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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아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 복합상업시설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최 소 영

지도교수  최 재 필

미아는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만, 대부분 48시간 내에 발견된다

는 점 때문에 미아 연구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미아가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범죄에 연루되거나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가급적 처음부터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미아 연구는 

미아의 사후대처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미아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특성

을 연구하고 예방책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시행 중

인 미아 관련 제도들 또한 미아 발생 후, 경보를 발령하고 수색을 통해서 미아를 찾

는 등의 사후대처방안에 불과하다. 즉, 세계적으로 사전에 미아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와 제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아 사전예

방의 새로운 방안으로서 ‘미아예방 환경설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용화할 수 있

는 도구로 설계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 과정을 통

해, 환경설계를 통한 미아 사전예방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내용이 제도화 

및 법제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가이드라인

과 평가모델의 우선 적용대상으로는 미아 발생이 가장 빈번하고 최근 들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합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먼저, 3장에서 202건의 ‘미아 사례조사(설문·인터뷰)’를 통해 미아 발생경위를 

고찰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행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미아 발생원인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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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그리고 미아 사례에 대한 ‘동시발생 매트릭스’를 통해, 미아 발생원인 간

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평균 2.8개 원인, 즉 2~3가지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미아는 보호자 부주의와 아동

특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으며, 환경특성이 기폭제역할을 함으로써 

미아 발생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보호자의 미아 발견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건의 미아 사례를 바탕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순차연관규

칙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아 발생 원인들이 조합되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규칙

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총 137개의 규칙(패턴)들이 도출되었고, 이 규칙들을 공통

된 속성을 가진 유형들로 그룹화함으로써, 크게 3가지의 미아 발생 유형으로 도출

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 미아 과정을 미아 발생, 미아 길찾기, 미아 발견의 세 단

계로 구분하고 체계화하였다.

4장에서는 복합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설계 방법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법론의 도구 개발 프로세스를 설정하였다. 이후, 가이드라인의 계획요소가 되는 

미아예방 환경요소를 도출하고, 미아 과정의 각 단계(발생, 길찾기, 발견)에서 요구

되는 미아예방 방향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환경요소를 토대로 각 목표별로 

적용할 수 있는 미아 예방 방안을 10가지의 설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미아 발생 원인을 기능적 공간(판매, 유희, 휴식, 식음, 편의, 이동공간)별로 구분하

여,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아 대처 방법(길찾기 및 발견)

을 근거로 하여, 공간 전반에 적용되는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였다. 마

지막으로 이 기법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으며, 각 항목(내용)별로 우선순위

에 따른 중요도 평가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리고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미아 예방

에 효과가 없거나 실제 적용에 문제가 있는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으로써 보

완하였다.

이후 5장에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미아 예방 가능성/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

는 ‘설계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먼저, CPTED의 방어선 개념을 차용하여 ‘이탈

방지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평가대상 및 평가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점수를 배점하는 

방법으로 ‘단순가중치법’을 적용하였다. 가중치로는 ‘위험 매트릭스’를 통해 도출된 

평가영역별 미아위험도 가중치와 평가영역별 미아예방 환경요소 가중치를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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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해당 가중치를 평가항목의 설계요소별 평균 중

요도 점수에 곱하고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재배분함으로써, 평가영역 및 항

목별 점수를 산정하였다. 궁극적으로 미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간(평가영역)일수

록, 그리고 미아를 유발하거나 예방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요소(평가항목)일수록, 

점수를 높게 배점함으로써 미아 예방 효과성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

다. 이후, 해당 평가모델이 실제로 유효한지 검증하기 위해, 4곳의 복합쇼핑몰을 대

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쇼핑몰의 평가영역별 점수와 총 점수를 

미아발생률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 평가모델이 유의미하고 미아 발생 및 방지 가능성을 잘 예측할 수 있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미아 사전 예방안으로서 ‘미아예방 환경설계’를 제시하였으며, 궁극적

으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 가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아동학 분야를 포함하

여 국내외에서 미아 관련 기초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미아 발생 원인 

또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보호자와 아동의 부주의로 간

주하던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관념을 탈피하고 행

태 및 환경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미아 발생 원인과 유형 및 미아 과정을 

도출하였다. 즉,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아직 정립되지 않은 미아 기초연구를 체

계적으로 정립한 선도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연구내용은 추후 다

양한 분야의 미아 관련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미아 관련 연구와 정책은 대부분 미아 발생 후 대처방안에 불과하며, 세계적으로 

사전에 미아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와 제도는 거의 없다. 이에 반해 본 연구

는 환경적 측면의 미아 발생 및 방지 특성을 도출하고, 환경조성을 통해 미아를 사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미아 예방안을 제시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이 인

증제로 발전하고 실용화된다면, 코드아담제도와 함께 복합상업시설에서의 미아 발

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미아, 실종 아동, 미아 예방, 미아 원인, 설계 가이드라인, 평가모델, 복

합상업시설, 순차연관규칙, 설계방법론

학  번 : 2017-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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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1.1.1. 연구의 배경

‘미아’의 사전적 의미는 ‘길을 잃고 자기 집을 못 찾아 헤매는 어린 아동’으로 길

을 잃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후 지리 분별력이나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집이나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경우

로서 ‘단순 미아’라고 한다.2) 이러한 미아는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또한 많은 보호자와 아동들이 경험한다. 실제로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설

문조사에 의하면, 일반 성인 806명 중 34.1%가 아동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동 중, 96.7%가 2시간 이내로 찾은 단순 미아였

다.3) 또한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초등학생의 22.1%가 실종 

및 미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4) 즉,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단순 미아가 우

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장기 실종(미발견)이나 유괴에 비해서도 그 

1)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과제 (2017.06~2020.05)로서, ‘행태·심리 

및 환경을 기반으로 한 복합 상업시설의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명

(NRF-2017R1D1A1B03029285)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책임자인 최재필 교수가 연구의 전체 방향 및 

최종목표 설정을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실무책임자로서 미아 사례조사와 가이드라인 개발 등 대

부분의 연구 방법을 설정하고 수행하였으며, 연구 수행과정 중 발생하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내

용을 분석 및 해석하였다.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가 미아 원인을 도출한 후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

라인(일부)을 개발한 것이라면, 본 학위논문은 미아 사례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미아 발생유형을 추가적으로 도출하고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법론을 체계화한 후 복합상업시설의 미아 

예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2) 김종우 (2015). 아동실종의 이해, 양서원.

3) 이웅혁 (2012).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 정책개발 연구. 경찰대학교 산학협력

단·실종아동전문기관.

4) 강병권 (2014). 실종/유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실종아동전문기관.

[그림 1-2] 초등학생의 실종/유괴 경험(강병권, 2014)[그림 1-1] 아동실종(미아)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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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납치, 유괴 등의 실종 아동5)에 비해 단

순 미아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대부분 48시간 내에 미아가 발견되기 때문에 

연구적인 측면에 있어 상대적인 중요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미아 발생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관심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실종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조사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비율이 5.8%인 반면,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60.7%로 매

우 높게 나타났다.6) 즉,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 발생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우려가 

크고, 실제로 미아 발생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한 쇼핑몰 광장에서 3세 남아가 미아가 된 후, 분수대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쇼핑몰은 실종아동 대응 매뉴얼(코드아담제)을 실시하

지 않고 있었다. 만약 쇼핑몰 관계자가 조기에 미아를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러한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 또한 

2016년 서울 J공원 내 키즈카페에서 놀던 5세 아동이 미아가 된 후, 호수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보호자와 관리자의 보호관찰 소홀

5) 실종아동 : 유괴, 유기, 사고, 가출, (단순)미아 ; 실종아동의 대부분은 48시간 내에 발견되는 단순 미아임.

6) 이웅혁 (2012).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 정책개발 연구. 경찰대학교 산학협력

단·실종아동전문기관.

7)‘코드 아담’무용지물…쇼핑몰, 골든타임 놓쳐 세살배기 참변

(https://www.yna.co.kr/view/AKR20150915185951061?input=1195m)

[그림 1-3] 미아 사망사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5/20160905000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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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측면에서도 미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8) 즉, 아동이 처음부터 미아가 되지 않도록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되었더라면 

이러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아동이 미아가 되고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보완책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미아 찾기에 대한 사회

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3.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9) 즉, 아

동 실종 문제를 보호자와 아동이 주의해야 할 개인의 문제와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

이 아니라, 미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안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

(법)와 같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선진국

에서 시행 중인 미아 관련 제도(지문사전등록제, 코드아담제도, 앰버경보 등)는 미

아 발생 후 경보를 발령하고 수색을 통해서 미아를 찾는 사후 대처방안에 불과하

다. 즉, 세계적으로 사전에 미아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는 없으며, 물리적 환경의 측

면에서 미아를 예방하는 설계 제도와 시도 또한 없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미아 예방 제품들도,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사후 미아 찾기 제품 및 어플

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제품들도 미리 준비된 경우에만 효용이 가능하다는 한계

가 있다. 즉, 아동이 미아 예방 제품을 휴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아가 될 때, 대처

하기가 힘들다. 또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미아 관련 연구들도 사전 미아 예방 연

구가 아닌,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사후 미아 찾기 제품 및 앱 개발에 관한 연

구가 대부분이다.

8) 5세兒 맨발로 헤매다 숨졌는데… 무심한 세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5/2016090500093.html)

9) 이웅혁 (2012).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 정책개발 연구. 경찰대학교 산학협력

단·실종아동전문기관.

[그림 1-4] 미아 찾기에 대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 (이웅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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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버경보 (유괴 및 실종 경보)

지문사전등록제도 코드아담제도 얼굴변환 프로그램

[그림 1-5] 실종아동 관련 제도 

 

[그림 1-6] 미아 찾기 App 및 제품 

 

[그림 1-7] 미아 관련 연구 (RFID, GPS 위치추적 시스템 및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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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순 미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면, 아동과 그 

가족이 겪게 되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실종되어

서 단기간 혹은 장기간 부모로부터 이탈된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심한 경우 실종 

아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경험할 

수도 있다. 또한 실종이 장기화될 경우, 실종아동 뿐만 아니라 그 가정 또한 가정생

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경험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

로 영위하기 힘들게 된다. 그리고 실종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면서 가족 간 대

립으로 발전하여 별거, 가족해체 등의 문제로까지 악화될 수도 있다. 한편, 실종아

동을 찾기까지 짧게는 1~2년이 걸리기도 하고, 길게는 30여 년이 지나도 찾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실종 아동 1명을 찾는데 드는 비용은 약 5억 7천만원이 소

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즉, 아동 실종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적인 피해 또한 잇따르기 때문에, 실종 후 조기 발견되기보다는 처음부터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처음부터 미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계 가이

드라인 및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미아 발생 원인을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환경설계를 통해 

미아를 사전예방하는 방식의 시도는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미아 예방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11)이 환경조성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범죄발생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12), 환경설

계를 통한 미아 예방의 가능성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입구, 평면구성, 시각적 접근성 등과 같

은 물리적 환경 또한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 이러한 미

아 발생과 환경 간의 상관성 연구에 의하면, 환경설계를 통한 미아의 사전예방 가

10) 정익중, 김성천, 송재석 (2009). 아동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2), 

371-389.

11)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하며,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한다.

12) 조영진 외 (2019)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 5개 CPTED 조성사업 대상지와 서울시의 5대 범죄 증감률을 5

년간 비교한 결과, CPTED 대상지가 서울시에 비해 높은 비율로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는 CPTED 대상지가 서울시에 비해 범죄 감소율이 46%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CPTED가 

범죄 예방 및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최소영 (2017)의 연구에 의하면, 두 공원의 이용객 수, 면적, 시설현황, 연령층 비율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

하고, 환경적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미아발생률은 1.92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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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또한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조성을 통한 미아 예방

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용화 및 제도화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과 평가모

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의 우선 적용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아 발생이 가장 빈번하고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합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미아 발생장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 

109명 중 40.0%가 쇼핑센터 및 마트에서 미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14) 최근 

아동 특화 복합쇼핑몰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의 미아 발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유아 관련 키즈 시장의 규모는 2007년 19조원에

서 2017년 40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골드키즈(외동이라 더 귀한 대

접을 받는 아동)’중심으로 소비 집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

에 의해 아동을 동반한 가족 고객을 타겟으로 한 아동 특화 복합상업시설도 증가하

고 있다. 또한 상업시설에서 아동 전용 공간(건물동, 층)을 두거나 저상의 로열층에 

아동 전용 컨텐츠를 배치시키는 등 상업 환경의 공간 기획과 구성에도 새로운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15)

하지만 아동 특화 복합상업시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 내 아동공간계

획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복합상업시설 계획 관

련 연구는 일반 동선계획이나 공간계획, 범죄예방 측면 등의 계획지침 연구로 진행

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공간계획 연구 또한 다양한 아동공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놀이공간에서의 이용 편의나 안전(아동 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미아 예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복합상업시설 내 아동 관련 

공간이 증가하고 미아 발생에 대한 이용객의 우려 또한 커졌다는 점에서, 복합상업

시설 내 미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예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비록 

복합상업시설에서 ‘실종아동법’에 의거하여 코드아담제를 의무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미아를 조기 발견하는 대책으로 미아를 사전에 예방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최

근 복합상업시설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는 범죄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유괴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아를 사전에 방지시켜주지는 못한

다.

14) 강병권 (2014). 실종/유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실종아동전문기관.

15) 19.05.10 서울경제 기사, “신도시 ‘골드키즈’ 잡자… 키즈 특화공간 꾸미는 유통업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377O8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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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상업시설에서의 미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서는 사후 미아 찾기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닌, 사전에 미아 발생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사전예방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복합상업시설

의 환경설계를 통해 미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해당 설계안이나 

기존 시설의 미아 예방 가능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모델

을 개발하고자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은 추후 인증제도로 발전되어 실

용화 및 법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에 실종아

동과 관련된 법규가 별도로 존재하고, 환경설계의 일종인 CPTED와 BF16)가 최근 

복합상업시설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복합상업시설 내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의 실용화에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해당 가이드라인과 모델이 실제로 실용화된다면, 코드아담제도와 

함께 복합상업시설 내 미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

다.

16)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free)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

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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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목적

미아는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장기 실종이나 유괴에 비해 그 수

도 훨씬 많지만, 대부분 48시간 내에 발견된다는 점 때문에 미아의 상대적인 중요

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미아가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범죄에 

연루되거나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가급적 처음부터 미아가 발

생하지 않도록, 사전 미아 예방책과 제도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미아 연구는 미아의 사후대처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미아가 발

생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예방하는 대책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미아 관련 제도들 또한 미아 

발생 후, 경보를 발령하고 수색을 통해서 미아를 찾는 등의 사후대처방안에 불과하

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미아 방지 제품들도 사후 미아 찾기 제품으로, 미리 

준비된 경우에만 효용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세계적으로 사전에 미아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와 제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아의 근본적

인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아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과 유형을 파악하고, 미아 발생 원인으로서 

행태적 특성과 함께 환경적 특성 또한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관념의 미아 발

생 원인은 보호자나 관리자가 부주의하여 아동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거나 아동

이 홀로 이탈하는 등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환경

적 문제로 인해 미아가 발생하거나 발견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제는 아동 실종 문제를 보호자와 아동이 주의해야 할 개인의 문제와 책임으

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제도를 통해 미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아가 보호자 부주의와 

아동 이탈 등 행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것

을 객관적으로 밝혀내고, 행태 및 환경적 측면의 미아 발생 원인을 도출하고자 한

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초연구를 통해 미아예방 환경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미아 사전예방 방안으로서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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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미아 발생을 물리적 환경의 상관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환경설계를 통해 미아를 

사전예방하는 방식의 시도는 없었다. 기존의 CPTED라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

해, 범죄발생률을 감소시킨 것은 환경설계를 통한 예방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환경조성을 통해 미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계 실무자는 미아를 유발하는 환경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고

려하여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셋째, 미아 예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설계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해

당 평가모델을 통해 설계자는 미아예방 환경설계기법을 적용하여 시설을 설계한 

후, 설계안의 미아 예방 가능성을 자체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 중인 시설의 현 환경에 대한 미아 유발 환경요소를 평가함으로써, 미아 예방 

측면의 리모델링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미아 예방의 새로운 방안으로서 ‘미아예방 환경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미아 예방책을 실제 공간에 도입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먼

저 ‘환경설계를 통한 미아 사전예방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이

드라인과 인증제 기반의 평가모델’이 선행되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

아 사전예방 성향의 인증제도를 염두에 둔 설계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을 개발하

고자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의 개발 및 검증 과정(연구 과정)을 통해, 

환경설계를 통한 미아 사전예방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내용이 제도화 및 

법제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가이드라인과 평

가모델의 우선 적용대상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미아 발생이 가장 빈번하고 최근 들

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합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그림 1-8]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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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미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활용 방향 

(2) 세부 연구목표

앞선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째, 미아 및 복합상업시설, 건축 분야 인증제(평가모델)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통

해, 본 연구의 방향 및 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미아 사례조사를 통해, 미아를 유발

하는 보호자 및 아동의 행태 원인과 환경 원인, 미아 발생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미아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한다. 셋째, 미아 사전예방 방안으로서 복합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넷째,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미아 예방 가

능성/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모델이 실제로 유효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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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설계 대상으로 미아가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미아 발생 장소에 대한 설문에 의하면, 초등학생 109명 

중 쇼핑센터 및 마트에서 미아를 경험한 아동이 40.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집 

근처(15.8%), 놀이공원(13.9%), 역 또는 터미널 근처(6.4%), 친척집 근처(6.2%), 

학교 근처(등/하교길)(5.0%) 순으로 미아 발생이 많았다.17) 이러한 측면에서 복합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

다.

복합상업시설은 단일 시설로 하나의 상업시설과 하나 이상의 주 기능 용도가 복

합된 경우로 적정한 용도가 결합함으로써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개

발된 것을 말한다.18)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복합쇼핑몰이란 근린 시설

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의미한다.19)

17) 강병권 (2014). 실종/유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실종아동전문기관.

18) 강정구 (2007). 우리나라 도심 엔터테인먼트 상업시설(U.E.C)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미아발생 장소

(복수응답, %)

쇼핑센터

/마트
집 근처 놀이공원

역 또는 

터미널

친척집

근처

학교

근처

PC방/

친구집/

도서관

근처

기타

미아 경험 아동 109명 40.0 15.8 13.9 6.4 6.2 5.0 2.7 12.7

학년
저학년 50명 30.6 16.9 11.7 5.9 7.8 9.2 6.1 15.8

고학년 59명 47.6 14.9 15.6 6.8 4.9 1.6 - 10.2

성별
남성 56명 44.4 20 9.2 8.9 5 3.4 1.9 8.9

여성 53명 35.3 11.3 18.9 3.7 7.4 6.7 3.6 16.8

가정 내

실종/유괴

교육빈도

높음 21명 28.8 18.7 14.6 - 8.8 14.3 - 14.9

낮음 88명 42.7 15.1 13.7 8 5.6 2.7 3.4 12.2

[표 1-1] 미아 발생 장소 (강병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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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합상업시설은 판매, 식음,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중심으로, 광장 및 보행

자 가로공간 (이동공간)이 있으며, 이러한 공간에서 구매, 식음, 감상, 휴식, 대화, 

만남, 대기, 이동, 놀이 등의 행태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복합상업시설(복합쇼핑몰)의 공간을 판매, 식음, 이동, 

유희, 편의, 휴식 총 6개의 기능적 공간으로 구분하고, 아동 관련 공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20) 그리고 각 공간별 미아발생 원인 및 환경요소를 도출하

고 이를 토대로 미아예방 환경요소와 설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복

합상업시설의 아동 관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

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1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2012.05.01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20) 연구 범위인 기능적 공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2절에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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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미아 사전예방 방안으로서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을 개발하

기 위한 세부 목표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목표별 연구방법

① 문헌 고찰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미아의 발생 원인과 아동(미아)의 길찾기 특성, 아동

의 발달특성 등을 고찰함으로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미아 및 아동의 특성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아 관련 제도와 선행연구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미아 예방 

대책 제도와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복합상업시설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복합상업시설의 

일반적인 공간 특성과 아동 관련 공간의 특성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

였다. 또한 건축 분야 관련 인증제 고찰을 통해 평가모델의 구성 및 특성을 분석함

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의 체계를 도출하였다.

[그림 1-10] 2장. 문헌 고찰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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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아 발생원인 및 유형 도출

3장에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 미아 사례조사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

아 발생경위를 고찰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행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미아 

발생원인을 도출하였다. 

미아 사례조사는 미아경험이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202건의 미아 사례에 대한 발생경위를 조사하였다. 초기 설문

항목은 크게 미아의 기본정보, 발생경위, 발생원인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미아 발생원인의 설문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본조

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먼저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설문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2건의 미아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한 미아 발생 원인을 동시발생 매트

릭스를 통해, 미아 원인 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즉, 어떤 원인들이 서로 관련이 

있고, 함께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아 사례별 원인조

합을 구조화함으로써, 둘 이상의 원인에 대한 복합적인 조합을 고찰하였다. 즉, 이

를 통해 어떤 원인들이 조합을 이뤄 함께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

다. 

또한 202건의 미아 사례를 바탕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아 발생원인들이 조합되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포괄적인 

미아 발생규칙(27개)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202건의 미아 사례에 대하여, 앞서 도

출한 미아 발생 규칙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규칙별 사례 분석을 통해, 공통된 속성을 가진 7개의 유형으로 그룹화하고 미아 발

생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아 발생 유형별로 202건의 미아 사례를 분류함

으로써, 유형별 주요 미아 발생 장소 및 원인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 미아 과정을 미아 발생, 미아 길찾기, 미아 발견의 단계로 구분하고 체계

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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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3장. 미아 발생 원인 및 유형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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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4장에서는 복합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설계 방법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

법론의 도구(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프로세스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 고찰한 미아 관련 특성을 참고하여 설계의 기본 요소가 되는 미

아예방 환경설계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복합상업시설 관련 해외 설계지

침과 설계 각론(개론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를 도출

하였다. 그리고 미아 과정 단계별 영향요소, 즉 미아 발생, 미아 길찾기, 미아 발견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를 미아 사례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이 요소들을 공통된 속성으로 그룹화하여 재분류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설계 요소

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아가 발생하고 길을 찾으며 발견되는 과정 

즉, 발생, 길찾기, 발견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미아예방 방향(방안)을 목표로 설정

하였다. 또한 앞서 도출한 환경설계 요소를 토대로 각 목표별로 적용할 수 있는 미

아예방 방안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미아가 발생하고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크게 미아 발생 원인과 미아 대

처 방법(미아의 길찾기, 보호자 및 타인의 발견)으로 구분하고 이에 의거하여, 환경

요소를 세분화한 후 요소별로 미아 예방 및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였

다. 먼저, 각 기능적 공간별 미아 발생 원인을 보호자 및 아동의 행태원인과 환경원

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해당 원인을 유발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환경

요소를 세부적으로 분해하여 도출하였고, 이 요소에 대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

을 설계 목표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미아 발생 후 아동(미아) 및 

보호자·타인(직원, 행인 등)이 행할 미아 대처 방법(미아 길찾기 및 발견 방법)을 

근거로 하여, 영향 요소를 세부적으로 분해하여 도출하고, 각 요소별로 공간 전반에 

적용될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을 설계 목표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기법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

였다. 먼저, 앞서 도출한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를 참고하여 복합상업시설 미아예

방 환경설계의 계획요소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기법을 재분류

하고 종합함으로써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때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등 상업시설 관련 법규도 함께 참고하였다. 그리고 상업

시설 건축설계, 상업시설 인테리어, 아동환경, 세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이

드라인의 구성체계와 설계요소, 항목 및 내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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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에 따른 중요도 평가도 함께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미아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실제 적용에 문제가 있는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계획요소 기준의 공통 항목으로 구성된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림 1-12] 4장.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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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 개발 및 검증

5장에서는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배점함

으로써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먼저 CPTED의 방어선 개념을 차용하여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평가대상 및 평가영역을 설정하였다. 평가 대상은 복합상업시설 내 아

동 관련 공간으로 한정지었으며, 평가영역은 크게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독서)

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과 공통 설비 및 운영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장 가이드라인의 공통 설계항목을 각 공간(평가영역)별로 재분류함으로써,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점수를 배점하는 방법으로 단

순가중치법을 적용하였다. 가중치로는 위험 매트릭스를 통해 도출된 평가영역별 미

아위험도 가중치와 평가영역별 미아예방 환경요소 가중치를 곱하여 나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해당 가중치를 평가항목의 설계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에 곱

하고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재배분함으로써, 평가영역 및 항목별 점수를 산

정하였다. 궁극적으로 미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간(평가영역)일수록, 그리고 미

아를 유발하거나 예방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요소(평가항목)일수록, 점수를 높게 배

점함으로써 미아 예방 효과성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앞서 개발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이 실제로 유효한지 검증하였다. 

검증 대상은 다양한 아동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물리적 속성이 비슷한 4곳의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검증 범위는 아동 관련 공간으로 한정

지었으며, 계절 또는 날씨,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이용객수가 이용하는 실내공간에 

한정지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실내 아동 관련 공간인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

(독서)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복합상업시설

의 공통 설비 및 운영시스템 또한 포함하여 검증하였다.

설계 평가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각 쇼핑몰 평가영역(공간)의 물리적 환경

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쇼핑몰의 평가영역(공간)별 평가점수와 

이 점수들을 합한 총점을 미아발생률과 상관분석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본 설계 평

가모델이 현실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미아발생률 검증지표의 경우, 

두 가지 지표로 구분된다. 먼저 평가영역별 평가점수와 비교할 때, 미아발생률은 

각 쇼핑몰 총 미아수 대비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미아수의 백분율(%)을 사용하였

다. 그리고 총점과 비교할 때, 미아발생률은 아동 이용객 대비 미아 비율을 추정함

으로써 사용하였다. 이 지표는 ‘쇼핑몰 월 미아수 ÷ (쇼핑몰 월 이용객수 × 쇼핑몰 

인근 행정동 아동 인구 비율)’로 계산하였다. 여기서 쇼핑몰 인근 행정동 아동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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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생활권의 범위를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평가영역별 검증 대상 장소는 미아기록대장에서 발생장소가 분명하게 표기된 장

소에 한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판매공간(대규모 장난감 매장), 유

희공간(무료 놀이터), 휴식공간(무료 아동 독서공간), 이동공간(동선)을 설정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림 1-13] 5장. 평가모델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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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흐름도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4]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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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안을 개발하기 앞서, 문헌 고찰을 통해 관련 

내용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미아 발생 원인을 행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아동(미아)의 길찾기 특성과 발달 특성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미아 및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미아 관련 

제도와 선행연구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미아 예방대책 제도와 연구의 현주소를 파

악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복합상업시설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복합상업시설의 일반

적인 공간 특성과 이용 행태를 고찰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특화 복합

상업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 관련 공간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범

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인 설계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이 실용화 및 법제화

되기 위해서는 인증체계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건축 분야 관련 인증제 고

찰을 통해 평가모델의 구성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

의 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2.1. 미아 및 아동 관련 문헌 고찰 

2.1.1. 미아 발생 원인

‘미아’는 ‘길을 잃고 집을 못 찾아서 헤매는 어린 아동’으로 길을 잃거나 보호자

로부터 이탈된 후 지리 분별력이나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집이나 보호자를 

찾아갈 수 없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경우이며, 단순 미아

라고 한다.21) 이러한 미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주로 아동의 특성 및 

보호자 부주의와 같은 행태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최소영, 2017).

(1) (보호자·아동) 행태적 측면의 미아 발생 원인

미아가 주로 발생하는 연령은 만 3~5세의 미취학 아동이며, 이 시기의 아동은 

매우 강한 활동성과 호기심을 보인다.22) 즉,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21) 김종우 (2015). 아동실종의 이해. 양서원.

22) 김미숙 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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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다니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관심이 가는 

대상을 향해 무작정 따라가다가 길을 잃게 된다. 동물이나 꽃 등을 보고 쫓아가기

도 하고,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등 흥미요소에 시선이 집중돼 보호자를 벗어나기도 

한다.23) 그리고 아동은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보호자와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따라가다가 미아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최재필 외 (2020a)의 행태관찰조

사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보호자 이탈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으며, 

이탈의 범위는 조성된 물리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보호자 옆에

서 대기하던 아동이 흥미요소를 보고 혼자 이동하는 경우이다. 보호자가 구매나 문

의를 할 때, 상품 구경 등을 할 때, 아동이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인근에 있는 놀

이터나 조형물, 공연 등과 같은 흥미요소를 보고 이탈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

다. 이러한 이탈행태는 유리창 등의 경계 없이 개방되어 있는 매장이 흥미요소와 

인접하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났다. 아동 이탈의 또 다른 경우로는 아동이 놀이의 연

장으로 보호자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유희공간이 폐쇄적인 구조보다, 개방적이

고 놀이기구가 산발적으로 배치된 곳에서 아동이 먼 곳까지 이동하여 놀이를 한 경

우가 많았다. 그리고 보호자가 구매, 구경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동이 보호

자 옆에서 기다리지 않고 놀이나 장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보호자 부주의로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

거나, 아동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아가 발생하기도 한다. 야외활동 시에는 대

부분의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휴대폰을 보거나 물건을 고르는 

찰나의 순간에 아동은 흥미요소에 끌려 자리를 이탈하기도 한다.24) 또한 6세 이전의 

아동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고, 특히 만 2~3세의 아동은 자아중심성으로 인해, 보

호자를 생각하지 못한다.25)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잠시만’, ‘5분만’이라고 말하

며 기다리라고 한 후 혼자 두고 화장실이나 다른 곳을 가면, 대부분의 아동은 그 시

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며 본인이 관심이 가는 다른 흥미요소가 있으면 그 곳으

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최소영, 2017). 최재필 외 (2020a)의 행태관찰조사 연구

에 의하면, 미아 발생에 있어 ‘보호자 부주의’는 아동의 이동을 통제하지 않거나, 

아동을 관찰하지 않는 행태로 나타나며,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로 구분되었

23) Syrotuck, W. G. (2000), Analysis of lost person behavior: An aid to search planning. J. A. Syrotuck 

(Ed.). Barkleigh Productions. 

