (2008)은 어린이의 놀이기구 사용 방법이 어린이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에 입각하여 2학년에서 8학년 학생을 놀이기구의  양이 다

른 5곳에서 관찰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는 더 많은 놀이기구가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놀이가 관찰되었다. 특히나 농구장이과 같은 놀이시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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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좀 더 활발한 놀이를 보였다. 따라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더 다양한 

놀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Floyd et al. (2011)은 SOPARC (The System for Observing Play and 

Recreation in Communities)의 행태관찰 방법을 가지고 공원 내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동반자, 공원, 생활권의 특징,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신체활

동 등 요인으로 나누어서 2712명을 대상으로 밝혔다. 그 결과 신체활동을 증

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요인과 디자인 요소의 고려가 필요함을 밝혔다. 

보호자나 부모가 보이는 곳의 아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신체활동이 

무려 3.67배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요섭 (2013)은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을 통해 조성된 어린이공

원에서의 어린이 놀이 행태를 통해 창의놀이 유형을 정리하였다. 창의적인 행

태는 복합놀이시설보다 일반 놀이시설(그네, 흔들말, 시소 등)에서 더 빈번하

게 발현되었으며 복합놀이시설이 상대적으로 창의적 함양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결론 내렸다. 놀이시설별로 관찰되는 창의놀이 행태를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융통성, 상상력에 따라 유형을 나누었다. 

김현정 (2014)은 국내의 놀이공간이 ‘자연발생적 놀이’가 아닌 정해진 방식

으로 놀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고 모험적인 요소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어

린이놀이공간에서의 어린이의 행태관찰을 통해 어떤 놀이행태가 일어나는지를 

밝혀 시설의 다양성 보다는 어린이의 재미와 모험적인 특성에 기반한 놀이공

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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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놀이와 모험놀이터 관련 연구  

연  구  명 저자, 연도 

Outdoor Play: Does Avoiding the Risks Reduce the Benefits?
Little, H., Wyver, S., 

2008

Reintroducing Adventure Into Children’s Outdoor Play 

Environments
Staempfli, M., 2009

Children’s Risky Play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The 

Anti-Phobic Effects of Thrilling Experiences

Sandseter, Ellen B.H., 

Kennair, Lief E. O., 

2011

Outdoor Play and Learning in Early Childhood from 

Different Cultural Perspectives 

Prince, H., Allin, L., 

Sandseter, Ellen B. H., 

Arlemalm-Hagser, E., 

2013

유아의 위험성 감수놀이를 위한 실외환경의 특성: 영국의 유

아원을 중심으로
곽정인, 나귀옥, 2016

[표 1-7] 위험놀이와 모험놀이터 관련 선행연구

Little, Wyver (2008)는 위험성을 감수한 야외놀이는 어린이의 신체한계를 시

험하게 하며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점에

도 호주에서 위험놀이가 감소하고 있는 5가지 원인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크

게 신체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위험한 놀이

에 대한 인식 부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위험을 적절히 다

루는 방법이 그 위험요소를 찾아서 없애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Staempfli (2009)은 보호자들이 위험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사이에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모험놀이터가 아이의 감성

과 사회성 신체발달을 고르게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제안을 하였다. 

Sandseter, Kennair (2011)는 위험한 놀이를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바라보

며 어린이에게 적당한 위험한 놀이는 신체와 정신발달에 중요하다고 하며 아

이의 위험으로부터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험한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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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아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하였다.  

Prince et al. (2013)은 서양의 어린이의 야외활동 감소와 함께 어른의 관리

감독의 증가에 주목하여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와의 놀이환경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가 좋아하는 환경(Child-Friendly Environment)의 필요성을 말

하며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어린이의 자연발생적인 놀이가 증가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곽정인, 나귀옥 (2016)은 영국의 위험성 감소놀이에 대한 실외환경에서의 실

체를 파악하여 국내 적용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유아기의 위험성 

감수의 경험은 나중에 또 다른 위험을 만날 때 이를 다룰 줄 알고, 안전을 인

지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의 유아원을 참여 관찰한 결과 영국의 실외환경은 

다양한 지형과 교수의 시선에서 벗어난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그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설과 도구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실외공간에는 위

험성 경험을 지지하며 자연적이고 도적적인 환경 제공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신순호, 박성현 (2011)은 도시화에 따른 자연발생적 놀이의 쇠퇴에 따라 아

이들의 놀 수 있는 공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조성된 ‘플레이파크’를 통해 

국내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플레이파크의 장소적 특징(위치, 

면적, 공간적 특징, 시설배치, 도구), 이용현황(이용자수, 이용자 연령층, 놀이

내용), 운영구조(운영시스템, 운영연대), 운영내용과 방법(재정, 안전, 프로그램, 

보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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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차별성 

국내 모험놀이터에 대한 연구를 보면 5건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마

저도 신순호 (2011)가 연구한 일본의 모험놀이터인 ‘플레이파크’ 고찰이 가장 

최근 진행된 연구이다. 그 이유로는 아직도 국내의 도시환경은 놀이가 가진 

가치보다 놀이마저 교육으로 둔갑시키려는 어른들의 태도로 계획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30년 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놀이에 대한 가치를 알고 모험

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놀이와 놀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는 모험놀이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모험놀이터에 대한 단순히 사례조사를 통한 연구가 아닌 국내 모

험놀이터에서의 실질적인 이용행태를 통해 이용현황을 알아보았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뿐만 아니라 인식조사를 통해 앞으로 모험놀이터의 개선방향을 제

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추후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험놀이

터의 확대와 개선을 위해 기초자료로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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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어린이 놀이의 이해 

1. 놀이의 정의

본 연구에서 다루는 놀이는 지극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싶

을 때, 하고 싶은 장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유로운 조건에서 생겨난다. 놀

이는 내적 욕망의 표현이다. 어른들의 놀이는 레크리에이션의 형식으로 차별

성을 가진다. 자유롭게 선택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재생

(Recreation)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격렬한 운동경기부터 앉아서 하는 게

임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지만 이 역시 특정 시간에 어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어린이의 놀이도 규칙의 틀 속에서 일어나며 매우 복

잡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흐르는 물에서 종이배를 가지고 시합을 하다가 

한 아이가 손으로 미는 바람에 다른 아이가 화를 내며 지키려던 규칙을 바꾸

기도 하고 취소 할 수 도 있다. 또 결국에는 둘이 더 이상 놀지 않겠다고 하

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놀이는 현실을 따르지 않는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기발

할 정도로 독특하며 상상의 세계에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즉 결말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만드는 사람에 달려 있다. 놀이는 활동적이지, 

정지된 것이 아니며 공간과 시간을 넘어 활동이나 사고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나타난다.19) 놀이를 통해 주위 집중하는 것은 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19) Saralea Chazan, Profiles of Play, 유미숙, 이영애, 윤소영(역), 『놀이프로파일』(시그마프레스, 201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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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놀이의 범주  

놀이활동의 범주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중복될 수도 

있다. 

놀이활동의 범주 활동 종류 활동의 예

감각활동  
감촉과 같은 물건의 감각적 특성에 

기반을 둔 행동 

베개 모서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기

대근육활동 신체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
뛰는 것, 기어오르는 것, 공 

던지기 

탐색활동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난감 

탐색하기 
상자 안의 내용물 탐색 

조작활동
성취하고자 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조작하기
블록 쌓기

분류, 정렬 활동 장난감을 분류하고, 정렬하기 차를 한 줄로 세우기

인과관계 활동
놀이재료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내고 두 사건 간에 관계를 만들기
경사를 변화시키며 공을 굴리기

문제해결 활동
발달된 수준으로 조작하며 

어린이가 원하는 결과 얻기

모래를 쌓아 원하는 모양 

만들기

건설활동 물건의 전체 혹은 부분을 만들기 탑과 집 만들기

모방활동
실제 사용하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재현
체온계를 가지고 체온을 재기

외상적인 활동 
특정한 주제를 반복, 표현된 

감정에 압박, 불안과 슬픔 담김
보호자에 대한 순간적인 비난

상상활동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며 매우 

과장되어 표현
할머니로서 역할을 하는 척하기

게임놀이활동 규칙과 구조화된 게임하기 체스, 바둑, 보드게임하기

미술활동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그림과 색칠하기
그림그리기

[표 2-1] 놀이활동의 범주

(출처: Saralea Chazan, 앞의 책, p.2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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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별 놀이행태

피아제(Piajet)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어린이를 연령에 따라 분류가 가능

하며 사고와 신체능력은 단계적으로 발달한다고 했다. 그는 어린이의 인지발

달을 크게 감각운동기(0~2세), 전조작기(2세~7세), 주체적 조작기(7~11세), 형식

적 조작기(12~15세)로 나누었다.20)

❚ 2세~4세까지 : 상징적 놀이 단계

이 시기에 유아는 사물을 표현하는(상징하는) 새로 나타난 기술에 동화되는 

방법을 가지게 된다. 즉 이시기에 유아는 상징하는 사물의 구별이 가능하게 

된다. 한 예로 한 아이가 베개와 비슷한 천을 가지고 그것을 움켜쥐고 손을 

빨았다. 그 뒤 크게 웃으며 누워서 자는 시늉을 하였다면 그 유아는 베개에만 

적용했던 도식들에 천 조각을 동화시킨 것이다. 소꿉장난도 마찬가지로 무엇

을 가장하는 상징놀이의 하나이다. 상징놀이는 어린이의 경험에서 나오며 그 

욕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어른들이 가져보는 공상과 같은 기능을 

어린이에게 주는 것이다. 일종의 소원성취이다. 4살까지의 어린이는 자신에 몰

두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활동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놀기는 하지만 주로 개인적이다. 즉 이 시기에 다른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것

은 사회활동이 일어날 후를 대비하여 좋은 과정이다. 2~4세 유아는 사물이나 

사건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유아는 모방을 통해 정신적 상징들을 

만들어낸다.21)

❚ 4세~8세까지 : 모험놀이 단계

이 시기에 유아는 늘어나는 논리적 개념으로 자신을 경험을 조직화한다. 아

직까지도 논리적이지는 못 하지만 자신의 직관과 현실이 접하도록 시도한

20) Herbert Ginsburg, Sylvia Opper, Piaget’s Theory of Intellectual Development, 김정민(역),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학지사, 2006), p. 45

21) Herbert Ginsburg, Sylvia Opper, 앞의 책,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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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시기의 언어적 특징으로는 의사소통적 언어와 비의사소통적 언어가 나

타난다. 그 중에서 비의사소통적 또는 자기중심적(Egocentric) 언어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반복(Repetition)으로 들은 것을 흉내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 독백(Individual Monologue)으로 아이가 혼자 있을 때 길게 말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는 집단적 독백(Collective Monologue)이다. 집단

이 있을 경우 한 아이가 혼잣말을 하고 다른 아이는 듣지 않는 상황을 말한

다. 의사소통적인 사회적 언어가 보이기 시작하며 듣는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

면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시도한다. 유아의 사회적 세계가 커지는 시기로 다른 

아이들을 의식하며 행위의 모방이 나타난다. 7세 미만의 아동들은 게임의 규

칙을 신성하고 어길 수 없는 것으로 믿지만 실제 규칙을 잘 따르지는 않는다. 

반면, 연령이 높은 아동은 규칙은 잘 따르지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는 전이의 단계로 상상과 현실세계, 직관과 논리의 세계, 혼자와 사회적 

협동 사이의 전이 단계이다.22) 

❚ 7세~12세까지 : 구체적 기능단계

이 시기에는 사고가 지각이나 행동으로부터 점차 분리가 일어나며 경험을 

분류한다. 이때부터는 규칙에 맞추어 놀이를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는데, 체계

적인 사고유형의 발달이 더욱 복잡한 사회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관점도 인정하게 된다. 규칙이 

있는 대부분의 놀이를 다른 아이와 함께 공유하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상호

책임을 인정하며 받아들인다. 어린이끼리의 사회적인 협동을 하는 단계로 그

룹 활동과 팀 작업이 가능해지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이 시기에는 구체적

인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이 많아진다. 어린이는 몸소 보고 만지고 느

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호기심은 직접 경험에 의해 가장 만족된다.23)     

22) Richard Dattner, Design for Play, 김정태(역), 『어린이 놀이환경 디자인』(기문당, 1989) pp. 32~3, 
권영경, 『숲 유치원 조성계획을 위한 기본설계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
사학위논문(2012), p.25에서 재인용

23) Richard Dattner, Design for Play, 김정태(역), 『어린이 놀이환경 디자인』(기문당, 1989), p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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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 놀이기구 및 시설물의 유형 

놀이기구란 주로 실외에서 사용되는 이동 가능한 기구를 의미하며, 놀이시

설물은 실외놀이터에서 바닥에 고정되어 설치된 것을 뜻한다.24) 이러한 어린

이놀이시설은 [표 2-2]와 같이 다시 크게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눠진다. 놀이

시설로의 예로는 미끄럼틀, 시소, 정글짐, 그네 등에서부터 철봉, 평행봉, 늑목

과 같은 체육시설까지 포함하게 된다. 체육시설의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와 같

은 공공의 공간에 위치하면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간주한다.  

유  형 놀이시설 

고정식

동적 놀이시설

진동계 그네, 공중놀이기구

요동계 시소

회전계 회전놀이기구 

정적 놀이시설

현수 운동계 정글짐, 철봉

활강계 미끄럼틀

등반계 정글짐, 사면오르기

수직계 능목

수평계 수평대

조합놀이시설 조합놀이대, 미로, 놀이벽, 조작놀이대

이동식 구성 놀이
상상력, 창조력, 구성력을 통하여 조립하고 제작하는 종류의 

놀이

[표 2-2] 어린이놀이시설의 종류

(출처: 김요섭,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의 창의놀이 행태 분석』,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p32)

 

24) 이숙재,.『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2014),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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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모험놀이터의 이해 

1. 모험놀이터 정의

해외의 모험놀이터는 정해진 공간 내에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5) 해외모험놀이터에서는 어린이가 놀이 공간 또한 스스로 만

들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놀이터와 차이점이다. 해외모험놀이터에서는 고정된 

놀이시설을 통해 놀이를 제공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시설을 통해 어린이가 자연

발생적인 놀이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 때로는 이런 놀이가 위험성을 동

반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린이가 스스로의 위험으로부터의 지각을 통해 자신

의 한계를 인정 혹은 극복하고 도전함으로써 자신들의 미래 삶의 탄력성을 키

우게 하는 목적에 있다. 

해외의 모험놀이터에는 고용된 사람들이 어린이 최대한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나서 지도한다. 모험놀이터에서 제공하는 놀이는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신체나 정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형태의 놀이가 일어난

다. 해외모험놀이터는 플레이워커 혹은 플레이리더 라는 고용된 관리자가 있

는데 그들은 어린이가 도구나 재료를 가지고 놀 때 안전하게 감독을 하며 서

로 함께 놀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하지만 플레이워커는 결코 어린이 놀이의 영

향을 줄 정도로 큰 개입이 아니라 대부분은 어린이의 요청에 의해 지도하는 

정도이다. 

해외모험놀이터의 시설은 다 만들어 진 시설은 없으며 정해진 놀이 방법 또

한 없다. 어린이들 스스로 놀이를 만들며 도구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모험

놀이터의 환경은 어린이가 다른 또래와 어른들과 사회성을 키워주는 좋은 역

할을 한다. 어린이들은 합께 협력하며 놀이공간을 변형하며 협동심을 기른다.  

유럽 내의 모험놀이터는 지역 커뮤니티와 기업들의 기부를 통해 운영이 된

다. 펀딩, 놀이지도자의 채용, 과도한 안정성에 대한 사회 인식 때문에 모험놀

25) Harry Shier, 『Adventure Playground an Introduction』 (London: National Playing Fields Association, 
1984), p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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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도입은 해외에서도 성공과 실패를 맛보았다. 이러한 실패 사례에도 불

구하고 유럽에서는 10~15년 전부터 모험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지역과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Chilton, 2003). 

2. 모험놀이터의 역사

 모험 놀이터(Adventure Playground)는 Emdrup, 코펜하겐의 덴마크에서 처

음 도입된 개념이다. 처음 목적은 도시아이들에게 적합한 야외 놀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덴마크 조경가 쇠렌센은 모험놀이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행태의 모험놀이터를 분류하였다. 쇠렌센은 어린이의 행태관찰 결과 

아이들은 어디든지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지정된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싫어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Frost 2006). 즉 어른들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놀이

터에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험놀이

터의 개념이 생겨났으며 어린이가 공간의 소유욕을 느끼고 스스로 자연발생적

인 놀이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조성 되었다. 이렇게 첫 모험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폐자재 놀이터’(Junk Playground)가 1943년에 시작되었다. 첫 플레이

리더인 John Bertelsen은 놀이가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지식

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린이는 스스로 디자이너가 되고 건축가가 되어 자신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야한다고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Brett 1993).

이 같은 모험놀이터는 유럽 전 지역으로 확장은 Lady Allen에 의해 영국 모

험놀이터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첫 모험놀이터는 1948년 Camberwell, 

런던에 위치한 곳으로 폭탄이 떨어진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도로에서 벗어나 

아이들이보다 안전하게 놀 수 있었다. Drummond Abernethy는 놀이 공간 협

회 장관은 Lady Allen의 생각을 영국 내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으며 그는 폐자

재 놀이터에서 모험놀이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초기의 모험놀이터는 오래가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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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유럽의 초기 모험놀이터

(사진 좌: Camberwell 폐자재 놀이터 (1948년 6월5일) 우: Crawley 폐자재 놀이터 (1955년) 

출처: Kozlovsky(2007) ) 

그 후 영국에서는 런던 모험놀이터 협회(London Adventure-Playground 

Association)가 1971년 생기며 61개의 모험놀이터가 1973년까지 늘어났다. 이를 

이어 장애인 모험놀이터 협회(Handicapped Adventure Playground Association)

가 추가되며 1970년 첫 “무장애 모험놀이터”가 소개되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협회는 Kids Active에서 KIDS로 명칭이 바뀌어 여전히 운영 중이다. 

현재 2015년까지 유럽에는 1000개가 넘은 모험놀이터가 운영 중이며, 특히

나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3. 모험놀이터 필수요소 

영국의 Play England 비영리단체와 아동, 학교, 가족 부서(th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ESF)는 지역 관계자들의 모험놀이터 설

치 가이드라인으로써 [표 2-3]을 모험놀이터의 필수요소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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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의 자발적인 표현
놀이의 본능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함 

(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됨)

2. 어린이의 선택에 의한 폭넓은 놀이의 종류
놀이터는 어떠한 놀이의 종류가 실현되도

록 가능성 열기

3. 신체 사회 감성 상상의 공간 

다른 곳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신체적 정

신적 경험, 사회성을 기르고 상상력을 키

우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  

4. 놀이신호(Play Cues)의 자유로운 흐름

놀이의 전체과정(Full Play Cycle)에 기여 

놀이를 아이는 놀이신호 (Play Cues) 자신

만의 용어로 표현

5. 놀이의 과정을 보호하는 공간 
어린이가 놀이를 통해 창조한 것을 다시 

이어서 놀이할 수 있는 공간 제공 

6. 풍부한 놀이 환경 

야외놀이공간: 도전적인 놀이 구조, 조용

하게 휴식공간, 자연과 식물을 심어 놓은 

공간, 물과 모래의 놀이 공간, 스포츠 공

간, 놀이도구 보관공간 등

실내놀이공간: 화장실, 주방, 도구 저장소,

놀이재료 등

7. 어린이가 참여하는 공간
너무 과한 디자인의 놀이터가 아닌 어린

이가 자유롭게 만들고 변형이 가능함 

8.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에 위치 

성공적인 모험놀이터는 지역 커뮤니티에 

의해 장소선정에서부터 계획, 발전, 자원

봉사 모집 등에 참여함

9. 스태프(Staff) 
 디자인, 건설, 관리, 시설유지 등을 자격

을 갖춘 플레이워커나 팀이 필요 

10. 폭넓은 접근성
장애와 비장애, 여자아이, 남자아이, 소수

자들 모두에게 열린 공간

11. 3가지 무료(Free) 제공 
무료개방, 자유로운 출입, 자유로운 놀이 

선택이 보장됨

12. 위험성과 도전정신
위험성 놀이와 도전적인 놀이에 대한 인

식과 경험으로 스스로 터득함 

[표 2-3] 모험놀이터 12가지 필수요소

(출처: Mick Conway, 『Developing an Adventure Playground: the Essential Elements』, (London: Play Englan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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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워커 

모험놀이터 성공의 필수 요인으로 플레이워커의 역할을 뽑을 수 있다. 플레

이워커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으로 플레이워커의 노력으로 어린이들은 안

전하게 놀이에 대한 잠재력을 표출하며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모험놀이를 즐길 

수 있다. 플레이워커 직원 수에 따라 모험놀이터의 운영시간(평일 방과 후, 주

말 하루 종일, 학교 방학)이 결정된다. 모험놀이터에는 반드시 2명이상의 플레

이워커가 필요하다. 플레이워커는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하며, 어린이의 

놀이에 지나친 개입도 하면 안 된다. 규칙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안전하게 대하게 된다.26)

[그림 2-2] 모험놀이터의 플레이워커

 플레이워커의 기타 업무로는 행정업무, 프로그램 기획, 놀이터와 놀이재료 

유지·관리, 지역사회와의 참여가 있다. 모험놀이터에는 루즈파트 놀이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플레이워커는 놀이재료의 상황을 예의주시를 하며 루즈파트

을 운반하고 재배치하며 관리하는 일을 한다.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모험놀이

터에는 별도의 미화원이나 관리인이 없어 플레이워커가 전체적인 놀이터 유지

와 관리도 하게 된다. 플레이워커는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놀이재료

와 자원봉사 등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26) Harry Shier, 『Adventure Playground an Introduction』 (London: National Playing Fields Association, 
1984),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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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PlayEngland 단체 

영국에서는 PlayEngland와 같은 자선단체가 어린이에게 놀이공간과 놀이기

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커뮤니티참여 등을 안내하고 있다. PlayEngland 

헌장을 보면 모험놀이터 운동의 목표와 이러한 놀이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관점을 볼 수 있다.27) 

“·아이들은 놀기 위한 권리가 있다.

 ·모든 아이들은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어른들은 어린이가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야한다.

 ·어린이는 놀이지도자로부터 놀이의 가치와 이인을 받는다.

 ·어린이의 놀이는 숙련된 놀이지도자에 의해 풍부해진다. 

 ·어린이는 학교에서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어린이는 때로는 놀 권리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야한다.”28)

이같이 헌장에서 나타난 영국 모험놀이터의 방향은 어른의 방해가 없이 어

린이가 자유롭게 놀며 숙련된 플레이리더에 의해 운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 영국 건물연구원(Building Exploratory)의 모험적인 가이드라인

영국 캠던에 위치한 킬번 그레인지 모험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린이를 

참여시키면서 진행을 했던 모험적인 놀이 기록을 ‘모험적인 활동’의 가이드로 

만들었다. 

이곳에 기술된 ‘모험적인 활동’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물체나 재

료를 이용하며 행해지며 모험놀이터 주변을 탐구하고 기념하기 위해 행하게 

된다. 놀이지도자(Play Worker), 교사, 부모들은 이러한 활동을 어느 지역 환경

27) “PlayEngland,” http://www.playengland.org.uk

28) “Charter for Children’s Play,”http://www.playengland.net/resource/charter-for-childrens-play/ (검색일: 
2016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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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기술된 활동들을 활용할 수 있다. 활동 하나하나는 시각 아티스트들에 

의해 개발되었고 참여 어린이들의 장소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놀이 활동 놀이 설명 놀이 결과
A-Z부터의 모험

Adventures from A-Z  
알파벳을 활용한 활동 

창조적인 기술 습득, 

의사소통 기술, 협동심

3차원의 모험

Adventures in 3 Dimensions
 3D 모델 만들기 활동

도구 이용 방법 습득, 

신체능력 증진, 새로운 

단어의 습득
공학의 모험

Adventures in Engineering

실험적인 형태의 건설 

활동

계획과 시야의 확장, 

성취 동기부여 

활동적인 모험

Adventures in Motions
애니메이션의 탐구 활동

감정의 표현 및 

표정묘사, ICT 능력, 

시각적 표현능력
형태의 모험

Adventures with Shapes
패턴과 텍스쳐의 활동

협동심, 길이 무게 등 

측정 방법 습득
어둠속의 모험

Adventures in the Dark 
사진의 탐구 활동 

사진의 과학, 기다림, 

장소에 대한 태도 
불빛의 모험 

Adventures with Light
불빛과 그림자의 활동 

상상력과 익숙하지 않은 

재료의 사용법
단어들의 모험

Adventures with Words
장소감의 표현 활동

대중 관객과의 고려, 

감정이입

[표 2-4] 모험적인 활동 가이드

(출처: The Building Exploratory, 『Adventurous Guides』, London, 2010.)

[그림 2-3] 모험 활동에 참여중인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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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험놀이터 관련 이론

❚ 루즈파트 놀이재료(Loose Parts)

느슨한 놀이재료 이론은 Simpson Nicholson에 의해 1970년대에 처음 제안된 

이론이다. 그는 어린이의 창의력과 놀이환경에 이러한 놀이재료의 역할이 크

다는 것을 주장했다. 자유로운 놀이에 있어서 놀이재료는 이동, 운반, 결합, 성

형, 분리 등이 가능해야한다. 느슨한 놀이재료들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거나 

쓰임이 정해있지 않아서 놀이의 자유가 보장된 것들 이어야한다. 놀이재료는 

자연물이거나 인조일 수 있다. 야외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놀이재료는 자

갈, 모래, 천, 나뭇가지, 나무, 박스, 통나무, 바위, 꽃, 밧줄, 공, 껍질, 타이어 

등이 있다. 어린이에게 놀이재료는 보다 넓은 범위의 놀이를 유도하며 상상력

과 창의력을 키우며 가지고 놀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재료의 놀이는 유지관

리가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며 그런 활동을 더욱 응원해야한

다.29) 

❚ 의례적인 놀이와 실험적인 놀이(Ritual and Experimental Model)

모험놀이터에서 일어나는 놀이는 의례적인 놀이와 실험적인 놀이로 구분된

다. 모험놀이터에서는 실험적인 놀이를 권장한다. 전통적인 놀이터에서 쉽게 

관찰되는 그네타기나 줄넘기 등의 놀이는 의례적인 놀이에 해당한다.

❚ 위험놀이 (Risk Play) 

위험놀이의 판단은 위험을 이용자가 스스로 인지하여 받아들이느냐에 달렸

다. 즉 이용자가 인지하는 위험성과 그로인한 이익에 대한 균형에 대한 이해

에서 시작된다. 위험을 극복하는 의지와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담겨 있는 뜻

이다.  

29) “The Theory of Loose Parts,”http://www.readingplay.co.uk/GetAsset.asp (검색일: 2016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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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해외모험놀이터의 사례검토

1. 해외모험놀이터 사례

❚ 세타가야구의 하네기 플레이파크 (Setagaya Play Park)

하네기 플레이파크는 하네기공원 내에 조성된 공간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1979년에 개설되었다. 플레이파크의 면적은 약 3,000m2로 하네기 공원에서 

27%를 차지하는 공간이다. 

하네기 플레이파크의 시설을 보면 리더 하우스, 목재창고, 취사도구창고, 수

도시설 등이 있다. 리더 하우스(Leader House)는 관리사무소의 개념으로 응급 

시 도움을 지원한다. 목재창고는 지역주민의 기부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

다. 목재공구 박스에는 톱, 망치 등의 공구가 제공된다. 취사도구창고에는 아

이들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취사도구를 마련하였으며 닭장이 있어서 이곳

에서 직접 닭을 기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플레이파크의 특징은 놀이시설이 없는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하네기 플레이파크의 놀이는  

유아는 부모와 산책, 저학년은 나무 오르기, 곤충채집, 흙파기, 줄타기, 등의 

자연놀이와 모험놀이를 한다.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플레이파크에서의 

취지다. 이용자수는 연평균 13만명이며 단체의 이용률도 계절에 구애 없이 꾸

준하다. 이는 계절 변화에 맞게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놀이문화가 변화하며 형

성되기 때문이다.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단

체
55 57 55 56 70 69 59 22 66 81 70 59 719

인

원 
2,045 2,287 2,138 2,032 2,264 2,575 2,261 638 2,437 3,014 2,422 1,991 26,104

[표 2-5] 플레이파크 단체 이용자수 (단위: 단체수, 명) 

(출처: 신순호, 박성현, 앞에 글, p.2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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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파크의 운영관리에서의 특징은 지역주민들과 학생 봉사자에 의한 자

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플레이파크는 지역사회가 협력 지원하는 시스

템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 밖의 행정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플레이파크 세타가야‘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다. 

플레이파크에는 플레이리더가 3명 상주하게 된다. 이들은 놀이를 지도하기 

보다는 놀이의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플레이파크의 슬로건이 ‘자신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놀기’에서 보여주듯 자신의 책임을 중요시 하고 있다. 다른 

놀이공간처럼 활동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1건 정도의 경미한 사

고만 보고된다.30)  

[그림 2-4] 일본 플레이파크 (Setagaya Play Park) 

(출처 : https://www.facebook.com/Playpark.Setagaya/)

30) 신순호, 박성현, “도시의 모험놀이터 ‘플레이파크’에 관한 고찰: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하네기 
플레이파크」를 사례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4(1), 2011,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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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번 그레인지 공원의 모험놀이터 (Kilburn Grange Park Adventure Play Park 

and Play Centre )

영국 런던 캠던에 위치한 모험놀이터로 건축가들에 의해 지역 어린이에 대

한 모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서 놀이터를 설계하였다. 

이 놀이터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프로젝트가 진행하였다.31) 

[그림 2-5] 킬번 그레인지 모험놀이터 설계과정

(출처: http://www.erectarchitecture.co.uk/projects/engagement/148-p-kilburn-grange-park.html) 

우선 ‘모험처럼 운동하기’(Movement as Adventure)는 Park our Generations

단체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모험처럼 설계하

기’(Design as Adventure)를 통해 모형을 이용해서 간단한 구조의 이해와 놀이

31) Broto, Carles, The Complete Book of Playground Design, 김현우 (역),『세계의 놀이터 디자인』(서
울: 한스미디어, 2014), pp. 74-9 



- 37 -

터를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통해 놀이터의 구조를 만들었다. 마

지막으로 ‘모험처럼 자연 느끼기’(Nature as Adventure) 영역에서는 어린이가 

자연물을 활용해서 놀이를 하며 무언가를 만들도록 하였다. 

어린이뿐만 아닌 다양한 참가자들에 의해 놀이터는 만들어졌다. 공사를 돕

는 일에서부터 모험의 의미를 탐구하고 자연환경과 부지 건설 디자인과 건설 

과정에 대한 문제를 고심하였다. 또한 이런 것들을 모델, 표지판, 임시구조, 영

상, 애니메이션 등의 작업결과물로 아카이브로 남겼다. 

이곳에서 말하는 모험놀이터는 제한이나 규칙이 없는 곳에서 어린이가 무언

가를 만드는 데 있으며,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모험놀이터는 어린이가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도록 용기를 주게 

된다. 

[그림 2-6] 킬번 그레인지 모험놀이터 완성 후 모습

(출처: https://playgroundadventureuk.wordpress.com/2012/07/08/kilburn-grange-adventure-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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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레 37 모험놀이터 (Abenteuerlicher Bauspielplatz Kolle 37 )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모험놀이터로 1990년에 첫 개장을 했다. 놀이터의 면

적은 4,000m2 이며 4명의 놀이지도자와 몇 명의 공방예술가가 함께한다. 놀이

터는 지하철과 주거단지의 사이에 위치하며 놀이터가 선형으로 위치하여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하루 30~100명의 어린이가 방문을 하며 연령은 6세~16세로 

다른 놀이터와 다르게 연령분포가 넓다. 이곳에서 어린이는 오두막 짓기, 불을 

지피기, 텃밭을 가꾸기, 동물 돌보기 등의 놀이를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도구나 재료 사용하는 법을 알려 

준다. 아이들은 놀이공간을 만들며 만든 구조물의 강도를 시험 한다. 톱질이나 

망치질과 같은 위험성 있는 도구 때문에 사고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상 다른 

안전하게 만들어진 놀이터에 비해 사고가 더 적었다. 최근 5년 동안 뼈가 부

러진 어린이는 두 명 밖에 없었다. 보호자가 감시를 해서 그럴 것 같지만 사

실상 놀이터 내부로는 어른들의 출입은 제한된다. 어린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혼자 놓이면 자연스럽게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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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le 37에서는 놀이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해 도자기 수업이나, 나무공예, 

음악연습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Kolle 37은 운영은 베를린 시정부에서 인권비와 재료를 지원한다. 모험놀이

터는 무료로 운영되며 캠핑이나 탐험 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행사는 추가 요

금이 붙는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그밖에 아침시

간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예약으로 운영된다. 20명의 아이들로 

구성해서 방과 후 놀이를 진행하기도 한다.32)

[그림 2-7] Kolle 37 모험놀이터  

(출처 : http://www.kolle37.de/sprachen/english/ ) 

32) “Adventure Playground Kolle 37,” http://www.kolle37.de/sprachen/english/ (검색일: 2016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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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팅톤 센트럴파크 모험놀이터 (Huntington Central Park Adventure 

Playground)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이곳은 특징적으로 물놀이에 초점을 둔 곳이다. 