24) 최소영 (2017).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대규모 공원의 미아발생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곽금주 (2016). 발달심리학 : 아동기를 중심으로.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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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있지만, 순간의 행태변화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보

호자 부주의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계산대나 편의 데스크에서 대기 중 문의나 구매

행위로 변할 때, 또는 대기나 휴식 중 짐 정리나 채비를 할 때, 그리고 이동을 동반

한 상품 구경을 할 때, 보호자는 아동의 손을 갑자기 놓거나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

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와 아동이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에서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 아동에 대한 부주의가 나타나기도 한다. 유희공간

에서 아동은 놀이를 할때 보호자는 아동 옆에서 놀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멀리서 아동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보호자가 멀리서 아동을 관찰할 때 

보호자가 있는 물리적 환경에 따라 아동의 관찰 행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공간 방향으로 배치된 휴식공간(벤치)에서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아동을 관

찰하였지만, 유희공간 역방향으로 배치된 휴식공간(벤치)에서는 대다수의 보호자들

이 아동을 관찰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인과 대화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음매장에서 보호자가 주문을 하거나 음식을 픽업

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아동을 테이블에 홀로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는 부주의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놀이터에서 아동이 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 보호자가 상

품 구경 등 다른 일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연령이나 동반한 아동 수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의 이동을 통제하거나 주의(관찰)

하는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의 이동을 통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보호자

가 더 어린 아동의 이동만 통제하고, 큰 아동에게는 부주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은 길찾기를 실패하면서 미아가 되기도 한다. Woolnough, P. S. 와 

Cunningham, S. (2020)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아동의 경우, 지리적으로 길을 잃

으면서 '의도치 않게 실종'될 가능성이, 청소년기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린 아동은 슈퍼마켓과 쇼핑센터에서 길을 잃거나, 

흥미로운 요소에 사로잡혀 집이나 학교에서 벗어나 헤맬 수 있다(Gibb, 2010). 유

아기에는 현실과 환상 사이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주의를 끌 수 있는 개인적인 

관심이 발달하기 시작한다(Koester, 2008). 그리고 일부 아동에게는 사전에 정해

진 범위 내에서 감독 없이 놀 수 있는 보호자의 허락이 주어질 수 있다(Anderson 

& Tindal, 1972). 하지만 아동은 그 범위를 벗어나 덜 익숙한 영역으로 가다가 길

을 잃게 된다(Hart, 1979). 일단 아동이 길을 잃으면 집으로 돌아가거나 보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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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락을 취하고자 시도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너무 어리면 집으

로 돌아가거나 연락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Sedlak 외, 2002). 또한 아동

은 지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 미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약 만 2~7

세 미만의 전조작기 아동(pre-operational children)은 효과적인 공간인지 및 행동

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없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집 근처에서도 미

아가 될 수 있다(Downs & Liben, 1987, 1988 ; Liben & Downs, 1989, 1991).

종합해보면, 보호자가 구매, 상품 구경, 문의, 다른 아동케어, 대화, 휴대전화 사

용 등을 하면서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때, 아동이 장난이나 놀이를 하면

서 보호자를 이탈하거나 인근의 흥미요소를 보고 이동하면서 미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하면서 미아가 되기도 한다. 이

때 조성된 환경에 따라 미아 발생이 더 촉진될 수도 또는 저감될 수도 있다. 아동 

관련 공간이 보행밀도가 높은 결절점에 위치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

며 보호자의 아동 관찰 또한 어려운 환경이면, 보호자 부주의 행태나 아동의 이탈

이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아동 관련 공간이 상대적으로 보행밀도가 낮은 곳에 위

치하고 폐쇄적인 구조이며 보호자의 아동 관찰 또한 용이하면, 아동이 이탈할 가능

성이 낮아진다. 특히, 유희공간의 경우 보호자의 휴식공간(벤치)이 정방향으로 배

치되어있고, 그 벤치가 유희공간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

하기가 더욱 용이해진다. 그리고 벤치가 펜스 역할을 하여, 아동의 이탈 또한 감소

시킬 수 있다. 또한 공간의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거나 공간구조가 복잡하면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하거나 보호자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2) 환경적 측면의 미아 발생 원인

최소영 외 (2018) 연구의 복합상업시설 현장조사와 최소영 (2017), 최소영 외

(2020)의 연구에서 실시한 대규모 공원의 유희시설 행태조사 및 미아 보행 시뮬레

이션 연구에 의하면, 미아를 유발하는 환경특성으로 크게 ‘높은 보행밀도’, ‘보호자

의 아동관찰을 어렵게 하거나 아동이탈을 유발하는 평면구성’, ‘명확하지 않은 시설 

경계’, ‘시각적 장애물’, ‘차별성 없는 건축적 요소’, ‘명확하지 않은 사인시스템’, ‘어

두움’ 7가지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병권 (2014)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 109명 중 과반수 이상인 60.3%가 쇼

핑센터, 놀이공원, 역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실종 및 미아를 경

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26) 이처럼 ‘보행밀도’가 높아 혼잡한 환경일수록,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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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놓치거나 아동이 사람들에게 휩쓸려가면서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아동이 사람들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보호자와 아동이 서로 발견하지 못하면

서 미아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소영 외 (2020)의 연구에서도, 미아 발생에는 이용

객 수나 면적보다는 두 변수에 의한 보행밀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전체 공간의 밀도를 일반화한 평균 보행밀도보다는, 면적대비 고밀도 이용객의 

비율이 미아 발생과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행밀도가 높은 국부영역이 

많을수록 미아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이처럼 시설 내에서 높은 보행밀도를 유발

하는 환경요인으로는 크게 좁은 통로나 출입구와 같은 ‘병목구간’, 통로의 다기능화 

및 시설의 통로화와 같은 ‘공간의 다기능화’ 그리고 그로 인한 ‘동선의 중첩’ 등이 있

다. 그리고 유희시설의 경우, ‘놀이기구의 밀집화’, ‘시각적 장애물로 인한 보호자의 

밀집화’ 등도 있다. 즉, 주요 통행구간으로서 통행량이 많은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통로 폭이 좁거나, 이용객이 많은 시설임에도 출입구가 하나이며 좁을 경우, 병목

현상에 의해 보행밀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동 통로에 랜드마크가 있을 때 

포토존 등의 시설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랜드마크를 구경하는 이용객과 이동하

는 이용객의 동선이 중첩되어 보행밀도가 높아지고 혼잡해질 수 있다. 또한 시설 

입장을 위한 대기나 놀이기구 이용을 위한 대기가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도 보행밀

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대기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동 동선과 중

첩되어 있으면 다양한 행태가 일어나 더욱 혼잡해질 수 있다. 또한 시설의 출입구

가 다수이고 건물/공원 내 주동선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면, 해당 시설이 

다른 공간으로의 최단이동을 위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때 해당 시설에는 그 

시설의 행태뿐만 아니라, 이동행태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행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고 동선이 중첩되게 된다. 이러한 시설이 미아발생률이 높은 시설일 경우,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유희시설 내 놀이기구가 분산배치 되어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집중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이용 또한 밀집되어 나타날 가능성

이 높다. 또한 영유아 놀이터의 경우, 놀이기구 구조나 배치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

가 많으면, 보호자가 아동 관찰을 위해 밀집하면서 보행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러한 환경요인들에 의해 보행밀도가 높아지면, 아동이 사람들에 의해 가려질 확률

이 높고, 그만큼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

을 시각적으로 놓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동이 사람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면서 

자리를 이탈하며 미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놀이, 이동 등의 동적 행태가 중첩하

26) 강병권 (2014). 실종/유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실종아동전문기관.



미아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28

여 일어나면, 타인의 움직임이 시각적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보호자가 아동을 

놓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미아 예방 측면에서 적절한 환경조성을 

통해 이용객이 밀집하지 않도록 보행밀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27)

또한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어렵게 하거나 아동 이탈을 유발하는 ‘평면구성’은 미

아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유희공간에서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멀리 

있는 경우, 미아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다. 아동이 영유아일 경우에는 주로 보호

자가 아동 주위에서 서서 관찰을 한다. 하지만 학령전기 이상일 경우, 보호자가 안

심하고 멀리서 관찰하게 됨에 따라 아동을 시각적으로 놓치게 되면서 미아가 발생

하기도 한다. 또한 유희공간 내에서도 쇼파(벤치)가 아동을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안

쪽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희공간 바깥쪽으로 배치되는 경우, 보호자가 아

동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미아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유희시설끼

리 서로 인접해 있거나 유희시설 주위에 또 다른 흥미요소가 있는 경우, 아동이 호

기심에 의해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유희시설과 흥미요소 간에 물리적 장

벽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아동이 이동하기가 쉬워지며 미아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유희공간이나 식음공간, 또는 식음공간 내 소규모 놀이공간 등, 아

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혼자 있을 수도 있는 공간이 건물의 외부로 나가는 출

입구와 인접해있을 경우, 아동이 건물 밖을 벗어나 외부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 이는 보호자의 아동 발견을 더욱 어렵게 하며 발견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장기 

아동 실종 등 심각한 미아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화장실 내부에 영유아를 동

반할 수 있는 가족용 화장실이 없는 경우, 보호자는 영유아를 칸막이 밖에서 기다리

라고 한 후, 볼일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자아중심성이 강한 아동은 보호자

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화장실 밖을 나가면서 미아가 되기도 한다. 또한 보호자와 

아동 중 한명이 먼저 앞서가고 다른 사람이 뒤따라가는 경우, 갈림길에서 어긋나면

서 미아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갈림길이 너무 많은 평면구조일 경우 경로선택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이 보호자에게로 가는 길찾기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특정 ‘시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개방된 공간일 때, 아동이 이탈하며 

미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문이나 열기 쉬운 출입문일 경우에도 아동이 

쉽게 해당 공간을 이탈하며 미아가 될 수 있다. 또한 판매시설이나 휴식공간 등이 

통로에 일직선으로 평행하게 면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동

27) 최소영, 최재필 (2020). 대규모 공원에서의 미아발생과 보행밀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한 미아발생 환경요인 

도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6(5), 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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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의 동선이 교차하고 중첩되면서, 아동이 사람들에 휩쓸리며 미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대부분 펜스 등의 특정한 경계 없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 즉, 개방된 구조에 의해 아동이 이탈하며 미아가 되기가 더 쉬울 수 있다.

그리고 ‘시각적 장애물’ 또한 주요 미아 발생 원인 중 하나이다. 두꺼운 기둥이나 

높은 매대와 같이 불투명하고 높은 입면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아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각적 장애물이 아동 키보다 

약간 높은 경우에는 보호자는 아동을 볼 수 있으나, 아동은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보호자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이때 아동은 스스로 미아가 된 것으로 인식하고 보호

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미아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펜스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 

키와 높이가 비슷해, 재료나 형태(유형)에 따라 미아 유발요소이 될 수 있다. 펜스

가 투명하거나 수직 간살형인 경우에는 아동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보호자가 아

동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불투명한 입면의 펜스는 아동을 완전히 가릴 수 있어, 보

호자가 아동을 관찰하지 못하면서 미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공간의 천장, 바닥, 벽의 인테리어, 재료, 색, 심볼 등의 ‘건축적 요소’

가 차별성 없이 대부분의 공간에서 유사할 때, 아동은 공간을 인지함에 있어 혼란

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다시 보호자에게

로 돌아가는 길찾기를 어렵게 하고, 결국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건

축적 차별성이 없는 환경에 의한 미아 발생은 매장과 같은 시설에서뿐만 아니라, 

갈림길과 같은 구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다시 보호자에게로 돌아갈 때, ‘사인시스템’

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동이 길찾기를 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한 사인시스템

의 색이 주변 배경과 대비되지 않음에 따라 식별성이 없거나 천장 등 높은 곳에만 

설치되어 있으면, 아동이 사인시스템을 발견하기 힘들 수 있다. 그리고 픽토그램 

없이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 아동은 사인물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명확하지 않고, 아동 눈높이 등 적절한 위치에 설치

되지 않은 사인물은 아동이 보호자에게로 돌아가는 길찾기를 실패하게 유발함으로

써 미아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조도가 낮아 ‘어두운’ 곳에서 보호자와 아동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써 미아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주변이 어두우면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함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아동의 이탈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어두운 환경에

서 아동이 홀로 길찾기를 할 때, 공간 인지를 못하면서 미아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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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미아 길찾기

아동은 혼자 집이나 특정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 길찾기를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

서 실패하면 미아가 될 수 있다. 즉, 아동이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미아

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길을 찾지 못하면 미아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다양한 실험

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의 길찾기 및 탐색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능숙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eth 외, 1997). 어린 아동(약 만 6세)은 교차로에서 올바른 

방향을 인지할 가능성이 낮지만, 나이가 많은 아동(약 12세)은 멀리 있는 방향의 

단서를 파악함으로써 어린 아동에 비해 길을 잃고 배회할 가능성이 낮다(Cornell 

외, 1989). 또한, 아동은 랜드마크를 통하여 공간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어, 랜

드마크가 길찾기에 큰 도움이 된다(Lingwood 외, 2015). 어린 아동은 이러한 랜드

마크 단서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지만, 나이가 많은 아동은 상대적으로 랜드마

크 단서를 많이 사용하여 길을 찾는다(Cornell 외, 1992 ; Heth 외, 1997). 즉, 아

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길찾기를 실패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다.28)

그리고 길찾기를 실패하여 미아가 된 아동은 다음과 같은 길찾기 방법을 통해, 

미아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Cornel (2006)의 연구에 의하면 미아의 길찾기에는 

‘길따라 걷기(trail running)’와 ‘선택적 탐색을 통한 길찾기(direction sampling)’, 

‘시야 향상을 통한 길찾기(view enhancing)’ 등이 있다. 아동이 미아가 된 것을 인

지하면, 그 순간부터 아동은 근처의 가장 가까운 길을 따라 걷거나, 최단 경로를 이

용하여 길을 찾아 나서고자 한다. 이때 포장도로나 펜스 등에 의해 유도된 길을 이

용하면 좀 더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다. 해당 길찾기 방법은 최소한의 방법으로 새

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성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길찾기 과정에서 미

아는 길찾기를 성공해야 한다는 불안이나 공포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길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비포장도로가 나올 때까지 멀리 이동했다 할지라

도 불안한 미아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걸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선택적 탐색

을 통한 길찾기(direction sampling)’, ‘시야 향상을 통한 길찾기(view enhancing)’

는 주변 환경을 간략히 둘러본 후, 주변 지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길을 찾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단 한번 방위와 시야를 살펴본 후, 정보를 찾지 못하면 

28) Woolnough, P. S., & Cunningham, S. (2020).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behaviour of 

missing children: exploring changes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Psychology, Crime & Law, 

1-23.



제 2장  문헌 고찰

31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선택적 탐색을 통한 길찾기(direction 

sampling)’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경로를 선택하여 길찾기를 시도하는 체계

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두 아동이 함께 미아가 된 경우, 한 아동은 그 자리를 지

키고 있고, 다른 아동이 익숙한 느낌이 나는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이때 익숙한 

길을 찾지 못했다면 다른 아동이 있는 원래 장소로 돌아간다. 그리고 인접한 곳의 

또 다른 경로를 탐색해 나감으로써 체계적으로 길을 찾는 방법이다. 반면에 ‘시야 

향상을 통한 길찾기(view enhancing)’는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이는 가시성이 높

은 곳을 한군데 선택하여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높은 나무같이 가시성이 좋은 

곳에 올라가서 시야를 넓힘으로써, 멀리 있는 랜드마크를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29)

29) 최소영 (2017). 미아발생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대규모 공원의 미아발생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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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미아를 유발하는 아동 발달 특성

앞서 고찰한 미아 발생 원인, 즉 아동이 갑자기 보호자나 공간을 이탈하여 미아

가 되거나, 길찾기를 실패하여 미아가 되는 원인을 아동의 발달 특성에 미루어 고

찰해보았다.

(1) 아동의 신체 발달

■ 활동성

영유아는 생후 11~14개월경이 되면 혼자서 걷기 시작할 수 있고(Santrock, 

2006), 생후 15개월경이 되면 75%가 혼자서 쉽게 걸을 수 있게 된다(곽금주, 

2016). 그리고 생후 18~24개월 경에는 짧은 거리는 빠르게 걷거나 어색한 자세이

지만 달릴 수도 있다. 만 2세가 되면 유아는 보다 능숙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운

동 능력 또한 발달한다. 이들은 더이상 유아용 놀이터 내에서 놀이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 한다(Santrock, 2006). 즉, 이 시기의 아

동은 움직임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신체 및 운동기능의 발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건강한 아동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주변 

환경이나 자연을 탐색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문혁준 외, 2014). 또한 운동능력의 발

달로 인해, 영아 시기보다 주변 환경을 더욱 광범위하게 탐색할 수 있게 되면서 보

다 독립적으로 된다(Santrock, 2006).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은 지나친 활동성과 

독립성으로 인해 미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생후 2년째 

되는 기간 동안의 신체 활동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에 매우 중요하므로 안전상의 이

유가 아니면 아동의 모험 활동에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Fraiberg, 

1959 ; Santrock, 2006). 즉, 유아는 신체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 

및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며, 정서적 만족과 인지적 학습의 기회를 경험한다(문혁준 

외, 2014). 따라서 보호자는 아동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되, 아동이 이탈하여 미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신장 및 시야각

아동은 키가 작아 눈높이가 낮고, 시야각 또한 제한되어 있다. 2017년 질병관리

본부의 아동 신장 통계에 따르면, 미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 3세 아동의 평균 

신장은 남아가 99.5cm, 여아가 98.4cm로 약 1m인 것으로 나타났다.30) 그리고 시

야각의 경우, 성인은 양안을 통해 각각 수직방향 120°, 수평방향 150˚를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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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아동은 수직방향 70°, 수평방향 90˚로 밖에 볼 수 없다.31) 따라서 주변 환

경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보호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특정 환경에서 아동 키보다 높은 시각적 장애물(1m 이상의 매

대, 입간판, 랜드마크 요소 등)이 많으면 아동의 시야가 가로막히면서, 아동이 인근

에 있는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아동은 스스로 미아로 인지하여 

보호자를 찾아 이동할 수도 있다. 또한 키가 작은 아동이 시각적 장애물에 가려짐

으로써,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미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아동의 낮은 눈높이 및 좁은 시야각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인시스템은 아

동의 길찾기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사인시스템이 기둥이나 벽면의 아동 눈높

이 지점이나 바닥이 아닌, 천장 등 높은 곳에만 설치되어 있다면 아동이 사인시스

템을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아동의 심리 발달

■ 자율성 및 주도성

Erikson(1968)에 의하면, 만 1~3세는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다.32) 즉, 이 시

기의 유아는 운동능력과 언어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

하고 무엇이든지 혼자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문혁준 외, 2014). 예를 들어, 막 

걷기 시작한 유아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한다. 이때, 보호자가 아동이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이들의 자율성을 키워줄 수 있다(곽금주, 2016). 

하지만 보호자가 아동의 활동을 제재한다면, 아동은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다. 따

라서 보호자는 아동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되, 아동이 이탈하여 미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 3~5세의 아동은 주도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곽금주, 2016). 즉, 부모에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스스

로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행

30) 2017 소아청소년성장도표,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8/sub08_02.do

31) 강아영 (2010). 국내 교통안전 사인디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 Erikson은 Freud의 정신분석이론에 바탕을 두면서 인간의 성격발달을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연구하였다. Erikson은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대칭적인 두 개념이 균형

을 이루면서 발달해야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원만하다고 설명하였다.

  ; 1단계(출생 후~만1세) : 신뢰감 대 불신감, 2단계(만1~3세) : 자율성 대 수치심/회의감, 3단계(만3~5세) : 

주도성 대 죄책감, 4단계(만6~11세) : 근면성 대 열등감, 5단계(청소년기) : 정체감 대 역할 혼돈, 6단계(성

인 초기) : 친밀감 대 고립감, 7단계(성인 중기) : 생산성 대 침체감, 8단계(성인 후기) : 통합성 대 절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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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다(문혁준 외, 2014). 이러한 모험적이고 탐색적인 행동

은 아동이 세상을 배워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곽금주, 2016). 하지만 아직은 아

동의 행동이나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아동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주시

할 필요가 있다. 

(3) 아동의 인지 발달

■ 자아중심성

Piaget(1967)의 인지발달론33)에 의하면, 만 2~3세의 아동은 자아중심성

(egocentrism)으로 인해,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지각하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

고 있다고 믿는다. 이는 해당 시기의 아동이 전개념적 사고기(preconceptual 

period)로서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념적 조작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관점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상황이나 대상이 변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아동의 자아중심성으로 인한 미아 발생은, 아동이 보호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먼

저 이동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와 아동이 같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보호자가 손을 씻는 사이, 용무가 끝난 아동이 보호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먼저 화장실을 나가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나 전철

이 도착했을 때, 아동이 보호자를 생각하여 기다리거나 같이 탑승하지 않고 혼자 

먼저 탑승하는 것도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자아중심성은 이기심과 구분된다. 즉, 이러한 아동의 행태는 아동

이 타인이나 대상에 대한 정신적 조작수준의 한계에 의해 나타난 특성이지, 의도적

으로 자신만을 고려하는 행동이 아니다(김정희 외, 2002).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

록 점차 타인의 조망이 자신의 조망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만 6~12세의 

구조적 조작기가 되면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조망수용 능력이 생기게 된다.

33) Piaget(1967)는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를 크게 다음과 같이, 감각운동기(만 0~2세), 전조작기(만 2~7세), 구

체적 조작기(만 7~11, 12세), 형식적 조작기(만 11, 12세 이후)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중 특히 미아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만 2~7세의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 단계이다. 전조작기는 조작기로 발달하

기 위한 과도기로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하지만 개념적 조작능력은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시기이

다(김정희 외, 2002). 그리고 전조작기 단계는 만 2~4세의 전개념적 사고기(preconceptual period) 단계와 

만 4~7세의 직관적 사고기(intuitive period)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조작기 유아의 인지 능력의 특징으

로는 크게 자아중심성, 물활론적 사고, 직관적 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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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집중

주의 체계에는 정향과 각성이 있다. 정향이란 중요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리가 나거나 알록달록한 색깔의 물체가 있을 때 영아가 고

개를 돌려 쳐다보는 것이 이에 속한다. 정향은 가장 이른 시기에 발달하는 주의 체

계이며 영아기에 완전히 발달한다(Keil, 2013). 각성은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통

제하는 것이다(Posner & Petersen, 1990).34) 각성은 영아기부터 나타나지만, 아

동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더욱 정교화 된다(곽금주, 2016).

주의는 지속적 주의와 선택적 주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특정 대상에 대

해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지속적 주의에 어

려움을 느낀다(곽금주, 2016). 영아들에게 시각 또는 청각적 자극이 여러 차례 제

시되면 그들은 점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 이것은 점점 그 자극을 지루하게 느

끼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걸음마 시기의 영아는 어떤 한 대상이나 사건에 초점

을 맞추고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한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주의가 쉽게 전

환된다(Santrock, 2006).35) 그리고 만 2세를 전후로 하여 아동이 목표 지향적 행

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오랜 시간 주의를 지속할 수 있게 되며, 청소년기가 된 후

에야 비로소 성인처럼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곽금주, 2016). 한편, 선택

적 주의는 다양한 정보 중 특정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부모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갔을 때, 수많은 물품 중 부모가 이야기한 물품

을 찾기 위해 선택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택적 주의는 불필요한 자극에 주의

를 기울이지 않는 억제 능력과 관련이 있고 억제 능력은 대뇌의 전두엽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어린 아동의 전두엽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적 주의 능력은 

성인에 비해 떨어진다. 선택적 주의 능력은 만 6~9세 사이에 급격히 발달하여, 만 

10세가 되면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Klenberg 외, 2001).

또한 아동의 연령별 주의집중력을 연구한 Ruff & Capozzoli (2003)와 

Tottenham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만 3~4세의 아동은 주의집중력이 좋지 못

한 반면, 만 5~6세가 되면 주의집중 능력이 증가하고 충동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혁준 외, 2014).36) 이처럼 아동은 어릴수록 주의집중력이 떨어지기 때

34) 예를 들어, 아동이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길을 건너가야 한다면, 아동은 

적색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하는지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35) 이에 비해 취학 전 아동은 30분 동안 TV를 보는 등 한 행동에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학령전기 또는 학령기 아동이 영유아에 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더 잘 계

획하기 때문이다. 즉,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특정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처리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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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보호자가 이를 간과하고 아동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후 자리를 비우면 미

아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어린 아동은 그 자리에서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

이 관심이 가는 다른 흥미요소를 보고 그 곳으로 이탈하여 미아가 될 수도 있다. 또

한 마트나 야외 등 흥미요소가 많은 환경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손을 잡지 않고 옆에 

세워두거나 따라오라고 하면, 아동은 보호자 옆에서 머물거나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

을 잊고 흥미가 가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 기억

영아기에는 기억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기억은 만 3세 이상의 유

아기 동안 급격히 발달하게 된다. 기억은 저장된 정보를 떠올리는 것이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정보에 대해 뇌

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부호화, encoding)하고, 입력된 정보를 뇌에 저장

(storage)한다. 이후 저장된 정보가 필요할 때 다시 찾아 인출(retrieval)하는 과정

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인출에는 재인과 회상이 있다. 재인(recognition)이란 특정 

단서를 통해 이미 저장된 정보를 떠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백화점에 전

시된 인형을 보고, 인근의 장난감 매장과 인형을 떠올리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회

상(recall)은 아무런 단서도 사용하지 않고 저장된 정보를 떠올리는 것이다(곽금주, 

2016). 회상은 재인보다 더 많은 인출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아(만 

3~6세)는 회상보다 재인이 쉽다.

또한 기억의 종류로는 크게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 있다. 그 중 유아의 

장기기억은 주로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고, 장기기억은 또한 포괄적 기억, 일화

적 기억, 자선전적 기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일화적 기억은 특정 시간과 장

소에서의 특정한 사건에 대한 회상이다(Nelson, 1993 ; 문혁준 외, 2014). 예를 들

어,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 함께 언제 놀이공원에 갔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일화적 기억은 약 만 4세에 형성된다(Picard, 2012 

; 곽금주, 2016).

이러한 인지발달 특성으로 인해, 만 3세 이후의 유아는 특정 장소에 다시 방문했

을 때, 과거 기억으로부터 어느 곳에 유희시설이나 장난감 등 흥미요소가 있었는지

36) 유아의 주의집중력 향상은 뇌의 전두엽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전두엽은 뇌영역 중 유아기 동안 가장 많이 

발달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뇌의 실행기구라고 불리는 전두엽은 새로운 행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집중하는 데에도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전두엽의 발달은 

유아의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문혁준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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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억할 수 있다. 이때 주도적이고 보호자에게 통제받지 않은 아동은 혼자 흥미

장소로 이동하여 미아가 될 수도 있다.

■ 공간인지

공간 인지는 공간의 구조, 실체, 관계 등에 지식으로서, 사고 속에서 공간을 재구

성하여 공간에 대한 내면화된 생각이다. 같은 거리, 방위, 위치, 밀도 개념이라도 

경험자의 경험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진다(김병, 2002). 인지의 발달 정도가 다르

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인지 정도는 인지 주체자의 경험 정도와 연령에 따라 다르

다. 특히 아동의 공간인지는 성인과 달리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에게 의미있는 요소

에 관심을 가진다.37) 또한 5~6세의 아동이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

신의 기준 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7~8세의 아동은 정신적인 회전을 실시

하기 때문에 자신의 틀을 다른 방향에 있는 사람의 틀과 일직선에 맞출 수 있다. 이

후 8~10세의 아동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방향

을 보다 명확하고 조직화되게 제시할 수 있다.38)

Feimer (1981) 또한 사물의 위치 및 거리에 관한 공간인지는 태어날 때부터 확

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라고 주장하였으며, 그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임승빈, 2012). 첫 번째 

단계는 자아중심적(egocentric orientation)단계로 만 4세 미만의 아동은 자신의 

위치 혹은 움직임을 중심으로 공간을 인식한다. 따라서 환경은 주로 통행로를 중심

으로 한 ‘움직임의 통로’로서 이해되어지며, 랜드마크는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

하고, ‘움직임의 통로’와의 관계성만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초보적 공간인지는 

두 지점을 연결하고 방향감각을 지니는데 있어서는 유용하다. 두 번째 단계는 고정

된 위치(fixed reference system)를 인지하는 단계로 보통 만 4~7세 사이에 형성

된다. 이 단계에서는 환경 내의 고정된 물체를 방향을 찾기 위한 기준으로 이용하

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환경 내의 여러 랜드마크 상호 간의 단일한 위치체계

를 인지하지는 못하며, 각각의 랜드마크는 상호독립된 좌표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

지하게 되므로 정확한 거리 및 상대적 위치감각이 불완전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공간에 관한 완벽한 단일 좌표체계(coordinated system)를 인지하는 단계

로서 보통 만 9~12세 사이에 형성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아동은 자신의 위치나 

37) 허윤선, 양병이, 임승빈 (2012). 어린이의 우리동네 공간인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1).

38) 김상윤 (2010). 아동발달.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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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에 관계없이 공간 내 구성요소 상호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리 및 상대적 위치에 관한 완벽한 감각을 지니게 된다.39)

(4) 미아를 유발하는 아동 발달 특성 종합

본 절에서는 아동이 갑자기 보호자나 공간을 이탈하여 미아가 되거나, 길찾기를 

실패하여 미아가 되는 원인을 아동의 발달 특성에 미루어 고찰해보았다. 우선, 아

동은 신체가 발달하고 활동성이 많아짐에 따라, 한정된 공간 내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

은 공간을 이탈하면서 미아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키가 작아 눈높이가 낮고, 

시야각 또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즉,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아동의 시야가 가로막히면서, 아동이 인근에 있는 보호

자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아동이 가려짐으로써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눈높

이와 시야각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인시스템은 아동의 사인시스템 발견을 어

렵게 함으로써 길찾기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자율성과 주도성에 의해, 혼자 걸어가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면서 미아

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만 2~3세의 아동은 자아중심성에 의해 본인 중심으로 사고

함에 따라, 보호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이동하면서 미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아동은 주의집중력이 떨어지고 호기심이 많음에 따라, 보호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흥미요소가 있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은 과거 기억 속

의 흥미요소나 장소를 기억하고, 해당 공간으로 혼자 이동함으로써 미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만 9세 이하의 아동은 방향감각이나 거리 및 상대적 위치감각이 불완전

하기 때문에, 길찾기를 실패하면서 미아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아동은 다양한 발달 특성으로 인해, 보호자를 이탈하거나 길을 잃으면서 

미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이 미아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한다면, 아동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신체 발달과 정서 및 인

지적 발달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호자는 아동 발달을 위해, 아동의 활동

을 제재하지 않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반면, 아동 관련 공간은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이 조

성될 필요가 있다.