5세에서 12세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의 한시적으로 운영 하는 곳이다. 어린이는 노를 저어 나가며 진흙에서 미끄

럼틀을 타고 나무집을 짓기도 한다. 이곳 역시 놀이지도자를 배치하여 아이들

의 안전을 책임진다. 운영을 위해 $3의 입장료가 있으며 그 밖에 주의사항으

로는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 착용이 있다. 그 나머지는 어린이의 자유에 맡긴

다. 놀이지도자 1명당 1명에서 10명사이의 아이들을 감독하게 되고 나무 목재

를 이용자에게 기부를 받아 놀이재료를 마련하기도 한다.33)

[그림 2-8] 헌팅튼 센트럴파크 모험놀이터

(출처: http://www.ocregister.com/articles/playground-671039-stellan-kids.html)  

 

33) “Adventure Playground in Huntington Beach Central Park,” 
http://funorangecountyparks.com/adventure-playground-huntington-beach-central-pa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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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클리 모험놀이터 (Adventure Playground, City of Berkeley)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험놀이터로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곳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럽의 모험놀이터 모델을 가장 잘 재현한 곳으

로 미국 내 놀이터 선호도 중 10위내에 뽑힐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곳이다. 

1979년에 개장하였으며 7살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입장이 가

능하다. 우천 시에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하루 평균 400-700명의 어린이가 방

문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뿐만 아닌 모든 시민들을 위해 운영을 한다. 버클

리 모험놀이터는 여름의 경우 9주 동안 매일 열고 나머지 9달 동안은 주말만 

운영을 하게 된다. 평일 낮에는 예약에 의해 학교학생이 주로 이용한다.34)

[그림 2-9] 버클리 모험놀이터

(출처: http://www.californiabeaches.com/attraction/adventure-playground/) 

34) “City of Berkeley,” http://www.ci.berkeley.ca.us/adventure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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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버클리 모험놀이터의 포기서류

특이사항으로는 미국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소송이 빈번하기 때문에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는 모험놀이터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런 문제

를 사전에 막기 위해 20년 전부터는 버클리의 한 변호사가 포기서류(Waive

r)35)를 비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후로는 이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출입

35) 버클리 모험놀이터 담당자 Donald, Patricia 메일을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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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위험한 도구를 동반하는 놀이가 있을 것이라는 안내와 이곳에서 일어나

는 사고에 대한 소송을 포기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입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추가로 이곳에서 운영 중인 ‘Drop-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보호자

가 $10를 지불할 시에는 아이를 놀이터에 혼자 내버려 두어도 놀이터에서 제

공하는 플레이리더가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을 보

충하기 위해 보호자가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어린이의 놀이에 참여하며 지도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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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모험놀이터의 시사점

해외의 모험놀이터 사례를 보면 국내모험놀이터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크

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해외모험놀이터도 있었다. 그 까닭은 해외의 모험놀이터

는 우리나라의 놀이터처럼 시설물을 통해 놀이터의 성격을 구분 짓지 않아서

이다. 해외의 모험놀이터는 어린이가 스스로 놀이와 놀이공간을 만드는 행위

에 더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스스로 놀이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의 놀이공간

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해외의 모험놀이터의 공간적인 가장 뚜렷한 특징은 최소한의 놀이시설을 제

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모험놀이터에서 제공하는 놀이시설을 보면 기존의 

고정화된 놀이시설보다는 변형될 수 있는 놀잇감인 루즈파츠(Loose Parts)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루즈파트 대부분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선택하

였다. 변형이 되고 이동성이 있는 놀잇감을 제공하다 보니 해외의 모험놀이터 

내에서는 도구를 가지고 어린이가 놀 수 있도록 추가로 도구를 제공한다. 이

러한 도구를 다루는 법을 스스로 익히고 스스로 위험에 대한 자각심을 키움으

로써 놀이에 책임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유도한다. 즉 해외모험놀이터는 스

스로 놀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설보다는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한다. 해외모

험놀이터를 보면 대부분은 유럽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에서 처음 

생성되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반면에 미국에서 크게 성장 하

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상의 우려와 많은 소송 때문이다. 

둘째로, 모험놀이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플레이워커가 상주해야하는 인건비

의 문제가 있다. 비교적 재정적으로 안정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모험놀이터가 가진 한계이며 풀어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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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험놀이터의 성공사례를 보면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통

한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의 한정된 운영비 자금의 한계를 지역주민

의 참여와 기부에 의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유럽의 모험놀이터

에서도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입장료를 받으며 모험놀이터를 운영하는 사례

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외모험놀이터는 모험에 대한 긍정적인 효

과로 인기가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해외모험놀이터에는 꾸준하게 이용객

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기부와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모험놀이가 가진 긍정적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며 이러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앞으로 해외모험놀이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놀이터명 위치 놀이터의 특징 운영 관리 특이사항 입장료

하네기 

플레이파크 

일본, 

도쿄

일본 최초의 모험놀이터, 

취사가능 놀이제공

민간위탁 운영, 지역주민

의 기부활동 
없음 

콜레37
독일, 

베를린

교육수업을 연계한 프로그

램 운영 

정부의 지원, 프로젝트에 

한해 유료 운영 
없음

킬번 

그렌인지 

영국, 

런던

설계과정에서 지역 어린이

들이 참여

시운영, 지역자원봉사와 

모금활동
없음 

헌팅톤 

센트럴파크 

미국, 

캘리포니아
물놀이를 통한 모험놀이 시운영, 놀이 자재 기부 $3 

버클리 
미국, 

캘리포니아

보호자는 소송 포기각서를 

작성 후 이용

버클리시 지원, 기부금 

운영
없음 

[표 2-6] 해외모험놀이터 사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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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공간적 특징 및  

 행태분석

1절: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공간적 특징  

1.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일반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면적 3,220m2 (약 974평) 

개장 2013년 4월 30일

공사명 평화의 공원 모험놀이터 재조성공사

공사기간 2012년 10월 15일 ~ 2013년 4월 20일

도급액  615,032,000원

도급자 초림종합조경(주) 

[그림 3-1]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내 모험의 놀이터

월드컵공원은 2002년 월드컵과 새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3,471,090m2으로 

조성한 대형공원이다. 월드컵공원에는 연구의 대상지인 모험놀이터 외에도 난

지천공원의 어린이 공원, 유아(장애인)놀이터가 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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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는 서울시의 2011년 시유공원 내 테마놀이터 재조성 

사업 계획에 따라 2012년 착수하여 2013년 완공되었다. 모험놀이터의 조성비

는 761,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당시의 다른 놀이터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시설비를 지출하였다.37) 

모험놀이터 공사 전 전경38)

모험놀이터 공사 후 전경

[그림 3-2]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공사전후 전경

36) “서울시월드컵공원 홈페이지,“ http://worldcuppark.seoul.go.kr (검색일: 2016년 10월 25일).

37) 

년도 공원명 놀이터명 면적(m2) 시설비(천원)

2012
보라매 어린이놀이터 2,079 492,000

월드컵 모험놀이터 3,220 761,000

2013

시민의숲 어린이놀이터 1,200 244,441

서울숲 숲속놀이터 2,700 416,011

응봉
어린이놀이터A 300 119,299

어린이놀이터 B 400 207,370

효창 어린이놀이터 1,500 576,400

[표 3—1] 시유공원 내 테마놀이터 조성현황 

(출처: 푸른도시국, 2014 시유공원 내 테마놀이터 재조성사업)

38) 서울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청구내용, (처리일자: 201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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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시설현황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에서는 공간을 1층과 2층으로 분리한 것이 특징이

다. 1층에는 모험놀이기구를 배치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2층에

는 휴게공간을 마련하려 공간을 분리하였다. 2층은 원형의 휴게데크로 놀이터

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호자를 위해 설치하였다. 월드컵공원 모험

놀이터에서 제공하는 놀이시설은 일반놀이시설과 모험놀이시설을 함께 제공하

고 있다.

[그림 3-3]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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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놀이시설의 종류 모험놀이시설의 특징
공중놀이기구 공중에 매달린 타이어를 타고 재미를 느끼는 짚라인

조합놀이대(네트모험놀이대) 장애물을 건너는 활동을 통해 모험심과 균형감각 키움
사면놀이대 일반 미끄럼틀에 비해 타는 구간이 더욱 길어진 시설
오르는기구 로프를 잡고 오름으로서 팔, 다리 근육발달과 평형감각 키움

[표 3-2] 월드컵공원 모험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은 다른 일반적인 놀이터와 차별화되는 놀이시설로 이용자들이 

다른 일반적인 놀이터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9) 

놀 이 시 설40)

그네 회전놀이기구 미끄럼틀 흔들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건너는기구 오르는기구 조합놀이대1

조합놀이대2 모래놀이장 원통파이프 타일경사벽

39) 본 연구의 1인 미디어에 나타난 모험놀이터 인식 결과

40) 모험놀이터의 놀이시설을 일반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열린놀이공간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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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게 시 설

평상 및 2층 휴게데크 앉음벽
편 의 시 설

화장실 음수대

[그림 3-4]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주요시설

[그림 3-4] 는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주요시설 중 놀이시설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일반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열린놀이공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

행하였다.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놀이시설 관리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시

설관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점검 하였다. 놀이터 내 청결을 위해 월드컵

공원의 환경미화원이 따로 순찰을 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휴게시설로는 벤치와 평상을 배치하였으며 타일경사벽 경계에는 인조잔디를 

활용한 앉음벽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 편의시설로는 화장실과 음수대가 자

전거 거치대가 놀이터 주출입구 쪽에 위치하였다. 자전거거치대는 놀이터 내

부와 다소 거리가 있어서 잘 사용이 되고 있지 않았다. 자전거와 킥보드는 놀

이터 주출입구에 주로 세워 놓아 이용자들의 진입에 방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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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공간적 특징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공간적 특징을 놀이터의 내·외부의 경계, 내부 

공간, 놀이기구의 종류, 놀이터에서의 규칙으로 구분지어 분석을 하였다. 

❚ 놀이터 내·외부의 경계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는 우리나라의 일반놀이터와 같이 경계가 뚜렷하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도시공원 내에 위치한 놀이터의 경우 펜스나 담이 없는 경

우가 대부분이어서 경계가 다소 모호한 특징이 있지만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는 그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다. [그림 3-5]와 같은 놀이터의 출입구를 2곳에 

배치하였으며 출입구에는 “모험놀이터”라고 적힌 명칭을 달아 모험놀이터라는 

장소를 인식하게 하였다. [그림 3-5]의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주출입구에서 왼

쪽의 램프를 따라서 화살나무와 회양목 등 관목이 식재되어있어 차폐감 효과

를 극대화한다. 출입문에서 놀이터 안쪽(모래바닥)까지 이어지는 바닥은 월드

컵공원에서 사용하는 패턴의 바닥타일을 사용하여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2층 휴식공간의 기둥은 공간을 구분시

킨다. 모험놀이터의 테마인 아기새의 모험과 어울리게 놀이터 내부는 마치 새 

둥지 속을 연상케 하는 원형모양이다. 놀이터를 원형으로 타일 경사벽과 2층 

휴게데크로 둘러싸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림 3-5]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내·외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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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북쪽은 출입문이 따로 없으며 자연스럽게 놀이터 

내부로 이어지는 입구가 있는데 [그림 3-6]의 왼쪽 사진 같은 낮은 차폐벽이 

공간을 구분시켜준다. 차폐벽 뒤로는 관목을 식재하여 공간의 구분을 한다. 외

부에서 이어져 들어가는 흙길에는 연석을 이용하여 경계를 구분하였다. 

[그림 3-6]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북쪽 출입구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는 1층과 2층으로 공간이 분리되는데, 2층은 휴게공

간으로 조성되었다. 휴게공간에는 벤치를 배치하여 보호자들이 자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층은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놀이터 내부의 

움직임과 놀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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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 내부 공간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내부는 블록바닥, 모래바닥, 그리고 고무바닥으로 구

분된다. 경계의 뚜렷한 구분으로 공간의 확장이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 모

래바닥과 블록바닥은 연석으로 뚜렷한 경계로 구분된다. 놀이터의 공간뿐만 

아니라 놀이기구는 모두 고정형이기 때문에 놀이터 내부 위치의 변화가 없는 

공간이다. 모험놀이터의 모래만이 이동 가능한 재료로 아이들의 모래놀이는 

모험놀이터의 바닥의 형태를 변화 시킨다. 월드컵공원 내 모래는 시설관리자

가 모래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 

조합놀이대를 비롯하여 놀이시설의 재료는 나무재질이 주를 이루고 회전놀

이기구와 그네만 알루미늄과 철로 되어 있다. [그림 3-7]의 조합놀이대나 공중

놀이기구에서 사용되는 로프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력이 떨어져 쳐짐 

현상이 발생하지만 그 외의 기구들은 놀이에 의한 변화는 없다. 

[그림 3-7]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내부 공간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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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된 용도의 놀이시설과 열린놀이공간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에서의 놀이터시설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며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 아이들의 놀이행태가 정해지게 된다. 모험놀이터에 있

는 놀이시설은 크게 일반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열린놀이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일반놀이터에서의 그네, 미끄럼틀, 흔들놀이기구, 회

전놀이기구가 일반놀이시설에 속한다. 반면에 모험놀이시설은 로프로 건너는 

기구, 공중놀이기구, 균형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모험놀이시설의 조합놀이

대의 경우 정해진 길을 따라 순서대로 놀이시설을 체험하도록 설계되었다. ‘균

형잡기’와 ‘매달리기’가 주된 놀이행태로 계획된 구조이다. 계획된 용도를 가

진 시설은 노는 대상이 변해도 그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처럼 대부분

의 놀이시설은 정해진 놀이에 의해서만 사용되도록 계획되었다. 이를 계획된 

용도의 놀이시설이라고 하였으며 이런 시설에서 위험한 놀이를 하는 아이가 

관찰되면 어른들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그림 3-8] 모험놀이터의 계획된 용도 놀이시설

이에 반해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에서는 앞에 제시한 놀이시설과는 다르게 

규정되지 않은 놀이 공간인 열린놀이공간 (Opened Play Space)있다. 본 연구

에서는 [그림 3-9]에 나타난 타일경사벽, 원통파이프, 모래놀이장을 열린놀이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타일로 된 경사벽의 계획 용도는 놀이터의 차폐를 목적

으로 설계되었지만 많은 아이들에 의해 다른 용도로도 이용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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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아이들은 미끄럼틀처럼 타거나 오르는 놀이를 즐긴다. 타일경사벽 

정상까지 어렵게 올라간 아이들은 다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는 행위를 반복

하였다. 타일경사벽은 ‘미끄럼타기’의 놀이행태가 일어나는 일반놀이시설인 미

끄럼틀과 ‘오르기’가 일어나는 오르는기구와 같은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었다. 

원통파이프는 계획된 의도인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 이외에 계획 의도가 명

확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기, 장난감을 가지

고 트랙으로 활용하기, 기어오르기 등의 놀이행태를 보이며 어른들이 생각하

지 못한 다양한 놀이행태를 보여며 놀이시설을 이용하였다. 

모래놀이장의 경우 모래라는 변형이 가능한 루즈파트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놀이에 제한을 주지 않았다. 모래놀이장에서는 모래성을 만드는 놀이에서부터 

나뭇가지, 자갈 등의 자연물을 활용한 새로운 놀이를 창조할 수 있도록 놀이

의 범위를 열어두어 설계자가 계획한 놀이뿐만 아니라 무한한 놀이를 가능하

게 했다.    