39) 김미희 (2013). 아동의 주거환경 인지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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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발달 특성 미아 유발 요인

신체

발달

활동성
한정된 공간 내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싶어함에 따라, 공간을 이탈할 수 있음,

신장

눈높이

시야각

만 3세 아동의 평균 신장은 약 1m이고, 일반적인 아동의 시야각은 

수직방향 70°, 수평방향 90˚임에 따라, 높은 매대 등의 시각적 

장애물에 아동의 시야가 가로막히면, 아동이 인근에 있는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음. 또한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아동이 

가려짐으로써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음.

아동의 눈높이 및 시야각은 성인에 비해 많이 낮고 좁기 때문에, 천장 

등 높은 곳에 설치된 사인물은 아동의 길찾기를 어렵게 할 수 있음.

심리

발달

자율성

주도성

아동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자율성과 주도성에 의해,

혼자 걸어가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면서 미아가 될 수 있음.

인지

발달

자아중심성
만 2~3세의 아동은 본인 중심으로 사고함에 따라,

보호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이동하면서 미아가 될 수 있음. 

주의집중력
아동은 주의집중력이 떨어지고 호기심이 많음에 따라, 보호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흥미요소나 장소로 이동할 수 있음.

기억
아동은 과거 기억 속의 흥미요소나 장소를 기억하고,

해당 공간으로 혼자 이동함에 따라 미아가 될 수 있음.

공간인지
만 9세 이하의 아동은 방향감각이나 거리 및 상대적 위치감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길찾기를 실패하면서 미아가 될 수 있음.

[표 2-1] 미아를 유발하는 아동 발달 특성



미아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40

2.1.4. 미아 관련 정책 및 제도 고찰

(1) 코드아담제도

코드아담(Code Adam)제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발생 시, 초기단계에 안내

방송 등 경보 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나 봉쇄 등을 통해 10분 내에 실종자를 찾는 

것이며, 10분 경과 후에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코드아담이란 명칭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지 보름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윌시(당시 6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1983

년 처음 도입되어 이듬해 월마트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2003년 

법제화되면서 모든 연방건물에 적용되고 있다. 한국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

국형 코드아담제를 개발하여, 2014년 7월 29일에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40)으

로 전면 시행되었다. 의무 준수 대상으로는 전국의 대형유통점포, 유원지, 박물관, 

공연장, 철도역, 터미널, 항만, 체육시설, 경마, 경륜장 등이 있다.41) 해당 시설 관

리자는 코드아담 관련 교육과 훈련 결과를 연 1회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신고

가 접수됐음에도 코드아담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교육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그림 2-15] 한국형 코드아담제 절차 (출처 : 최영호, 2014)

4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제19조

41)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ㆍ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5000㎡ 이상 

버스ㆍ공항ㆍ항만터미널,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경마장, 경륜ㆍ경

정장 등 9,900㎡(약 3,000평)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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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아담 절차 고려사항

① 실종아동 발생

   (보호자 신고)
Ÿ 코드 아담 경보 적극적 홍보(신속한 신고 유도)

② 최초접수(발견)자

Ÿ 실종아동 인상착의뿐만 아니라 신고자(보호자)의 성명 

및 연락처도 간략히 확보 → 보호자의 감정 진정 

Ÿ 최초 접수자는 보호자와 함께 정위치, 필요시 공동수색 

가능 (보안실과 유무선 연락체계 유지)

Ÿ 납치 등 범죄가능성 파악 

③ 일원화된 접촉창구

(보안실)로의 상황전파 

Ÿ 코드 아담 관리자는 보안실 정위치 

Ÿ 코드 아담 경보 발령 지시 (방송실 등)

Ÿ 신고 된 장소 주변 및 출입구 CCTV 집중감시 

Ÿ 인접 다중이용시설 코드 아담 경보 발령 통보 

Ÿ 납치 등 범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경찰신고 

④ 상황전파

(코드 알람 발령)

Ÿ 전 직원 및 시설이용자(고객)에게 신속히 전파

Ÿ 시설이용자에게는 고객안내방송 등(안내방송이 불가능할 

시, 전광판,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통한 제한된 정보 

전파 (유괴 대비)

→ 5~30분 간격 (한계 시간 내 최소 2-3회)

⑤ 인원 배치,

출입구 감시 및 수색

Ÿ 출입구에 안전관리요원 등 배치(필요시 일부 출입구는 

폐쇄가능) 및 CCTV 수색 병행

Ÿ 정해진 한계 시간 내 담당구역 모두 수색

→ 한계 시간이 20분이면 20분 내, 30분이면 30분 내

: 특히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수색 필요

Ÿ 시설이용객에게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요구

⑥ 발령 후 한계 시간 

경과 미발견시 경찰신고

Ÿ 한계 시간 경과 후 보안실은 코드 아담 관리자의 지시 

하에 신속히 경찰신고 

⑦ 경찰 도착 후

발령 해제 검토

Ÿ 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조

Ÿ 코드 아담 경보 발령해제는 경찰에게 의견 문의 후 해제

⑧ 발령 해제

Ÿ 전 직원 및 시설 이용자에게 발령 해제 신속히 전파

Ÿ 전 과정 철저히 기록 및 관련 행정기관과의 정보공유 

Ÿ 개선점 파악을 위한 디브리핑(Debriefing) 실시

[표 2-1] 한국형 코드아담제 절차 (이웅혁, 2012)



미아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42

(2) 앰버경보

앰버 경보란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실종 또는 유괴됐을 때, 언론사

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교통방송 라디오, 지하철 전광판, 전국 고속도로·국도 등

을 통해 실종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경보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미아 찾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종자들의 수색과 안전한 귀가를 위해 조력하는 제도이다.

앰버경보란 명칭은 1996년 미국 텍사스 주 앨링턴에서 납치 및 살해된 9세 소녀 

앰버 해거먼(Amber Hagerman)의 이름을 딴 비상경보체제가 유래이며, 미국의 실

종사건: 방송의 비상 대응(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

의 약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2007년 4월 9일 경찰청 주관하에 처음 도입되었

으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제1호 경보 대상으로 제주에서 

실종되었던 양지승 어린이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림 2-1] 앰버경보

(3) 지문사전등록제도

지문사전등록제도란 실종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 실종 발생시 신속하게 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제도이다. 18세 미만 아

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실

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실종 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신고증 발급)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2년 8월 5일에 시행되었다. 지문은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할 수도 있고, 안전Dream 어플에서 등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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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어가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며 보호자가 요

청하면 미리 삭제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

지 평균 31.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사전등록 시에는 약 43분으로 나타나 실

종자 신속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2)

[그림 2-2] 지문사전등록제도 

 

(4) 기타 미아 관련 제도 및 정책

‘휴대전화 활용 미아찾기 제도’는 미아 발생시 미아 사진이나 인상착의 등을 이

동통신회사를 통해 경찰관 휴대전화 조회기 및 일반인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공개 

수배하는 제도이다. 미아 발견을 위한 전국민적 관심 확산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2004년 5월 4일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는 미아를 찾기 위한 기존 

서면 수배 제도의 전단 제작 및 휴대 불편 등의 단점을 해소하고 사진을 통한 신속

한 공개수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치추적제도’는 아동 등 실종 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이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위치정보 요청, 수집된 정보를 탐문 수색에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

도이다.

‘유전자(DNA) 활용 실종아동 등 찾기’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 지적

장애인 또는 해외입양인 등의 유전자 정보와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부모의 유

전자를 상호 대조하여 실종자를 찾아주는 정책이다.43) 유전자를 활용하여 잃어버

42)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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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여 구

강세포를 채취하면 된다. 2020년 기준, 경찰은 전국 보호시설 수용자 9,300여 명

과 신원불상 변사자 153명의 유전자(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총 16명

의 실종아동 등(치매질환자 포함)을 발견하였다.44)

‘아동 DB를 통한 가족 찾기’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1953년부터 지속적으

로 구축한 실종아동의 DB, 즉 아동복지시설 수용 아동의 신상명세, 가출·부랑아동, 

입양, 학대아동 등 약 25만 여 건의 기록으로 실종아동을 찾아주는 정책이다.45)

‘얼굴변환 프로그램(Age Progression Program)’은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

입된 것으로 포토샵을 활용, 장기 실종 아동의 변화된 모습을 추정하는 기술이다. 

추정 얼굴은 실종아동의 외형적 특징을 반영하고 실종아동과 많이 닮은 부모, 형

제·자매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비교해 만들어진다.

(5) 미아 관련 제도 및 정책 특성 분석

미아 관련 제도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표 2-2]와 같다. 대부분의 미아 제도는 

미아 발생 후, 실종아동을 찾는 사후대처 방안이다. 지문사전등록제의 경우, 실종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는 등 사전방안의 특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 또한 미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닌 미아 발생 후 조기발

견을 위한 대처방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GPS 같은 기기를 활용하여 미

아를 찾는 방안도 있는데, 이는 사전에 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만 효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유전자나 아동DB를 활용한 실종아동 찾기 정책은 실종된 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장기 미아나 입양아 등을 찾는 정책으로, 실종 직후의 단순 미

아 찾기와는 거리가 있다. 코드아담제의 경우, 경보(안내방송)와 수색, 출입구 봉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미아 발생 후 출입문을 봉쇄하는 

방법은 일시적인 물리적 환경조절을 통해 미아를 찾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환경 자

체의 속성을 통해 근본적으로 미아를 예방하는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듯 지금까지 국외 포함 국내에서 시행 중인 미아 관련 제도는 미아 발생 후, 

경보를 하고 수색을 통해서 미아를 찾는 사후대처방안이 대부분이다. 즉, 세계적으

로 사전에 미아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는 없으며,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미아를 

43) http://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report_info_dna

4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04

45) https://child.seoul.go.kr/archive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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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는 설계지침이나 제도 또한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아 사전예방의 새

로운 방안으로서 ‘미아예방 환경설계’를 제시하며,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도구로 

설계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연구 과정을 통해, 환

경설계를 통한 미아 사전예방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내용이 제도화 및 법

제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제도명
코드아담

제도
엠버경보

지문사전

등록제도

휴대전화 

활용 

미아찾기 

제도

GPS

활용

위치추적

제도

유전자 

활용 

실종아동 

찾기

아동DB

활용 

가족찾기

얼굴변환 

프로그램

미아

대처방안

사전 대처 ○

사후 대처 ● ● ● ● ● ● ● ●

미아 

발견

활용 

요소

기기 및 

도구
● ● ● ●

경보

(안내방송) 

및 

공개수배

● ● ● ●

수색 ● ●

개인정보

DB
● ● ●

물리적 

환경

(CCTV포함)

○

[표 2-2] 미아 관련 제도 및 정책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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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미아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각국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는 실종아동 실태조사는 대부분 보고서형식으

로, 심도깊은 분석이 아닌 통계에 근거하여 미아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피상적인 

연구 수준에 그친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진행된 미아 발생원인 관련 연구는 극소수

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미아 발생원인을 도출 후, 발생유형을 분류하거나 구체

적인 미아 예방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개별 원인 특성에 대한 나열식 언급에 불

과하다. 그리고 연구범위 또한 다양한 장소나 상황을 포괄하기 보다는 특정 장소 

및 상황으로 한정되어서, 미아 발생원인, 미아 행태 등 해당 연구내용을 일반화하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Syrotuck (2000)의 연구는 경찰에 접수된 미아사건에 대하여 인터뷰를 통해 미

아의 동선을 추적조사함으로써, 잃어버린 장소와 발견한 장소의 거리나 특징을 조

사하여 미아 발생의 원인과 과정을 유추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아의 심리 

상태 또한 고려함으로써 미아를 수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연구 대상 사례수가 10건으로 매우 적어 체계화 및 일반화하기 어렵고, 연구 

대상의 발생 지역이 집 앞 마당이나 언덕 등에 국한되어있다는 장소적 한계가 있

다. 또한 미아 발생 원인 또한 세부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Cornell과 Donald (2006)는 아동의 길찾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아동의 연령별 길찾기 능력과 미아의 길찾기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였으나 미아 발생 원인이나 발생 과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최소영 (2017)과 최소영 외 (2020)의 연구에서는 미아 통계와 행태관찰, 보행밀

도 분석 및 미아 보행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미아 발생을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특성

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공원 및 유희시설에만 한정된 것으로 다양한 

장소에 대한 미아 발생원인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최소영 외 (2018)는 미아가 실제로 발생한 장소의 현장조사를 통해 미아 발생을 

유발한 환경특성을 도출하고, 환경요소별로 그 특성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 측면으로만 분석이 이루어지고, 행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다.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서는 복합상업시설에서의 행태관찰조사를 통해 보호

자 부주의와 아동 이탈 등 행태적 측면에서의 미아 발생 원인을 고찰하였다. 하지

만 실제로 미아가 발생한 사례가 아닌, 쇼핑몰의 아동 관련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보호자와 아동의 일반 행태를 통해 미아 발생 원인을 유추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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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nough와 Cunningham (2020)의 연구에서는 경찰에 접수된 766건의 실종

사례에 대하여 아동 연령별, 즉 유아기(만 2~6세), 학령기(만 7~11세), 청소년기

(만 12~17세) 단계에 따른 아동의 주된 실종 원인과 행동 및 특성을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실종 원인 및 특성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미아뿐만 아니라, 가출, 사고 등 다양한 종류의 실

종46)을 포함하여, 연구 내용이 광범위하고 피상적이며 각 연령의 세부적인 실종 원

인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미아 관련 선행연구와 크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다양한 미아 사례(202건)를 바탕으로 미아 발생 경위를 광범위하게 파악하

고, 미아 발생 원인을 보호자 및 아동의 행태, 환경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출하고

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을 단순 나열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들이 조합을 이뤄 함께 발생하였는지, 미아 원인 간의 연관성 또한 함께 분석

하였다. 둘째,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미아 사례

를 분석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미아 발생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미아 

원인과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당 미아 발생 유형별로 미아가 발생하고 보호자

와 재회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미아발생률

이 가장 높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특화 복합상업시설에 초점을 맞춰, 복합

상업시설 기능적 공간별로 미아발생 환경원인과 환경요소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공간별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넷째, 각 

공간별 미아예방 환경설계방안(가이드라인)을 항목별로 점수화함으로써, 설계안이

나 기존 시설을 평가할 수 있는 설계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은 실무자들이 미아 발생 환경을 이해하고 설계공간에 선택적으로 미아예

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미아 관련 정

책이 미아 발생 후 대처방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해당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이 

추후 인증제도로서 실용화 및 법제화된다면 복합상업시설에서의 미아 발생을 감소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6) 실종 : 유괴, 유기, 사고, 가출, (단순)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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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범위

Syrotuck 

(2000)

미아 발생의 원인과 과정 유추,

미아 행태 및 심리 분석

인터뷰,

동선추적조사

실 미아 

발생장소

(집 근처)

Cornell & 

Donald 

(2006)

아동의 연령별 길찾기 능력과 

미아의 길찾기 과정 체계화
관련 문헌고찰

-

(다양한 문헌을 

활용하여, 

광범위함)

최소영 (2017)

유희시설 미아발생 환경특성 도출

행태관찰조사,

보행밀도 분석,

미아 보행 

시뮬레이션

대규모 공원

/유희시설최소영 외 

(2020)

최소영 외 

(2018)

상업시설 미아발생 환경특성 및 

환경요소 도출
현장조사

실 미아 

발생장소

(상업시설 등)

최재필 외

(2020)

행태적 측면에서의 미아 발생원인 

고찰
행태관찰조사

복합상업시설

아동관련 공간

Woolnough & 

Cunningham 

(2020)

아동 연령별 실종 원인과 행동 및 

특성을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

사례조사 통계

-

(영국의 실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광범위함)

[표 2-3] 미아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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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합상업시설 관련 문헌 고찰

2.2.1. 복합상업시설의 개념

복합상업시설은 단일 시설로 하나의 상업시설과 하나 이상의 주 기능 용도가 복

합된 경우로 적정한 용도가 결합함으로써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개

발된 것을 말한다.47) 복합상업시설은 쇼핑몰의 대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쇼핑몰

이란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이 집적된 유통시설로서 쇼핑과 오락을 결합하여 이용

객에게 원스탑(one-stop) 쇼핑체험을 제공하는 쇼핑센터를 지칭한다.48) 쇼핑몰은 

20세기 초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소비자의 편리성 제고와 체

류시간의 연장을 위해 계획적으로 소매점들을 집적시킨 쇼핑센터이다.49) 또한 특

정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계획·개발·관리하며 다양한 편의시설로서 이용객의 쾌적

성을 제고하고 매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전문 쇼핑센터라고 말할 수 있다.50) 그리

고 문은미 (2002)는 쇼핑몰을 대단위 상업시설인 쇼핑센터에서 주된 동선을 따라 

형성된 보행자 중심의 상점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쇼핑몰은 쇼핑센터 내 핵점포 

간에 형성되는 통로를 중심으로 주차장과 지상보도,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나 버스 등과 연결되는 통로에 형성된다.5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복합쇼핑몰

의 정의를 살펴보면, 근린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

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의미한다.52) 또한 미국 국토협회(ULI, Urban Land Institute)는 복합상업

시설을 도심 엔터테인먼트 상업시설(U.E.C, Urban Entertainment Center)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였으며, 전통적인 백화점, 쇼핑센터와 다른 3가지 기본요소들을 포

함한 새로운 형태의 쇼핑센터라고 정의하였다.53) 복합상업시설은 일반적으로 판매

47) 강정구 (2007). 우리나라 도심 엔터테인먼트 상업시설(U.E.C)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48)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정의 인용.

49) 강정구 (2007). 우리나라 도심 엔터테인먼트 상업시설(U.E.C)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50) 김경훈 (2008). U.E.C(Urban Entertainment Centers) 개념을 도입한 도심엔터테인먼트상업시설의 건축 계

획에 대한 기초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 문은미 (2002). 서울시 쇼핑몰의 테마디자인 적용에 관한 분석연구: 롯데월드, 코엑스몰, 센트럴시티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1), 3-11.

5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2012.05.01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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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식음(Dining),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3가지 복합요소를 포함된

다. 이러한 부대시설들은 사람들을 모으는 집객 요소로 활용된다. 3가지 기능의 복

합화와 더불어 휴식 및 여가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른 상업시설들과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만 서

로 상호보완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복합상업시설은 도시 내 다양한 

상업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용도가 혼합, 밀집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생활의 

혜택을 통해서 토지의 고도이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54) 즉, 도시민들

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는 도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단순

한 물품 구매를 넘어 쾌적한 환경과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는 문화공간으로 인식되

고 있다. 이러한 복합상업시설은 쇼핑공간에서 차지하는 판매매장의 면적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여유롭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소비자의 체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5)

53) Beyard Michael D. et al. (1998). Developing Urban Entertainment Centers. Urban Land Institute.

54) 림철 (2014). 현대 복합상업시설 내부가로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5) 김수영 (2013). 복합 상업시설의 내부가로 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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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복합상업시설의 공간구성

복합상업시설의 용도를 구성하는 방식은 소비특성에 따라 판매(Retail), 식음

(Dining),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가지 요소는 방문

객의 장시간 체류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반드시 필

요한 요소이다. 소비 기능을 하는 판매는 구매 단독의 목적으로 소비활동을 유발하

는 시설이다. 또한, 식음은 소비활동을 연장하는 시설이며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소

비활동을 유도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에 해당한다.

먼저, 소비 기능을 하는 ‘판매(Retail)’는 구매 단독의 목적으로 소비활동을 유발

하는 시설이다. 몰 소비자의 쇼핑패턴보고서(쇼핑센터 국제회의, 1996)에 따르면 

쇼핑센터가 마음속으로 특정 점포나 상품 구매의사를 갖고 방문하는 적극적인 쇼

핑객들을 끌어들이는 반면(방문객 중 49%), U.E.C를 방문하는 쇼핑객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고객을 끌어들인다고 한다(하성주, 2010). 복합상업시설에서 다양한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쇼핑객들에게 매력적인 시설이 될 수 

있다. 

‘식음(Dining)’은 사람들의 생리적 요구인 동시에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요소

로서 식음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조어인 이터테인먼트

(eatertainment) 또는 디너테인먼트(dinertainment)라는 말에서도 두 기능의 관련

성이 반영되었다. 테마레스토랑과 같이 음식과 함께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는 상품 자체에 대한 ‘소비’보다는 시설을 이용하

는 ‘체험’에 초점을 두며 직접적인 목적 소비와는 다른 판매촉진을 위해 방문객들

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사람들의 소비활동을 유도하는 엔터테인

먼트 요소는 기능에 따라 환경적, 충동적, 목적 엔터테인먼트로 구분된다.56)

그리고 이동훈 (2004)에 의하면, 이러한 구성 시설/점포들은 기능 및 규모와 영

향력에 따라서 크게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 핵심 점포)와 서브 키 테넌트

(sub-key tenant), 마그넷 스토어(magnet store), 일반 테넌트(general tenant), 

특수 테넌트(special tenant)로 나눌 수 있다.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는 쇼핑

몰 내 테넌트 중에서도 집객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대형 소매업이다. 면적은 약 

3,000~30,0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쇼핑몰 내에서 대부분 최대 면적을 점

56) 김하나 (2013). 복합 상업시설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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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다. 앵커 테넌트는 주로 백화점, 양판점, 할인점과 더불어 지명도가 높은 

유명기업의 점포은 집객력이 우수한 시설들을 지칭하며, 재방문율을 높이는 결정적

인 요소이다. 앵커 테넌트의 종류로는 멀티플랙스, 오락공간, 푸드코트, 대형 마트 

등이 있으며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방문객의 동선을 유도하며 체류시간을 연장시

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 테넌트는 매우 다양한 업태·업종을 가지며, 앵커 테넌트의 

보완기능이나 비교구매기능을 갖춘 소규모의 점포를 일컫는다. 규모는 50~150㎡ 

수준으로 작지만, 평당 매출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쇼핑몰의 매출에 대

한 직접적 공헌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에 의해 쇼핑몰의 

기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특수 테넌트는 해당 쇼핑몰 주변에 거

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점포로서 라이프서비스, 오

락서비스와 같은 업태가 이에 속한다.57)

이처럼 기본적으로 복합상업시설을 구성하는 주요 공간으로는 크게 판매공간, 식

음공간, 엔터테인먼트 공간(유희공간)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림철 (2014)은 복합상

업시설이 점차 대규모화되면서 공간구성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복합상업시설은 기존의 상업용도뿐만 아니라 공용공간의 기능확장을 통하여 커

뮤니티/만남, 휴식, 이벤트, 전시 등 복합문화공간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 특히 이

러한 복합 기능의 형태는 이용자가 밀집되는 내부가로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즉, 

이동공간인 내부가로는 이동의 기능뿐만 아니라, 체류, 휴식, 문화 등 다양한 복합

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박의정 (2008)은 상업시설의 공간구성으로 크게 판매공간,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공간과 함께 공용공간(로비, 엘리베이터 홀,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휴게 

공간, 대기공간 등), 직원들을 위한 지원시설, 쾌적한 환경유지 및 조절을 위한 관

리시스템 공간, 조형물이나 행사장이 위치하는 외부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최재필 외 (2020a)의 연구에서는 복합상업시설은 판매, 식음, 엔터테인먼트 공간

을 중심으로, 광장 및 보행자 가로공간 (이동공간)이 있으며, 이러한 공간에서 구

매, 식음, 감상, 휴식, 대화, 만남, 대기, 이동, 놀이 등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에서는 복합상업시설을 판매공간, 식음공간, 유희공간, 이동공

간, 탑승공간, 편의공간, 휴식공간의 7가지 기능적 공간으로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복합상업시설은 지원공간이나 관

57) 오정아 (2012). 도심 엔터테인먼트 쇼핑센터(UEC)의 테넌트 믹스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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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간을 제외하고,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는 크게 판매공간, 유희공간, 식음

공간, 이동동간, 관람공간, 편의공간, 휴식공간, 탑승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매공간은 고객과 상품, 고객과 직원이 직접 대면하여 상업시설의 서비스를 고

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간이며, 또한 상업시설의 궁극적 목적인 이윤이 창출되는 

곳이다(박의정, 2008). 이러한 판매공간의 계획 형태로는 고정적인 매장과 가변적

인 팝업 매장이 있다. 그리고 통로와 매장의 경계인 파사드는 크게 개방형과 폐쇄

형, 두 가지를 혼용한 혼합형(중간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개방형은 매장의 경계를 

가능한 두지 않고 통로 면을 전면적으로 개방시킨 구조로서, 손님의 출입이 잦고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소규모 매장에 주로 적용된다. 그리고 폐쇄형은 출입구 이외

의 부분을 벽이나 장식장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차단한 형식으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이 긴 대규모 매장에 주로 적용된다. 이러한 개방형과 폐

쇄형을 조합한 형식인 혼합형은 개구부의 일부를 개방시키고 다른 일부는 폐쇄한 

구조이다.58)59)

유희공간은 크게 놀이기구나 놀이도구 등을 설치하여 아동의 다양한 신체 및 놀

이활동을 지원하는 놀이시설과, 오락기기가 설치되어 청소년 및 일반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오락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및 아동 공간에 초점

을 맞춘다는 점에서 유희공간의 연구범위를 놀이시설로 한정지었다. 이러한 유희공

간(놀이공간)은 운영 및 활동, 공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희공간은 운영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유료 키즈카페와 같은 ‘상업 유

희공간’과 무료 공공 놀이터와 같은 ‘비상업 유희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오정아, 

2017). 그리고 활동성의 측면에서 보면 아동이 놀이기구나 놀이도구 등을 이용해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동적 유희공간’과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조작 놀이, 

독서, 그림 그리기, 레고조립 등을 할 수 있는 ‘정적 유희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이

윤홍, 2003). 또한 영역경계의 측면에서 보면 특별한 시설 경계없이 통로로부터 개

방되어있는 ‘개방형 유희공간’과 벽이나 펜스 등으로 구획되어있는 ‘폐쇄형 유희공

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재필 외, 2020).

식음공간은 식사류나 디저트 및 음료를 파는 매장으로, 매장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본적인 형태로, 특정 시설 경계에 의해 하나의 

단위공간으로 구획되는 매장형 식음공간이 있다. 그리고 특정한 경계 없이 통로 측

58) 정기범 외 (2008). 건축설비를 위한 건축계획. 보성각.

59) 윤도근 외 (2008). 건축설계·계획. 문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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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위치한 통로형 매장이 있다. 해당 매장은 계산대가 통로와 인접하여 있어, 주

문 및 계산하는 공간과 대기하는 공간이 일반 이동통로(동선)와 중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복합상업시설의 내부가로에 해당하는 이동공간의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다. 먼

저, 쇼핑몰의 주요 동선으로 이용객들을 각 매장으로 고르게 유도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코트 및 플라자나 통로의 측면에 벤치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용객의 

휴식공간 역할을 한다. 또한 전시, 공연, 패션쇼, 페스티벌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서 이용객들의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다(림철,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내부가로의 구성요소로는 크게 출입부(지상 출입부, 지하 출입

부), 통로(수평통로, 수직통로), 오픈 스페이스(중심광장, 휴식공간), 가로 시설물

(자연요소, 의자/벤치, 사인시스템, 조형물)로 정리할 수 있다(림철, 2014).

관람공간은 영화관, 전시관, 아쿠아리움 등 복합상업시설 이용객들이 영화나 전

시 등을 관람하는 공간이다. 영화관과 아쿠아리움처럼 큰 공간이 필요한 시설의 경

우, 여러 층을 아울러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예술작품, 미술 등의 전시시설

의 경우, 특정 공간이 마련되어지기도 하지만, 아트리움 등의 오픈 스페이스에 팝

업형식으로 비정기적으로 전시되기도 한다.

편의공간은 안내센터, 유모차 대여소, 유아 휴게실, 문화센터, 화장실 등 쇼핑몰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편의공간은 상업시설의 매출에는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지만,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만족도와 편리성을 향상

시켜주고 몰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최근 들어 아동 동반 고객의 비

율이 증가한 만큼 유모차 대여소, 유아 휴게실, 문화센터 등과 같이 아동 관련 편의

시설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련 시설의 규모도 확장되고 디자

인 또한 고급화되는 추세이다. 

휴식공간은 오픈 스페이스와 같은 곳에서 휴식 전용 공간으로 설정될 수도 있지

만, 다양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영역이 조성되기도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동공간 중 일부 영역에 설치됨으로써 지나가는 이용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한 유희공간 내에서 아동을 관찰하기 위한 용도로서 휴식공간이 조성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센터 등의 편의공간이나 탑승공간 전면부에서 대기를 위

한 용도로 벤치나 쇼파 등이 배치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공공 독서 라운지

를 조성하여, 휴식을 취하며 독서를 할 수 있는 복합상업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탑승공간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으로 고객들이 수직 이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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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 조성된 공간(영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탑승공간은 건물의 코어계획과 함께 

이루어져 규모에 따라 배치방식이 다양해진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설 내부의 공간 

구획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객의 동선 또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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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아동 특화 복합상업시설의 현황 및 아동 관련 공간구성

최근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아동 관련 키즈 시장의 규모는 

2007년 19조원에서 2017년 40조원으로 2배 이상 늘면서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다.60) 이는 ‘골드키즈(외동이라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아동)’를 중심으로 소비 집

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에 의해 2010년대 이후로 아동 특화 복

합상업시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쇼핑몰에서 아동 전용 공간(건

물동, 층)을 두거나 저상의 로열층에 아동 전용 컨텐츠를 배치시키는 등 상업 환경

의 공간 기획과 구성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61) 특히 해당 쇼핑몰들은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 특화 쇼핑몰의 대표적인 국내 브랜드로는 롯데몰, 스타필드(시티), 

앨리웨이 등이 있다.62) 그리고 각 브랜드 쇼핑몰은 브랜드별로 특화된 아동 시설이 

있다. 롯데몰의 경우, F&B 존의 무료 아동 놀이터와 기차 놀이터, 실내 테마파크 

등 다수의 유희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토이저러스’라는 대형 장난감매장 등이 있

다.63) 스타필드(시티)는 아동 전용 도서관인 ‘별마당 키즈’, 대형 장난감 매장인 ‘토

이킹덤’, F&B 존의 무료 놀이터, 스포츠 융복합 테마파크인 ‘스포츠 몬스터’, 워터

파크인 ‘아쿠아필드’ 등이 있다. 그리고 앨리웨이는 ‘앨리웨이 키즈스쿨(키즈캠퍼

스)’이라는 명칭으로, 음악, 미술, 영어 등의 아카데미 공간과 함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전시, 문화 이벤트 등의 컨텐츠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일반고객 위주의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상업시설에서 아동 공간을 앵커 테

넌트(anchor tenant)로 도입한 초창기 쇼핑몰로는 롯데몰 김포공항점(2011년 개

점)과 수원점(2014년 개점)을 들 수 있다. 롯데몰 김포공항은 주요 앵커 테넌트로 

대규모 장난감 매장과 키즈카페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옥상정원과 F&B 구역의 거

점공간에 무료 아동 놀이터를 다수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아동 동반 방문객에

게 여가시설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롯데몰 수원은 한 층의 일부 구역

을 아동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키즈카페, 대형 장난감 매장, 

60) 정홍식, 김한경 (2019). 키즈 산업 보고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61) 19.05.10 서울경제 기사, “신도시 ‘골드키즈’ 잡자… 키즈 특화공간 꾸미는 유통업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377O8M1

62)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복합상업시설 대비, 아동 관련 시설 또는 테넌트가 많이 유치되어 있거나, 설계 단

계부터 아동 타겟으로 계획된 쇼핑몰에 대하여 ‘아동 특화 쇼핑몰’로 보았다.