해외의 모험놀이터는 본 연구에서 열린놀이공간이라고 정의한 놀이공간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무판자를 제공한 해외모험놀이터에서는 

판자를 못질 하며 놀이시설을 높이 만들어가기도 한다. 해외모험놀이터는 어

린이의 놀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놀이행태와 놀이터 공간 역시 끊임

없이 변화한다.   

[그림 3-9] 모험놀이터의 열린놀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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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를 제한하는 규칙의 명시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각 입구에는 놀이터 내에서 금지사항이 적힌 안내

표지를 배치하였다. 각 놀이시설 별로 안전수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되어 

있는 규칙을 보면 총 21문장으로 이중 12회에 걸쳐 행위를 금하는 단어인 ‘마

세요’가 문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른의 계획에 따라 아

이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아이의 놀이에 대한 책

임감은 가르치지 않고 단순히 놀이를 규칙들로 제한하는 꼴이다. 

반면 해외모험놀이터에서는 자격을 갖춘 플레이워커라는 놀이지도자가 있으

며 보통은 따로 규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플레이워커는 어린이의 놀이에 

큰 개입이 없이 아이에게 놀이의 자유를 주며 응급시를 대비한다. 이는 놀이

를 통해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놀이를 이끌어 나갈 때 아

이들은 진정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41) 

[그림 3-10] 모험놀이터에서 놀이를 제한하는 규칙들

41) 황준성, 홍주영, 『놀이의 반란』(서울: 지식너머, 2013), pp.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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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행태 분석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에서의 행태적 특징 및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놀

이의 지속성, 놀이의 종류, 보호자의 위치로 나누어서 관찰을 실시하였다.  

1. 놀이의 지속시간

❚ 놀이의 지속시간 관찰 개요

아이가 한 가지 놀이를 오래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 놀이에서는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2) 즉 어린이 놀이에서의 놀이지속성 관찰은 어

린이가 놀이시설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는지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놀이의 지속시간 관찰은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3시 사이에 관찰된 기록

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모험놀이터 내 각각의 놀이시설물을 3분씩 관찰하였으

며 10초 간격으로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여러 명의 어린이가 섞여 놀이를 하는 시설물의 경우 정확한 분석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동영상 촬영은 아이들 놀이가 잘 보이는 2층 휴게데크

를 선정하여 촬영하였다. 

❚ 놀이의 지속시간 관찰 기록표 

기록표의 행의 숫자는 놀이시설을 의미하며 열에 있는 숫자는 0에서 3분까

지를 10초 단위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 개개인은 알파벳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하였다. 즉 알파벳 각각은 어린이 한명 한명을 의미한다. 각행의 알파

벳은 독립으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표 4-3]를 보면 ①번 놀이기구(그네)의 

a어린이는 ②번 놀이기구(공중놀이기구)의 a어린이와는 다른 아이를 의미한다. 

기록표를 읽는 방법을 표를 보며 설명하면 우선 ①번 놀이기구(그네)의 0초를 

보면 a,b,c,d 네명의 아이가 놀이를 하고 있다. 20초가 되면 c, d 어린이가 자

리를 떠나고 40초가 되면 b 어린이 마저 자리를 비우게 된다. 즉 하나의 알파

42) 황준성, 홍주영, 앞의 책, pp. 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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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이 오래 지속할수록 그만큼 어린이가 해당 놀이시설에서 놀이를 오래 지속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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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모험놀이터 놀이시설 지속시간 (단위: 초)

놀이시설\관찰시간, 알파벳 = 아동을 의미 (각행마다 독립)

일반놀이시설: ①그네②회전놀이기구③미끄럼틀④흔들놀이기구

모험놀이시설: ⑤공중놀이기구⑥건너는기구⑦오르는기구⑧조합놀이대⑨조합놀이대2

열린놀이공간: ⑩모래놀이장⑪원통파이프⑫타일경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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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의 지속시간 관찰내용

1) 회전놀이기구 ②

회전놀이기구는 모험놀이시설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며 놀이의 

지속시간도 일반놀이시설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5명 정도가 

함께 타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취학어린이와 미취학어린이가 함께 놀이를 행

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놀이가 시작해서 완료되기까지 약 10회 정도의 회전하

는 동안 놀이를 지속하였다. 1회 회전시간은 약 20초간 회전이 지속된다. 1회 

회전이 끝나게 되면 다음 회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시 탈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가 정해지게 된다. 회전놀이기구에서 회전을 주도하는 어린이들은 

주로 취학어린이로 나타났으며 회전을 하는 동안 ‘매달리기’, ‘뛰어내리기’ ‘서

서타기’의 행태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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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어린이의 주도로 고속으로 기구를 탄다

보호자들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감독을 한다

[그림 3-11] 회전놀이기구의 놀이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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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놀이기구 ⑤ 

공중놀이기구는 한 어린이가 1회 놀이를 시작부터 완료43)까지 대략 10~20초 

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어린이가 공중놀이기구를 실제로 타는 시간은 매우 짧

았다. 대부분의 시간은 준비시간으로 작고 미끄러운 그네에 적응하며 앉기까

지의 시간이다. [그림 3-12]의 1분40초 사진의 한 어린이d가 공중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나온다. 어린이d는 공중놀이기구를 타기위해 시도

를 했지만 2분10초 그림과 같이 균형을 잃고 실패하게 된다. 결국 뒤에 서있

는 줄을 의식한 듯 바로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처음 타는 아이

들은 종종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관찰되었다. 

평일과 주말에 공중놀이기구를 타는 행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주말에

는 줄이 길기 때문에 1회 놀이를 완료한 후 다시 줄을 서야하는 번거로움이 

놀이의 흐름이 끊겼다. 이 같은 이유들로 어린이들이 5회 미만의 횟수로 놀이

를 반복하였다. 평일에는 줄이 없거나 혼자 놀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

은 횟수를 타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어린이의 보호자들은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놀이 과정을 지켜보며 놀이를 

감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린이 중 스릴을 즐기는 아이의 경우 보호자에

게 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3–12]의 2분 50초는 보호자

가 딸과 함께 줄을 선 뒤 딸을 어주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처럼 보호자는 

줄서는 과정에서부터 아이가 놀이를 마치는 과정까지 도움을 주고 있었다.   

43) 공중놀이기구에 아이가 의자에 앉거나 서서 타게 된다. 어린이가 그네에 몸을 맡기면 공중그네를 멈
추기 위한 타이어가 있는 곳까지 가다가 튕기게 된다. 튕기는 반동으로 그네는 뒤로 려 이동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움직임이 멈추면 어린이는 내려서 다음 사람을 위해 그네를 끌고 다음 사람에
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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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완료 후 다음 사람에게 건네줌 타이어가 안 움직여서 a 보호자가 해결

어린이 d의 시도 결국 실패하고 포기함

[그림 3-12] 공중놀이기구의 놀이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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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너는 기구 ⑥

건너는 기구는 어린이가 1회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분 안팎이

다. 건너는 기구는 미취학과 취학 아동간의 신체발달로 인해 놀이의 완료시간

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취학아동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

로 관찰된다. 간혹 긴 시간동안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어린이를 관찰할 수 있

었는데 이는 놀이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물의 간격이 약 30cm로 미취학 아동이 건너기에는 다소 넓었다. 미취학 

어린이가 건너는 기구에서 있을 때는 주로 보호자가 동반하여 놀이를 진행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호자도 같이 그물을 건너며 균형을 잡아주거나 보호자

는 건너는 기구 옆에서 어린이의 손을 잡아주는 행태가 관찰된다. 이렇게 보

호자의 도움을 받은 어린이들은 1회를 완료하는데 20초정도의 시간이 소요되

었다. 

[그림 3-13]의 20초를 사진을 보면 미취학 아동이 손을 그물을 잡은 채 기

어 올라가는 행태로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 같은 기

어오르기 자세는 미취학 아동과 여자어린이에게 더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기

어오르는 아이들은 비교적 오랜 시간 놀이를 지속하였지만 성공을 할 시 반복

여부에 따라 놀이의 지속시간이 결정되었다. 

놀이지속시간에 영향을 주는 ‘함께 놀이’의 가능여부를 보면 건너는 기구의 

경우 혼자 하는 놀이에 가깝다. [그림 3-13]의 2분 20초처럼 어린이들이 모여

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으며 건너는 놀이기

구를 통해 새로운 또래와의 만남이나 ‘함께 놀이’는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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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서 그물을 건너는 모습은 주로 미취학과 여자어린이에서 관찰됨

빈 공간 미취학 어린이와 보호자

[그림 3-13] 건너는기구의 놀이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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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놀이대2 ⑨

조합놀이대의 경우 성격이 다른 기구가 조합되어 있는 것으로 넓은 면적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부분을 관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조합놀이대의 한 부분만을 집중하여 관찰하였다.

이 조합놀이대의 경우 외나무다리와 비슷한 형태로 시작지점에서 목적지점

으로 놀이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놀이기구에 머무르는 시간은 10초 

안팎으로 짧았다. 또한 한번 성공을 한 어린이는 반복적으로 같은 기구를 체

험을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미취학 어린이에게 성취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

고 있었다. [그림 3-14]를 보면 미취학 어린이 a는 조합놀이대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울음을 터트리며 놀이를 이어가지 못 하였다. 결국 00:40초 사진을 보

면 핑크색 옷을 입은 보호자가 와서 아이를 달랜다. 그리고 01:40의 사진을 보

면 a 어린이가 다시 도전을 하며 성공한 장면이 나온다. 조합놀이대는 미취학

어린이에게 어느 정도의 도전과 모험심을 키우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놀

이의 지속시간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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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어린이a를 달래는 보호자 자리를 비켜주며 다른 아이들이 진행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미취학어린이e 미취학 어린이a의 재시도 

[그림 3-14] 조합놀이대2의 놀이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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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래놀이장 ⑩

모래놀이장은 열린놀이공간 중에서 가장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놀이의 

지속시간도 가장 길었다. 단 본 연구의 관찰 시기인 11월은 10월 놀이의 행태 

관찰을 실시했을 때보다 어린이의 절대적인 수가 적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

라 모래놀이장의 물을 단수되었으며 보호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11월의 어린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한계가 있었다. 놀이지속시간

관찰은 놀이시설 별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 차이가 존재했지만 모든 놀이시설

을 같은 날 관찰하였으며 어린이의 수가 관찰의 주목적이 아니기에 관찰을 진

행하였다.

모래놀이의 경우 분단위의 짧은 시간부터 한두 시간에 걸쳐 다양한 시간동

안 놀이가 지속되었다. 모래놀이의 경우 놀이를 시작한 순간부터 자신의 작품

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도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보호자들은 어린이와 함께 놀거나 아이의 놀이를 지켜보는 행태로 관찰되었

다. [그림 3-15] 의 2분 사진을 보면 어린이a가 보호자와 이야기를 하며 놀이

를 지속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2시 40초 사진에서 관찰되는 모래놀이 도구는 

놀이의 지속시간을 길게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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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어린이a의 모래놀이 미취학 어린이a와 보호자의 상호작용

[그림 3-15] 모래놀이장의 놀이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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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일경사벽 ⑫

타일경사벽에서의 놀이는 다른 놀이시설에 비해 어린이가 빈번히 관찰되지

는 않았지만 놀이의 지속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었다. 

 [그림 3-16]은 타일경사벽에서의 놀이를 1분 10초까지 편집한 사진이다. 취

학 어린이a와 b 가 타일에서 놀고 있었고 ‘오르기’와 ‘미끄럼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 중 50초부터 1분까지의 사진을 보면 취학어린이a가 타일에 오르기 

위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담겨있다. 어린이a는 자꾸 미끄러져 다시 제자리

로 돌아온다. 결국 계단 난간을 잡고 올라가면서 손으로는 타일을 짚고 기어

올라 꼭대기에 오르기에 성공하는 과정이 보인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타일경

사벽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성취감을 느끼며 놀이하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이 같은 어린이의 한계를 넘는 놀이는 어린이의 지속시간을 길게 하는 요

인 중 하나였다.  

[그림 3-16] 타일경사벽의 놀이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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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의 지속시간 결과

놀이의 지속시간의 관찰결과를 종합해보면 3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쨰, 열린놀이공간에서의 놀이가 상대적으로 일반놀이시설이나 모험놀이시

설보다 놀이 지속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모래놀이장, 원통파이프, 타일경

사벽의 경우 어느 한가지의 놀이로 놀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다

양한 놀이행태가 관찰되며 이는 놀이의 긴 지속시간으로 이어졌다. 모래놀이

장의 경우 물과 모래라는 가변적인 놀잇감인 루즈파트(Loose Parts)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놀이의 변형이 다양했으며 놀이시간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일반놀이시설 중 놀이가 반복적인 행태가 관찰된 놀이에서 지속시간

이 길게 관찰되었다. 일반놀이시설 중 회전놀이기구와 그네가 해당되었다. 이 

두 놀이기구의 특징은 스피드를 느끼며 반복적인 놀이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었다. 어린이는 보호자들의 도움으로 좀 더 빠른 속도로 놀이를 하였다. 두 

놀이시설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그네에 비해 회전놀이기구에서의 놀이 지

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향을 보였다. 함께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의 특징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놀이기구는 놀이기구 중 여러 명의 아이들

이 동시에 놀이기구에 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험놀이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지속시간을 나타냈다. 특

히나 오르는기구와 같이 시작점과 목표점이 있는 놀이시설의 경우 놀이를 완

료 후 반복의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린이들은 놀이완료 후의 

성취감은 있었지만 반복횟수는 떨어졌다.

즉 놀이의 지속시간은 열린놀이공간, 일반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순으로 짧

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놀이의 지속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루즈

파츠 유무, 놀이의 가변성, 놀이의 동시성, 놀이의 반복성인 것으로 관찰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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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놀이의 행태 

❚ 놀이의 행태 관찰개요

Whiting et al.(2012)은 직접관찰과 인터뷰 결과 사이에는 98%이상의 유사성

이 있다고 하였다. 현장의 직접관찰을 통해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에서 제공

하는 각 놀이시설별로 어떤 놀이행태가 관찰되는지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놀이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놀이는 설계자들에 의해 계획된 놀이

로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Sheehan (1986)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모험놀이터와 비슷한 환경의 전통놀이터에서 현대화된 시

설이 있는 일반놀이터의 놀이 행태를 비교한 결과 신체활동이 현대화된 일반

놀이터에서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4)

행태분석은 총 6회에 걸친 관찰을 종합하여 실시하였다. 평일 중 비교적 이

용률이 높았던 10월 21일 금요일과 10월 8일 토요일에 관찰 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관찰 시간은 2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3회씩 총 6회 

관찰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관찰 항목의 경우 Sandseter, Kennair (2011) 과 

김현정 (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목록을 참고하여 수정한 기록지로 사용하였

다. 관찰의 기록 방법은 SOPARC의 관찰 방법45)과 같이 지정된 시간에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시야를 움직이며 어린의 행태만을 빠르게 기록하였다. 한 놀이

시설에도 여러 명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1회당 약 5~8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관찰 도중 같은 어린이의 이동으로 다른 곳에서도 관찰될 시에도 

중복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시간별 관찰한 항목은 합쳐서 하나의 기록지에 기

록하게 된다. 즉 기록지에 표시된 숫자는 당시의 정확한 이용자수가 아닌 이

44) Sheehan (1986)은 전통적 놀이터와 현대화된 놀이터의 비교를 하였다. 양쪽 모두 미끄럼틀, 모래놀
이장, 그네는 등의 일반놀이시설은 있었다. 

45) McKenzie et al.(2006)이 고안한 행태방법 기법으로 SOPARC(System for Observing Play and 
Recreation in Communities)이라 한다. SOPARC은 공원의 특징과 이용자 행태를 관찰자 직접 관찰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원의 활동 공간마다의 접근성, 이용성, 감독, 체계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OPARC은 공원 내의 관찰지점을 목표지점(Target Area)을 지정해서 관찰자의 
육안으로 관찰을 하게 된다. 관찰자는 육안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야를 옮겨가며 관찰을 진행하
게 된다. 개별이용자들의 활동을 휴식(Sedentary), 걷기(Walking), 활발한 활동(Very Active)으로 기록
하며 정해진 관찰시간에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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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행태의 빈도를 나타내는 정성적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행태기록은 

당시 정확한 이용자수보다 공간이나 시설에서 어떤 종류의 놀이가 일어나는지

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놀이의 행태 관찰 기록표 

기록표의 행은 일반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열린놀이공간으로 나누고, 각 

놀이시설에서 관찰되는 놀이행태를 나열하였다. 열은 1차와 2차 조사로 나누

었으며 어린이는 여자와 남자로 다음 하위분류로 미취학과 취학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취학과 취학을 나누는 기준은 초등학교 입학여부

로 나누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취학 어린이로, 만4세에서부터 만6

세인 어린이를 미취학어린이로 정의하여 관찰하였다. 

[표 3-4] 기록표를 읽는 법을 예를 들어보면 1행에서는 일반놀이시설에 해

당하는 놀이시설에서 ‘오르기’ 놀이행태가 남자 취학아이가 2번 관찰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단 2가 의미하는 것은 서로 다른 취학 남자 어린이가 관찰된 것

일 수도 있으며 동일인이 두 번 관찰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행태관찰은 

놀이행태 발생여부와 주된 놀이행태만을 알기 위한 관찰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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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항목

1차 조사 2차 조사
소계

합

계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미

취

학

취

학

미

취

학

취

학

미

취

학

취

학

미

취

학

취

학

미

취

학

취

학

일반

놀이

시설

오르기 - - - - - - - 2 - 2 2

뛰어내리기 - - - - - - 5 3 5 3 8

미끄럼타기 2 - - - 8 2 11 2 21 4 25

회전놀이 3 4 6 3 15 7 21 10 45 24 68

고속으로 타기46) 3 2 3 3 6 7 10 9 22 21 43

꼬면서 타기 - - - - 2 1 2 - 4 1 5

서서타기 1 3 2 2 7 4 8 9 18 18 36

엎드려 타기/ 

누워서 타기 
- 1 - - 1 - - 3 2 4 6

진자놀이 - 4 - - 4 2 6 - 14 2 16

함께 타기47) - - - - 1 2 - 1 1 3 4

모험

놀이 

시설

오르기 3 4 1 - 9 5 17 2 30 11 41

뛰어내리기48) - 1 - - - - - - - 1 1

미끄럼타기 1 - 2 - 7 - 3 - 13 - 13

균형 잡기 7 3 1 - 11 6 15 9 34 18 52

매달리기 4 1 1 1 3 4 8 3 16 9 25

고속으로 타기 2 2 1 5 5 2 6 3 20 10 30

서서타기 - - - 3 2 2 1 1 3 6 9

열린

놀이

공간

오르기 2 1 - 6 - 1 3 4 5 12 17

미끄럼타기 2 - - 6 - 1 2 1 4 8 12

위험요소49) 

근처놀기
- 1 - 1 1 1 1 2 2 5 7

신체놀이 - 1 - 3 - - 4 - 4 4 8

추격놀이/빠르게 

달리기50)
- 1 2 8 1 5 8 10 11 24 35

위요된 곳51) 놀기 - 1 - 1 2 - 3 - 5 2 7

자연놀이52) 3 - 5 - 2 1 1 - 11 1 11

모래놀이 - 2 3 4 11 2 27 7 41 15 56

[표 3-4] 모험놀이터 놀이의 행태 기록표 (단위: 회)

46) 그네의 경우 줄이 지지대에 수평각도 까지 올라가는 정도, 미끄럼틀은 고속의 판단이 어려워서 제외
시킴, 회전놀이기구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시도하거나 어린이가 달리면서 회전 시킨 경우, 공중놀이기
구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빠르게 탄 경우를 포함.  

47) 처음부터 함께 타도록 계획이 된 시설인 회전놀이기구는 카운트에서 제외.

48) 모험놀이기구를 내려오는 행위는 뛰어내림으로 간주하지 않음.

49) 규정된 공간이 아닌 곳 중 비교적 높고 미끄러운 타일 경사벽.

50) 휴게데크 위에서 추격놀이를 한 행위도 놀이터의 공간으로 포함.

51) 보호자의 눈에 띄지 않은 원통파이프로 내부와 타일경사벽과 휴게데크 사이 공간을 포함. 

52) 나뭇잎, 열매, 나뭇가지 돌 등을 가지고 노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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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놀이시설에서의 놀이의 행태 관찰 분석 

일반놀이시설에서의 설계자의 계획된 놀이행태로는 ‘회전놀이’, ‘미끄럼타

기’, ‘진자놀이’가 있다. 실제로 관찰된 빈도도 다음과 같은 순으로 관찰되었으

며, 관찰된 놀이시설을 보면 회전놀이시설, 미끄럼틀, 그네에서 관찰되었다. 

일반놀이

시설

오르기 꼬면서 타기 

미끄럼타기 서서타기

뛰어내리기 엎드려 타기/누워 타기 

고속으로 타기 함께 타기 

회전놀이 진자놀이

[그림 3-17] 일반놀이시설에서의 놀이행태

회전놀이기구에서 추가로 관찰되는 놀이행태로는 ‘고속으로 타기’, ‘서서타

기’, ‘엎드려 타기/누워서 타기’, ‘뛰어내리기’가 있다. 회전놀이기구는 본래의 

회전놀이 외에도 비교적 다양한 놀이행태가 관찰되었다. 회전놀이기구는 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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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어린이와 취학어린이에게 고르게 이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그림

3-18] 왼쪽 사진처럼 취학어린이가 많을 때에는 미취학어린이가 자리를 옮기

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진 속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빠른 속도를 즐

기며 탔다. 회전놀이기구에서 ‘고속으로 타기’는 주로 취학어린이와 보호자의 

도움으로 회전놀이기구를 돌렸다. 변형된 놀이행태로 많은 아이들이 서서 회

전놀이기구를 탔으며 종종 회전 중에 뛰어내리는 행태가 관찰되었다.

[그림 3-18] 회전놀이기구에서의 ‘엎드려 타기/누워서 타기’와 ‘고속으로 타기’ 

미끄럼틀에서는 계획된 놀이행태가 아닌 ‘뛰어내리기’, ‘엎드려 타기/ 누워서 

타기’, ‘함께 타기’, ‘오르기’의 놀이가 함께 관찰되었다. 하지만 ‘뛰어내리기’에 

포함된 대부분의 횟수는 회전놀이기구에서 관찰되었기 때문에 미끄럼틀에서만 

관찰되어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험놀이터의 미끄럼틀은 개방형의 미끄럼

틀이 아니었기에 구조상의 이유로 ‘오르기’의 행태가 단 2회 관찰되었다. 

그네의 경우 정식으로 타는 방법인 진자놀이 외에도 ‘고속으로 타기’, ‘서서

타기’, ‘꼬면서 타기’, ‘함께 타기’의 놀이행태가 관찰되었다. 그네는 연령별로 

이용에 상대적으로 미취학 어린이의 이용이 크게 높았다. 

일반놀이시설의 경우 계획된 놀이가 아닌 규정되지 않은 놀이 행태가 다양

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놀이시설이 어린이의 재미를 충족시

키지 못함을 의미하였다. Flower(1980)는 계획된 용도로 만들어진 놀잇감은 일

정한 결과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개방적인 놀

이시설보다 어린이의 활동을 더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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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가지의 놀이행태가 고정화된 시설에서는 어린이가 싫증을 느끼며 더 

많은 변형된 놀이행태로 이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3-19] ‘오르기’와 ‘함께 타기’의 놀이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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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놀이시설에서의 놀이의 행태 분석

모험놀이시설의 본래 계획된 용도로는 ‘균형 잡기’, ‘오르기’, ‘매달리기’가 

있다. 모험놀이시설의 경우 처음 계획된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변형된 행태인 ‘고속으로 타기’, ‘서서타기’, ‘뛰어내리기’, ‘미끄

럼타기’ 가 관찰되었다. 

모험놀이 

시설

오르기 고속으로 타기 

뛰어내리기 서서타기

균형 잡기 미끄럼타기

매달리기

[그림 3-20] 모험놀이시설에서의 놀이행태

공중놀이기구는 대부분의 미취학아동이 혼자 놀이를 즐기기에 어려움을 겪

었다. ‘고속으로 타기’의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놀이행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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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었다. 공중놀이기구는 좌석형 공중놀이기구로 앉아서 타도록 만들어졌으

나 몇몇 취학 어린이에 의해 ‘서서타기’의 변형된 놀이 행태가 관찰되었다.

건너는 기구에서는 ‘균형 잡기’ 놀이행태 외에도 ‘오르기’의 놀이 행태가 관

찰되었는데, 이는 미취학어린이가 두 손으로 로프를 잡고 ‘기어오르기’가 이에 

해당되었다. [그림 3-21]의 오른쪽 사진은 평일 유치원에서 단체로 견학 온 미

취학 아이들이 손을 짚어가며 건너는 기구에서 놀이를 하는 행태를 보여준다. 

[그림 3-21] 건너는기구에서 ‘균형 잡기’와 ‘기어오르기’의 놀이행태

오르는 기구에서는 미취학 어린이들이 계획된 놀이행태가 아닌 미끄럼을 타

고 내려오는 모습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에 마련된 

세 가지의 오르는 기구 중 가운데에 위치한 놀이기구는 암벽등반을 위한 홀드

가 없이 봉의 형태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구조상 미끄럼타기를 즐기기에 용이

했다. 다음은 [그림 3-22] 오른쪽 사진 중 여자 어린이의 인터뷰 내용으로 아

이는 미끄럼틀보다 오르는 기구에서의 미끄럼타기 놀이행태를 더 즐기는 모습

이었다.   

“미끄럼틀 보다 더 재밌어요”

(7세, 여, 오르는 기구에서 미끄럼 타는 어린이.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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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오르는 기구에서 ‘오르기’와 ‘미끄럼타기’의 놀이행태

조합놀이대에서의 놀이행태는 ‘균형 잡기’와 ‘매달리기’로 한정되어 관찰되

었으며 규정되지 않은 행태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과 관계없이 조합놀이대

에서의 놀이는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조합놀이대에서 미취학어린이는 자신의 신체능력의 한계를 느끼

면 중간에 놀이를 중단하거나 보호자를 부르거나 보호자가 있는 쪽을 쳐다보

는 행태가 특이점으로 관찰되었다.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

다.   

[그림 3-23] 조합놀이대에서 ‘균형 잡기’와 ‘매달리기’의 놀이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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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놀이공간에서의 놀이의 행태 분석 

열린놀이공간의 모래놀이장에는 계획된 놀이행태인 ‘모래놀이’가 있지만 보

다 다양한 놀이행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므로 놀이의 한정

이 없었다. 그 밖의 타일경사사벽이나 원통파이프 또한 어느 한 가지의 놀이

행태에 관한 규정 없이 설치된 놀이시설로 한정된 놀이행태는 없었다. 열린놀

이공간에서 관찰된 활동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활동이 관찰되었다. 

열린놀이 

공간

오르기 추격놀이/빠르게 달리기 

미끄럼타기 위요된 곳 놀기

위험요소 근처놀기 자연놀이 

신체놀이 모래놀이

[그림 3-24] 열린놀이공간에서의 놀이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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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경사벽은 놀이터를 둘러싸서 공간을 구분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정해진 놀이행태의 규정은 없다. 타일경사벽에서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놀이를 

하였다. 놀이행태는 오르는 기구나 미끄럼틀에서 관찰되었던 ‘오르기’와 ‘미끄

럼타기’가 관찰되었다. 타일경사벽은 매우 미끄러워 어린이가 ‘오르기’를 하는 

동안 다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본인의 능

력을 초과하는 힘든 도전을 놀이로 지속하고 있었다.  

“싫어요! 내가 혼자 꼭 올라갈거야. (혼자말) 할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7세, 남, 기둥을 잡고 타일을 오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넘어져 크게 울음을 

터트림,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다음은 타일경사벽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던 남자 어린이와의 대화 내용으

로, 한 손에 파란 풍선을 들고 타일을 오르려고 시도를 계속 하고 있었다. 하

지만 결국 넘어지며 울음을 터트린 후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달래주었다. 약

30분정도가 흐른 후 그 아이는 또래 여자아이와 다시 나타나 타일을 오르려고 

도전을 했다. 타일경사벽은 아이들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타일

경사벽에서 놀이를 하는 어린이의 특징은 보호자가 주변에 없다는 것이었다. 

보호자의 놀이 개입이 없는 아이들은 타일 위를 오르는 등 다양한 놀이를 만

들어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25] 열린놀이공간에서의 ‘오르기’ 와 ‘미끄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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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열린놀이공간에서의 자연놀이

열린놀이공간에서의 놀이행태 중 모래놀이와 자연놀이에서 연령별로 가장 

큰 차이점은 보였다. 취학 어린이의 경우 모래놀이나 자연놀이보다는 고속을 

즐기고 스릴을 즐길 수 있는 회전놀이기구나 공중놀이기구를 더 선호하였다.  

모래놀이장에서의 놀이는 도구로 인해 더 풍부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3-26]의 여자 아이는 나뭇가지와 물을 활용하여 모래놀이를 하는 모습

이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모래와 물뿐만 아니라 페트병, 삽, 나뭇가지, 등의 루

즈파트를 활용해서 놀이행태를 다양하게 변형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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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의 행태 관찰 결과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놀이의 행태 관찰 결과를 보면 우선 놀이시설 종

류와 상관없이 ‘회전놀이’가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회전놀이기구에서 관

찰되었으며 뒤를 이어 모래놀이장의 ‘모래놀이’가 두 번째로 빈번하게 관찰되

었다. 짧은 시간 동안 관찰을 진행한 관찰의 특성상 놀이 지속시간이 상대적

으로 긴 놀이시설들에서의 놀이행태가 그만큼 관찰될 확률이 높아 이같이 영

향을 주었다. 

둘째, 열린놀이공간은 다른 일반놀이시설과 모험놀이시설이 제공하지 못 하

는 다양한 놀이행태가 나타나며 이들을 대체 가능하였다. 이는 놀이에 있어서 

열린 공간(Open Space)의 제공이 놀이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인

다. 타일경사벽에서의 ‘오르기’와 ‘미끄럼타기’는 일반놀이시설의 미끄럼틀과 

비슷한 놀이로 대체가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험놀이시설은 일반놀이시설이나 열린놀이공간에서 관찰되지 

않은 ‘균형 잡기’와 ‘매달리기’의 놀이행태가 나타났다. 모험놀이터시설의 놀이 

지속시간은 짧았지만 관찰된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놀이시설은 계획

되지 않은 다양한 놀이가 관찰되었는데 주로 취학 어린이에 의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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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  

❚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 관찰 개요 

Floyd (2011)은 보호자는 어린이의 놀이 활동에 큰 영향을 주며 보호자가 보

이는 곳에서 노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신체활동이 크게 떨어진다

고 하였다. 이는 놀이에서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가 놀이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기 때문에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내 어린이와 보호자 위치 관찰은 서로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내의 각 시설별로 보호자가 얼마나 어린이의 놀이에 

개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도위에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를 표

시하였다. 표시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표시하였으며 휴게시설이나 편

의시설에 휴식을 취하는 이용자는 제외하였다. 보호자는 놀이시설 근처에서 

놀이에 개입을 하거나 감독을 하는 대상으로만 표시하였다. 

관찰은 11월 19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행태관찰을 실

시하였다.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를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는 2층 휴게데크 

위에서 실시하였다. 단 놀이의 행태관찰과는 다르게 어린이의 성별을 구분하

지 않았으며 취학과 미취학으로만 구분하여 관찰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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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 관찰 기록표

관찰자는 평면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2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마다 기록을 

하였다. [그림 3-27]은 관찰을 기록을 종합한 것으로 평면도를 보면 관찰 대상

을 어린이와 보호자로 나눈 후 하위단계로 미취학과 취학 다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도형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위치 관찰의 경우 어린이와 보호자가 움

직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관찰 순간 위치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본 위치 관찰

은 어린이와 보호자의 절대적인 수보다는 관찰 당시의 위치가 주된 목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림 3-27]을 보는 법을 예를 들어보면 왼쪽 평면도는 미취학 어린이와 미

취학 어린이의 보호자 위치를 표시한 평면도이다. 그림을 보면 가장 많은 미

취학 어린이가 모래놀이장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보호자의 

경우 그네와 공중놀이기구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이

는 그네와 공중놀이기구에서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놀이에 개입이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미취학 어린이와 보호자 취학어린이와 보호자

[그림 3-27] 연령별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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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 관찰 분석

열린놀이공간에서는 보호자가 놀이에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관찰

되었다. 하지만 미취학 어린이의 보호자 중 일부는 모래놀이장에서 어린이와 

놀이를 함께 참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놀이시설에서 보호자와 어린이의 위치가 가장 가까운 놀이시실은 공중놀이

기구와 회전놀이기구였다. ‘고속으로 타기’의 놀이 행태가 관찰되는 놀이기구

에서 보호자가 더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그림 3-18]는 공중놀이기구와 회전놀이기구에서의 보호자 위치를 표시한 

사진이다. 사진의 사각형은 미취학어린이의 보호자이며 오각형은 취학어린이

의 보호자를 나타낸 것이다. 공중놀이기구를 보면 보호자가 어린이를 어주

며 직접적으로 어린이의 놀이에 참여하였다. 간혹 미취학 어린이간의 말다툼

이 일어나는데 이때 보호자들은 어린이에게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모습이보였

다.