63) 롯데몰은 국내 아동 놀이공간 기업인 Playtime(플레이타임) 社 및 미국의 장난감 기업인 Toysrus(토이저러

스) 社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아동 특화 공간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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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매장, 무료 놀이터 등을 배치함으로써, 아동 동반 고객을 위한 몰링공간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해당 쇼핑몰들의 아동 공간은 쇼핑몰 전반의 공간 컨셉이나 전

용 층의 조성이 아닌, 특정 구역 또는 산발적인 위치에 한정적으로 배치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2016년 개점한 스타필드 하남과 롯데몰 은평이 아동 동반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여러 층에 다수의 아동 전용 공간을 앵커 테넌트로 유

치하면서, 아동 특화 복합상업시설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롯데몰 은평의 

대표적인 앵커 테넌트로는 키즈 테마파크가 있다. 해당 시설은 2개 층 구조로 약 

6,600㎡(2000평) 규모이며, 이는 아동용 실내 유희공간으로는 국내 최대규모이다. 

그리고 아동 전용 어트랙션(놀이기구)을 대거 설치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옥상

정원과 연계하여 풋살장, 옥외 놀이터, 수영장, 탁구교실, 아카데미 등의 스포츠 교

실이 1개 층 전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외의 무료 놀이터, 장난감 매장, 육아

용품점 등이 다수 있다.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은 2개 층에 아동 관련 매장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스포츠 테마파크와 워터파크에는 아동에

게 초점을 맞춘 유아동 전용 풀에 전용 워터슬라이드까지 갖추고 있어, 아동 동반 

고객의 이용빈도가 높다. 또한 F&B 존의 무료 놀이터와 대형 장난감 매장도 함께 

배치되어 있다.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중심의 복합 쇼핑몰을 

콘셉트로 내세우고,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아동 맞춤형 공간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쇼핑몰 내에 대형 장난감 매장, 별마당 키즈(아동 독서라운지), 

키즈카페, 아동용품점 등이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다. 롯데몰 수지 또한 아이스링크

장과 키즈카페를 중심으로, 대형 장난감 매장, 육아용품점 등이 있으며, F&B 존에

서 3개의 무료 놀이터가 있다. 앨리웨이 광교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

유아 비중이 높은 광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니즈를 충

족시킬 수 있는 키즈 공간과 컨텐츠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2개 층을 

아동 전용 층으로 조성한 기존 쇼핑몰들과 다르게, 앨리웨이 광교는 건물별로 주요 

이용객과 용도를 구분하였다. 즉, 앨리키즈(AlleyKiDS)라는 건물의 명칭을 부여하

고,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총 855평 규모의 건물 한 동 전체를 아동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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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명 도시
준공

연도

연면적

(㎡)
규모

아동 관련 공간

공간 배치 A B C D E F

롯데몰 김포공항 김포 2011 314,000
지하 2층

지상 5층

2개 층

산발적 배치
○ ●

○

◇
◇ - ◇

롯데몰 수원 수원 2014 234,000
지하 1층

지상 8층

1개 층

일부 구역
○ ●

○

◇
◇ - ◇

스타필드 하남 하남 2016 460,000
지하 2층 

지상 4층

2개 층 

전역/일부구역

●

○
● ● ◇ ● ◇

롯데몰 은평 서울 2016 160,000
지하 1층

지상 9층

3개 층

전역/일부구역
○ ●

●

◇
◇ ● ◇

스타필드 고양 고양 2017 325,000
지하 8층

지상 7층
2개 층 전역

●

○
●

●

◇
◇ ● ◇

스타필드시티 위례 위례 2018 160,000
지하 5층

지상 10층

2개 층

일부 구역
○ ● ○ ◆ - ◇

롯데몰 수지 용인 2019 146,000
지하 2층

지상 5층

3개 층

일부 구역
○

●

○
● ◇ ● ◇

스타필드시티 부천 부천 2019 100,000
지하 3층

지상 8층

3개 층

일부 구역
○ ●

●

◇
◆ ● ◇

스타필드시티 명지 부산 2019 100,000
지하 3층

지상 8층
1개 층 전역 ○ ●

●

◇
◆ - ◇

앨리웨이 광교 수원 2019 38,755
지하 1층 

지상 3층
1개 동 전역 ○ - ● ◇ ● ◇

스타필드 안성 안성 2020 234,571
지하 2층 

지상 3층

2개 층

일부 구역
○ ● ● ◆ ● ◇

앨리웨이 인천 인천 2021 56,781
지하 1층 

지상 3층

1개 층

일부 구역
○ - ● - ● ◇

[아동 관련 공간 용도]

A : 아동용품점(아동복 등)

B : 장난감 매장

C : 놀이터, 키즈카페, 테마파크

D : 아동 도서 라운지, 서점 내 키즈존 (서점 전체 X)

E : 아동 스포츠교실, 아카데미(미술, 음악 등)

F : 아동 편의시설 (유모차 대여소, 유아 휴게실, 문화센터 등)

[아동 관련 공간 기능(성격) 및 규모]

● :‘앵커 테넌트’로 쇼핑몰 핵심 점포

○ :‘일반 테넌트’로 앵커 테넌트의 보완기능이나 비교구매기능을 갖춘 소형점포

◆ :‘핵심 부대시설/서비스시설(무료)’로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설 

◇ :‘일반 부대시설/서비스시설(무료)’로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설

[표 2-4] 국내 아동 특화 복합상업시설(쇼핑몰)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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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복합상업시설 고찰을 통한 연구범위 설정

앞선 선행연구와 아동 특화 복합상업시설의 공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복합상업시설은 판매, 식음,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중심으로, 광장 및 보행자 가로공

간 (이동공간)이 있으며, 이러한 공간에서 구매, 식음, 감상, 휴식, 대화, 만남, 대기, 

이동, 놀이 등의 행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상업시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장소의 기능적 공간을 판매, 식음, 이동, 유희, 편의, 휴식, 관람, 탑승 총 

8개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미아 사례조사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64) 하지만 

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의 적용 공간에 있어서, 영화관 및 아쿠아리움에 해당

하는 관람공간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해당하는 탑승공간은 설계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어, 특정한 설계기법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즉,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의 대상이 되는 아동 관련 공간은,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으로 한정지어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로서 판매공간은 일반 매장이 아닌, 육아용품점, 장난감 매장 등

과 같은 아동 관련 매장이다. 그리고 판매공간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와 중·대규모 

매장으로 구분하였다. 유희공간으로는 공공시설로 개방한 무료 유희시설과 키즈카

페와 같은 상업용 유료 유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유희시설 내에서 아동의 

놀이를 관찰할 수 있는 보호자 휴식공간 또한 해당 공간의 설계 대상에 포함하였

다. 일반적으로 휴식공간이라고 하면, 동선 내 배치된 휴식공간, 유희시설 내 휴식

공간, 독서공간(공공 독서 라운지, 도서매장 내 휴식공간), 카페테리아 등이 있다. 

하지만 휴식공간은 아동 이외의 일반 성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독서공간(키즈존)을 본 연구의 휴식공간 대상으로 한정지었다. 식음

공간은 매장형 식음공간과, 계산대가 통로와 인접한 통로형 매장을 구분하였다. 그

리고 편의공간은 유모차 대여소, 문화센터 라운지, 유아 휴게실,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동공간은 일반 동선에 해당하는 보행공간(통로)과 건물의 주출입 공간을 

구분하였으며, 판매공간 등 특정 단위공간 내 통로는 이동공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해당 공간들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평가모델에서는 아동 공간을 포함하여 해당 공간이 있는 층 또는 인근 

64) 복합상업시설은 일반 도시공간 및 가로에서의 행태 및 특성들을 압축 및 종합하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상업시설에서 나타나는 행태 특성들은 비단 복합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나

타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미아 사례조사는 광범위한 장소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기능적 

공간의 경우 복합상업시설 기능적 공간의 분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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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한정지어 적용하여 평가 및 검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모든 동선이나 시

설에 대하여 미아예방 환경설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아동 공간, 아동 전용 층 또

는 아동 관련 공간이 있는 인근의 시설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단, 건물 출

입공간은 아동의 쇼핑몰 이탈 방지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므로, 전체 영역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기능적 공간 세부 공간 비고

판매공간
소규모 아동 관련 매장 소형점: 10~20평 전후65)

중·대규모 아동 관련 매장 중형점: 20~100평, 대형점: 100평 전후66)

유희공간
무료 놀이터 

보호자 휴식공간을 포함한 놀이공간
유료 놀이터

휴식공간 무료 아동 독서공간 쇼핑몰 단독형과 대형서점 부속형 모두 포함

식음공간
일반 식음 매장

통로형 매장 계산대가 통로와 인접한 매장

편의공간

유모차대여소, 문화센터 라운지

유아 휴게실

화장실 가족용 화장실 포함

이동공간
보행공간(통로)

건물 출입공간

* 단,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의 경우, 아동 공간을 포함하여 해당 공간이 있는 층 

또는 인근 시설에 한정지어 적용하며, 건물 출입공간은 전체 영역을 평가 대상으로 함.

[표 2-5] 복합상업시설 아동 관련 공간 (연구 범위) 

65) 국제편집부 (1994). 판매점 설계의 실제.

66) 국제편집부 (1994). 판매점 설계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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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축분야 관련 인증제도의 평가모델 고찰

2.3.1. 국내 건축분야 인증제도

국내에서 현재 시행 중인 건축분야 인증제도로는 녹색건축 인증제, 건축물 에너

지 효율등급 인증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인증제 등이 있으며, 제도별 세부적인 특성은 다음 [표 2-6, 7]과 같다.

인증

제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수명주택 인증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련

법규

주택법 제21조의 2

녹색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녹색건축의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주택법 제38조

인증

대상

1. 500세대이상 의무

2. 공공기관 : 

연면적 3,000m2이상

3. 지자체별 

의무대상 기준적용

1. 공공기관 : 

연면적 1,000m2이상

2. 지자체별 

의무대상 기준적용

연면적 500m2이상

1,00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평가

항목

친환경건축물

+

주택성능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평가

건축부분

기계부분

전기부분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인증

등급

최우수(1등급)

우수(2등급)

우량(3등급)

일반(4등급)

1+++등급~7등급

1. 일반건축물 : 

65점

2. 공공기관 발주 : 

74점

3. 해당 지자체기준 

적용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양호등급

일반등급

인증

기관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

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 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구감정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

원 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외

한국감정원 외

[표 2-6] 국내 건축분야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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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 CPTED학회

(민간인증)
서울시 서울시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 - -

인증

대상

지역, 개별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

학교시설, 
가로구역(지구단위)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 
일반시설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과 오피스텔 
등

300세대 이상의

신축, 기존 공동주택

평가

항목

1.매개시설

2.내부시설

3.위생시설

4.안내시설

5.기타시설

6.기타설비

1.공적공간

2.반공적공간

3.반사적공간

4.공통설비

1. 건축물 외부

2. 건축물 내부

3. 유지관리

4. 주상복합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해당 대상 한정)

5. 외부환경 반영도

6. 디자인 심미성

7. 방범시설 우수성

8. 유지관리 우수성

및 주민활동 활성화

1.주호전용

2.주호공용

3. 외부 공용공간

4. 어린이 시설 
5.단지입지

6. 디자인 심미성

7. 소프트웨어

인증

종류

예비인증

본인증

디자인 인증

시설인증

예비인증

본인증

유지관리인증

예비인증

본인증

유지관리인증

인증

등급

[본인증기준]

최우수(90%이상)

우수(80%이상 
90%미만)

일반(70%이상 
80%미만)

[시설인증기준]

최우수(85%이상)

우수(70%이상 
85%미만) 

[본인증기준]

등급기준 없음

(총점 80점 이상 시 
인증)

[본인증기준]

등급기준 없음

(총점 80점 이상 시 
인증)

유효

기간
본인증5년 시설인증5년 본인증2년 본인증2년

인증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

한국고용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 CPTED학회 
인증위원회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위원회

서울시 
육아안심공동주택

인증위원회

[표 2-7] 국내 건축분야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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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F 인증제도)

(1) 인증제도 개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

도록 계획․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 이용약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

시나 교통시설, 건물 등에서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접근성 및 이용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운영체계는 인증제도를 주관하는 주무기관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인증기관으로 구성되며, 주무기관으로

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고, 인증기관은 주무기관에

서 정한 인증 지침에 따라 인증신청 공고 및 접수, 인증기관 지정서 교부 사항과 인

증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67)

인증의 종류는 본인증과 예비인증으로 구분하는데, 본인증은 공사 준공 이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리고 예비인증은 본인증 이전에 

사업 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여 받을 수 있고 예비인증을 받은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비인증의 경우,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 및 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

으면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2)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

BF 인증지표는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 건축물로 구분하며 각 인

증 대상에 따라 인증지표 및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인

증 부문의 평가지표 항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평가항목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의 6개 대분류체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각의 대분류체계 항목은 총 24개의 소분류체계 항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67) 이규일 (20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수준 비교 고찰. 재활복지, 16, 1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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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분류체계별 세부 평가항목은 모두 94개, 288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BF 인증

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표 2-8]과 같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개) 배점 합계 (점)

매개시설

접근로 7 22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5 21

주출입구 (문) 7 21

소 계 19 64

내부시설

일반출입문 4 12

복도 5 12

계단 5 12

경사로 5 12

승강기 7 15

소 계 26 63

위생시설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2 15

화장실의 접근 3 13

대변기 5 17

소변기 1 6

세면대 3 9

욕실 2 6

샤워실 및 탈의실 2 6

소 계 18 72

안내시설

안내 설비 4 13

경보 및 피난설비 1 3

소 계 5 16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 12 35

관람석 및 열람석 4 1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2 5

매표소․판매기․음료대 3 6

피난구 설치 2 6

임산부 휴게시설 2 5

소 계 25 70

기타설비
비치 용품 1 3

소 계 1 3

총 계 94 288

[표 2-8] BF 인증제도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수 및 배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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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평가 기준

BF 인증의 평가 기준은 다음의 여섯 가지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평성’으로, 사회적 약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평하게 이용가능하

여야 한다. 도시의 각종 시설물, 건축물로의 이동 및 접근 등 각 시설물의 이용에 

있어 특정 사용자만이 우대나 좋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 평가항목을 제시한 

기준이다. 바닥 높이차, 손잡이, 유효폭, 동선 등 대부분의 인증 평가대상에 적용되

며,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등한 배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둘째, ‘접근성(이동성)’으로, 공평성과 함께 인증 평가대상 대부분의 항목에 적용

되는 기준이다. 교통약자 이동장애인등편의법의 제3조 ‘이동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 및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다. 명확하고 편리한 동선, 

적절한 너비와 기울기의 보행로, 재질 상태 등의 평가에 기본 개념으로 적용된다. 

또한 도로와 교통, 도로와 건축, 도로와 공원 등 인증 평가대상의 접점 부근에서 가

장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연계성 측면에서 세부 산정기준으로 적용된다.

셋째, ‘안전성’으로, 각 시설물에 대한 접근, 이동, 이용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평

가하는 기준이다. 사용자의 실수 등을 포함하여 여러 상황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도

시의 각 시설물을 계획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난

간이나 추락 방지턱을 설치했는지의 여부를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넷째, ‘기능성(이용성)’으로, 장애인 등이 여객시설 및 건축물 등의 각종 시설물, 

도로 등을 이용함에 있어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가능한지 그 성능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인증평가 대상시설 대부분의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접

수대 등의 설치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도 함께 고려하여, 하부공간을 확보하였는

지 등을 하나의 평가 예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편리성’으로,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사용법이 간단하며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 시 부자유스러운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리하지 않은 힘

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심적ㆍ육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

다.

여섯째, ‘식별성(인지성)’으로, 이용자가 인식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정보와 음성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유도 및 사인시스템 등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

다. 해당 평가 기준은 유도 및 안내시설에 대한 평가의 기본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

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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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부여 기준

인증 평가항목별로 기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하여 평가하고 점수화한다. 그리

고 모든 항목은 항목별 최소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항목의 점

수 총점이 인증 기준 만점의 70% 이상 충족하여야 인증을 부여하며, 평가에 따른 

인증 등급은 다음과 같다. 인증 기준 만점의 90%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최우수 

등급, 80% 이상 90% 미만일 때는 우수 등급, 70% 이상 80% 미만은 일반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 평가점수 비고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90% 이상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일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표 2-9] BF 인증제도의 인증등급 기준

68) 박준호 (2015). 무장애 인증건축물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의 이용 만족도 및 안전의식. 대구한의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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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 (한국 CPTED학회의 CPTED 인증)

(1) 인증제도 개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환경설계를 통

해 범죄를 예방하는 건축설계기법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

한다. CPTED의 기본 원리로는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

화, 유지관리가 있다.

한국 CPTED 학회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 문제를 근

본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범죄

예방 환경설계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CPTED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 대

상으로는 학교시설, 가로구역(지구단위)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상

업시설 등 일반시설이 있다. 그리고 인증 종류로는 크게 ‘디자인 인증’과 ‘시설 인

증’으로 구분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의 설

계 단계에서 사업계획서와 도면 등의 서류심사를 통해 디자인 인증기준에 의한 계

획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설 인증’은 준공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이때 인

증 위원회가 대상 공간이나 건축물을 직접 방문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적합하

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관리자 면담을 통하여 각종 보안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2)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

CPTED학회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는 외부 침입(범죄)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선’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즉, 3차 방어선을 기준으

로 외부와 주거단지를 구분함으로써, 단지 경계에 접한 외부공간을 ‘공적공간’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차 방어선을 기준으로, 단지 경계부터 주동 출입구 

앞까지 단지 내 공용공간을 ‘반공적공간’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1차 방어

선을 기준으로, 주동 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반사적공간’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였

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해당하는 요소인 감시카메라, 안내표지판, 기타 

항목을 ‘공통설비’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공적 공간’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영역으로는 단지 주출입구, 단지 부출입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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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개)

공적공간

단지 주출입구 6

단지 부출입구 7

담장 9

단지 외부공원녹지 6

소 계 28

반공적공간

경비실 6

보행로 4

단지 내 도로 3

어린이 놀이터 5

상가 4

보육시설 3

휴게시설 5

운동시설 3

경로당 2

쓰레기 집하장 2

주동 출입구(일반형) 10

주동 출입구(필로티형) 12

자동차 주차장(지상) 3

자동차 주차장(지하) 25

자전거 주차장 2

단지 내 조경 8

소 계 97

반사적공간

승강기 10

복도 계단 9

옥외배관 4

주동 내부 11

소 계 34

공통설비

감시 카메라 9

안내 표지판 2

기타사항 4

소 계 15

총 계 174

[표 2-10] CPTED 인증제도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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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지 외부공원녹지가 있다. 그리고 ‘반공적 공간’으로는 경비실, 보행로, 단지 

내 도로, 놀이터, 상가, 보육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경로당, 쓰레기 집하장, 주동 

출입구, 자동차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단지 내 조경이 있다. ‘반사적 공간’으로는 

승강기, 복도 및 계단, 옥외배관, 주동 내부가 있다. ‘공통설비기준’은 안내 표지판

과 CCTV, 기타사항이 있다.69)

각 평가항목은 중요도에 따라 점수가 차등 배점되었고, 그 기준은 [표 2-11]과 

같다. 범죄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비용효과성이 높은 항목은 3점(중요도A)으

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은 2점(중요도B)으로, 적용시 방범안전에 부가적인 도

움 및 혜택이 기대되는 권장항목은 1점(중요도C)으로 배점하였다. 이 점수는 각 항

목별 최고 점수에 해당하며, 항목별 설치계획에 따라 3명의 평가위원이 차등 배점

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영역(장소)이 1개소인 경우 항목별 해당 점수를 부여하

고, 2개소 이상인 경우 장소별 평균 점수(항목점수의 합/장소의 개수)를 적용한다.

중요도
배점

(최고 점수)
점수 부여 기준

중요도A 3점
범죄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비용효과성이 높은 항목

항목별 설치 계획에 따라 0~3점 차등 배점

중요도B 2점

상대적으로 중요한 항목

항목별 설치 계획에 따라 0~2점 차등배점

기준보다 월등한 옵션 적용 시: 가점 1점 부여

중요도C

(가산항목)
1점

적용시 방범안전에 부가적인 도움/혜택이 기대되는 권장항목

0.5~1점 배점

[표 2-11] CPTED 인증제도의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점수 배점 기준 

(3) 점수산정 및 인증부여 기준

CPTED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 반공적, 반사적공간의 영역별 평가항목에 

대하여 7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70) 그리고 영역별 합산점수와 공통설비 점수를 

합산한 단지 최종 점수 또한 7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71) 즉, 영역별 합산점수와 

단지별 합산점수가 모두 70% 이상을 획득해야만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69) CPTED 인증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은 대외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70) 영역별 최종 점수 = (영역별 획득점수 ÷ 영역별 총점수) × 100

71) 단지 최종 점수 = {(영역별 합산점수 +공통설비기준 점수) ÷ 전체 총점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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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은 디자인 인증과 시설 인증의 기준 평가항목의 종합점수(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70점 이상 85점 미만이면 ‘우수 등급’

을 부여한다. 시설인증은 인증을 취득한 시점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인증 갱신은 시

설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 및 도시 공간 등에 한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매 5년마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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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도72)

(1) 인증제도 개요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육아안심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에서의 안전한 어린이 생

활환경(주거환경)에 대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안심하고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인증 대상 건물은 300세대 이상의 신축 및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73) 그리고 인증 종류는 신청시기, 평가사항에 따라 예비인증(설계안 

심사), 본인증(현장심사), 유지관리인증(2년 주기 유지관리사항 심사) 총 3종류로 

구분된다. 또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신축 공동주택과 기존 공동주택에 따

라 신청 가능한 인증 종류가 상이하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예비인증, 본인증, 유

지관리인증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본인증, 유지관리인증 신

청이 가능하다. 인증절차는 서울시에서 인증심사단을 구성한 후, 심사단이 각 지자

체의 공모 건축물 심사하면,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최종 검토 후 인증 승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은 크게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물리적 환경 요소와 정성평가

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평가는 주호전용, 주호공용, 

외부 공용공간, 어린이시설로 평가영역을 구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외부공간의 

물리적 여건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호전용의 평가항목으로는 실내구

조, 마감재, 사고방지장치가 있다. 그리고 주호공용의 평가항목으로는 계단 및 난

간, 공용 출입구, 필로티, 지하주차장이 있다. 외부 공용공간은 공동주택의 주동을 

제외한 단지 내 외부 공용공간으로 보행로, 단지 출입구, 방범 항목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시설의 평가항목으로는 단지 내 위치한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유

치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성평가는 단지 입지, 디자인 심미성과 함께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및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육아지원 서비스,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단지 내 육아관련 행사 개최 등의 운영·관리 요소와 교육지원서비스, 육아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등 육아지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72) 본 절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및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운영방안 (201

5)」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 및 정리하였다.

73) 현재는 인증제 확산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지

만, 향후 공동주택에 비해 물리적 생활환경 여건이 미흡하고 육아환경의 질이 높지 않은 다가구ㆍ다세대 주

택을 대상으로 인증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적용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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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개) 배점 합계 (점)

정량평가

주호전용

실내구조 2 3

마감재 3 8

사고방지장치 2 5

주호공용

계단 및 난간 2 5

공용 출입구 1 3

필로티 2 4

지하주차장 1 3

외부 공용공간

보행로 3 9

단지 출입구 1 3

방범 2 4

어린이시설

놀이터 5 11

주민공동시설 1 3

어린이집․유치원 6 16

소 계 31 77

정성평가

단지 입지 1

30

디자인 심미성 1

어린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등)

육아 지원

서비스
1

소프트웨어
공동주택

커뮤니티
1

소 계 4 30

총 계 35 107

[표 2-12]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도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수 및 배점 합계

(신축 공동주택 본인증 기준)

정량평가의 항목은 총 31개이며, 각 항목의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3점, 2점, 1점

으로 차등화하여 배점하였다. 즉, 해당 항목이 어린이의 안전성 향상에 반드시 필

요하며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면, 가장 높은 점수인 3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중요

도가 비교적 높고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항목이면 2점을 부여하였다. 마

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권장 사항 수준의 기본적인 항목이면 1점을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3점 항목은 19개, 2점 항목은 8개, 1점 항목은 4개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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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점수 부여 기준

3점 어린이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항목

2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항목

1점 어린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권장 수준의 기본적인 항목

[표 2-13]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도의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 배점 기준

그리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거나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기준

의 경우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0

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정성평가 항목별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지 입지 항목의 경우, 어린이 및 육아세대에 특화된 편리하고 안전한 단지 

입지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지, 디자인 심미성 항목은 단지 분위기나 시설의 디자

인이 어린이나 육아세대에 초점을 맞춰 심미적으로 우수한지가 인증기준이 된다. 

그리고 어린이시설 항목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었는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집 인증을 받았는지,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의 인증을 받았는지 등이 

인증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항목의 경우, 단지 내 육아세대의 공동체 

구성 여부와 각종 활동 사항과 육아지원서비스 실시여부 및 세부내용에 대해 평가

가 인증기준이 된다.

(3) 점수산정 및 인증부여 기준

점수 산정은 정량평가 점수 70%와 정성평가 점수 30%를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정량평가 총점은 인증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

고 이를 7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한다.74)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3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단, 정량평가 

항목을 고르게 충족시키기 위해 각 구분(영역)별 최소 70% 이상 점수 획득을 원칙

으로 한다.

74) 정량평가 환산점수 = 획득점수 ÷ 정량평가 만점 ×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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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관련 인증제도 고찰을 통한 인증 평가모델 구성 및 특성 도출

BF 인증제와 CPTED 인증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분석을 통해 고찰한 건

축환경설계 분야 인증제도의 구성 및 특성은 [표 2-14]과 같다. 먼저 운영기관의 

경우,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 CPTED 학회로, 정부부터 지자체, 민간기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인증 대상은 인증 목적에 따른 공간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각 공간별로 평가항목은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BF 

인증제의 경우, 관련 법규(법적 근거)가 있으며 특정 대상 건물(공공건물 및 공중이

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증제의 목적성과 평가항목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기본 원칙(원리)이 있다. 평가항목의 대분류 체계에 해당하

는 평가영역은 공간요소 및 계획요소별로 구성되었으며, 장수명주택 인증제(내구

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처럼 인증제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평가영역이 구성되지 

않았다. 인증 종류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계획안의 적합성을 평

가하는 예비 인증 또는 디자인 인증이 있고,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함으로써 적합성을 평가하는 본인증 또는 시설인증이 있다. 이처럼 예비인증

(또는 디자인 인증)을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본인증(또는 시설인증)의 절차를 간소

화할 수 있고 또한 빠른 인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증 조건으로 전체 항목(총점)에

서 70~8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평가영역별로도 최소 점수를 충족하는 등 과락

이 없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설계의 유지관리 및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각

각 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증 심사의 경우, 관련 지자체나 기관에서 인증위원회 

심사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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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인증제도 구성 및 

특성 도출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 CPTED학회

(민간인증)
서울시

정부 / 지자체 / 

민간기관 등

인증

대상

지역, 개별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

학교시설, 
가로구역(지구단위)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 
일반시설

300세대 이상의

신축, 기존 공동주택

인증 대상 공간별로 

다른 평가항목 적용.

정부가 주관기관인 

경우, 일부 대상 

의무화.

기본

원칙

공평성

접근성(이동성)

안전성

기능성(용이성)

편리성

식별성(인지성)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

유지관리

활동성

아동 안전성

아동 생활환경 향상

인증제의 목적성과

평가항목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기본 원칙이 있음

평가

영역/

항목

1.매개시설

2.내부시설

3.위생시설

4.안내시설

5.기타시설

6.기타설비

(총 94개 항목)

1.공적공간

2.반공적공간

3.반사적공간

4.공통설비

(총 174개 항목)

1.주호전용

2.주호공용

3. 외부 공용공간

4. 어린이 시설 
5.단지입지

6. 디자인 심미성

7. 소프트웨어

(총 37개 항목)

[평가항목 대분류체계]

공간요소 및 

계획요소별

(인증제 특성·성격X)

ex) 
장수명주택인증제: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인증

종류

예비인증

본인증

디자인 인증

시설인증

예비인증

본인증

유지관리인증

예비인증 도입을 

통한 본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빠른 인증 

가능

인증

등급

[본인증기준]

최우수(90%이상)

우수(80%이상 
90%미만)

일반(70%이상 
80%미만)

[시설인증기준]

최우수(85%이상)

우수(70%이상 
85%미만) 

[본인증기준]

등급기준 없음

(총점 80점 이상 시 
인증)

[ 인증 조건 ]

전체 항목(총점)에서 

70~80%이상 충족,

평가영역별로

최소 점수 충족 등

과락이 없어야 함

유효

기간
본인증 5년 시설인증 5년 본인증 2년

설계의 유지관리 

검토가 필요한 시점

인증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

한국고용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 CPTED학회 
인증위원회

서울시 
육아안심공동주택

인증위원회

관련 기관 

인증위원회

[표 2-14] 관련 인증제도 고찰을 통한 인증 평가모델 구성 및 특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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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아 사례조사

3.1.1. 미아 사례조사 개요

3.1.2. 미아 사례조사 결과

3.2. 미아 발생 원인 간 연관성 분석

3.2.1. 미아 발생 원인 기호화

3.2.2. 동시발생 매트릭스를 통한 미아 발생 원인 간 연관성 분석

3.2.3. 사례별 미아 발생 원인 조합 분석

3.3.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통한 미아 발생 규칙 도출

3.3.1. 연관규칙과 순차연관규칙의 개념

3.3.2.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통한 미아 발생 규칙(조합) 도출

3.3.3. 미아 발생 규칙별 사례 분석

3.4. 미아 발생 유형 도출 및 미아 과정 체계화

3.4.1. 미아 발생 유형 도출

3.4.2. 미아 발생 유형별 원인 및 특성 분석

3.4.3. 미아 발생 유형별 미아 과정

3.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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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미아 연구는 아동 실종 후, 미아 찾기 시스템 등과 같은 사후대처방안 연

구가 주를 이루었기에, 미아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연구한 기초연구는 국내

외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미아를 사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아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과 유형, 원인 등을 선행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미아가 

‘어떤 장소(기능적 공간)’에서 ‘어떤 발생유형(과정)’으로 ‘어떤 원인(보호자/아동/환

경)’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추후 미아예방 환경설계 시 장소 

및 환경요소별로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미아 예방책인 설계 가이

드라인을 수립하기 전에, 미아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 미아 사례조사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

서 미아 발생경위를 고찰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행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미아 발생원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아 발생 원인을 ‘동시발생 매트릭스’를 

통해, 어떤 원인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원인 간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미아 발생 순서(시간)에 

따른 미아 발생 원인 조합을 도출함으로써, 미아 발생을 유형화하고 그 과정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미아 사례를 통해 원인을 도출하고, Bottom-up 방

식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미아 발생 유형과 과정을 일반화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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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아 사례조사

3.1.1. 미아 사례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미아 사례조사는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다양한 장소에서의 미아 발생경위 및 미아 발생원인 등을 고찰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례조사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능적 공간별 미아 발

생유형을 도출하고 그 과정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방법

 미아 사례조사는 아동 실종 경험이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조사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아 발생경위를 조사하였다. 조사 참가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집하였다.

초기 설문항목은 크게 미아의 기본정보, 발생경위, 발생원인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미아 발생원인의 경우, 미아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항목을 설정하

였다. 그리고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미아 발생원인의 설문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먼저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설문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조사가 완

료된 이후, 환경원인이 미아 발생에 주요하게 작용한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사례조사는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에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244

건의 미아 사례를 수집하였다. 이 중, 특수 사례와 거짓 사례, 정보가 부족한 사례

를 제외하고, 총 202건의 미아 사례에 대한 미아 발생경위와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림 3-1] 미아 사례 DB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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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내용 (설문 구성 및 항목)

미아 사례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은 ‘미아의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미아 발생경

위’, ‘미아 발생원인’과 ‘미아 대처 및 발견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미아(아동) 기

본정보’ 설문 항목의 경우, 설문자와 아동과의 관계, 아동 성별, 미아 당시 아동 연

령(만 나이), 평소 아동 활동성향, 미아 경험 횟수를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

리고 ‘미아 발생경위’ 항목으로는 미아 발생 일자, 요일(주중/주말 및 공휴일), 시간

대(오전/오후/저녁), 장소와 함께 보호자와 아동의 동반 여부, 보호자와 아동의 통

제거리 내 여부(물리적 거리),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 및 아동 행태, 해당 장소 방

문횟수, 해당 장소의 체감상 혼잡 정도, 아동이 해당 장소에 익숙한 정도를 설문 항

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미아 발생 장소는 ‘기능적 공간’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공간 기준은 앞선 2장의 선행연구 고찰 내용을 활용하였다.75) ‘미아 발생 원인’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보호자, 아동, 환경 원인으로 설문항목을 분류하고 설정하였

다. 그리고 이 미아 발생원인을 기반으로 ‘미아 발생 환경요소’를 추가로 설정하였

다. ‘미아 대처 및 발견 방법’ 설문항목의 경우, 미아가 된 후 아동의 대처, 미아 발

견 방법, 미아 발견 소요시간, 안내방송 및 직원수색 유무를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

였다.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길을 찾아온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 길찾기 방법을 

추가 질의하였다. 단, 보호자와 아동의 물리적 거리, 행태, 미아 발생 환경요소의 

경우, 일반 설문자들이 용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표기하는데 난점이 있을 것으로 사

료되어, 연구자가 인터뷰 후 해당되는 내용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

고 원인 또한, 설문자가 실제와 다른 항목에 잘못 표기하였거나 표기해야하는 항목

을 미표기한 경우, 인터뷰 후 연구자가 해당되는 항목으로 재표기하였다.

■ 보호자와 아동의 ‘동반 여부’ 및 ‘물리적 거리’ 항목

미아 사례 예비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미아는 보호자와 아동의 특정 행태나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영향을 미치기 전 미아 발생을 유

발하는 상황(조건)들이 있다. 미아 발생 전, 보호자와 아동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

었는지에 대한 ‘동반 여부’가 첫 번째 선행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호자의 아

75) 복합상업시설은 일반 도시공간 및 가로에서의 행태 및 특성들을 압축 및 종합하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상업시설에서 나타나는 행태 특성들은 비단 복합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나

타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미아 사례조사는 광범위한 장소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기능적 

공간의 경우 복합상업시설 기능적 공간의 분류 기준과 동일하게,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관람공간, 이동공간, 탑승공간의 8개의 기능적 공간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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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이탈 방지 측면에서, 보호자와 아동의 물리적 거리가 두 번째 선행조건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거리를 보호자의 아동 통제 가능성 및 주시 가

능성에 따라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보호자와 아동이 ‘손잡은 경우’로서, 

이는 아동이 이탈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미아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아동이 보호자의 ‘통제거리’ 내에 있는 단계로

서, 아동이 보호자 옆에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거리’의 기준을 보호자

가 아동의 이탈이나 움직임 등을 즉각적으로 통제 및 제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아동이 보호자의 ‘가시거리’ 내에 있는 단계로서, 보호

자가 즉각적으로 아동의 이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시각적으로 아동을 주시할 수 

[그림 3-2] 보호자와 아동의 동반 여부 및 물리적 거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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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거리이다. 마지막은 보호자와 아동이 ‘미동반’한 경우로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 보호자가 아동의 행동을 주시할 수 없고 이탈하는 것 또한 인지할 수 없는 경

우이다. 그리고 이 경우 보호자가 돌아온 후 아동이 이탈한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미아 발견까지 소요시간 또한 길어질 수 있다.76)

■ ‘미아 발생 원인’ 항목

‘미아 발생원인(이유)’ 초기 설문항목의 경우, 미아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

정하였다. 그리고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미아 원

인은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원인은 구분함으로써 

미아 발생원인의 설문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미아 발생원

인은 크게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호자 원인’과 아동

이 활동성 및 호기심 등으로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아동 원인’이 있다(한국 어린이

재단, 1988; 일본 어린이위험회피연구소, 2009). 그리고 최근 들어 보호자와 아동

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환경적 특성 또한 미아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가 나오고 있다(최소영, 2017; 최소영 외, 2018; 최재필 외, 2020; 최소영, 2020). 

이러한 측면에서 미아 발생원인을 크게 ‘보호자 부주의’, ‘아동 이탈’, ‘환경 특성’으

로 분류하였고, 각 원인 범주별 세부적인 미아 발생원인을 정리하면 [표 3-15]와 

같다. 먼저, 보호자 원인 중 보호자가 구매, 문의, 상품구경, 채비(짐정리), 휴대전화 

사용, 대화, 독서, 다른 아동케어 등을 함으로써 아동을 관찰하지 못해 아동이 이탈

한 경우,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한 부주의 원인으로 통칭하였다. 그리고 흥미요소에 

의한 아동 이탈 원인의 경우, 예비 설문조사에서 흥미요소가 눈에 보여서 이동한 

것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거 흥미요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동한 경우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 흥미요소 배치라는 환경적 특성이 작용하였지만, 후자는 환경

적 특성과는 관련이 없기때문에 이 두가지 경우를 구분하였다. 또한 아동이 보호자

를 두고 먼저 이동한 원인의 경우,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라 자아중심성으로 보호자

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동한 것과, 보호자를 생각했지만 독립성에 의해 먼저 이동한 

것이 구분되기에 다른 원인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환경 원인 중,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물에 가려진 주체와 미아 주요 촉발요인, 

76) 보호자와 아동이 동일 공간에 동반한 상황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때, 미아 발견 소요시간은 30분 이상 1시

간 미만인 경우가 8.6%, 1시간 이상 하루 미만인 경우가 3.7%였다. 반면,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때, 미아 발견 소요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경우가 21.2%, 1시간 이상 

하루 미만인 경우가 1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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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발생원인 설문항목
선행연구

비고
1 2 3 4 5 6 7 8

보

호

자

부

주

의

보호자가 다른 일함 ● ● ●
‘구매, 문의, 상품구경, 채비(짐정리), 폰
사용, 대화, 독서, 다른 아동케어’로 인
한 부주의를 ‘다른 일한 것’으로 통칭

보호자가 자리 비움 ● ● ●화장실 이용, 음식 픽업/정리를 위한 자
리비움

아동이 잘 따라오거나 먼저 길
을 잘 찾아갈거라 생각하고 보
호자 혼자 이동

● ●●

더 어린아동을 케어하거나 짐을 들기위
해 아동의 손을 잡지않고 이동하거나, 
아동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연
령이어서 믿고 보호자 혼자 이동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케어하는 
줄 알고 부주의함

●보호자가 둘 이상인 경우

아

동

발

달

특

성

에 

의

한

이

탈

아동이 흥미요소를 보고 즉흥적
으로 이동

●●● ●● ●흥미요소가 눈에 보여서 이동한 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거 흥미요소의 위
치를 기억하고 이동한 것을 구분과거 기억의 흥미요소를 인지하

고 이동

이동할 곳으로 아동 혼자 먼저 
이동(자아중심성) 자아중심성으로 보호자를 생각하지 못하

고 이동한 것과 보호자를 생각했지만 독
립성에 의해 먼저 이동한 것을 구분보호자도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

며 아동혼자이동(독립성)
●●

보호자가 기다리라고 했지만,

아동이 보호자 찾아 이동
● ●

아동이 보호자와 비슷한 옷 입
은 사람을 따라 이동

●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 또는 직
진방향으로 아동이 이동

● 특정한 목적 없이 직진하거나 군중따라 
이동하는 성향 

놀거나 장난치다가 보호자를 벗
어나 이동

● ●●●●

아동이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 
찾으러 이동

●보호자가 아동 근처에 있었으나, 아동이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탈

환

경

특

성

에 

의

한

아

동

이

탈

및 

길

찾

기

실

패

사람이 많아, 아동이 사람들에게 
가려지거나 떠밀림 ●●●● ●

결절점, 출입구 등의 병목구간, 통로 동
선과 중첩된 시설 등 보행밀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

보호자 공간이 아동공간으로 부
터 멀거나 부족해서 멀리서 아
동 관찰함

●● ●아동관찰이 힘든 환경

시각적 장애물에 아동이 가려짐 ●● ●아동이 보호자 근처에 있었으나, 장애물
에 가려져서 보호자가 못 봄

사람이나 시각적 장애물에 보호
자가 가려져, 아동이 보호자 찾
아 이동

●
보호자가 아동 근처에 있었으나, 사람 
또는 장애물에 가려져 아동이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탈

아동키보다 높은 시각적 장애물
이 많아,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
함

장애물에 의해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아, 
아동이 공간을 명료하게 인지하지 못함
으로써, 길찾기 실패

구조나 동선이 복잡하여,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함 ● ● ●갈림길이 많은 공간구조(동선)에 해당

디자인 또는 건축적 차별성이 없어,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함 ● ●

천장, 바닥, 벽 등 디자인적 요소(인테
리어, 재료, 색, 심볼, 랜드마크 등)에 
차별성이 없는 환경

아동 혼자 힘으로 나가기 쉬운 
출입문/펜스(경계)가 없는 개방
형 구조

●● 개방적인 구조, 명확하지 않은 시설경계

주변이 어두워, 아동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함

● ●

1. 최재필 외(2020a) 2. 최소영 외(2018) 3. 최소영(2017). 4. 최소영(2020) 5. Syrotuck, W. G. 
(2000) 6. Penny S. Woolnough. et al (2020) 7. Sedlak, A., Finkelhor, D., & Brick, M. 
(2017).8. 일본 어린이위험회피연구소 (2009)

[표 3-15] 선행연구를 통한 미아 발생원인 설문항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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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로를 발견하지 못해 미아가 됐는지, 길찾기에 실패하여 미아가 됐는지에 따

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시각적 장애물에 아동이 가려지면서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보호자가 가려지

면서 아동이 보호자를 찾아 이동하는 경우로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후에,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아 길을 찾지 

못함으로써 미아가 되는 경우로도 구분할 수 있다.

■ ‘미아 발생 환경요소’ 항목

앞서 설정한 미아 발생 원인을 기반으로 미아를 유발한 환경요소를 도출하였으

며, 각 미아 사례별로 어떤 환경요소가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77) 미아 발생 환경요소로는 보행밀도, 시각적 장애물, 시설 경계, 디자인 차

별성, 공간구조(동선), 흥미공간/요소 배치, 전이공간 배치, 조명, 아동관찰공간이 

있다. ‘보행밀도’는 공간 면적(규모) 및 이용객 수와 밀접하며, 이용객 대비 통로 

폭, 출입구 폭이 좁거나 공간 면적(규모)이 작아 보행밀도가 높을 경우, 미아를 유

발할 수 있다. 즉, 공간 규모 대비 이용객이 많아, 아동이 사람들에게 가려지거나 

떠밀리면서 미아가 될 수 있고, 역으로 아동의 시야에서 보호자가 사람들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아동이 보호자를 찾아 이동하면서 미아가 될 수 있다. ‘시각적 장애

물’은 벽, 기둥 등의 구조적 요소와 매대, 계산대, 입간판, 조형물, 놀이기구 등과 

같은 가구적 요소로서, 아동과 보호자의 시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의 키보

다 높은 시각적 장애물이 많으면, 아동과 보호자가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물에 가려져 서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아동이 혼자 길을 찾아갈 때 시

각적 장애물이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길찾기에 실패할 수도 있다. ‘시설 경계’는 특

정 공간의 영역을 외부와 구분하는 경계로서 펜스, 출입문, 벽 등에 해당하며, 아동

의 이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설 경계 없이 개방된 구조는 아동이 시설 외부

로 이탈하기 더욱 쉬워진다. ‘디자인 차별성’은 인테리어적 요소(색, 마감재, 패턴, 

조명, 랜드마크 등)의 시각적 차별성과 공간의 목적성 및 인지성에 의한 장소의 정

체성으로 특정 공간을 다른 공간과 구분짓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공간 

간에서 차별성이 없는 경우, 아동이 특정 공간으로 가는 길을 찾을 때 다른 공간과 

77) 미아를 유발한 환경요소로는 환경원인 뿐만 아니라, 행태원인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흥미요소를 보고 즉흥적으로 이동’한 행태원인의 경우, 아동이 이동(이탈)한 것이 미아 발생의 주요한 원인

이기 때문에 행태원인으로 분류되지만, ‘흥미요소 배치’라는 환경요소가 아동 이탈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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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길찾기를 실패할 수도 있다. ‘공간구조(동선)’가 순환

형 또는 일자형처럼 단순하지 않고 방사형 등과 같이 갈림길이 많아서 복잡하면, 

아동이 혼자 길찾기를 시도할 때 길을 잃으며 미아가 될 수도 있다. ‘흥미공간/요

소’로는 유희공간/놀이기구, 장난감매장/장난감, 식음공간/디저트 등이 있으며, 이

러한 공간 및 요소가 서로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으면 아동이 흥미요소에 의해 즉흥

적으로 공간을 이탈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전이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

는 매개공간으로서 주출입구(출입공간)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탑

승공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이공간이 아동 공간과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으면, 아

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여 미아가 될 수도 있다. ‘조명’은 공간의 조도와 

관련이 있으며, 주변이 어두우면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함에 있어 시각적으로 제약

이 있을 수 있고 아동의 이탈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홀로 길찾기를 시도

하는 아동이 어두우면 길찾기를 실패하여 미아가 될 수도 있다. ‘아동관찰공간’은 

유희공간 내 위치한 휴식공간과 같이 보호자가 휴식을 취하며 아동을 관찰할 수 있

는 공간이다. 이러한 보호자 공간이 아동 공간으로부터 멀거나 부족하면, 보호자는 

멀리서 아동을 관찰하게 되고 그만큼 다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시야가 가려져 아동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 3장  미아 사례조사를 통한 미아 발생 원인 및 유형 도출

85

3.1.2. 미아 사례조사 결과

(1) 미아 기본 정보

총 202건의 미아 사례를 고찰한 결과, 미아는 남아 47.5%, 여아 52.5%로 성별

이 거의 비슷하였고, 주로 만 2~5세 사이(78.2%)에서 발생하였으며 만 3세

(27.7%) 전후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대체로 활동적인 아동(58.7%)이 미아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소극적인 아동(6.5%) 또한 보호자가 안심하는 경향이 큼에 따라 

아동이 돌발행동을 하여 이탈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다. 미아 발

생은 주말 및 공휴일(56.4%)이 평일(43.6%)에 비해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

고 오전(10.0%)이나 저녁(16.3%)보다는 오후(73.0%)에 주로 발생하였다. 이는 아

동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외출을 더 많이 해서이며, 점심 

식사 이후로 활동성이 증가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평일에

는 하원 또는 하교의 시간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 미아 발생 연령 (만) 

 

[그림 3-4] 미아 활동 성향 

(2) 미아 발생 경위

미아 발생장소로는 마트(19.8%)와 대형쇼핑몰 및 백화점(17.3%)이 가장 많았

다.78) 그리고 일반상업시설 및 시장(5.9%)을 포함하면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가 전체의 43.1%에 해당할 만큼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상업시설 이용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으며, 놀이공원 등과 같은 시설보다 미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상업시설 중에서도 쇼핑몰 및 백화점이 많은 

것은 최근의 아동 동반 고객들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

78) 쇼핑몰 및 백화점 내 입점 마트는 마트라는 공간 특성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마트’ 카테

고리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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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one-stop) 쇼핑몰 및 백화점에 대한 방문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아

발생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10.9%)처럼 혼잡하고 활동성이 높은 곳에서도 많이 

발생하였으며, 집근처(9.4%), 학교 및 유치원(2.5%)와 같이 친숙한 곳에서도 발생

하였다. 후자의 경우, 상업시설처럼 일상공간이며 미아에 대한 안전불감증으로 인

해 미아 발생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5] 미아 발생 장소 

이러한 미아 발생장소를 8개의 기능적 공간79)으로 구분했을 때, 미아발생률이 

가장 높은 공간은 판매공간(29.2%)이었으며, 이동공간(23.3%)과 유희공간(17.8%)

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공간들은 휴식(7.9%), 식음(6.9%), 관람(5.9%) 등 

다른 공간들에 비해 동적행태가 많이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탑승공간 

(5.4%)에서의 미아 발생은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열차 등 이동수단 탑승 시, 예기치 

못하게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였다.

또한 미아 발생장소를 물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내부 간 이동

(56.1%)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외부 간 이동이 13.6%, 내부에서 외부로의 이동이 

8.1%, 외부에서 내부로의 이동이 1.0%로, 전체 사례 중 공간 간 이동이 있었던 사

례는 78.8%였다. 즉 아동의 공간 이동이 보호자의 아동 찾기를 더 어렵게 하면서 

미아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내부에서 외부로의 이동과 외부 

간 이동은 보호자의 아동 찾기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아동이 사고나 범죄 등을 경

험하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79)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관람공간, 이동공간, 탑승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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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미아 발생 공간 (좌 : 기능적 공간, 우 : 물리적 공간)

미아 발생 당시 장소의 혼잡함 정도를 보면, 혼잡한 환경(50.0%)에서 주로 미아

가 발생하였지만, 한산한 환경(18.1%)에서도 보호자가 안심한 사이에 미아가 발생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아 발생 당시 아동이 해당 장소를 방문한 횟수는 6회 이

상(42.4%)과 1회(29.8%)로 양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보호자와 아동이 자주 

방문하여 익숙한 환경과 처음 방문하여 낯선 환경에서 미아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

명할 수 있다. 실제로 미아 발생 당시의 장소에 대한 익숙함 정도를 조사해 본 결

과, 6회 이상에서 익숙함을 느낀 경우는 61.6%, 낯섦을 느끼는 경우는 5.5%였고, 

첫방문(1회)에서 낯섦을 느끼는 경우는 91.1%였다. 그리고 전체 사례에 대하여 낯

선 장소에서 미아가 발생한 경우는 40.9%였고, 익숙한 장소에서 미아가 발생한 경

우는 32.7%였다. 즉, 미아는 낯선 환경에서 길과 보호자를 잃기 쉬우며 보호자 또

한 아동을 찾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또한 보호자의 미아에 대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미아가 발생하기 쉽다.

        
[그림 3-7] 장소 혼잡정도

 

           
[그림 3-8] 장소 

방문횟수(미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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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와 아동의 동반 여부 및 물리적 거리

보호자와 아동의 동반 여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함께 동반한 상황에서 미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83.2%). 그리고 보호자와 아동이 ‘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

서 아동이 먼저 보호자의 손을 놓고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는 1.5%에 불과하였

다. 반면, 아동이 보호자의 손을 잡지 않고 ‘통제거리’ 내에 있는 상황에서 미아가 

된 경우는 47.5%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판매공간이나 휴식공간, 식음공간, 탑승공

간, 편의공간에서 이러한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판매공간에서는 보호자가 상품을 

구경하거나 계산을 하기 위해, 아동의 손을 잡지 않고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 나타

났다. 휴식공간과 식음공간에서는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 자

연스럽게 보호자가 아동을 통제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탑승

공간에서는 엘레베이터나 지하철 등의 승·하차를 대기하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

동의 손을 잡지 않고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편의공간에서 또한 보호자

가 고객센터 또는 유모차 대여소의 직원에게 문의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과정에서 아동을 옆에 세워두고 용무를 보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이 보

호자의 ‘가시거리’ 내에 있을 때 미아가 된 경우도 34.2%로 빈번하였으며, 주로 유

희공간, 이동공간, 관람공간에서 이러한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유희공간에서는 아

동이 놀이를 하는 동안 보호자가 멀리 떨어진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동을 관

찰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이동공간 및 관람공간에서는 보호자와 아동이 일정 거

리를 두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자와 아동이 ‘미동반’한 상황에

서 미아가 발생한 경우가 16.8%였으며, 휴식공간, 유희공간, 관람공간에서 이러한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이 공간에서 보호자는 아동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놀이, 관람 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

우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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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여부 미동반

손잡음 통제거리 가시거리 미동반
1 51 4 3

1.7% 86.4% 6.8% 5.1%
1 13 29 4

2.1% 27.7% 61.7% 8.5%
0 3 22 11

0.0% 8.3% 61.1% 30.6%
0 7 2 7

0.0% 43.8% 12.5% 43.8%
0 8 4 2

0.0% 57.1% 28.6% 14.3%
1 2 5 4

8.3% 16.7% 41.7% 33.3%
0 7 2 2

0.0% 63.6% 18.2% 18.2%
0 5 1 1

0.0% 71.4% 14.3% 14.3%

전체 3 96 69 34

비율 1.5% 47.5% 34.2% 16.8%

탑승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

유희공간

휴식공간

식음공간

관람공간

동반

물리적 거리
(통제거리 내) (통제거리 외)

판매공간

[그림 3-9] 기능적 공간별 보호자와 아동의

동반 여부 및 물리적 거리 

(4)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 및 아동 행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한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와 아동의 행태를 기능적 

공간별로 분류하고 고찰해보았다. 보호자 행태의 경우, ‘구경’하는 행태가 19.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주로 판매공간에서 상품 등을 구경하고 고르는 과정에서 나타났

으며, 이동공간에서 이동 중 가판대 물건 또는 전시물(랜드마크) 등을 구경하는 과

정에서도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빈번하게 나타난 행태는 ‘구매/문의’하는 행

태로 17.3%를 차지하였다. 판매공간에서 물건을 계산하거나 식음공간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또한 유모차 대여소나 고객센터 같은 편의

공간에서 직원에게 문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행태

는 ‘다른 아동 케어’로서 14.8%를 차지하였다. 이 행태는 다자녀와 동반한 보호자

가 미아가 된 아동 이외의 더 어린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케어를 하면서 나타

났다. 유희공간에서는 어린 아동을 돌보느라 다른 아동(미아)이 놀이를 하는 모습

을 관찰하지 못하였고, 이동공간에서는 더 어린 아동의 손을 잡고 이동하거나 유모

차를 끌기 위해 다른 아동(미아)의 손을 잡고 이동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

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보호자가 아동의 손을 잡지 않고 이동하면서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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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미아가 되는 경우도 11.7% 있었다.80) 또한 보호자가 아

동과 동반하지 않고,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미아가 된 경우도 7.7% 있었다. 이는 

대체로 아동이 유희공간에서 놀이를 하거나 관람공간에서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보

호자가 장을 보러 가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이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고 홀로 유희공간으로 이동하여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보호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아가 

발생한 경우도 4.6% 있었다. 즉, 보호자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거

나, 화장실에서 손을 씻거나 용무를 보는 동안 미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비율(4.6%)로 보호자가 ‘찾기/정리/채비’를 하는 동안 미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식음공간에서 음식을 픽업하거나 식기 반납 또는 테이블을 정리할 때, 이동

공간이나 판매공간, 휴식공간 등에서 가방 속 짐을 찾을 때,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 

떠날 채비를 할 때, 보호자가 부주의하면서 미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유희공간, 

휴식공간 등에서 보호자가 ‘휴식 및 아동관찰’, 지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

호자가 아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지 못해 미아가 발생하였다(각 4.1%). 또한 관람

공간에서 ‘관람’ 중일 때(3.1%),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을 타기 위해 탑승 ‘대기’할 

때(3.1%), 식음공간이나 유희공간에서 ‘식사’를 할 때(2.6%), 보호자가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서 미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호자가 ‘휴대전화

를 사용’하거나(1.5%), ‘운동’할 때(0.5%), 숨바꼭질 등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0.5%) 미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80) 보호자의 ‘이동’ 행위 자체가 주된 미아 유발 행태가 되는 사례(비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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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공간별

보호자 행태

판매

공간

이동

공간

유희

공간

휴식

공간

식음

공간

관람

공간

탑승

공간

편의

공간
전체 비율

구경 (상품,흥미요소) 30 7 0 2 0 0 0 0 39 19.9%

구매 (주문,계산) / 문의 21 2 0 0 9 0 0 2 34 17.3%

다른아동케어 3 9 11 3 0 2 1 0 29 14.8%

이동 1 18 0 0 0 1 3 0 23 11.7%

현장에 없었음 0 2 6 3 0 2 2 0 15 7.7%

찾기 / 정리 / 채비 1 2 0 2 2 1 0 1 9 4.6%

화장실 사용 1 1 3 1 0 0 0 3 9 4.6%

대화 1 3 3 1 0 0 0 0 8 4.1%

휴식 / 아동관찰 0 0 5 3 0 0 0 0 8 4.1%

관람 0 1 0 0 0 5 0 0 6 3.1%

대기 0 0 1 0 0 0 5 0 6 3.1%

식사 0 0 2 0 3 0 0 0 5 2.6%

폰사용 1 0 1 0 0 0 0 1 3 1.5%

아동 놀이 지원 0 0 1 0 0 0 0 0 1 0.5%

운동 0 0 1 0 0 0 0 0 1 0.5%

[그림 3-10] 기능적 공간별 보호자 행태 

반면, 미아 발생 당시 아동이 가장 많이 취했던 행태는 ‘대기’(37.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호자가 상품을 구경하거나 계산, 문의 등 다른 일을 할 때, 아동은 

미아가 되기 전까지 보호자 옆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이때 아동이 움

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호자를 기다렸다면 미아가 되지 않았겠지만, 아동이 다양한 

이유로 보호자를 이탈하면서 미아가 되었다. 이처럼 아동이 옆에서 대기를 하다가 

보호자가 부주의한 사이, 이탈하면서 미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최재필 외(2020a)

의 연구에 의하면, 보호자가 문의나 구매, 짐정리, 채비, 상품 구경 등을 할 때, 아

동의 손을 갑자기 놓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자 옆

에서 대기하던 아동 또한 장난치거나 흥미요소 등을 보기 위해 혼자 이동하기도 하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81) 또한 아동은 유희공간 등에서 ‘놀이’를 하는 중에 이탈하

여 미아가 되기도 하였고, 보호자와 손을 잡지 않고 ‘이동’하면서 인지하지 못한 사

81)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보호자가 대기를 할 때는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

을 통제하지만, 구매나 문의 등을 하는 순간이 오면 보호자가 순간적으로 아동의 손을 놓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계산대 앞에서 보호자가 대기 중 아동의 손을 잡거나 안음으로써 아동의 이동이 통제된 비율은 

75.0%인 반면, 보호자가 구매 중 아동이 통제된 비율은 9.4%에 불과하였으며 90.6%의 아동은 이동이 

통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있는 아동 중, 이동이 통제되지 않은(손잡지 않은) 아동의 경우, 

67.7%가 대기하였으나, 29.0%가 놀이나 장난(19.4%)을 쳤고, 주위를 이동(6.5%)하며 구경(3.2%)하였다. 

그리고 유모차 대여소 앞에서 보호자가 대기하고 있을 때, 동반한 아동의 이동이 통제된 비율은 80.0%였지

만, 문의 중 통제된 비율은 20.0%, 정리 중 통제된 비율은 0%였다. 그리고 대여소 앞에 있는 아동 중, 이동

이 통제되지 않은(손잡지 않은) 아동의 경우, 75.0%가 대기하였으나, 25.0%가 장난을 쳤다.



미아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92

이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각 20.2%). 그리고 판매공간이나 이동공간의 가판대 내 

상품 또는 랜드마크 등을 ‘구경’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를 이탈하기도 하였다

(13.0%). 또한 관람공간에서 아동 혼자 전시물을 ‘관람’하러 이동하면서 보호자를 

이탈하기도 하였다(6.7%).