[그림 3-28] 공중놀이기구와 회전놀이기구에서의 보호자 위치

회전놀이기구에서는 가장 많은 어린이가 동시에 빠른 속도의 놀이를 즐기기 

때문에 보호자와 어린이의 위치가 가까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호자들

은 어린이가 위험해 보이는 놀이를 할 때는 주의를 주었다. 보호자는 어린이

의 요구에 따라 회전놀이기구를 빠르게 어주며 놀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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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조합놀이대에서의 연령별 보호자의 위치

공중놀이기구와 회전놀기구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비교적 적게 보였다면, 다

른 모험놀이기구인 조합놀이대, 건너는기구, 오르는기구에서는 그 차이가 분명

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적은 연령의 아이의 보호자들은 모험놀이시설

을 이용할 때 도움을 주는 모습이 보였으나 취학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것으

로 보였다.  미취학의 보호자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가

까이에서 어린이를 감독하는 활동이 나타났다. 반면에 취학 어린이의 경우 회

전놀이기구와 공중놀이기구를 제외하고는 보호자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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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시간대별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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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 관찰 결과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를 

종합해보면 우선 취학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곳

에 위치하였으며 따라서 미취학어린이의 보호자보다 적게 표시되었다. 미취학

어린이의 놀이에는 대부분의 보호자가 동행한 반면에 취학어린이의 놀이에는 

보호자가 휴식을 취하는 등 상대적으로 개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호자의 위치가 일반놀이시설과 모험놀이시설 근처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관찰됨을 볼 수 있다. 취학 어린이의와 보호자의 위치를 보면 이 같

은 경향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취학어린이의 보호자는 회전놀이기구와 공

중놀이기구와 같은 특정한 놀이기구 근처에서 주로 관찰되며 반대로 그 외의 

놀이기구에서는 미취학 보호자에 비해 크게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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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에서의 이용행태를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가

지 행태관찰 방법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놀이의 지속시간은 열린놀이공간에서의 놀이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험놀이시설과 일반놀이시설 같이 1회 놀이 완료시

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놀이시설에서는 놀이 지속시간도 짧았다. 모험놀이시설

에서는 반복적인 놀이보다는 1회성에 끝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고속으로 타

기’와 같이 빠른 속도로 놀이가 가능한 그네와 회전놀이기구는 다른 놀이시설

에 비해 놀이지속시간이 길었다. 함께 놀이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또한 놀

이의 지속시간에 영향을 주었는데, 모래놀이장, 타일경사벽, 회전놀이기구와 

같이 어린이들이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시설에서 놀이 지속시간이 긴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열린놀이공간은 모험놀이시설과 일반놀이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놀

이의 행태가 관찰된다. 모험놀이시설은 ‘균형잡기’와 ‘매달리기’가 특징적으로 

관찰되었지만 계획된 놀이행태가 아닌 변형된 놀이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모

험놀이시설에서 놀이가 관찰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면 

놀이의 지속시간은 짧지만 많은 어린이가 놀이를 체험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는 연령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미취학어린아이와 보호자가 가까운 위치에서 어린이놀이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주고 있었다. 보호자는 어린이의 연령과 상관없이 그들이 위험하다고 생

각되는 놀이시설 근처에서는 가까이 위치하며 특히나 ‘고속으로 타기’가 가능

한 공중놀이기구와 회전놀이기구에서 쉽게 관찰되었다. 모험놀이시설을 이용

하는 미취학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놀이에 개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험놀이시설이 미취학 어린이에게는 다소 난이도가 있음을 의미하였다. 열린

놀이공간의 경우 모래놀이장에서 보호자의 가장 적극적으로 놀이 참여가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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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문 (2015)는 사실 어린이들은 놀이기구가 아닌 놀이기구 언저리에서 더 

오래 더 자주 논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는 일반놀

이시설과 모험놀이시설에 자리를 빼앗겨 열린놀이공간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정작 어린이가 오랜 시간 머무르며 다양한 활동이 관찰되는 열린놀이공간은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유형구분 일반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열린놀이공간

놀이

지속시간

 ‘고속으로 타기’가 

가능한 놀이기구에서 

놀이 지속시간 김

 그 외 일반놀이기구의 

놀이의 지속시간 짧음

 짧은 놀이지속시간 

 반복이 일어나지 않음
 긴 놀이지속 시간

놀이의 

행태

 다양한 놀이의 행태 

 놀이의 변형이 많이 

일어남

 ‘균형잡기’, ‘매달리기’ 

놀이 행태 관찰

 놀이시설로 제공하지 

못 하는 가장 다양한 

놀이행태 

어린이와 

보호자의 

위치

 연령과 상관없이 

회전놀이기구에서 

가까이 위치함

 일반놀이시설의 미취학 

어린이와 보호자 거리 

가까움 

 연령과 상관없이 

공중놀이기구에서 

가까이 위치함 

 모험놀이시설의 미취학 

어린이와 보호자 거리 

가까움 

 어린이와 보호자의 

거리 가장 멀리 위치 

 모래놀이장의 경우 

보호자의 적극적 놀이 

참여 일어남 

[표 3-5]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행태관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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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보호자 인식 분석

1절: 1인 미디어에 나타난 모험놀이터의 인식

1. 1인 미디어 블로그 분석개요 

도시 내 모험놀이터 방향 제시를 위해 1인 미디어 중 하나인 블로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방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험놀이터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제이 (2013)는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장소감을 하

나의 미시담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1인 미디어를 통해 개인

은 자료와 정보의 전달 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엔진 네이버를 이용해 검색된 288건의 블로그를 표본으

로 선정하여 게시한 글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해 보았다. 블로거들이 제시한 이

미지는 그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게

시한 글과 이미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블로거들은 크게 아이와의 일상을 기록하는 목적과 장소 소개의 목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었다. 블로거들이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를 기존의 

일반 놀이터와 비교하여 차별성을 느끼는 요인들은 은연중에 글에 나타나 있

었다. 그것들을 정리해보면 놀이시설의 종류, 놀이터와 시설의 크기, 놀이시설

의 재료, 놀이의 행태에서 그 차이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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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 모험놀이터의 차이를 인식하는 요소 

1) 모험놀이터의 시설 

표본으로 선정된 블로그 중 62건의 포스팅 된 글은 모험놀이터의 모험놀이

시설을 언급하고 있었다. 모험놀이시설 중에서도 ‘건너는 기구,’ ‘조합놀이대,’

‘공중놀이기구’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모험놀이터의 시설

을 일반놀이시설과 모험놀이시설, 열린 놀이공간으로 나누었는데 실제로 이용

자들은 모험놀이시설을 다른 놀이시설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에서 ‘모험놀이터답다’라는 표현을 보면 모험놀이시

설이 이용자에게 모험놀이터의 장소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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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름
내용 사진

봉봉맘의 

두뇌발달

놀이

모험놀이터답게 모험스러운 놀이기구들이 많습니

다....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등산하듯이 놀

이기구를 탑니다. 무슨 유격훈련도 아니고...ㅋㅋㅋ

ㅋ 어른들에게는 마치 유격훈련같은데.... 아이들은 

이런것도 다 놀이....ㅋㅋㅋㅋ

시시콜콜 

우주 at 

Home 

야트막한 모래언덕, 버튼식 수도꼭지, 곳곳에 놓여

있는 나무 기둥들. 아이들의 호기심과 놀이 본능을 

자극하기 딱인 듯한 환경. 유모차에서 내려놓자마

자 바로 놀이시작. 아이들은 놀거리와 놀 방법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는듯.

달콤바삭

한 오늘

모험놀이터답게 정형화된 미끄럼틀, 그네 놀이기구 

보다는 매달리기 건너기 올라타기 등과 같이 모험

을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다. 너무 어

린 아이들보다는 적어도 3세이상 (5세 이상이 좋을 

듯)은 되어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인 것 같

다.

그림같은 

집을 짓고

월드컵공원 모험 놀이터는 아이들이  줄잡고 외나

무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통나무 붙잡고 건너뛰기

도 하고. 이런 인공 바위산이 있는데 모래가 있어

서 무척이나 미끄럽습니다. 그곳을 올라가는 요령

도 배우고 

수바니의 

하루살이

통나무 위주의 놀이터인데 저희 놀고 있을 때 한 

아이 넘어져서 이마에 피철철. 너무 어린아이거나 

과격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동반하셔야 할 거에요. 

모험스러운 놀이기구들 많고요. 가장 인기있던 것

이 바로 이거 유격훈련받듯 아이들 즐겁자고 부모

님이 쎄빠지는 곳. 

[표 4-1] 모험놀이기구를 통해 느끼는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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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험시설의 재료 

약 20건의 블로그는 이용자가 놀이시설의 재료를 통해 일반놀이터와 차별적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 재질로 만든 놀이기구들은 쇠나 플라스

틱으로 만들어진 일반놀이시설과 차이점으로 인식하는 요인이었으며 모험놀이

터에 깔린 모래도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르게 놀이터 바닥재료로 모래를 보기 힘든 환경 때문이다. 

블로그 

이름
내용 사진

천사나경

맘의 

블로그

‘모험놀이터’라고 놀이터인데 조금은 특별한 놀이

터가 있어서. 놀이기구가 동네 놀이터와는 좀 달라

요. 주로 나무로 된 놀이기구들이 많구요. 징검다

리, 통나무 건너기 등. 타이어 타는 기구도 있고, 

원통형 미끄럼틀은 가파라서 울 딸은 아빠랑 탔는

데도 무섭다고 안타네요.

레나의 

달콤블로

그

기존의 다녔던 놀이터랑 느낌이 좀 달랐어요. 나무

로 만들어졌고, 모래가 가득했고, 활동적이면서 다

이나믹한 모험놀이터! 큰아이들은 미끄럼틀은 거의 

안 타고 아래에 있는 놀이기구에서 놀더라고요. 

[표 4-2] 모험놀이터 재료를 통해 느끼는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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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험놀이터와 놀이시설의 크기 
약 28건의 블로그는 놀이터의 크기 혹은 놀이시설 크기로 일반놀이터와의 

차이를 인식하였다. 우선 모험놀이터의 부지의 크기가 크다는 글의 많았다. 

‘모험놀이터답게 크기가 크다’는 표현으로 미루어보면 이용자가 생각하는 모

험놀이터는 기존의 일반놀이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드컵공원 모험

놀이터의 놀이시설 중에서는 미끄럼틀 크기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모험

놀이터의 미끄럼틀이 ‘높다’, ‘길다’, ‘포스가 있다’, ‘엄청난’ 같은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놀이터의 크기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의 크기 역시 이용자가 

모험놀이터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블로그 

이름
내용 사진

라풀e 

하우s

모험놀이터답게 미끄럼틀도 스케일이 다름. 실제로 

가보시면 사진보다 훨씬 높고 무서워 보여요. 꼭 

수련장 같지 않나요?

그리다. 

여행 

그리고 삶

모험놀이터다.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스펙타

클하게 신체놀이 할 수 있는 모험놀이터 다른 놀

이터보다 포스가 좀 있다. 미끄럼틀도 좀 길고 가

파르고 줄타기도 난이도 좀 있고 그래서 좀 큰 애

들도 신나하는 곳이다. 엄청난 터널. 타일로 만든 

미끄럼틀 색다르다. 타일 미끄럼틀은 아이들에게 

인기짱이다. 

나야_아이

맘 이야기

놀이터가 진짜 크다. 미끄럼틀도 높고 모래놀이터

라 흔치않아 좋고 사람도 많고 아이들과 놀아주느

라 사진은 없지만 뺑뺑이, 징검다리, 그네 등등 아

이들이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음 근데 

땡볕임

[표 4-3] 모험놀이터의 크기를 통해 느끼는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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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놀이행태에 드러난 모험성  

마지막으로 10건의 블로그는 모험놀이의 행위자체에서 일반놀이터와의 차이

점을 찾았다. 이 같은 게시글의 특징은 놀이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었

다. ‘많은 몸의 움직임’, ‘균형잡기’, ‘다양한 신체의 사용’등의 표현은 놀이행

태를 나타냈다. 함께 올린 사진들은 어린이가 모험놀이시설에서 나타나는 행

태를 찍은 사진들이다. 특히나 본 연구의 행태관찰 중 ‘균형잡기’에 대한 언급

이 많았다. 보호자들은 ‘균형잡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이 같은 행

위를 통해 아이들이 도전, 성취욕, 모험심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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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름
내용 사진

아영석준

맘

여긴 모험놀이터에요 여기 정말 모험이 가득. 몸을 

정말 많이 움직이게 하는 모험놀이터, 정말 맘에 

들더라고요. 

헬렌아줌

마의 

소소한 

일상

작년에 와본 아기새모험놀이터 전형화되어있는 놀

이터가 아니고 모험놀이터 이름에 걸맞게 모든 놀

이기구가 몸을 쓰고 균형을 잡아야하는 곳이라 5

세 아이가 놀땐 꼭 엄마가 옆에 붙어있어야될 듯. 

작년과 다르게 용감해져서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모습에 박수 짝짝. 

한남자 

세여자의 

가족사랑

이야기

이곳에 모래 놀이터가 있어요. 다른 놀이터와는 많

이 다른 곳이더라구요. 유격장 같다고 해야하나. 

말 그대로 모험을 하게 되는 놀이터네요. 경사가 

있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스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말괄량이

들의 

행복한 

시간

공원의 모험놀이터 난 참 여기가 좋다. 평상있고 

그늘이 있어 좋기보다는 이름처럼 아이들이 몸으

로 놀고 모험할 수 있는 구조라서. 단순히 그네나 

미끄럼틀로 끝이 아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너

무 즐거운 공간이라서. 

웃음 

공작소

테마가 “모험놀이터”인데 정말 모험놀이터다워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온몸의 신경을 집중해서 놀

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게 발로 균형을 잡아주어야

하고 손도 써야하고. 어찌보면 엄마 아빠는 조금 

불편할수도 있어요. 울아이도 아직은 손을 잡아줘

야하니까요. 레펠장치 이거 인기 많아요 줄서서 타

요. 울아이도 한번 타더니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네

요.

[표 4-4] 모험성이 드러나는 놀이행태를 통한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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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모험놀이터를 직접 경험한 블로거들은 자신의 경험에 입각하여 공간에서의 

장소감이 나타나게 된다. 블로그의 글과 개인이 촬영한 사진은 경험에서 비롯

된 감정의 표현방법이다.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의 경험을 통해 본 글을 보면 이용자는 모험놀이

터를 일반놀이터와 다른 놀이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차

이를 인식하는 요인으로는 놀이시설의 종류, 놀이터의 크기, 놀이시설의 크기, 

놀이시설의 재료, 놀이의 행태를 뽑을 수 있었다. 

결국 국내 모험놀이터의 계획에서 모험놀이터를 인식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하면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모험놀이터로 인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국내 모험놀이터 인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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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인터뷰에 나타난 보호자의 태도 

1. 인터뷰 개요 

모험놀이터에 대한 국내 보호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월드컵공원 모험놀

이터에 어린이와 동행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중 모험놀이터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가 잘 나타난 6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표 4-5]에 표시하였으며, 질문 외의 답

변 내용은 생략하여 정리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어머니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미취학 어

린이가 주를 이루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교사가 많았다. 주말 역시 미취학아동

이 더 많았으며 부모 중 아버지는 주로 주말에 볼 수 있었다. 

보호자의 모험놀이터에 대한 태도는 크게 안전지향형, 놀이지향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으며 두 가지 태도를 모두 가진 보호자도 있었으나 더 강한 쪽 태

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를 이용하는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모험

놀이시설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가 달랐으며 이는 어린이 놀이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안전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보호자들은 대체로 어린이와 함께 

놀이를 감독하며 놀이를 통제하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다. 