기능적 공간별

아동 행태

판매

공간

이동

공간

유희

공간

휴식

공간

식음

공간

관람

공간

탑승

공간

편의

공간
전체 비율

대기 33 8 3 3 11 1 8 6 73 37.8%

놀이 3 3 31 2 0 0 0 0 39 20.2%

이동 4 28 0 2 2 0 3 0 39 20.2%

구경 (상품,흥미요소) 17 5 0 2 0 0 0 1 25 13.0%

관람 0 0 1 2 0 10 0 0 13 6.7%

휴식 0 0 0 2 0 0 0 0 2 1.0%

식사 0 0 0 0 1 0 0 0 1 0.5%

독서 0 0 0 1 0 0 0 0 1 0.5%

[그림 3-11] 기능적 공간별 아동 행태 

(5) 미아 발생 원인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서 미아 발생원인을 고찰해보면, 주로 보호자가 아동에게 

부주의할 때 아동이 이탈하면서 발생하였다. 이때, 환경적 특성 또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아 발생 원인을 보호자 부주의, 아동 이

탈, 환경 특성으로 범주를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202건의 사례 중 보호자 

부주의와 아동 이탈이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각 87.6%, 81.7%였고, 환경

특성이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61.4%였다.82) 이를 통해 미아가 기존의 관

념적인 보호자 부주의와 아동 이탈뿐만 아니라,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원인 범주가 어떤 조합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그 관련성 또한 함께 

고찰해보았다(표 3-2). 그 결과, 미아는 한가지 특성(범주)에 의해서 발생(8.5%)하

기 보다는, 보호자와 아동, 환경의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아가 

발생(91.5%)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호자와 아동 원인에 의해서 미아가 

발생한 경우가 34.2%이고, 보호자와 아동, 환경 원인에 의해서 미아가 발생한 경

우가 39.1%인 것으로 보아, 환경특성이 기폭제역할을 함으로써 미아발생을 촉진시

82) 사례별로 보호자 원인(4개), 아동 원인(10개), 환경 원인(9개) 각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원인을 포함하는 경

우, 각 범주 원인이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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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도 하고, 보호자의 미아발견과 아동의 길찾기를 더 어렵게 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아발생원인 범주별 관련성
미아사례 202건 중

빈도 비율

보호자 & 아동 & 환경 79 39.1%

보호자 & 아동 69 34.2%

보호자 & 환경 23 11.4%

아동 & 환경 14 6.9%

환경 8 4.0%

보호자 6 3.0%

아동 3 1.5%

[표 3-2] 미아 발생 원인 범주별 관련성 

   

[그림 3-12]은 범주별 세부적인 미아 발생원인을 연령별로 나타낸 것이며, 설문

자의 복수응답을 모두 포함하였다. 전체 사례에 대한 미아 원인 수는 총 585개로 

집계되었다. ‘보호자 부주의’에 의한 미아발생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의 손을 순간

적으로 놓거나 손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미아가 발생하는 경

우가 전체 202건의 미아 사례 중 117건(57.9%)으로 가장 많았다. 이때 보호자가 

한 다른 일로는 상품이나 흥미요소 구경(28.7%), 구매나 문의(23.5%), 다른 아동 

케어(13.9%), 대화(7.0%), 찾기·정리·채비(6.1%) 등이 있었다.83) 이러한 보호자 부

주의는 모든 기능적 공간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판매공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체로 영유아 및 학령전기 아동의 보호자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84) 

보호자의 자리 비움(11.4%) 또한 미아발생을 유발한 보호자 부주의 중 하나이며, 

주로 유희, 판매, 휴식, 식음공간에서 많이 나타났다. 자리비운 이유로는 화장실 사

용(26.1%), 구매나 문의(21.7%), 다른 아동케어(13.0%), 찾기·정리·채비(8.7%) 등

이 있었다.85) 즉, 아동이 놀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이, 보호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거

나 다른 아동을 케어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고, 판매공간에서 구매를 

83) ‘보호자가 다른 일한 사이’ 미아가 발생한 경우, 당시 보호자의 행태 중에서 통계 낸 결과이다.

84) 영유아(만0~3세), 학령전기 아동(만4~6세, 미취학아동), 학령기 아동(만7~12세, 초등학생)

85) ‘보호자가 자리비운 사이’ 미아가 발생한 경우, 당시 보호자의 행태 중에서 통계 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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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식음공간에서 주문 또는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

다. 또 다른 보호자 부주의 원인으로는 아동이 잘 따라오거나 먼저 길을 잘 찾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보호자 혼자 이동(20.8%)한 것이 있었다. 해당 원인은 이동공간

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원인에 비해서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의 보호

자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해당 연령의 경우 아동이 독립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

이 생기며 혼자서 길찾기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호자 부주의 원인 중,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케어하는 줄 알고 부주의(7.4%)한 경우는 단독으로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 즉, 해당 원인은 미아 발생의 부차적 원인으로서 보호자가 다른 일

을 하거나 자리를 비우고 홀로 이동하는 등 다른 보호자의 부주의 원인과 함께 발

생하였다.

‘아동 이탈’에 의한 미아발생의 경우, 아동이 흥미요소를 보고 혼자 이동하다가 

미아가 되는 경우가 전체 202건의 미아 사례 중 43건(21.3%)으로 가장 많았다. 이

는 전연령층, 대부분의 공간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판매공간에서 상품 구경을 하거

나 이동공간을 지나가다가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영유아 및 학령전기 시

기에 유희공간에서 놀거나 판매공간 및 이동공간 등에서 장난치다가 보호자를 벗

어나는 경우(11.4%)도 있었다. 또한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따

라가거나 직진하는 성향에 의해 보호자를 이탈하는 경우(7.4%)도 있었으며, 특히 

이동공간에서 많이 나타났다. 만 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평균 연령 만 2.1세), 자

아중심적인 성향으로 보호자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먼저 이동

하는 경우(4.5%)도 있었다. 반면 만 3~12세(평균 연령 만 5.6세)에는 보호자를 생

각했지만 독립성으로 인해 아동이 이동할 곳으로 먼저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

우(6.9%)도 있었으며, 특히 이동공간에서 많이 나타났다.

‘환경 특성’에 의한 미아발생의 경우, 사람이 많아 아동이 사람들에게 가려지거나 

떠밀리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전체 202건의 미아 사례 중 50건(8.5%)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영유아 및 학령전기의 키가 작은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모든 

기능적 공간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판매공간이나 유희공간처럼 특정 공간이 형성되

어 있지만, 펜스 등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출입문이 아동 혼

자 힘으로 나가기 쉬울 때 아동이 쉽게 이탈하여 미아가 되는 것(19.8%)으로 나타

났다. 또한 판매공간의 진열대, 휴식공간의 가구, 이동공간의 파티션 등 시각적 장

애물이 많은 환경에서 아동이 가려지면서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해 미아가 

되는 경우(16.3%)도 있었다. 그리고 역으로, 아동이 시각적 장애물이나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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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진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미아로 인지하여 보호자를 찾아 이

동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9.9%)도 있었다. 또한 아동이 길찾기를 할 때, 아동 키

보다 높은 시각적 장애물이 많아 보호자에게로 되돌아오지 못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3.5%)도 있었다. 이러한 시각적 장애물에 의한 미아발생은 아동의 키가 작은 

영유아 및 학령전기에 많이 나타났다. 또한 구조가 복잡하거나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어 길찾기를 실패한 경우(8.4%, 12.9%)도 있었으며, 이는 비교적 연령이 높은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났다(평균 연령 만 5.1세, 4.8세). 그리고 대부분의 공간에서 

나타났으나, 전자의 경우 이동공간의 동선이 복잡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후자

의 경우 판매공간이나 유희공간이 디자인적인 차별성이 없어 발생한 경우가 많았

다. 그리고 유희공간에서는 보호자의 휴식공간(벤치 등)이 시설 내부에 있지 않고 

멀거나 부족해서 멀리서 아동 관찰함으로써 미아가 발생한 경우(3.5%)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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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11세12세
202건

사례기준

585개

원인기준

보호자가 다른 일함 8 27 30 17 19 10 4 1 0 0 0 1 117 57.9% 20.0% 3.6

보호자가 자리 비움 0 4 9 3 4 0 2 0 0 0 1 0 23 11.4% 3.9% 4.0

아동이 잘 따라오거나 먼저 길을 잘 찾아

갈거라 생각하고 보호자 혼자 이동
3 3 11 8 9 3 3 2 0 0 0 0 42 20.8% 7.2% 4.1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케어하는 줄 알고

부주의함
1 3 6 2 1 1 1 0 0 0 0 0 15 7.4% 2.6% 3.4

아동이 흥미요소를 보고 즉흥적으로 이동 2 7 12 8 7 3 4 0 0 0 0 0 43 21.3% 7.4% 3.8

과거 기억의 흥미요소를 인지하고 이동 0 4 1 0 4 1 0 0 0 0 0 0 10 5.0% 1.7% 3.7

이동할 곳으로 아동 혼자 먼저 이동

(자기중심성)
2 4 3 0 0 0 0 0 0 0 0 0 9 4.5% 1.5% 2.1

보호자도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며

아동 혼자 이동 (독립성/자주성)
0 0 3 1 6 2 0 0 0 0 1 1 14 6.9% 2.4% 5.6

보호자가 기다리라고 했지만,

아동이 보호자 찾아 이동
0 0 3 2 2 0 0 0 0 0 1 0 8 4.0% 1.4% 4.8

아동이 보호자와 비슷한 옷 입은 사람을

따라 이동
0 0 3 2 2 0 0 0 0 0 1 0 8 4.0% 1.4% 4.3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 또는 직진방향으로

아동이 이동
3 1 5 2 3 0 0 1 0 0 0 0 15 7.4% 2.6% 3.4

놀거나 장난치다가 보호자를 벗어나 이동 1 7 6 1 5 2 0 1 0 0 0 0 23 11.4% 3.9% 3.6

아동이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 찾으러 이동 0 1 2 0 1 1 1 0 0 0 0 0 6 3.0% 1.0% 4.3

기타 (아동이 이동하거나 보호자를 못 따

라갔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음)
4 10 9 8 4 4 1 1 0 0 0 0 41 20.3% 7.0% 3.5

사람이 많아, 아동이 사람들에게

가려지거나 떠밀림
4 9 14 11 7 3 1 1 0 0 0 0 50 24.8% 8.5% 3.5

시각적 장애물에 아동이 가려짐 1 8 10 5 7 2 0 0 0 0 0 0 33 16.3% 5.6% 3.5

보호자 공간이 아동공간으로 부터 멀거나

부족해서 멀리서 아동 관찰함
0 0 2 4 1 0 0 0 0 0 0 0 7 3.5% 1.2% 3.9

사람이나 시각적 장애물에 보호자가 가려

져, 아동이 보호자 찾아 이동
0 0 8 7 3 2 0 0 0 0 0 0 20 9.9% 3.4% 4.0

구조나 동선이 복잡하여,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함
0 0 5 2 5 2 1 1 0 0 1 0 17 8.4% 2.9% 5.1

디자인 또는 건축적 차별성이 없어,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함
0 3 5 4 6 3 3 1 0 0 1 0 26 12.9% 4.4% 4.8

아동키보다 높은 시각적 장애물이 많아,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함
0 1 2 2 2 0 0 0 0 0 0 0 7 3.5% 1.2% 3.7

아동 혼자 힘으로 나가기 쉬운 출입문/

펜스(경계)가 없는 오픈된 구조
2 10 11 5 7 2 2 0 0 0 1 0 40 19.8% 6.8% 3.7

주변이 어두워,

아동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함
1 2 2 2 3 0 1 0 0 0 0 0 11 5.4% 1.9% 3.7

32 104 162 96 108 41 24 9 0 0 7 2 585 - 100% 3.9합계

영유아 학령전기 학령기 전

체
연령별 미아 발생 원인

보

호

자

부

주

의

아

동

이

탈

환

경

특

성

비율 평균

연령

(만)

[그림 3-12] 연령별 미아 발생 원인 (설문자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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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유희 휴식 식음 편의 이동 관람 탑승 전체

보호자가 다른 일함 51 16 10 9 7 18 3 3 117

보호자가 자리 비움 4 6 4 4 0 2 2 1 23

아동이 잘 따라오거나 먼저 길을 잘 찾아갈거라

생각하고 보호자 혼자 이동
4 0 2 0 0 28 1 7 42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케어하는 줄 알고 부주의함 2 3 3 1 0 4 0 2 15

아동이 흥미요소를 보고 즉흥적으로 이동 14 3 4 4 2 11 5 0 43

과거 기억의 흥미요소를 인지하고 이동 4 3 0 1 1 1 0 0 10

이동할 곳으로 아동 혼자 먼저 이동 (자기중심성) 0 1 0 1 1 1 2 3 9

보호자도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며 아동 혼자 이동

(독립성/자주성)
2 0 0 0 1 9 2 0 14

보호자가 기다리라고 했지만, 아동이 보호자 찾아 이동 2 3 1 0 0 1 1 0 8

아동이 보호자와 비슷한 옷 입은 사람을 따라 이동 3 2 0 1 0 2 0 0 8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 또는 직진방향으로 아동이 이동 1 1 1 0 2 8 1 1 15

놀거나 장난치다가 보호자를 벗어나 이동 5 11 0 0 1 4 1 1 23

아동이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 찾으러 이동 1 1 1 1 0 2 0 0 6

기타 (아동이 이동하거나 보호자를 못 따라갔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음)
20 5 4 5 0 5 0 2 41

사람이 많아, 아동이 사람들에게 가려지거나 떠밀림 10 11 3 4 3 11 5 3 50

시각적 장애물에 아동이 가려짐 19 3 3 1 1 5 1 0 33

보호자 공간이 아동공간으로 부터 멀거나 부족해서 멀리

서 아동 관찰함
0 7 0 0 0 0 0 0 7

사람이나 시각적 장애물에 보호자가 가려져,

아동이 보호자 찾아 이동
7 2 5 1 1 4 0 0 20

구조나 동선이 복잡하여,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함 1 2 0 3 2 7 2 0 17

디자인 또는 건축적 차별성이 없어,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함
9 7 0 3 0 4 3 0 26

아동키보다 높은 시각적 장애물이 많아,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함
6 0 0 0 1 0 0 0 7

아동 혼자 힘으로 나가기 쉬운 출입문/펜스(경계)가 없는

오픈된 구조
14 12 3 5 4 1 1 0 40

주변이 어두워, 아동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함 1 2 1 1 0 1 5 0 11

180 101 45 45 27 129 35 23 585합계

보

호

자

부

주

의

아

동

이

탈

환

경

특

성

기능적 공간별 미아 발생 원인

[그림 3-13] 기능적 공간별 미아 발생 원인 (설문자 복수응답)

202건의 미아 사례를 고찰해 본 결과, 모든 사례에서 미아가 발생하기 전에 보호

자와 아동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 선행되어 나타났다. 즉 보호자가 아

동의 손을 잡지 않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동이 홀로 이동하거나 보호자

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주로 미아가 되었다. 그리고 보호자와 아동이 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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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아동이 갑자기 보호자의 손을 놓고 이탈해서 미아가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즉, 미아는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이탈된 상황에서, 호기심과 활

동성 등에 의해 이동하면서 발생하였다. 이때 아동이 이탈하기 쉬운 환경이나 가려

지기 쉬운 환경 등으로 조성되어 있을 때, 미아 발생이 더 촉진되거나 보호자의 미

아 발견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6) 미아 발생 환경요소

각 미아 사례에 대하여 어떤 환경요소에 의해 미아가 발생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기능적 공간별로 구분하여 함께 비교하였다. 202건의 미아 사례에 대해

서는 보행밀도(공간 규모, 24.8%), 시각적 장애물(20.3%), 시설 경계(19.8%), 디자

인 차별성(12.9%), 공간구조(동선, 8.4%), 흥미공간/요소 배치(6.9%)86), 전이공간 

배치(6.9%), 조명(5.4%), 아동관찰공간(4.5%) 환경요소 순으로 미아 발생에 영향

을 많이 미쳤다. 보행밀도(공간 규모)의 경우, 모든 기능적 공간에서 미아 발생 환

경요소로 영향을 미쳤으며, 시각적 장애물과 시설경계는 탑승공간의 제외하고 대부

분의 기능적 공간에서 영향을 미쳤다.

판매공간에서는 공간 특성상 매대, 계산대 등 가구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각

적 장애물(37.3%)이 가장 미아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 상업시설(소매점)을 제외하고,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마트 등의 판매공간

은 시설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개방적인 경우가 많기때문에, 시설경계(23.7%) 

또한 미아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공간에서는 아동이 홀로 길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선이 복잡하여 길을 잃

으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공간구조(동선, 31.9%)가 가장 미아 발생

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로 폭 대비 보행자가 많으면 아동

이 사람들에게 휩쓸려 이탈하거나 보호자와 아동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아

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행밀도(공간 규모, 23.4%) 또한 미아 발생에 영향

을 많이 미쳤다.

유희공간의 경우, 놀이영역이 형성되어 있지만 펜스 등으로 시설 경계가 명확하

지 않아, 아동이 놀이의 연장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설 

86)  ‘흥미공간/요소 배치’의 경우, 동일 공간 내에서 발생한 이탈은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같은 장난감매

장에서 흥미요소를 보고 이동한 것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어떤 공간에서 다른 흥미요소를 보고 이동한 것만 

포함하였다. 또한 캐릭터 인형탈, 풍선 이벤트 등 이동성 있고 가변적인 상황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흥미공

간/요소가 고정되어 배치된 상황(설계자가 배치를 정할 수 있는 상황)만 사례 빈도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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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33.3%)가 미아 발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은 놀이활동 시, 빠른 속도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 규모 대비 이용자

가 많으면 사람들에게 가려짐으로써 보호자가 아동을 시각적으로 놓칠 수 있다. 따

라서 보행밀도(공간 규모, 30.6%) 또한 유희공간 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쳤

다. 또한 유희공간 내 보호자 휴식공간이 멀거나 부족하여 보호자가 멀리서 아동을 

관찰함으로써, 사람들이나 장애물 등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아동을 제대로 관찰하

지 못하면서 미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즉, 아동관찰공간(19.4%) 또한 유희공간에

서 미아 발생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공간에서는 시각적 장애물(31.3%)이 미아 발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 

보호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아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쇼파, 테이블 등의 

가구와 벽, 기둥 등의 구조물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면서 보호자가 아동의 이탈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미아가 되었다. 그리고 역으로 아동이 시각적 장애물에 가려진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미아로 인지하여 보호자를 찾아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디자인 차별성(18.8%)이 부족하여, 미아가 많이 발생

하기도 하였다. 보호자는 휴식을 취하고 있고 아동이 다른 공간을 이용한 후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있던 공간(자리)이 다른 공간(자리)과 디자인적인 차

별성이 없어서 아동이 보호자를 찾아가지 못하면서 미아가 되었다.

식음공간에서는 시설경계(35.7%)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푸

드코트처럼 펜스 등으로 경계가 형성되어있지 않거나 출입문 없이 개방되어 있는 

식음매장에서, 보호자가 음식을 픽업하거나 자리 정리 및 식기를 반납하는 사이 아

동이 이탈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나 식음공간이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등과 같은 

전이공간과 인접하여 배치됨에 따라(21.4%),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하고 

미아 발견이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보행밀도(공간 규모, 28.6%)에 

의해서도 미아가 많이 발생하였다. 보호자가 음식을 주문하거나 계산하는 사이, 아

동이 높은 보행밀도에 의해 사람들에게 떠밀려 보호자를 이탈하기도 하였다.

관람공간에서는 조도와 보행밀도(공간 규모)가 각 41.7%로 미아 발생에 가장 많

이 영향을 미쳤다. 즉, 어둡고 공간 대비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 보호자와 아동이 서

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탑승공간은 환경보다는 보호자와 아동의 행태적 원인에 의해 주로 미아가 발생

하였다. 즉, 환경요소가 미아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27.3%였으며, 전부 높은 보행

밀도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탑승공간의 규모 또는 운송수단의 출입문 폭 대비 이용



미아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100

객이 많아, 아동이 사람들에게 떠밀리면서 보호자를 따라 이동하지 못하여 미아가 

되었다.

편의공간에서도 역시 시설경계(57.1%)와 보행밀도(공간 규모, 42.9%)에 영향을 

받아 미아가 많이 발생하였다. 유모차 대여소나 안내 데스크 등이 구석의 폐쇄적인 

곳에 위치하지 않고, 통로 중앙 또는 벽면에 통로와 중첩하여 위치한 경우, 보호자

가 직원에게 문의를 하는 사이 아동이 즉흥적으로 이탈하기도 하였다. 또한 통로를 

이동하는 보행자들에게 떠밀리면서 보호자를 이탈하기도 하였다.

미아발생
환경요소

공간규모
(보행밀도)

시각적
장애물

시설경계
디자인
차별성

공간구조
(동선)

흥미공간
/요소배치

전이공간
배치

조명
아동관찰

공간

10 22 14 9 0 6 4 1 0

16.9% 37.3% 23.7% 15.3% 0.0% 10.2% 6.8% 1.7% 0.0%

11 6 1 4 15 0 2 2 0

23.4% 12.8% 2.1% 8.5% 31.9% 0.0% 4.3% 4.3% 0.0%

11 5 12 4 0 3 3 1 7

30.6% 13.9% 33.3% 11.1% 0.0% 8.3% 8.3% 2.8% 19.4%

3 5 3 3 0 3 1 1 0

18.8% 31.3% 18.8% 18.8% 0.0% 18.8% 6.3% 6.3% 0.0%

4 1 5 3 0 1 3 1 0

28.6% 7.1% 35.7% 21.4% 0.0% 7.1% 21.4% 7.1% 0.0%

5 1 1 3 2 0 0 5 0

41.7% 8.3% 8.3% 25.0% 16.7% 0.0% 0.0% 41.7% 0.0%

3 0 0 0 0 0 0 0 0

27.3% 0.0% 0.0% 0.0% 0.0% 0.0% 0.0% 0.0% 0.0%

3 1 4 0 0 1 1 0 2

42.9% 14.3% 57.1% 0.0% 0.0% 14.3% 14.3% 0.0% 28.6%

전체 50 41 40 26 17 14 14 11 9

비율 24.8% 20.3% 19.8% 12.9% 8.4% 6.9% 6.9% 5.4% 4.5%

* 기능적 공간별 발생한 미아 사례에서, 각 환경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례 비율을 함께 표기하였음.

관람공간

탑승공간

편의공간

판매공간

이동공간

유희공간

휴식공간

식음공간

[그림 3-14] 기능적 공간별 미아 발생 환경요소 

(7) 미아 대처 및 발견

아동이 미아가 된 후의 대처방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그림 3-15]와 같다. 먼

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시기에는 스스로 미아가 된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23.2%, 평균 만 3.1세). 그리고 미아가 된 것을 자각했을 때, 어린 아동의 

경우 당황하여 제자리에 서서 우는 경우도 있었다(6.7%, 평균 만 3.5세).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이 보호자를 찾아 이동을 하였다(48.0%, 평균 만 3.8세). 그리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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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로부터 미아 교육을 받은 아동 중에서는 울지 않고 제자리에서 보호자를 기다

리는 아동도 있었다(3.6%, 평균 만 4.0세). 대체로 학령전기(만 4~6세) 이상에서는 

길을 찾아가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호자로부터 

이탈하여 나온 아동 중에서는 미아가 되었음을 지각하고, 보호자와 마지막으로 함

께 있었던 장소를 찾아 돌아가거나(2.6%, 평균 만 4.4세), 스스로 고객센터나 미아

보호소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다(2.1%, 평균 만 5.0세).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호자에게 전화해 달라거나 고객센터로 데려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10.8%, 평균 만 5.5세). 또한 집 근처에서 미아가 됐을 경우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끼리 외출하여 미아가 된 경우 차가 주차된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다(3.1%, 평균 만 5.7세).

미아가 됐을 때, 권고하는 아동의 대처방법은 보호자를 잃어버린 장소에서 가만

히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아동

은 10.3%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아동이 보호자를 찾아 돌아다녔다(48.0%). 이러한 

아동의 이동은 보호자의 미아 발견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연령별

미아 대처

방법

미아가

된 것을

자각 못 함

울며

제자리

가만히 있음

울지 않고

제자리

가만히 있음

울며

보호자

찾아다님

울지 않고

보호자

찾아다님

이탈 전

장소로

돌아옴

고객센터

를 찾아감

타인에게

도움 요청

집이나

차를

찾아감

1세 6 0 0 3 2 0 0 0 0

2세 17 3 1 4 4 1 0 1 0

3세 8 5 3 19 13 1 0 4 1

4세 4 2 1 12 6 0 2 3 1

5세 4 1 0 12 8 2 1 5 1

6세 4 2 1 6 0 0 0 3 0

7세 1 0 1 1 2 1 1 1 2

8세 1 0 0 0 0 0 0 2 1

9세 0 0 0 0 0 0 0 0 0

10세 0 0 0 0 0 0 0 0 0

11세 0 0 0 0 1 0 0 1 0

12세 0 0 0 0 0 0 0 1 0

전체 45 13 7 57 36 5 4 21 6

비율 23.2% 6.7% 3.6% 29.4% 18.6% 2.6% 2.1% 10.8% 3.1%

평균연령(만) 3.1 3.5 4.0 3.8 3.8 4.4 5.0 5.5 5.7

비고
만 3세 이하의

영유아가

68.9%

보호자와 마지

막으로 함께

있었던 장소

길찾기에 해당

보호자 찾다가

못 찾아서,

도움요청한

경우도 포함

길찾기에 해당
이동하여 찾아다닌 경우

48.0%
이동하지 않은 경우 10.3%

[그림 3-15] 연령별 미아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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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의 발견은 보호자(41.5%)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주위의 

타인(39.5%)에 의해서도 미아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미아의 발견에는 보호자뿐

만 아니라, 제 3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아를 발견한 타인 중

에서는 길을 지나가는 행인(시민)이 63.4%로 가장 많았으며, 직원이나 경찰도 직

업 특성상 주위를 예의 주시하는 경향이 큼에 따라 28.2%로 높았다. 그리고 아동

을 아는 지인이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경우도 8.5% 있었다. 또한 미아 중 10.5%

의 아동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보호자와 재회하였으며, 아동 스스로 보

호자나 고객센터, 차, 집 등을 찾아온 경우도 8.5% 있었다. 길을 찾아온 미아는 대

부분 익숙한 길이어서 찾아올 수 있었던 경우(46.2%)가 많았다. 그리고 걸어온 길

을 기억하고 돌아온 경우(23.1%)도 있었으며, 사인시스템을 보고 고객센터나 집을 

찾아간 아동(15.4%)도 있었다. 또한 멀리서 보호자나 차 등이 보여 찾아온 아동(각 

7.7%)도 있었다.

이처럼 미아가 보호자와 재회하는 방법으로는 영유아 및 학령전기 아동일 경우, 

보호자나 타인에 의해 발견되어지며 미아 상황을 타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학령전기 이상에서는 대체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길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미아 상황을 타개하였다. 이는 미아가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환경설계

가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학령전기 이상의 아동은 혼자 길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인시스템 등의 길찾기 요소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외부를 제외한 특정 시설 내에서 발생한 미아 사례 127건 중에서, 행인(시민)

이나 직원이 미아보호소로 아동을 인계하거나(21.4%) 아동이 직접 미아보호소를 

방문함으로써(4.8%), 미아보호소(고객센터)를 이용한 미아의 비율은 33.1%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시설 내에서의 미아보호소 등의 운영도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진다. 

비록 미아보호소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더라도, 고객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하

고 미아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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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미아 발견

방법

보호자가

미아 발견

타인이

미아 발견

미아가

타인에게

도움요청

미아가

스스로

찾음

1세 8 3 0 0

2세 15 15 1 2

3세 21 27 4 3

4세 14 13 3 3

5세 14 12 5 4

6세 7 6 3 0

7세 4 1 1 4

8세 0 1 2 1

9세 0 0 0 0

10세 0 0 0 0

11세 0 1 1 0

12세 0 0 1 0

전체 83 79 21 17

비율 41.5% 39.5% 10.5% 8.5%

평균연령(만) 3.6 3.6 5.5 4.8

[그림 3-16] 미아 발견 방법

(보호자와 미아의 재회 방법)

미아가 보호자와 재회하는데 걸린 소요시간은 10분 미만이 52.8%, 10분 이

상~30분 미만이 30.3%로, 대체로 30분 안에 미아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미아 발생 후, 일주일 간 아동을 찾지 못하고 이후 아동 보호시설에서 미아를 발

견한 경우도 1건(0.5%)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아동이 하루 이내에 발견되지만, 조

기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 미아가 장기 실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하고 있다.

미아발견 소요시간은 미아의 연령보다는 미아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정도가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되어, 소요시간별 타공간 이동율을 살펴보았다.87) 그 결

과, 5분 이내에 발견된 미아는 타공간 이동율이 60.0%였지만, 10분 이상~30분 미

만일 때는 80.7%, 1시간 이상~하루 미만일 때는 90.9%, 일주일은 100%로, 발견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발견 

소요시간에 따른 타공간 이동율의 Spearman 상관분석 (순위상관분석)88)을 실시한 

87) 타 공간 이동 : 내부공간 간 이동, 외부공간 간 이동,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을 하고 한 공간 내에서 머물러 있다면, 시각적 접근성과 물리적 거리 등의 측면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기 용이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 보호자 또한 아동을 찾기 위해 

이동해야 할 공간의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발견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이 

이탈한 정도를 공간 이동 유무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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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값은 0.943, 유의확률은 0.005로 나왔다. 그리고 선형 회귀분석 결과 R2값

은 0.816, 유의확률은 0.014로, 발견 시간과 아동의 타공간 이동률 사이의 관련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아 발견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아가 다른 공간으로

의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외부로 이탈하면 사고나 범죄

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아동이 다른 공간으로 이탈하거나 멀리 이동하지 

못하도록, 미아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아발견 소요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아 방송 또는 직원수색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아가 5분 이내에 발견됐을 때, 방송 또는 직

원수색을 한 경우는 2.2%였지만, 5분 이상~10분 미만일 때는 19.3%, 1시간 이

상~하루 미만일 때는 36.4%, 일주일은 100%로, 발견시간이 길어질수록 방송 또

는 수색을 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발견 소요시간과 방송 및 

수색 비율 Spearman 상관분석 (순위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r값은 1.000, 유의

확률은 0.000으로 나왔으며, 선형 회귀분석 결과 R2값은 0.960, 유의확률은 0.024

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즉, 발견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이 멀리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 및 수색의 도움을 받아 미아를 발견하게 될 확률이 

높다. 