유형구분 자녀연령 자녀성별 인터뷰 보호자

안전지향형
5살 여자 30대초 엄마 A
9살 여자 40대 아빠 B
6살 남자 60대 어르신 C

놀이지향형
9살 남자 40대 엄마 D
8살 여자 40대 엄마 E
11살 여자 30대 엄마 F

[표 4—5]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인터뷰 응답자 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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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응답자 구분

❚ 안전지향형 

안전지향형은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어린이 놀이에 있어서 안전성을 가

장 최우선시 하는 성향의 응답을 한 보호자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나이가 어

린 아이의 보호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안전지향형은 어린이의 놀이에 

개입이 컸으며 놀이시설의 선택에 있어서도 개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험놀이터에서 제공하는 놀이시설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미취학어린이가 이용

하기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다는 반응이 있었다. 일반놀이시설 중 회전놀이기

구의 경우 연령별로 노는 속도가 달라서 위험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연령별 

공간의 분리를 요구한 보호자도 있었다.

“저기 저 회전하는 것 너무 위험해요. 바닥부분에 보면 저기 손에 낄수 

있게 틈이 있자나요. (인터뷰 중 어린이가 뒤엉켜 넘어짐) 저거 보세요. 특

히나 저기에 큰 초등학생애가 돌리면 작은 애들은 픽 픽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가까이서 보고 있어야해요.... 큰 애들 노는 곳 하고 어

린애들 노는 곳이 따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살 여자아이, 30대초 엄마 A 2016년 10월 22일)

“아파트 놀이터에 없는 모래나 저기 저 타이어 타는 것 같은게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모험놀이터라도 우리 애가 안전해야지. 아 그리고 요기는 

(회전놀이기구) 저 고무 좀 넓게 깔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넘어져도 안 

다치지...” 
(9살 여자아이, 40대 아빠 B 2016년 10월 21일)

“바닥에 턱이있는데 너무 위험해요. 저건 빨리 고쳐야지 어린이들이 

조금 턱만 있어도 넘어지고 다치는데. 그리고 저기 저 볼록한 데 있자나 

저건 신발 신고 내가 올라가도 미끄럽더라구... 애들이 크게 다치지...저건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저번에 우리애가 다쳐서 사람 불 는데 오래 걸리

더라구. 놀이터가 안전해야지. 아~ 참 다쳤을 때 약이라도 보이는 곳에 놓

아야지...” 
(6살 남자아이, 60대 어르신 C 201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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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지향형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에서 어린이의 자유로운 놀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이다. 놀이지향형의 특징은 월드컵공원에서 제공하는 모

험놀이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놀이지향형 응답자는 대체로 젊

은 어머니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나 미디어를 통해 해

외 모험놀이터에서 대한 개념이 있거나 정보를 접한 보호자들이 이 같은 태도

를 보였다. 놀이지향형은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가 가지고 있는 모험놀이시설

과 해외모험놀이시설을 비교하며 새로운 모험놀이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좀 더 자연에 가까운 곳이 좋을거 같아요.... 제가 어느 TV프로를 봤

는데 일본인가에서는 애들이 요리도 해먹고 막 뛰어놀더라구요. 사실 저

런 놀이기구도 좋은데 어디나 있는거 잖아요. 저런 것 보다는 그냥 큰 나

무를 가져 놓는다던지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9살 남자아이, 40대 엄마 D 2016년 10월 8일)

“요즘에 모래놀이를 할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 우레탄 

깔린 곳 있는데 냄새도 나고 그래서 멀리 요기까지 와요. 그리고 저는 그

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스스로 놀게 다양하게 놀아야 해요. 제가 어디서 봤

는데 어린이가 어느 정도 위험해도 좋다였나? 어느 정도 놀이지도자가 있

어서 안전하게만 보장되면 톱도 만지고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8살 여자아이, 40대 엄마 E 2016년 10월 21일)

사실 모험이라고 해서 저렇게 나무로 애들 오르게 만들고 한거 같은데 

저런 시설 때문에 우리애가 더 다치더라구요. 사실 미끄럼틀 이런건 우리 

애같이 초등학생이 놀기에는 식상해요. 처음에나 좋아하지만 계속 놀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애들이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보통 타죠.” 

(11살 남자아이, 30대 엄마 F 201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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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국내 모험놀이터 보호자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분석개요 

 설문조사는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를 이용한 성인 대상으로 선정한다. 

설문조사는 11월9일부터 13일 5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의 경우 ‘구글 설문조사’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그 

대상으로는 네이버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와 관련된 504건의 블로그 중 중복

과 관련 없는 블로그를 제외한 블로거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175명에

게 메일을 보냈으며 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답변을 응답을 주지 않으신 분을 

제외한 46명의 결과를 받았다. 현장의 경우 평일 오후 3~5시에서 주말 11시~5

시까지 이용자가 많은 시간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방식은 자기 기입으로 실

시하였으며 노년층과 외국인과 같이 한글을 모르거나 안 보이시는 분들에 한

하여 조사자가 직접 읽어주고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64부

를 추가하여 총 110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3을 

통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     분 내     용
일시 2016년 11월 9일 ~19일 (6일)
시간 이용자가 많은 낮 11시~저녁 5시
장소 월드컵공원 내 어린이 공원 및 온라인
총부수 110부 

[표 4-6] 설문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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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의 내용 및 목적   

설문은 공원에 대한 방문빈도, 방문계절과 같은 일반항목과 각 놀이시설물

에 대한 만족도, 인식평가, 응답자 정보 순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지의 세부

사항은 물리적인 시설물에서부터 모험놀이터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까지 포함하고 있다. 

본 설문지는 현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해외 

모험놀이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수용정도를 알아봄

으로써 추후 국내 모험놀이터 설계의 기초 자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구    분 질     문 
일반적 항목 방문빈도, 방분계절, 방문시간, 체류시간

놀이시설 만족도

모험놀이터 제공 시설 

①그네, ②공중놀이기구, ③회전놀이기구, ④미끄럼틀, 

⑤건너는 기구, ⑥모래놀이장, ⑦흔들놀이기구, 

⑧오르는 기구, ⑨조합놀이대, ⑩조합놀이대2, ⑪원통파이프
인식 해외모험놀이터와 대상지에 대한 인식

공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해외모험놀이터 서비스에 대한 반응 
허용범위 해외 모험놀이의 허용범위 

응답자 특성 성별, 자녀 및 손자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표 4-7] 설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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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의 놀이터 이용현황 

놀이터를 이용하는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1년에 5번 이내로 오는 사람이 

6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1달에 2번 정도가 20.9%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

어 1달에 1번,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3~4회가 각각 10.9%, 5.5%, 2.7%로 월

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는 도시공원에 있는 특징에 따라 근린주구 내 놀이터

와 같이 자주 방문하는 곳은 아니었다.

방문하는 계절의 경우 봄과 가을에 68.2%로 치중되어 있었으며 사계절이용 

한다는 의견도 23.6%였으나 여름과 겨울은 7.3%와 0.9%로 놀이터의 경우 날씨

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방문시간은 밤 시간에 방문한다는 의

견은 없었으며 새벽5시~낮12시가 4.5%, 낮12시 ~저녁5시가 92.7%, 저녁5시~저

녁8시가 2.7%로 뒤따랐다. 위의 결과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난 놀이

터 이용시간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1~2시간이 55.5%, 

2~3시간이 31.8%, 30분미만이 7.3%, 반나절이상이 5.5%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남자가 20% 여자가 79.1%로 응답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아이

가 58.2% 여자아이가 41.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을 보면 10대가 2.7%, 

20대가 2.7%, 30대가 60%, 40대가 29.1%, 50대가 2.7%, 60대 이상이 2.7%로 나

타났다.  자녀의 연령은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으며 1살이 0.9%, 2살이 0.9%, 

3살이 1.8%, 4살이 14.5%, 5살이 12.7%, 6살이 17.3%, 7살이 16.4%, 8살이 

10.9%, 9살이 10%, 10살이 11.8%, 11살은 없으며 12살이 0.9%로 나타났다. 즉 

놀이터의 연령은 보면 12살까지의 연령이 이용을 하고 있었으며 주된 이용자

는 6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은 전업주부가 40%, 그 뒤를 전문직 20.9%, 

회사원이 14.5%, 교사와 무직/은퇴가 7.3%, 자영업이 4.7%로 그 외 기타가 

3.6%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보면 놀이터 주변구(은평구 27.3%, 마포구23.6%, 

서대문구13.6%)에서 64.5%가 방문을 하며 그 다음으로 강서구 5.5%를 제외하

고는 비교적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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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빈

도

빈도 퍼센트

1년에 5번이내 66 66.0

1달에 2번정도 23 20.9

1달에 1번정도 12 10.9

일주일에 1번정도 6 5.5

일주일에 3~4번 3 2.7

전체 110 100.0

방

문

계

절

빈도 퍼센트

봄, 가을 75 68.2

여름 8 7.3

사계절 26 23.6

겨울 1 0.9

전체 110 100.0

방

문

시

간

빈도 퍼센트

오전 

(새벽5시~낮12시)
5 4.5

오후 

(낮12시~저녁5시) 
102 92.7

저녁 

(저녁5시~저녁8시)
3 2.7

전체 110 100.0

이

용

시

간

빈도 퍼센트

30분 미만 8 7.3

1~2시간 61 55.5

2~3시간 35 31.8

반나절이상 6 5.5

전체 110 100.0

응

답

자

성

별

빈도 퍼센트

남자 22 20.0

여자 87 79.1

결측 1 0.9

전체 110 100.0

[표 4-8] 설문 응답자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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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녀

성

별

빈도 퍼센트

남자 64 58.2

여자 46 41.8

전체 110 100.0

연

령

빈도 퍼센트

10대 3 2.7

20대 3 2.7

30대 66 60.0

40대 32 29.1

50대 3 2.7

60대 이상 3 2.7

전체 110 100.0

자

녀

연

령

빈도 퍼센트

1살 1 0.9

2살 1 0.9

3살 2 1.8

4살 16 14.5

5살 14 12.7

6살 19 17.3

7살 18 16.4

9살 12 10.0

10살 11 11.8

12살 13 0.9

결측 2 1.8

전체 110 100.0

직

업

빈도 퍼센트

전업주부 44 40.0

교사 8 7.3

자영업 5 4.5

회사원 16 14.5

전문직 23 20.9

무직/은퇴 8 7.3

기타 4 3.6

결측 2 1.8

전체 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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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 

지

역

빈도 퍼센트

기타 27 24.6

은평구 30 27.3

서대문구 15 13.6

마포구 26 23.6

고양시 3 2.7

강서구 6 5.5

결측 3 2.7

전체 110 100.0

❚ 시설에 대한 만족도 결과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에서 제공하는 시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

는 매우만족에서 매우 불만족으로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모든 놀

이기구에서 만족도는 보통이다 라는 응답보다는 높게 나왔다. 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건너는기구, 모래놀이장, 오르는기구, 

조합놀이대1, 조합놀이대2, 회전놀이기구, 그네, 원통파이프, 흔들놀이기구 순

서였다.

놀이

시설 

만족

도

평균 

그네 3.42

회전놀이기구 3.65

미끄럼틀 4.05

흔들놀이기구 3.30

공중놀이기구 3.85

건너는기구 3.85

오르는기구 3.82

조합놀이대 3.69

조합놀이대2 3.65

모래놀이장 3.75

원통파이프 3.34

[표 4-9] 놀이시설물 만족도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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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각 각의 만족도에서 분명한 의견을 낸 비율을 답의 비율에서 차이

를 보였다. 만족도가 높은 네가지 시설의 경우 미끄럼틀은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17.3%, 불만족인 응답은 3.6%, 공중놀이기구는 보통이 25.5% 불만족이 

6.3%, 건너는 기구는 보통이 20.9%, 불만족이 5.4%, 모래놀이장은 보통이 

23.6% 불만족이 12.7%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족 비율을 모래놀이장

에서 보였다. 현장조사 중에서도 놀이터의 모래는 비교적 보호자의 의견이 엇

갈리고 있었다.

“모래를 전체적으로 깔아서 먼지 날리고 안 좋다. 지금이야 사람이 많아

서 괜찮지만 사람 좀만 없으면 비둘기오고 애들 건강에 안 좋다. 모래놀이야 

좋지~ 그런데 동물들이 오니까 그게 문제다.” 

놀이터이용 어린이 보호자 인터뷰.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40대 여자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시설인 조합놀이대은 보통이 

36.4% 불만족이 5.4%, 조합놀이대2는 보통이 33.6% 불만족이 8.2%로 나타났

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던 회전놀이기구는 보통이 32.7% 불만족이 10%, 

그네는 보통이 43.6% 불만족이 8.2%, 원통파이프가 보통이 40.9% 불만족이

13.7%, 흔들놀이기구는 50.9%, 11.9%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만족도 보다 원통

파이프가 상대적으로 불만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10 -

[그림 4-2]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 놀이시설물 만족도 

❚ 국내 이용자들의 모험놀이터에 대한 인식 결과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를 대상으로 모험놀이터에 대한 정의를 물어 본 질문

에 65%가 어린이 스스로 놀이와 놀이터를 만드는 곳이라고 답하였다. 해외모

험놀이터에서 정의하는 모험놀이터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으로 모험성있는 놀이 행위가 일어나는 곳 47%, 입체적인 지형이 있는 곳 

38%, 유격장이 있는 시설이 있는 곳 11%, 톱 망치 등의 도구를 제공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곳 5%, 놀이지도가 놀이를 지도하는 곳 4%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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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상자로 하여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모험놀이터가 모험놀이터인지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9%, 그렇다 42%, 보통이다 

35%, 잘 모르겠다 14%를 보였다.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를 모험놀이터로 인식하지 못 한 이유로는 놀이시설

의 차별성 없어서 37%가 응답하였다. 그 뒤로 모험성 있는 놀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29%, 모험놀이터가 뭔지 모르겠다 27%, 놀이지도자가 없어서 2%가 응

답을 하였다. 

  

모험놀이터에 대한 인식 순위

                                                

                                                

               

1.어린이들이 스스로 놀이와 

놀이터를 만드는 곳 
2.모험성 있는 놀이 행위가 

일어나는 곳 
3.입체적인 지형이 있는 곳 
4.유격장이 떠오르는 놀이시설이 

있는 곳 
5.톱 망치 등의 도구를 제공해 

놀이를 할 수 있는 곳  
6.놀이지도자가 놀이를 지도하는 곳 

[표 4-10] 모험놀이터에 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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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모험놀이터 국내 도입에 대한 태도 분석 

외국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해외모험놀이터의 예시를 사진으로 제공하며 국

내 도입에 대한 생각을 매우 부정적에서 매우 긍정적까지 리커트 척도로 물어

본 질문에는 평균 3.39가 나왔다. 부정적인 의견인 매우부정적 26.4%와 부정적 

1.8%로 나타났다. 

도

입

인

식

빈도 퍼센트

매우부정적 2 1.8

부정적 29 26.4

보통 25 22.7

긍정적 32 29.1

매우긍정적 22 20.0

전체 110 100.0

[표 4-11] 해외모험놀이터 도입에 대한 인식

 

추가로 해외모험놀이터에서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우선 놀이를 위한 도구(톱, 망치, 못, 나사)등의 제공

은 부정적 40% 보통이 23.6% 긍정적이 21.8%가 나왔다. 놀이지도자의 배치는 

보통이 18.2% 긍정적이 41.8% 매우 긍정적이 35.5%를 나타냈다. 입장료를 통

한 모험놀이터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 24.5% 보통이 37.3%, 긍정적이 

20%로 나왔다. 어린이이 놀이를 금지하는 것이 없는 곳은 34.5% 긍정적이 

36.4% 매우긍정적이 17.3% 으로 나타났다.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 프로

그램의 운영은 보통 19.1% 긍정적 34.5% 42.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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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해외모험놀이터 서비스에 대한 태도

❚ 모험놀이터 위험성 놀이의 허용정도 

모험놀이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5종류의 놀이의 허용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모험놀이기구와 자연물놀이는 허용한다는 의견이 79.1%와 87.3%로 상대

적으로 높았다. 보호자의 놀이 통제를 제한에 대한 문항에는 47.3%와 52.7%가 

각각 허용하겠다와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위험도구사용 놀이나 불을 이

용한 놀이의 경우 허용하겠다는 응답이 19.1%, 2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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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도

구

사

용

빈도 퍼센트

허용한다 21 19.1

허용하지 않는다 89 80.9

전체 110 100.0

불

이

용

놀

이

빈도 퍼센트

허용한다 24 21.8

허용하지 않다 86 78.2

전체 110 100.0

모

험

놀

이

기

구

빈도 퍼센트
허용한다 87 79.1

허용하지 않는다 23 20.9

전체 110 100.0

자

연

물 

놀

이

빈도 퍼센트

허용한다 96 87.3

허용하지 않는다 14 12.7

전체 110 100.0

보

호

자

제

한

빈도 퍼센트

허용한다 52 47.3

허용하지 않는다 58 52.7

전체 110 100.0

모

두

불

허

빈도 퍼센트

그렇다 1 0.9

그렇지 않다 109 99.1

전체 110 100.0

[표 4-12] 모험놀이터 모험놀이의 수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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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모험놀이터 위험성 놀이의 허용정도 변화 

모험놀이터의 취지와 위험성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보여준 후 모험놀

이터 놀이의 허용정도를 묻는 질문을 다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위험도구의 

사용을 통한 놀이를 허용하겠다는 응답이 19.1%에서 26.4%로 증가하였다. 불

이용 놀이의 경우 21.8%에서 26.4%, 모험놀이기구의 허용은 79.1%에서 80.9%, 

보호자 통제 제한도 47.3%에서 50%로 증가하였다. 반면 자연물 놀이의 허용은 

그대로 87.3%가 허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질문지의 놀이를 허용하지 않

는다는 의견도 그대로 0.9%로 나타났다. 