X O X O

46 23.6% 18 27 60.0% 45 1 2.2%

57 29.2% 9 47 83.9% 46 11 19.3%

59 30.3% 11 46 80.7% 46 13 22.0%

21 10.8% 2 19 90.5% 14 7 33.3%

11 5.6% 1 10 90.9% 7 4 36.4%

1 0.5% 0 1 100.0% 0 1 100.0%

10분 이상 ~ 30분 미만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하루 미만

하루 이상~일주일

시간별

방송/수색율
빈도 비율

타공간 이동 유무 시간별

공간이동율

방송 및 직원수색 유무

~5분 미만

5분 이상 ~ 10분 미만

미아발견 소요시간

[그림 3-17] 미아발견 소요시간 

88) 미아발견 소요시간 변수가 시간 흐름에 따른 서열척도임으로 Pearson 상관분석이 아닌, Spearman 상관분

석(상관관계의 정도를 변수의 순위 값에 의해 계산)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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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발견시간에 따른 타공간 이동율 (좌: 전체 사례, 우: 일주일 미아 특수사례 제외)

[그림 3-19] 발견시간에 따른 방송/수색율 (좌: 전체 사례, 우: 일주일 미아 특수사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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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아 발생 원인 간 연관성 분석

202건의 미아 사례를 살펴보면, 미아는 국부적인 장소에서 찰나의 순간에 발생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아 발생 과정과 원인 등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부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미아가 ‘어떤 장소(기능적 공간)’에서 ‘어떤 발생유형

(과정)’으로 ‘어떤 원인(보호자/아동/환경)’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

해야, 추후 미아예방 환경설계 시 장소 및 환경요소별로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아 사례를 Bottom-up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유형화하였

다. 먼저, 3.2.2절에서는 두 개의 미아 발생 원인 간 ‘동시발생 매트릭스’를 통해, 

어떤 원인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3.2.3절에서 사례별 원인

의 조합을 구조화함으로써, 둘 이상의 원인에 대한 복합적인 조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3.3절에서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미아 발생 순서(시간)에 따른 미아 

발생 원인 조합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공통된 속성을 가진 미아 

발생 조합 규칙을 도출하고, 미아 발생 유형 및 과정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림 3-20] 미아 사례연구 분석방법

 

분석내용 미아 원인 간 연관성 분석 미아 원인 조합 유형 분석

분석방법 동시발생 매트릭스 순차 연관규칙 분석

특징 

비교

Ÿ 두 원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 가능

Ÿ 모든 원인 간 연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 가능하지만, 
유의미성은 빈도를 보고 
연구자가 판단

Ÿ 둘 이상의 다양한 원인 간의 조합관계 및 
관련성 파악가능.

Ÿ 빈번하고 유의미한 조합규칙이 정량적으로 
도출되지만, 모든 원인의 조합관계는 그 
수가 너무 많아 한 눈에 파악이 힘듦.

Ÿ 규칙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최소지지도를 높이면 의미가 적은 
조합규칙은 제외될 수 있음.

[표 3-3] 미아 발생 원인 분석방법 (상호보완 방식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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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미아 발생원인 기호화

앞선 미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아는 한가지의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

기 보다는 대게 다수의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에서는 어떤 원인끼리 서로 관련되어 함께 미아 발생을 유발하였는지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서술어 형식의 미아 발생원인을 기호화하여 

단순화시켰다. ‘G1~G4’는 “보호자 부주의”, ‘C1~C9’은 “아동이탈”, ‘E1~E9’은 

“환경특성”에 대한 원인이다. 그리고 아동 이탈의 원인 중, ‘C@(기타)’는 아동이 

이탈하거나 보호자를 못 따라가면서 미아가 된 경우이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다양한 이동을 포괄하므로, 특정 원인이 아닌 ‘@’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CODE　 미아 발생원인

보
호
자
 부
주
의

G1 보호자가 다른 일함

G2 보호자가 자리 비움

G3 아동이 잘 따라오거나 먼저 길을 잘 찾아갈거라 생각하고 보호자 혼자 이동

G4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케어하는 줄 알고 부주의함

아
동
 
이
탈

C1 아동이 흥미요소를 보고 즉흥적으로 이동

C2 과거 기억의 흥미요소를 인지하고 이동

C3 자아중심성에 의해, 이동할 곳으로 아동 혼자 먼저 이동

C4 독립성/자주성에 의해, 보호자도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며 아동 혼자 이동

C5 보호자가 기다리라고 했지만, 아동이 보호자 찾아 이동

C6 아동이 보호자와 비슷한 옷 입은 사람을 따라 이동

C7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 또는 직진방향으로 아동이 이동

C8 놀거나 장난치다가 보호자를 벗어나 이동

C9 아동이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 찾으러 이동

C@ 기타 (아동이 이동하거나 보호자를 못 따라갔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음)

환
경
 
특
성

E1 사람이 많아, 아동이 사람들에게 가려지거나 떠밀림

E2 시각적 장애물에 아동이 가려짐

E3 보호자 공간이 아동공간으로 부터 멀거나 부족해서 멀리서 아동 관찰함

E4 사람이나 시각적 장애물에 보호자가 가려져, 아동이 보호자 찾아 이동

E5 구조나 동선이 복잡하여,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함

E6 디자인 또는 건축적 차별성이 없어,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함

E7 아동키보다 높은 시각적 장애물이 많아,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함

E8 아동 혼자 힘으로 나가기 쉬운 출입문/펜스(경계)가 없는 개방된 구조

E9 주변이 어두워, 아동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함

[표 3-4] 미아 발생원인 기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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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동시발생 매트릭스를 통한 미아 발생 원인 간 연관성 분석

미아 발생원인간 동시발생 매트릭스(Co-Occurrence Matrix)89)를 통해, 어떤 

원인들이 서로 관련되어 미아 발생에 함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단, ‘기

타-아동의 이동(C@)’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다양한 이동을 의미하므로 미아 발

생원인 간의 빈도분석 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동시발생 빈도에 대한 결과는 [그

림 3-21]과 같으며, 총 6개의 원인조합(범주 기준)90)으로 구분할 수 있고 편의상 

두 가지로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표에서 같은 범주의 원인 간 동시발생 

빈도는 초록색으로 표시하였고, 서로 다른 범주의 원인 간 동시발생 빈도는 빨간색

으로 표시하였다.

G1 G2 G3 G4 C1 C2 C3 C4 C5 C6 C7 C8 C9 E1 E2 E3 E4 E5 E6 E7 E8 E9

G1 117 0 5 6 24 9 7 5 0 2 9 16 4 28 26 2 15 8 12 7 28 6

G2 0 23 0 4 4 0 2 0 6 2 1 0 1 3 2 0 0 1 1 0 10 1

G3 5 0 42 6 9 0 0 8 0 3 6 1 1 9 3 0 5 4 2 0 0 1

G4 6 4 6 15 2 0 1 0 0 2 2 1 0 5 2 0 2 1 1 0 5 0

C1 24 4 9 2 43 0 0 1 0 1 3 0 0 12 9 0 1 2 3 0 10 4

C2 9 0 0 0 0 10 0 1 0 0 0 1 0 3 3 0 1 2 0 1 3 0

C3 7 2 0 1 0 0 9 0 0 0 2 0 0 1 2 0 0 1 0 0 2 2

C4 5 0 8 0 1 1 0 14 0 1 0 1 0 3 3 0 1 5 4 2 1 0

C5 0 6 0 0 0 0 0 0 8 0 0 0 0 2 0 1 0 0 0 0 4 1

C6 2 2 3 2 1 0 0 1 0 8 0 1 0 1 1 1 0 2 2 1 4 1

C7 9 1 6 2 3 0 2 0 0 0 15 0 1 5 0 0 0 1 1 0 2 1

C8 16 0 1 1 0 1 0 1 0 1 0 23 0 5 5 2 1 4 5 1 5 1

C9 4 1 1 0 0 0 0 0 0 0 1 0 6 2 0 0 1 0 1 0 2 0

E1 28 3 9 5 12 3 1 3 2 1 5 5 2 50 8 3 5 4 6 1 5 4

E2 26 2 3 2 9 3 2 3 0 1 0 5 0 8 33 0 10 4 4 5 9 2

E3 2 0 0 0 0 0 0 0 1 1 0 2 0 3 0 7 0 1 4 0 1 1

E4 15 0 5 2 1 1 0 1 0 0 0 1 1 5 10 0 20 2 1 2 3 1

E5 8 1 4 1 2 2 1 5 0 2 1 4 0 4 4 1 2 17 7 1 4 3

E6 12 1 2 1 3 0 0 4 0 2 1 5 1 6 4 4 1 7 26 2 6 2

E7 7 0 0 0 0 1 0 2 0 1 0 1 0 1 5 0 2 1 2 7 4 0

E8 28 10 0 5 10 3 2 1 4 4 2 5 2 5 9 1 3 4 6 4 40 3

E9 6 1 1 0 4 0 2 0 1 1 1 1 0 4 2 1 1 3 2 0 3 11

환

경

특

성

미아

원인

보호자 부주의 아동 이탈 환경 특성

보

호

자

아

동

이

탈

[그림 3-21] 미아 발생원인의 동시발생 매트릭스  

먼저 동일 범주의 원인 간 동시발생 빈도(Green)는 다음과 같다. “보호자 부주

의” 4개의 미아 발생원인 간 동시발생 빈도를 보면, 미아 사례 202건 중 78.2%가 

89) 동시발생 매트릭스는 사건 속에 포함된 항목 간의 연관관계를 발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data 

mining 기법 중 하나인 ‘연관규칙’과 ‘네트워크 분석’의 데이터 전처리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본 연구에

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각 미아 사례별 원인으로, 두 원인 간의 동시발생 빈도가 높을수록 관련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90) 보호자–보호자 / 아동–아동 / 환경–환경 / 보호자–아동 / 보호자–환경 / 아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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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보호자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즉, 보호자 부주의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G1, G2, G3]원인은 다른 보호자 원인과 함께 복수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단독으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G4]원인의 경우, ‘다른 보호자가 케어하는 

줄 알고’ 다른 곳을 보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 부차적 원인으로 다른 원인과 항상 함

께 발생하였다. 즉, [G4]원인은 다른 원인과의 동시발생 빈도에서 ‘0’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원인과 함께 발생한 빈도가 [G4]의 원인 빈도수보다 크기 때문에, 

[G4]는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G1, G2, G3]원인

은 미아 발생의 주요 원인이고, [G4]원인은 다른 보호자 부주의와 함께 발생하는 

부차적 원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G1]과 [G2]는 독립적인 관계로, 함

께 발생하지 않았다.

“아동 이탈” 범주 내의 9가지 미아 발생원인에 대한 동시발생 빈도를 보면, 202

건 중 76.2%가 한가지 아동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즉, 아동 이탈이 미아 발생

에 영향을 미친 경우, 대부분의 아동 관련 원인은 단독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복수의 아동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아동이 흥미요소에 의해 이동

(C1)한 후, 다시 보호자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길을 따라 직진을 하거나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동(C7)하면서 또는 보호자와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따라

가면서(C6) 보호자로부터 더 멀어지며 미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3건, 1건).

그리고 보호자 및 아동 원인이 대부분 단독으로 발생한 것과는 상반되게 “환경 

특성” 범주 내 9가지 원인의 경우, 한가지 환경원인에 의해서 미아가 발생(30.7%)

하기보다는, 대부분 다수의 환경 원인이 복합적으로 함께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쳤

다(69.3%). 예를 들어, 시각적 장애물에 아동이 가려지면서(E2) 보호자가 아동을 

찾아 이동하는데, 아동 또한 보이지 않는 보호자를 찾아 이동하면서(E4) 미아가 되

기도 하였다(10건).91) 그리고 출입문/펜스가 없는 개방된 구조(E8)에서, 시각적 장

애물에 아동이 가려져(E2) 보호자가 못 본 사이 아동이 이탈하며 미아가 되는 경우

도 있었다(9건). 또한 개방된 구조(E8)에서 홀로 이탈한 아동이 다시 돌아오고자 

했으나, 이탈한 공간의 디자인 등이 다른 공간과 차별성이 없거나(E6), 동선 또는 

구조가 복잡하거나(E5), 동선 내 시각적 장애물이 많아(E7)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

하면서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6건, 4건, 4건). 그리고 아동 공간에서 벤치 등 보호

자 공간이 부족해 멀리서 아동을 관찰하는 상황에서(E3), 사람이 많아 아동이 가려

91) 이는 보호자와 아동이 시각적 장애물에 가려진 서로를 찾아 이동하는 것으로, 한 명만이 찾아 이동하는 것

과는 구분된다. (2가지 원인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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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제대로 관찰을 하지 못해(E1) 미아가 되기도 하였으며(3건), 또한 보호자 

공간의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어 아동이 공간에 대한 위치인지를 못해 보호자에게

로 되돌아가지 못하며(E6)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4건).

그리고 서로 다른 범주의 원인 간 동시발생 빈도(Red)는 다음과 같다. “보호자 

부주의”와 “아동 이탈”이 함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는 보호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거나 자리를 비우면서 아동을 보지 못한 사이, 아동이 보호자를 이탈하면서 미아

로 이어진 경우이다. 그중 [G1]원인의 경우, 빈도수가 많은 만큼 [C5]원인을 제외

한 모든 아동 원인과 함께 발생하였다. 특히, 보호자가 다른 일하는 사이(G1), 아동

이 흥미요소를 보고 이동하거나(C1) 놀이 중 무의식적으로 이동하는 경우(C8)가 

각 24건, 16건으로 주를 이루었다. 또한 아동이 독립성과 자주성으로 인해 보호자

와 손을 잡지 않고 혼자 이동하는 경우(C4)도 있는데, 이때 보호자 또한 아동이 길

을 잘 따라오거나 먼저 잘 찾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보호자 혼자 이동(G3)하며 미아

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8건).

“보호자 부주의”와 “환경특성”이 함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로는 출입문이 열기 

쉽거나 아동이 혼자 나가기 쉬운 개방된 구조(E8)에서 보호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

거나(G1) 자리를 비운 사이(G2) 아동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있

었다(28건, 10건). 또한 아동과 보호자가 거리를 두고 걸어가는 상황(G3)에서 사람

이 많아 아동이 가려지면서 보호자가 못 찾거나(E1), 사람이나 시각적 장애물에 의

해 아동이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E4)도 있었다(9건, 5건). 그

리고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G1), 다양한 환경적인 원인(E1~9)에 의해 미

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동특성”과 “환경특성”이 함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로는 아동이 혼자 나가기 

쉬운 개방된 구조(E8)에서 아동이 흥미요소에 의해서 이동(C1, C2)하거나, 보이지 

않는 보호자를 찾아 이동(C9)하는 등 개방된 구조가 아동의 이탈 가능성을 높이면

서 미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아동과 보호자가 거리를 두고 각각 이동

(G3)하거나 아동이 놀다가 보호자를 벗어났을 때(C8), 환경 구조가 복잡하거나

(E5) 건축적 차별성이 없거나(E6) 혹은 시각적 장애물이 많아 아동이 보호자를 찾

아가지 못하면서(E7)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보행밀도가 높은 

환경(E1)에서 다양한 원인과 함께 아동이 보호자를 이탈하게 되면서 미아가 많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시발생 매트릭스를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Gephi92)를 사용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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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생원인 간의 연결관계 및 그 정도를 시각화하면 [그림 3-22]와 같다.93)

[그림 3-22] 미아 발생원인 연결망(Network) 

92) Gephi는 정제나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를 네트워크 형태로 생성, 시각화하는 오픈소스 기반 Java 응용 프로

그램으로서, 데이터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Gephi 0.9.2를 사용하였다.

93) 데이터는 미아 발생원인의 동시발생 매트릭스를 활용하였으며, 하나의 원인만 단독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고 

두 원인이 함께 발생한 빈도만 포함하였다. 그리고 미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만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부차적 원인인 G4는 제외하였으며,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다양한 아동 이탈을 의미하는 C@도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총 21개의 미아 발생원인의 연결관계를 시각화하였다. 해당 연결망(network)은 원인

인 노드(nodes)와 관련성을 의미하는 엣지(edges)로 이루어져 있다. 각 노드의 크기는 해당 노드(원인)에 연

결된 엣지의 수를 의미하며, 엣지의 굵기는 연결하는 노드(원인) 간 동시발생 빈도를 의미한다. 즉,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다른 원인과 함께 조합되어 미아 발생에 영항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엣지

의 굵기가 굵을수록 두 노드(원인)의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해당 네트워크는 원인 간 연결정

도를 산출한 것이기에, 원인 빈도가 동일하여도 다른 원인과 조합되어 발생한 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노드의 

크기가 작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C5와 C6의 발생빈도는 8로 동일하지만, 다른 원인과 함께 발생한 

경우는 C5보다 C6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따라서 연결망에서는 C6의 노드가 C5의 노드보다 더 크게 나타

났다. 즉, 원인 간 연결망을 분석할 때는 단순 노드 크기뿐만 아니라 동시발생 매트릭스에서 원인 간 교차빈

도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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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사례별 미아 발생원인 조합 분석

미아 발생원인 간 동시발생 매트릭스는 두 원인 간의 연관성을 결과론적인 관점

에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둘 이상의 원인 조합 관계의 연관성은 파악

할 수 없다. 즉, 어떤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함께 발생하였는지, 그

리고 그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미아 사례에서 나타난 

원인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가 고찰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별 원인의 조합을 구조화함으로써, 둘 이상의 원인에 대한 복합적인 조합을 고

찰하였다. 분석 시, ‘다른 보호자가 케어하는 줄 알고(G4)’는 부차적 원인으로 통

계, 분석 및 유형화 과정에서 생략하였다. 그리고 ‘기타-아동의 이동(C@)’은 미아 

발생을 유발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통계에는 포함하였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다양한 이동을 의미하므로 내용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202건의 미아 사례에 대한 원인 조합을 구조화한 결과, 총 127개의 조합이 도출

되었다. 그리고 사례별 원인 수를 통계낸 결과, 평균 2.8개의 원인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원인 수로 비교해보면, 2가지 또는 3가지의 원인으로 

미아가 발생한 경우는 41.6%, 28.7%로 전체의 70.3%였고, 한가지 원인으로 미아

가 발생한 경우는 5.4%였다. 이는 대체로 미아 발생 시, 한 가지 원인이 아닌, 2~3

가지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미아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

한 2~3가지 원인조합은 주로 [보호자 & 아동] 원인에 의한 조합(69건, 34.2%)과 

[보호자 & 아동 & 환경] 원인에 의한 조합(79건, 39.1%)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분석은 미아 발생원인 조합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하지만, 해당 분석방법은 조합의 원인 수가 많은 경우 어떤 조합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어떤 조합이 유의미한 조합유형

인지 혹은 우연히 발생한 조합유형인지를 판별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3.3절에서는 데이터마이닝 분석기법 중 하나인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미아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단계별 미아 발생 조건과 원인의 조합을 분석

하고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제 3장  미아 사례조사를 통한 미아 발생 원인 및 유형 도출

113

순위
원인조합(기호화)

빈도 비율 원인 수
보호자 아동 환경

1 G1 C@ - 19 9.4% 2

2 G1 C1 - 10 5.0% 2

3 G3 C1 - 5 2.5% 2

4 G3 C@ - 4 2.0% 2

4 G1 C8 - 4 2.0% 2

4 G3 C7 - 4 2.0% 2

4 G1 C@ E8 4 2.0% 3

4 G3 - E1 4 2.0% 2

9 G1 C1 E1·E2 3 1.5% 4

9 G1 C2 - 3 1.5% 2

9 G1 C8 E1 3 1.5% 3

9 G1 - E4 3 1.5% 2

9 - C1 E1 3 1.5% 2

9 G3 - - 3 1.5% 1

15 G1 C1 E1 2 1.0% 3

15 G3 C4 - 2 1.0% 2

15 G1 C3 - 2 1.0% 2

15 G1 C@ E1 2 1.0% 3

15 G2 C@ E8 2 1.0% 3

15 - - E6 2 1.0% 1

15 - C8 - 2 1.0% 1

15 G1 - E2·E4 2 1.0% 3

15 G1 C8 E8 2 1.0% 3

15 G2 C5 E8 2 1.0% 3

15 G2 C5 - 2 1.0% 2

15 G2 - - 2 1.0% 1

15 C8 - E1·E6 2 1.0% 3

15 G1 C1 E2·E8 2 1.0% 4

15 G1 C3 E8 2 1.0% 3

15 G2 C@ - 2 1.0% 2

15 G2 - E1 2 1.0% 2

31개 조합유형 106개 52.5% 평균 2.3

* 유형별 빈도수가 2개 이상인 유형은 31개가 있었으며, 이는 

전체 사례 중 상위 52.5%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31개에 대한 

유형별 원인 수는 평균 2.3개로 조사되었다. (2가지 원인에 의

한 미아 발생 65.1%, 3가지 원인에 의한 미아 발생 21.7%)

[표 3-5] 미아 발생원인 조합 (상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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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통한 미아 발생 규칙 도출 

3.3.1. 연관규칙과 순차연관규칙의 개념

‘연관규칙(Association Rule)’은 1993년 Agrawal에 의해 고안된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써, 특정 데이터의 집합에서 비지도학습을 통해 데이터 속에 숨겨진 

항목 간의 상호관계, 규칙,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이다.94) 유통업계에서는 손님의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품목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장바구니 분석

(Market Basket Analysis)’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항목 집단

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이 기법은 If-Then 형식으로 규칙을 

도출한다. 이는 ‘A가 발생하면 B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A→B’로 표현한

다. 그리고 연관규칙 분석 시, 규칙에 대한 유용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신뢰도, 지

지도, 향상도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지지도(Support) : 전체 트랜잭션95) 중 항목 A와 항목 B를 동시에 포함하는 

트랜잭션의 비율

지지도 = P(A∩B) = 
A∩B

=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트랜잭션 수

전체 전체 트랜잭션 수

Ÿ 신뢰도(Confidence) : 항목 A를 포함한 트랜잭션 중에서 항목 A와 항목 B를 

동시에 포함하는 트랜잭션의 비율

신뢰도 = 
P(A∩B)

=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트랜잭션 수

=
지지도

P(A) A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수 P(A) 

Ÿ 향상도(Lift) : 항목 B가 발생한 트랜잭션에 비해, 항목 A가 발생한 트랜잭션에

서 항목 B가 발생할 확률의 증가비96)

향상도는 항목 A와 항목 B가 우연적으로 함께 발생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서, 항목 A와 항목 B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경우, 즉 독립적인 관계인 경우 향상도는 

94) 박정은 (2016). 연관규칙 분석기법을 활용한 공동주택 시공단계의 결함발생규칙 규명.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95) 데이터셋(dataset)에서 각각의 ‘거래’ 또는 ‘사건’

96) 예를 들어, 장바구니 분석에서 항목 A와 항목 B의 향상도가 2.5라면, ‘고객이 B를 임의로 구매할 확률보다, 

A를 구매한 고객이 B를 구매할 확률이 2.5배 더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 3장  미아 사례조사를 통한 미아 발생 원인 및 유형 도출

115

1이 된다. 만약 향상도가 0과 1 사이이면 두 항목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이고, 1보

다 크면 두 항목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에 해당되며 우연이 아닌 의미있는 연관성을 

가진 규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향상도 = 
P(A∩B)

=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트랜잭션 수

=
신뢰도

P(A)XP(B) A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수 X B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수 P(B)

*‘향상도 값’= 1 : 항목 A와 B가 서로 관련이 없음 (독립적인 관계)

*‘향상도 값’> 1 : 두 항목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 (우연이 아닌 의미있는 연관성을 가진 규칙)

*  0 <‘향상도 값’<1 : 두 항목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

이 세 가지 지표 중에서 지지도는 그 규칙이 얼마나 대표성을 지니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하지만 빈도가 적은 규칙의 경우, 지지도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난다. 즉, 항목 A와 항목 B의 연관성이 깊더라도 지지도는 작을 수 있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칙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신뢰도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규칙의 우연관계 및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향상도를 통해 무의미한 

규칙을 제거하고 유의미한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이처럼 세 가지 지표에 근거하

여, 수많은 규칙 속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3-23] 지지도와 신뢰도의 개념도 

이러한 연관규칙을 도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최소 

지지도 값을 설정하고 그 값을 넘는 규칙들만 선별함으로써,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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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빈발 항목집합(Frequent Itemset), 즉 대표성을 지니는 규칙들을 선별해낸

다.97) 그 후, 선별된 규칙 중에서 다시 최소 신뢰도 값을 넘는 규칙들을 재 선별한

다. 마지막으로 향상도 값이 1이 넘는 규칙들을 최종 선별함으로, 연관규칙을 도출

한다. 여기서 분석 과정 중의 최소 지지도 값과 최소 신뢰도 값은 데이터의 양, 분

석(계산) 시간,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순차연관규칙(Sequential Association Rule)’은 연관규칙에 시간의 개념을 추가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간의 연관성을 찾는 기법이다.98) 기본적으로 연관

규칙과 유사하지만, 연관규칙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반해, 

순차연관규칙은 ‘시간/순서에 따라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따라서 순차연관규칙의 데이터 셋에는 시간에 대한 정보(Sequence 

information) 변수가 필수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규칙에 대한 유용성 평가는 연

관규칙과 동일하게 신뢰도, 지지도, 향상도 지표를 활용한다.

순차연관규칙의 분석 방법은 5단계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먼저, ‘정렬’ 단계

로, 트랜잭션 데이터 베이스를 고객(또는 사건) 시퀀스 데이터로 전환한다. 그리고 

‘빈발 항목집합’ 발견 단계로, 고객 시퀀스의 항목집합 또는 이것의 부분집합 중에

서 최소 지지도(고객비율 사용)99) 이상의 빈발 항목집합을 도출한다. 다음은 ‘변환’ 

단계로, 고객 시퀀스를 빈발 항목집합을 사용한 시퀀스로 변환한다. 마지막 4, 5단

계로 빈발 시퀀스를 도출하고, 그로부터 최대 시퀀스를 탐색한다.100)101) 이후, 도

출된 규칙은 연관규칙 분석과 마찬가지로 신뢰도와 향상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최종 규칙을 선별한다.

97) 이 방식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연관규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Apriori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

은 모든 항목집합에 대한 지지도를 전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지지도 이상의 빈발 항목집합을 찾은 후 

그것들에 대해서만 연관규칙을 계산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항목 부분집합의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98) 조영빈, 전재훈, 최병우 (2019). 연관규칙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의 개선방법론.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2), 

217-225.

99) 물품 구매를 예로 들 경우, 연관규칙은 거래 내 구매된 물품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므로 지지도는 거래의 

수를 의미한다. 반면, 순차연관규칙은 고객들의 구매 패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므로 지지도는 고객의 수를 

의미한다.

100) 빈발 시퀀스 : 특정 최소 지지도 이상을 가지는 시퀀스 / 최대 시퀀스 : 패턴 길이가 가장 긴 시퀀스

101) Agrawal, R., & Srikant, R. (1995). Mining sequential patterns. Proceedings of the el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engineering. IEEE,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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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사례 원인

1 A, B

2 C

3 A, C

4 A, B, C

 

미아 사례 시간 원인

1 1 A

1 2 B

2 1 C

3 1 A

3 2 C

4 1 A

4 2 C

4 3 B

*사례별로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원인 순서대로 정렬

OR

미아 사례 원인A 원인B 원인C

1 1 1 0

2 0 0 1

3 1 0 1

4 1 1 1

*미아 사례별 원인 순서 상관없음

[표 3-6]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렬 예시 (미아 사례 예시) 

해당 분석기법은 시간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어 물품 구매 순서와 같은, 시간의 

순서가 중요한 시계열성의 자료 분석 시 유용하다.102) 하지만 이와 달리, 연관규칙

은 시간/순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불필요한 패턴이나 실제 상황과 맞

지 않는 규칙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아 사례를 예로 들면, 연관규칙 

분석에서 ‘보호자의 자리비움’과 ‘아동의 이탈’이 연관성이 있다는 규칙이 도출될 

때, ‘아동이 이탈하면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다’와 같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규칙이 나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후에, 아동이 이탈함’으로써 

미아가 되었다는 규칙이 합당하다.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할 수 있다.

미아 사건은 다양한 상황(조건)과 원인들이 동시발생적으로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한 상황부터 아동이 이탈하고 보호자에게 되

돌아오기까지 일련의 과정,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아 발생의 조합(규칙) 도출시, 연관분석이 아닌 순차

연관분석을 진행하였다.

102) 조영빈, 전재훈, 최병우 (2019). 연관규칙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의 개선방법론.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2), 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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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통한 미아 발생 규칙(조합) 도출

미아 발생은 단순히 원인의 조합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영향

을 미치기 전 미아 발생을 유발하는 상황(조건)들이 있다.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아 발생 전 보호자와 아동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동반 여

부’가 첫 번째 선행조건이 된다. 그리고 동반하고 있었다면, 보호자와 아동의 물리

적 거리, 즉 보호자가 아동의 이탈을 제재할 수 있는 ‘통제거리’ 내 있었는지가 두 

번째 선행조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 ‘통제거리’는 보호자와 아동이 손잡을 때와, 손

을 잡지는 않았지만 바로 옆에서 보호자가 즉각적으로 아동의 이동을 제재할 수 있

는 거리로 설정하였다. 반면, 아동이 보호자의 가시거리 내에 있더라도 통제거리를 

벗어나면 아동의 이탈을 보호자가 제재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아동이 보호자의 가시거리 내에 있는 경우와 서로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보호자

가 아동의 통제거리 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미아 발생 순차연

관규칙 분석을 위한 시퀀스 데이터는 각 미아 사례를 살펴보고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조건(상황)과 원인 순으로 정렬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동반 여부는 [A.O], 

[A.X]로 구분하였으며, 통제거리 내 유무는 [C.O], [C.X]로 구분하였다.103) 하지

만 예외적으로 통제거리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전철, 버스 등 운송

수단의 이동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사례의 경우, 

[C.O], [C.X] 기호 대신, 탑승공간 내 통제거리 유무로 [T.O], [T.X]로 기호화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아 발생에 관한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위해, 데이터 마이닝 분석 

프로그램인 ECMiner104)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석 시, 최소 지지도 및 신뢰도 

값, (시퀀스) 패턴길이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CMiner는 최소 지지도 설정 

시, 지지도 개수(support count, 항목이 출현한 트랜잭션의 수)로 분석을 진행하며, 

본 연구에서는 규칙의 빈도수가 2개 이상인 것만 고려하였다. 그리고 과반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는 규칙들만을 도출하기 위해, 최소 신뢰도는 50%로 설정하였다.105) 

103) 보호자와 아동의 물리적 거리 중, ‘손잡음’ 및 ‘통제거리’는 [A.O]와 [C.O]로 표현되며, ‘가시거리’는 

[A.O]와 [C.X], 미동반은 [A.X]와 [C.X]로 표현된다.