[그림 4-4] 국내 모험놀이터에서의 모험성 놀이의 수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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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가 제공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

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변놀이터에서 흔히 관찰되는 일반놀이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모험놀이시설은 전체적으로 만

족도가 대체로 높았는데 이는 모험놀이시설이 이용자가 월드컵공원 모험놀이

터를 만족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험놀이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질문에 국내 이용자들은 모험놀이터가 

‘유격장 같은 이미지’가 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공중놀이기구와 같은 

모험놀이기구의 유무로 모험놀이터를 인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차이

가 있었다. 이용자는 어린이가 스스로 놀이를 만들고 놀이터를 만드는 곳을 

모험놀이터로 인식하며 해외에서 정의하는 모험놀이터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

고 있었다.  

해외모험놀이터에 도입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설문조

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추가로 해외모험놀이터의 국내 도입에 앞서 국내 보

호자들이 어린이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놀이의 범위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와 모험놀이기구를 통한 놀이에 긍정

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호자들이 위험 할 수 있는 도구나 불

이용에 대한 놀이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인터뷰를 통해 놀이지향적인 태도

를 가진 보호자들이 몇몇 있지만 아직은 매우 작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를 통해 모험놀이터에서의 위험놀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개념을 설명

한 후 놀이 허용범위는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위험도구나 불의 이용에 있어

서도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는 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는 보호자

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모험놀이터를 도입하면 국내 이용자들에

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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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절: 국내모험놀이터의 개선방안

국내 모험놀이터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놀이가 일어나는 공간과 놀이에 집중

을 하기 보다는 새로운 놀이 시설 도입에 더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의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기존에 없는 모험놀이시설

을 통해 차별화를 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험

놀이시설을 통한 국내 모험놀이터 확장은 오래가지 못 할 것이며 또 다시 천

편일률적인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을 통한 놀

이 제공은 우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노는 것에만 익숙하게 만들어 어린

이의 놀이를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모험놀이터의 개

념을 해외에서의 모험놀이터를 통해 바로 알고 이들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차

이점을 인식해야한다. 더 나아가 국내 모험놀이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국내 이용자와 소비자의 특징에 맞는 한국형모험놀이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국내 모험놀이터의 시설물 개선방안

우선, 모험놀이터 장소성을 흐리는 일반놀이시설을 설치를 지양해야한다. 월

드컵공원 모험놀이터에는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가 있었

다. 실제로 미끄럼틀을 제외하고는 이용자들의 일반놀이시설에 대한 시설물만

족도는 높지 않았다. 1인 미디어의 이용자들이 모험놀이터를 일반놀이터와 다

르게 인식한 것은 바로 모험놀이시설을 통해서였다. 일반놀이시설은 오히려 

이러한 장소성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시설물이 아닌 열린놀이공간을 추가 계획해야한다. 어린이들의 놀이 

에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행태로 오랜 시간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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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계획이 필요하다. 놀이가 규정되지 않은 열린놀이공간에서 보호자는 어린

이 놀이의 통제도 덜 하며 어린이들이 함께 놀이를 즐기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루즈파트(Loose Parts) 놀잇감과 도구의 제공이 필요하다. 모래놀이장

에서 노는 아이들이 모래와 물만 가지고 노는 것은 아니다. 도구의 제공이 있

을 때 어린이의 놀이는 풍부해졌다. 해외의 모험놀이터의 경우 나무, 모래, 돌, 

나뭇가지, 공, 박스, 통나무, 타이어, 로프, 우드팰렛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루

즈파트를 제공한다. 망치, 못, 톱과 같은 도구의 제공은 교육적인 효과와 더불

어 루즈파트를 변형시키며 놀이를 풍요롭게 하는 요인로 작용한다.

[그림 5-1] 루즈파트가 사용된 놀이공간

(출처: http://www.letthechildrenplay.net/2010/01/how-children-use-outdoor-play-spaces.html) 

2. 국내 모험놀이터의 운영·관리 개선방안

첫째,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모색이 필요하다. 모험놀이터는 플레

이리더와 같은 직원을 상주 시켜야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문제 해

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민참여와 기부 장려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야한다. 따라서 재정이 확보가 가능한 대형도시공원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일 것이다. 

둘째, 플레이 워커를 두어 어린이 스스로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모험

놀이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모험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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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플레이 워커 혹은 플레이

리더의 역할 때문이다. 플레이 워커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놀이에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도 안전하도록 모험놀이터를 관리한다. 스스로 놀이와 

놀이터를 만드는 어린이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호자를 어린이에게서 떨

어뜨릴 플레이 워커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험놀이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 아직

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모험놀이터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모험놀이터와 

모험성 있는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자가 수

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모험놀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보호자들에게는 해외모험놀이터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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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결론

1.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에서의 공간과 행태를 분석하고, 이용

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해외모험놀이터의 도입에 앞서 국내 모험놀

이터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모험놀이터의 이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모험놀이터와 해외

의 모험놀이터에는 차이가 있었다. 놀이시설 외에 루즈파트(Loose Parts) 놀잇

감의 필요성과 놀이터의 운영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국내모험놀이터에서는 일반놀이시설과 모험놀이시설, 열린놀이공간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었으며 해외의 모험놀이터와는 다르게 공간의 확정성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의 특성이 있었다. 

셋째, 모험놀이터에서의 이용행태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의 놀이 지속시간은 

시설물이 아닌 열린놀이공간에서 더 긴 것으로 밝혀졌다. 모험놀이시설은 ‘균

형잡기’나 ‘매달리기’와 같은 다른 시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놀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험놀이시설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모험놀이

시설에서 보호자의 위치가 어린이와 가까운 것은 연령에 맞춘 모험놀이시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블로그나 개인 설문조사 결과 모험놀이터로 인식하는 요소로는 놀이

시설의 재질, 크기, 종류가 있었다. 따라서 국내 모험놀이터를 계획할 때 이 

같은 요소를 고려하되 오히려 모험놀이터와 일반놀이터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

고 있는 일반놀이시설의 설치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보호자들의 해외모험놀이터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국

내에도 모험놀이터의 도입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되며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

다. 모험놀이터의 도입은 국내 실정에 맞추어 보호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모험놀이터에 대

한 올바른 홍보는 모험놀이터 도입과 계획에 긍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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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모험놀이터의 특징을 밝히고 이용자의 인식을 통해 국내 모

험놀이터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외모험놀이터의 도입에서 국내 소비자

에게 적합한 방향의 제시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해외모험놀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형모험놀이터 가이드라인 설정 등과 같은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재정적으로 조금은 안정한 도시 내 대형공

원에서 모험놀이터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시도해보면 앞으로 국내 모험

놀이터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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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이인제입니다.

  본 설문은 '도시 내 모험놀이터의 이용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이용자의 생

각과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개인정

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설문은 약5분이 소요됩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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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드컵공원 모험놀이터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 

2. 모험놀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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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 모험성 – 어린이가 스스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긍정적인 위험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킴 

  도시 내 모험놀이터 개선을 위한 이용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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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 질문입니다. 

1-1. 귀하와 자녀는 월드컵공원 내 모험의놀이터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1년에 5번이내 ② 1달에 2번 ③ 1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일주일에 3~4번

1-2. 귀하와 자녀는 월드컵공원 내 모험의놀이터를 주로 언제 방문하십니까?

   ① 겨울 ② 봄, 가을 ③ 여름 ④ 사계절이용

1-3. 귀하와 자녀는 월드컵공원 내 모험의놀이터를 주로 몇시에 방문하십니까?

   ① 오전(새벽5시~낮12시)  ② 오후(낮12~저녁5시) 

   ③ 저녁(저녁5시~저녁8시) ④ 밤 (저녁 8시~ 밤10시) 

1-4. 귀하와 자녀가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30분 미만   ② 1~2시간    ③ 2~3시간     ④ 반나절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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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표는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 시설의 이용만족도를 체크해주세요.

놀이시설종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그네 ① ② ③ ④ ⑤ 

② 공중놀이기구(타이어) ① ② ③ ④ ⑤ 

③ 회전놀이기구(뺑뻉이) ① ② ③ ④ ⑤ 

④ 미끄럼틀 ① ② ③ ④ ⑤ 

⑤ 건너는기구 (그물모양) ① ② ③ ④ ⑤ 

⑥ 모래놀이장 ① ② ③ ④ ⑤ 

⑦ 흔들놀이기구(말모양) ① ② ③ ④ ⑤ 

⑧ 오르는기구 (미끄럼틀옆) ① ② ③ ④ ⑤ 

⑨ 조합놀이대1 (그네앞) ① ② ③ ④ ⑤ 

⑩ 조합놀이대2 (타이어옆) ① ② ③ ④ ⑤ 

⑪ 원통파이프 ① ② ③ ④ ⑤ 

2-2. 귀하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험놀이터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① 유격장(공중놀이기구)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

   ② 톱, 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해 놀이를 할 수 있는 곳 

   ③ 어린이들이 스스로 놀이와 놀이터를 만드는 곳     

   ④ 놀이지도자가 놀이를 지도하는 곳 

   ⑤ 모험성 있는 놀이 행위가 일어나는 곳

   ⑥ 입체적인 지형이 있는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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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재의 이곳 놀이터는 모험이 테마인 모험놀이터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실감하시나요? 

전혀아니다 잘 모르겠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4. 문제2-3의 내용을 실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존의 놀이시설과 차별성이 없다.

   ② 모험성 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③ 놀이지도자가 없어서   

   ④ 모험놀이터가 뭔지 모르겠다. (홍보부족)

3-1. 위의 사진은 외국에서 운영 중인 모험놀이터(Adventure Playground)의 한 

유형입니다. 국내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설명: 모험놀이터에서 폐자재를 가지고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기, 진흙에서 

미끄럼타기, 불을 가지고 음식물 만들기를 하는 놀이)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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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래는 외국의 모험놀이터와 관련된 공원 서비스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놀이를 위한 도구제공
   (톱, 망치, 못, 나사 등) ① ② ③ ④ ⑤ 

2. 놀이지도자배치
   (위험요소 감독역할) ① ② ③ ④ ⑤ 

3. 입장료를 통한 모험놀이터 운영 ① ② ③ ④ ⑤ 

4. 특별히 금지하는 놀이가 없는 곳 ① ② ③ ④ ⑤ 

5.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제공 ① ② ③ ④ ⑤ 

   
3-3. 귀하의 자녀에게 허용할 수 있는 모험성 놀이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중복가능)

   ① 위험도구(톱, 망치, 못, 나사)의 사용  ② 불을 이용한 놀이 (음식만들기포함)

   ③ 모험성이 있는 공중그네, 사다리타기 등 기구 사용     

   ④ 모래, 돌, 나뭇가지 등 자연물 사용   

   ⑤ 아이들끼리 놀도록 허용 (보호자 놀이 통제 제한) 

   ⑥ 아무것도 허용 안 된다.

3-4. 이 같은 연구를 결과를 보시고 귀하의 자녀에게 허용할 수 있는 모험성 

놀이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중복가능)

   ① 위험도구(톱, 망치, 못, 나사)의 사용     ② 불을 이용한 놀이 

   ③ 모험성이 있는 공중그네, 사다리타기 등 기구 사용  

   ④ 모래, 돌, 나뭇가지 등 자연물 사용   

   ⑤ 아이들끼리 놀도록 허용 (보호자 놀이 통제 제한) 

   ⑥ 아무것도 허용 안 된다

모험놀이터의 취지는 어린이가 스스로 놀이를 만들며 자유로운 환경에서 

위험성을 느끼면서 놀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모험놀이터를 통해 어린이는 

스스로 놀이의 재미를 느끼며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을 키운다. 

“위험성 있는 모험놀이터가 플라스틱소재와 같은 단조로운 놀이시설보다 더 

안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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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                                                             

                                                       

4-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4-2. 자녀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4-3.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4-4. 자녀의 연령은?

(         세 )

4-5.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③ 교사         ④ 자영업 

⑤ 무직/ 은퇴    ⑥ 전문직 ⑦ 기타( )

4-6. 귀하는 어느 지역구민입니까? 

① (         시       구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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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rban environment has been formed in an adult oriented manner and 

has grown away with the enjoyment of play for children. In these days, 

playing considered as education, our children are losing their sense of 

adventure and imagination. Despite this situation, the quantity of the 

playgrounds has grown in city Seoul, but it still represents the need for 

quality improvement. However, the study of children's play area was limited 

to children's parks, and research on adventure playground remains at the 

starting level. Therefore, the study found the necessity and directions of 

adventure playground in Korea based on the success of adventure playground 

in the Wes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give a guide for adventure playground that 

suits in Korea by investigating the spatial and behavioral use and perception 

of adventure playgrounds. Rather than following the adventure playground in 

the West, it sought to recognize the perception of users and to direct the 

adventure playground in the context of the children`s behavior.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examples of adventure 

playground that is distinguished. Next, the study selected adventure 

playground in World Cup Park as a research site and conducted research to 

cover the behavior of children and perception of supervisors. The behavioral 

observation was carried out with three parts: the duration of the play, the 

kinds of the plays, and the location of child and supervisor. Blog analysis, 

questionnaires, and additional interviews were used to identify supervisors ' 

perception of the adventure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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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firstly the success of adventure playground determined by 

three factors: donations of their local funds, play workers as the volunteer 

work, and loose parts as play equipment. Secondly, the play facilities of the 

world cup adventure playground were divided into conventional facilities, 

adventure facilities, and play opened space. The world cup adventure 

playground has a fixed spatial feature that does not alter unlike adventure 

playgrounds in West. Thirdly, seeing from the use behavior showed that the 

duration of the play was more likely to be longer in the play opened space 

than in other facilities. The adventure facilities were put to use in a distinct 

way such as 'balanced play' or 'hanging.' The locations of child and 

supervisor near adventure facilities were closer than other facilities, and it 

meant a greater intervention of child's play. Fourth, people were 

distinguishing adventure playground with another playground by the materials, 

size, and types of facilities. Finally, the people were confident about making 

the adventure playground like in West, but an adverse reaction was found in 

the acceptance of the play with fire and dangerous tools.

The research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adventure 

playgrounds should consider on facilities and management. In the case of the 

facilities of the adventure playground, one should diversify the play opened 

space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facilities. Secondly, children need to have 

more space to play freely where they can last longer. Third, the provision of 

loose parts will enrich children's play. For the management of adventure 

playgrounds, first, we need to secure a stable fiscal strategy. Secondly, must 

provide well-trained play walker with an environment where children can 

play freely. Last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rrect understanding 

and promote adventure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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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will give the opportunities to specify the concept of adventure 

playground in Korea. By knowing the perception of the adventure playground 

will able to provide a right guide for the Korean adventure playground for 

the future.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followed such as further research 

on adventure playgrounds in West and setting guidelines for the formation of 

Korean adventure playgrounds.

   Keywords        : Adventure Playground, Behavioral Observation, Investigation  

         Survey, Play Space, Loose Parts 

   Student Number : 2015-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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