104) ECMiner는 데이터 입출력, 전처리, 분석, 모델링, 모델 평가, 차트 등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위한 기능을 

지원하는 통합 분석 소프트웨어로써,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와 관계를 탐색하고 정보화, 지식화하여 의사결

정 활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105) 일반적으로 (순차)연관규칙 분석에서는 지지도보다는 신뢰도에 더 중점을 두고 규칙의 유의미성을 평가하

는 경우가 많으며, 최소 신뢰도는 10%이상, 50%이상, 70%이상 등, 연구 대상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

정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최소 신뢰도를 설정하지 않고, 신뢰도가 가장 높은 규칙부터 낮은 규칙까지 순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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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대 시퀀스의 길이를 결정짓는 패턴의 길이(항목의 수)는 6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빈도가 2개 이상인 원인 조합의 최대 시퀀스(패턴)의 길이가 4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보호자와 아동의 동반 유무’와 ‘보호자의 아동 통제거리 유무’의 각 조

건(상황) 하나씩과 원인조합 최대 패턴 길이 4를 더해, 총 패턴 길이는 6으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설정을 바탕으로 202건의 미아 사례에 대한 순차연관규칙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그림 3-25], [표 3-10]과 같이 총 137개의 규칙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앞서 언급한 분석 방법 중 4단계인 빈발 시퀀스(항목집합)에 해당하므

로, 항목이 일부 중복된 규칙을 제외하고 최대 시퀀스 규칙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패턴길이가 짧은(연결된 항목이 적은) 규칙이 패턴길이가 긴(연결된 항목이 많은) 

규칙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패턴이 짧은 규칙을 제외함으로써 최대 시퀀스 규칙을 

선별하였다. 예를 들어, 규칙 ‘[C5]---->[E8]’은 규칙 ‘[A.X]-->[C.X]-->[G2]

-->[C5]---->[E8]’106)의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최종 규칙에서 제외하였다.107) 

또한 선별된 규칙들 중에서 향상도 값이 1로 우연을 의미하거나, 1보다 작아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규칙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137개의 규칙들 중

에서 27개의 규칙을 최종 도출하였고, 그 내용은 [표 3-11], [그림 3-26]과 같다.

로 우선순위 규칙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106) ECMiner의 순차연관규칙 분석에서 표현된 방법 ‘[A]-->[B]-->[C]---->[D]’는 ‘A, B, C가 선행규칙으

로 순서대로 발생하면, 후행사건인 D 또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7) 실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C5와 E8 원인을 포함하는 규칙의 사례 4건 중에서 3건이 후자의 규칙에 해당

하였다. 즉, 전자의 규칙이 제외되더라도, 후자의 규칙으로 충분히 미아 발생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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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미아발생 순차연관규칙 분석 결과 (EC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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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미아발생 순차연관규칙 (137개) 연결수
신뢰도

(%)
향상도

지지율

(%)

1 [A.O]-->[C8]-->[E5]---->[E6] 4 50.0 3.9 1.0

2 [A.O]-->[C@]-->[E8]---->[E6] 4 50.0 3.9 1.5

3 [A.O]-->[E3]-->[G1]---->[E6] 4 100.0 7.8 1.0

4 [A.O]-->[E3]---->[E6] 3 50.0 3.9 1.5

5 [A.O]-->[E8]-->[E2]---->[E7] 4 50.0 14.4 2.0

6 [A.O]-->[G1]-->[C6]---->[E8] 4 100.0 5.1 1.0

7 [A.O]-->[G1]-->[C9]---->[E1] 4 50.0 2.0 1.0

8 [A.O]-->[G1]-->[C@]-->[E8]---->[E6] 5 50.0 3.9 1.5

9 [A.O]-->[G1]-->[E8]-->[E1]---->[E4] 5 50.0 5.1 1.0

10 [A.O]-->[G1]-->[E8]-->[E2]---->[E7] 5 50.0 14.4 2.0

11 [A.O]-->[G1]-->[C1]-->[E1]---->[E2] 5 50.0 3.1 1.5

12 [A.O]-->[G1]-->[C4]---->[E2] 4 50.0 3.1 1.0

13 [A.O]-->[G1]-->[C4]---->[E6] 4 50.0 3.9 1.0

14 [A.O]-->[G1]-->[C4]---->[E7] 4 50.0 14.4 1.0

15 [A.O]-->[G3]-->[E2]---->[E4] 4 100.0 10.1 1.0

16 [A.O]-->[T.O]-->[G1]---->[C3] 4 66.7 15.0 1.0

17 [A.O]-->[T.O]-->[G3]---->[E1] 4 66.7 2.7 1.0

18 [A.O]-->[T.O]---->[G1] 3 50.0 0.9 1.5

19 [A.O]-->[T.O]---->[G3] 3 50.0 2.4 1.5

20 [A.O]-->[C.O]-->[C6]---->[E8] 4 100.0 5.1 1.0

21 [A.O]-->[C.O]-->[C8]-->[E8]---->[E2] 5 66.7 4.1 1.0

22 [A.O]-->[C.O]-->[C@]-->[E8]---->[E6] 5 60.0 4.7 1.5

23 [A.O]-->[C.O]-->[E8]-->[E1]---->[E4] 5 50.0 5.1 1.0

24 [A.O]-->[C.O]-->[E8]-->[E2]---->[E7] 5 50.0 14.4 2.0

25 [A.O]-->[C.O]-->[G1]-->[C6]---->[E8] 5 100.0 5.1 1.0

26 [A.O]-->[C.O]-->[G1]-->[C7]---->[E1] 5 50.0 2.0 2.0

27 [A.O]-->[C.O]-->[G1]-->[C8]-->[E8]---->[E2] 6 66.7 4.1 1.0

28 [A.O]-->[C.O]-->[G1]-->[C@]-->[E8]---->[E6] 6 60.0 4.7 1.5

29 [A.O]-->[C.O]-->[G1]-->[E8]-->[E1]---->[E4] 6 50.0 5.1 1.0

30 [A.O]-->[C.O]-->[G1]-->[E8]-->[E2]---->[E7] 6 50.0 14.4 2.0

31 [A.O]-->[C.O]-->[G1]-->[C1]-->[E1]---->[E2] 6 50.0 3.1 1.5

32 [A.O]-->[C.O]-->[G1]-->[C1]-->[E8]---->[E2] 6 50.0 3.1 1.5

33 [A.O]-->[C.O]-->[G1]-->[C3]---->[E9] 5 50.0 9.2 1.0

34 [A.O]-->[C.O]-->[G1]-->[C4]---->[E2] 5 66.7 4.1 1.0

35 [A.O]-->[C.O]-->[G1]-->[C4]---->[E6] 5 66.7 5.2 1.0

36 [A.O]-->[C.O]-->[G1]-->[C4]---->[E7] 5 66.7 19.2 1.0

37 [A.O]-->[C.O]-->[G3]---->[C7] 4 50.0 6.7 1.0

38 [A.O]-->[C.O]-->[G3]---->[G1] 4 50.0 0.9 1.0

39 [A.O]-->[C.O]-->[C1]-->[E8]---->[E2] 5 50.0 3.1 1.5

40 [A.O]-->[C.O]-->[C3]---->[E9] 4 50.0 9.2 1.0

41 [A.O]-->[C.O]-->[C4]---->[E2] 4 66.7 4.1 1.0

42 [A.O]-->[C.O]-->[C4]---->[E6] 4 66.7 5.2 1.0

43 [A.O]-->[C.O]-->[C4]---->[E7] 4 66.7 19.2 1.0

44 [A.O]-->[C.O]---->[G1] 3 92.9 1.6 45.5

[표 3-10] 미아발생 순차연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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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O]-->[C.X]-->[C8]-->[E1]---->[E6] 5 66.7 5.2 1.0

46 [A.O]-->[C.X]-->[C8]---->[E6] 4 50.0 3.9 2.0

47 [A.O]-->[C.X]-->[E2]---->[E4] 4 66.7 6.7 1.0

48 [A.O]-->[C.X]-->[E3]-->[G1]---->[E6] 5 100.0 7.8 1.0

49 [A.O]-->[C.X]-->[E3]---->[E6] 4 50.0 3.9 1.5

50 [A.O]-->[C.X]-->[C4]---->[G3] 4 88.9 4.3 4.0

51 [A.O]-->[C.X]---->[G3] 3 52.2 2.5 11.9

52 [A.O]-->[C4]---->[G3] 3 61.5 3.0 4.0

53 [C6]-->[E8]---->[E6] 3 50.0 3.9 1.0

54 [C6]---->[E8] 2 50.0 2.5 2.0

55 [C8]-->[E5]---->[E6] 3 50.0 3.9 1.0

56 [E3]-->[G1]---->[E6] 3 100.0 7.8 1.0

57 [E3]---->[E6] 2 57.1 4.4 2.0

58 [A.O]---->[G1] 2 69.5 1.2 57.4

59 [A.O]---->[C.O] 2 59.3 1.2 49.0

60 [A.X]-->[C6]---->[E8] 3 100.0 5.1 1.0

61 [A.X]-->[E5]---->[E6] 3 100.0 7.8 1.5

62 [A.X]-->[G2]-->[C6]---->[E8] 4 100.0 5.1 1.0

63 [A.X]-->[G2]-->[C@]---->[E8] 4 50.0 2.5 1.0

64 [A.X]-->[G2]-->[C1]---->[E8] 4 75.0 3.8 1.5

65 [A.X]-->[G2]-->[C5]---->[E8] 4 50.0 2.5 1.5

66 [A.X]-->[G3]---->[E4] 3 50.0 5.1 1.0

67 [A.X]-->[C.X]-->[C6]---->[E8] 4 100.0 5.1 1.0

68 [A.X]-->[C.X]-->[E5]---->[E6] 4 100.0 7.8 1.5

69 [A.X]-->[C.X]-->[G2]-->[C6]---->[E8] 5 100.0 5.1 1.0

70 [A.X]-->[C.X]-->[G2]-->[C@]---->[E8] 5 50.0 2.5 1.0

71 [A.X]-->[C.X]-->[G2]-->[C1]---->[E8] 5 75.0 3.8 1.5

72 [A.X]-->[C.X]-->[G2]-->[C5]---->[E8] 5 50.0 2.5 1.5

73 [A.X]-->[C.X]-->[G3]---->[E4] 4 50.0 5.1 1.0

74 [A.X]-->[C.X]-->[C1]---->[E8] 4 60.0 3.0 1.5

75 [A.X]-->[C.X]---->[G2] 3 62.9 5.5 10.9

76 [A.X]-->[C1]---->[E8] 3 60.0 3.0 1.5

77 [E8]-->[E5]---->[E6] 3 50.0 3.9 1.0

78 [G1]-->[C6]---->[E8] 3 100.0 5.1 1.0

79 [G1]-->[C9]---->[E1] 3 50.0 2.0 1.0

80 [G1]-->[C@]-->[E8]---->[E6] 4 50.0 3.9 1.5

81 [G1]-->[E8]-->[E1]---->[E4] 4 50.0 5.1 1.0

82 [G1]-->[E8]-->[E2]---->[E7] 4 50.0 14.4 2.0

83 [G1]-->[C1]-->[E1]---->[E2] 4 50.0 3.1 1.5

84 [G1]-->[C4]---->[E2] 3 50.0 3.1 1.0

85 [G1]-->[C4]---->[E6] 3 50.0 3.9 1.0

86 [G1]-->[C4]---->[E7] 3 50.0 14.4 1.0

87 [G2]-->[C6]---->[E8] 3 100.0 5.1 1.0

88 [G2]-->[C@]---->[E8] 3 50.0 2.5 1.0

89 [G2]-->[C1]---->[E8] 3 75.0 3.8 1.5

90 [G2]-->[C5]---->[E8] 3 50.0 2.5 1.5

91 [G3]-->[E2]---->[E4] 3 100.0 10.1 1.5

92 [T.O]-->[G1]---->[C3] 3 66.7 1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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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T.O]-->[G3]---->[E1] 3 66.7 2.7 1.0

94 [T.O]---->[G1] 2 50.0 0.9 1.5

95 [T.O]---->[G3] 2 50.0 2.4 1.5

96 [A.X]---->[G2] 2 62.9 5.5 10.9

97 [A.X]---->[C.X] 2 100.0 2.5 17.3

98 [C.O]-->[C6]---->[E8] 3 100.0 5.1 1.0

99 [C.O]-->[C8]-->[E8]---->[E2] 4 66.7 4.1 1.0

100 [C.O]-->[C@]-->[E8]---->[E6] 4 60.0 4.7 1.5

101 [C.O]-->[E8]-->[E1]---->[E4] 4 50.0 5.1 1.0

102 [C.O]-->[E8]-->[E2]---->[E7] 4 50.0 14.4 2.0

103 [C.O]-->[G1]-->[C6]---->[E8] 4 100.0 5.1 1.0

104 [C.O]-->[G1]-->[C7]---->[E1] 4 50.0 2.0 2.0

105 [C.O]-->[G1]-->[C8]-->[E8]---->[E2] 5 66.7 4.1 1.0

106 [C.O]-->[G1]-->[C@]-->[E8]---->[E6] 5 60.0 4.7 1.5

107 [C.O]-->[G1]-->[E8]-->[E1]---->[E4] 5 50.0 5.1 1.0

108 [C.O]-->[G1]-->[E8]-->[E2]---->[E7] 5 50.0 14.4 2.0

109 [C.O]-->[G1]-->[C1]-->[E1]---->[E2] 5 50.0 3.1 1.5

110 [C.O]-->[G1]-->[C1]-->[E8]---->[E2] 5 50.0 3.1 1.5

111 [C.O]-->[G1]-->[C3]---->[E9] 4 50.0 9.2 1.0

112 [C.O]-->[G1]-->[C4]---->[E2] 4 66.7 4.1 1.0

113 [C.O]-->[G1]-->[C4]---->[E6] 4 66.7 5.2 1.0

114 [C.O]-->[G1]-->[C4]---->[E7] 4 66.7 19.2 1.0

115 [C.O]-->[G3]---->[C7] 3 50.0 6.7 1.0

116 [C.O]-->[G3]---->[G1] 3 50.0 0.9 1.0

117 [C.O]-->[C1]-->[E8]---->[E2] 4 50.0 3.1 1.5

118 [C.O]-->[C3]---->[E9] 3 50.0 9.2 1.0

119 [C.O]-->[C4]---->[E2] 3 66.7 4.1 1.0

120 [C.O]-->[C4]---->[E6] 3 66.7 5.2 1.0

121 [C.O]-->[C4]---->[E7] 3 66.7 19.2 1.0

122 [C.O]---->[G1] 2 92.9 1.6 45.5

123 [C.X]-->[C8]-->[E1]---->[E6] 4 66.7 5.2 1.0

124 [C.X]-->[E2]---->[E4] 3 50.0 5.1 1.5

125 [C.X]-->[E3]-->[G1]---->[E6] 4 100.0 7.8 1.0

126 [C.X]-->[E3]---->[E6] 3 57.1 4.4 2.0

127 [C.X]-->[E5]---->[E6] 3 50.0 3.9 2.5

128 [C.X]-->[G2]-->[C6]---->[E8] 4 100.0 5.1 1.0

129 [C.X]-->[G2]-->[C@]---->[E8] 4 50.0 2.5 1.0

130 [C.X]-->[G2]-->[C1]---->[E8] 4 75.0 3.8 1.5

131 [C.X]-->[G2]-->[C5]---->[E8] 4 50.0 2.5 1.5

132 [C.X]-->[G3]-->[E2]---->[E4] 4 100.0 10.1 1.0

133 [C.X]-->[C4]-->[E5]---->[E6] 4 50.0 3.9 1.0

134 [C.X]-->[C4]---->[G3] 3 80.0 3.9 4.0

135 [C.X]-->[C5]---->[E8] 3 50.0 2.5 2.0

136 [C4]---->[G3] 2 57.1 2.8 4.0

137 [C5]---->[E8] 2 50.0 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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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아발생 순차연관규칙 (27개) 연결수신뢰도(%)향상도지지율(%)

G1

관련

1 [A.O]-->[C.O]-->[G1]-->[C1]-->[E1]---->[E2] 6 50.0 3.1 1.5

2 [A.O]-->[C.O]-->[G1]-->[C1]-->[E8]---->[E2] 6 50.0 3.1 1.5

3 [A.O]-->[C.O]-->[G1]-->[C3]---->[E9] 5 50.0 9.2 1.0

4 [A.O]-->[C.O]-->[G1]-->[C4]---->[E2] 5 66.7 4.1 1.0

5 [A.O]-->[C.O]-->[G1]-->[C4]---->[E6] 5 66.7 5.2 1.0

6 [A.O]-->[C.O]-->[G1]-->[C4]---->[E7] 5 100.0 28.9 1.0

7 [A.O]-->[C.O]-->[G1]-->[C6]---->[E8] 5 100.0 5.1 1.0

8 [A.O]-->[C.O]-->[G1]-->[C7]---->[E1] 5 50.0 2.0 2.0

9 [A.O]-->[C.O]-->[G1]-->[C8]-->[E8]---->[E2] 6 66.7 4.1 1.0

10 [A.O]-->[C.O]-->[G1]-->[C@]-->[E8]---->[E6] 6 60.0 4.7 1.5

11 [A.O]-->[C.O]-->[G1]-->[E8]-->[E1]---->[E4] 6 50.0 5.1 1.0

12 [A.O]-->[C.O]-->[G1]-->[E8]-->[E2]---->[E7] 6 50.0 14.4 2.0

13 [A.O]-->[G1]-->[C9]---->[E1] 4 50.0 2.0 1.0

G3

관련

14 [A.O]-->[C.X]-->[C4]---->[G3] 4 88.9 4.3 4.0

15 [A.O]-->[G3]-->[E2]---->[E4] 4 100.0 10.1 1.0

16 [C.X]-->[G3]-->[E2]---->[E4] 4 100.0 10.1 1.0

G2

관련

17 [A.X]-->[C.X]-->[G2]-->[C1]---->[E8] 5 75.0 3.8 1.5

18 [A.X]-->[C.X]-->[G2]-->[C5]---->[E8] 5 50.0 2.5 1.5

19 [A.X]-->[C.X]-->[G2]-->[C6]---->[E8] 5 100.0 5.1 1.0

20 [A.X]-->[C.X]-->[G2]-->[C@]---->[E8] 5 50.0 2.5 1.0

E3관련 21 [A.O]-->[C.X]-->[E3]-->[G1]---->[E6] 5 100.0 7.8 1.0

아동

선이탈

관련

22 [A.O]-->[C.X]-->[C8]-->[E1]---->[E6] 5 66.7 5.2 1.0

23 [A.O]-->[C8]-->[E5]---->[E6] 4 50.0 3.9 1.0

길찾기

관련

24 [A.X]-->[C.X]-->[E5]---->[E6] 4 100.0 7.8 1.5

25 [C.X]-->[C4]-->[E5]---->[E6] 4 50.0 3.9 1.0

탑승

관련

26 [A.O]-->[T.O]-->[G1]---->[C3] 4 66.7 15.0 1.0

27 [A.O]-->[T.O]-->[G3]---->[E1] 4 66.7 2.7 1.0

[표 3-11] 미아발생 규칙 최종 도출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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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미아발생 순차연관규칙 조합(유형)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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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규칙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호자와 아동의 동반 여부 및 물리적 거리

(통제거리)와 원인 순으로 연결된 패턴을 보이는데, 원인 중에서 가장 선행하여 나

타난 원인은 보호자 부주의(G1~3)였으며, 전체 27개의 규칙 중 21개(77.8%)에 해

당하였다. 대체로 보호자가 부주의한 사이, 아동이 이탈하고 환경특성이 보호자의 

아동 발견과 아동의 길찾기를 어렵게 함으로써 미아 상황을 유발하는 패턴으로 나

타났다. 한편, 보호자 원인이 선행되지 않고, 환경특성(E3)이 선행되어 보호자 부주

의 및 아동 이탈을 유발하거나 놀이 중 아동의 갑작스러운 이탈(C8), 환경으로 인

한 아동의 길찾기 실패(E5,6), 운송수단의 갑작스러운 이동(운행)으로 인한 미아 

발생 등, 보호자 이외의 원인이나 특정 상황이 선행됨에 따라, 미아 발생으로 이어

지는 패턴도 나타났다(22.2%). 이는 미아 발생의 시발점이 되는 원인 또는 상황에 

따라, 아동의 이탈 양상 및 과정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

아 발생 규칙 분류 시, 시발점이 된 원인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하

고자 하였다.

보호자 원인인 [G1] 관련 규칙은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하고 아동이 보호자의 통

제거리 내에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G1) 미아가 발생한 경우이

다. 이때 아동은 다양한 원인(C1,3,4,6,7,8,9)으로 이탈하며, 환경 원인

(E1,2,4,6,7,8,9)에 의해서 미아 상황이 악화되거나 보호자의 아동 발견이 더 어려

워질 수 있다.108) 그리고 다양한 원인을 포함하는 만큼, 규칙 또한 13개로 전체 유

형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미아 발생 패턴은 다음과 같다. 보호자가 다

른 일을 하는 사이(G1)에 아동이 흥미요소를 보고 이동(C1)하는데, 사람이나 시각

적 장애물에 아동이 가려지면서(E1, E2) 보호자가 아동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 그리고 보호자와 같이 있던 아동이 자주성에 의해 먼저 이동할 때(C4), 매대 등 

시각적 장애물에 가려져 보호자가 아동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E2) 아동은 미아

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먼저 이동한 아동이 보호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공간의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거나(E6) 아동 키보다 높은 시각적 장애물이 많아

(E7)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보호자에게 돌아가는 길찾기를 실패할 수

도 있다. 또한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G1)에 아동이 놀거나 장난치면서 보

호자를 벗어나게 되는데(C8), 이때 해당 공간이 펜스나 출입문 등의 경계가 없는 

108) 비록 G1 원인이 C2 원인과 함께 나타난 사례는 9건 있었지만, 해당 원인을 포함하는 규칙의 신뢰도가 

28.6~42.9%로 일관된 패턴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워, 최종 규칙으로 도출하지 않았다. 즉, G1과 C1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해당 규칙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G1 원인과 

E5 원인 또한 함께 나타난 사례가 8건 있었지만, 규칙의 신뢰도가 28.6%로 일반화하기 어려워, 최종 규칙

으로 도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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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구조인 경우(E8) 공간 밖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각적 장애물에 아동

이 가려지게 되면(E2) 보호자가 아동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G3] 관련 규칙은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하고 있지만, 통제거리를 벗어나 보호자

가 아동과 거리를 두고 이동(G3)함에 따라 미아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때 보호자는 

아동이 잘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지 않는(뒤돌아보

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느 순간 뒤돌아서 아동을 찾을 때, 시각적 장애물

에 가로막혀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E2) 아동 또한 보호자가 보이지 않

아 이동하면서(E4), 서로를 찾아 헤매게 될 수 있다. 또한 반대의 경우로, 아동이 

독립성에 의해 이동할 곳으로 먼저 앞서가고(C4), 보호자는 거리를 두고 뒤따라갈 

때(G3) 이러한 유형으로 미아가 발생할 수 있다. 즉, G3 관련 규칙은 보호자와 아

동이 거리를 두고 각각 이동할 때 미아가 발생하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G2] 관련 규칙은 보호자와 아동이 한 공간 내에 동반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G2) 미아로 이어진 경우이다. 이런 상

황에서 아동은 흥미요소를 보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C1),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 이동하기도 하며(C5), 타인을 보호자로 착각하여 따라가기도 한다(C6). 이때 

머물던 공간이 펜스나 출입문 등의 경계가 없는 개방된 구조인 경우(E8), 아동이 

공간 밖으로 이탈하기가 용이해지며 미아로 이어지게 된다.

[E3] 관련 규칙은 앞선 규칙들과 달리, 보호자 원인이 아닌 환경특성이 선행하

여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친 유형이며, 유희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유희공간에서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하고 있지만, 시설 내 벤치와 같은 보호자 휴식공간이 멀거나 

부족해서 멀리서 아동을 관찰하면서(E3) 미아가 유발되는 패턴이다. 아동이 보호

자의 가시거리 내에는 있지만, 통제거리 내에는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자가 자연

스럽게 아동을 관찰하지 않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된다(G1). 이때 보호자에게로 돌아

오려던 아동이 다른 공간과 차별성이 없는 공간에 있는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서 미

아가 되는 유형이다. 즉, 이 규칙은 보호자나 아동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

는 환경특성이 보호자의 미관찰 행태와 아동의 길찾기 실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아를 유발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아동 선이탈 관련 규칙은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하고 있지만 통제거리를 벗어난 

상황에서, 보호자가 부주의하지 않았음에도 찰나의 순간에 아동이 이탈하면서 미아

가 되는 경우이다. 즉, 유희공간에서 아동이 놀기 위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뛰어가

거나, 이동공간에서 장난을 치다가 순식간에 보호자를 벗어나면서 미아가 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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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가 30.8%로 낮아서 최종 규칙으로 도출이 안 되었지만, 규칙 

[A.O]-->[C.X]-->[C1]---->[E1], 즉 아동이 흥미요소에 의해 순식간에 보호

자를 이탈한 후, 사람들에게 가려지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동이 

독립성에 의해 혼자 이동하다가 구조가 복잡해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인, 규칙 [A.O]-->[C.X]-->[C4]---->[E5]와 

규칙 [A.O]-->[C.X]-->[C4]---->[E1] 또한 신뢰도가 각 33.3%와 22.2%로 

최종 규칙에는 도출되지 않았다. 비록 해당 규칙들은 신뢰도가 낮아 대표 규칙으로 

최종 도출되진 않았지만, 해당 유형으로도 미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이때 사람이 많아 아동이 사람들에게 가려지면서(E1), 보호자의 아동 발견이 어

려워지기도 한다. 또한 아동이 보호자에게 돌아가고자 시도하지만, 구조가 복잡하

거나(E5) 보호자가 있던 곳의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어(E6),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

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길찾기 관련 규칙이 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앞선 규칙과 

다르게 보호자가 아동의 이동을 사전에 허락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아동

이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고 유희공간이나 화장실 등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에서 구조 및 동선의 복잡성이나(E5) 차별성 없는 디자인(E6)으로 인해, 아동이 길

찾기를 실패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과 다르게 환경적 특성이 전적으로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나 전철, 버스 등의 운송수단의 갑작스러운 운행(이동)으

로 인해, 미아가 발생하는 유형이 있다. 이 규칙의 경우, 보호자와 아동이 손을 놓

고 있는 상황에서, 운송수단이 열리거나 닫혔을 때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한 사이

(G1) 아동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C3)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보호자가 먼

저 이동하고(G3) 아동이 뒤따라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리면서(E1), 보호자

와 함께 이동하지 못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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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미아 발생 규칙별 사례 분석

202건의 미아 사례 중, 앞서 도출한 27개의 미아 발생 규칙에 해당하는 사례들

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분석 시 각 규칙별 사례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3-13]과 같다. 먼저 미아 

발생 장소와 발견 장소를 기능적 공간 및 구체적인 발생/발견 지점으로 구분하였으

며, 미아가 물리적으로 이동한 공간(내부, 외부 등)도 함께 표기하였다. 그리고 미

아 발생 전 보호자와 아동의 상황을 동반 여부, 통제거리 여부(물리적 거리), 이탈 

허락 여부로 구분하여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 및 아동이 행

한 행태와 미아 발생 원인을 보호자·아동·환경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고찰하였다.

기호 미아 발생 당시 행태
주체

보호자 아동

a 구경 (상품, 흥미요소 등) ● ●

b 구매 (주문, 계산, 문의) ●

c 다른 아동 케어 ●

d 찾기, 정리, 채비 ●

e 대화 ●

f 식사 ● ●

g 관람 ● ●

h 폰사용 ●

i 운동 ○

j 대기 ● ●

k 휴식(아동관찰 포함) ○ ○

l 이동 ● ●

m 화장실 사용 ●

n 현장에 없었음 ●

o 아동 놀이 지원 ●

p 놀이 ●

q 독서 ●

*●: 27개의 미아 발생 규칙에 포함된 행태

*○: 27개의 규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건의 미아 사례에는 포함된 행태

[표 3-12] 보호자 및 아동 행태 



미아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130

미아 
발생 
규칙

미아 발생 장소 미아 발견 장소
미아 
이동 
공간

미아발생 전 
보호자·아동 상황

미아발생
당시행태

미아 발생 원인

규칙별 사례 특성
장소 
범주

기능적 
공간

세부
장소

발생
지점

기능적 
공간

세부
장소

발견
지점

동반
여부

통제
거리
여부

이탈 
허락 
여부

보호
자 아동

보호
자 아동 환경

G1

관
련

1

마트 판매
장난감
매장 매대 판매

장난감
매장

매대 
사이 내부 O O X a a G1 C1 E1, E2 보호자와 아동이 각각 상품을 

구경하는 사이, 아동이 장난감 등 
흥미요소를 보고 혼자 이탈하여 
미아가 됨. 이때 사람들과 높은 
매대의 장애물로 인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함.

장난감 매장의 경우, 규모가 크고 
흥미요소가 많아 미아를 시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견함.

마트 판매
장난감
매장 매대 판매

장난감
매장 매대 내부 O O X a a G1 C1 E1, E2

키즈카페 유희 놀이터 놀이
기구 유희 놀이터 　 내부간 

이동 O O X c j G1 C1 E1, E2

2

쇼핑몰/
백화점

판매 행사장 매대 판매 애완샵 수족관 내부간 
이동

O O X a a G1 C1 E2, E8 보호자와 아동이 각각 상품을 
구경하거나 계산대에서 보호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사이, 아동이 

흥미요소를 보고 이탈하여 미아가 
됨. 이때 매장의 시설경계가 없어 
아동의 시설이탈이 용이하였으며, 

보호자는 매대로 인해 아동의 
이동을 발견하지 못함.

쇼핑몰/
백화점 판매

장난감
매장 매대 판매

같은층 
끝매장
(70m)

　
내부간 
이동 O O X a a G1 C1

E2, 
E8, E9

마트 판매 화장품
매장

계산대 판매 과자
코너

매대 내부간 
이동

O O X b j G1 C1 E2, E8

3

쇼핑몰/
백화점

관람 영화관 상영관
내

이동 영화관　매표소 
앞 홀

내부간 
이동

O O X d j G1 C3, C7E1, E9 관람공간에서 보호자와 아동이 
관람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아동이 이동할 곳으로 먼저 

이동하면서 보호자를 이탈함. 
하지만 주변이 어두워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함. 

동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아쿠아
리움

특정
수족관 관람

아쿠아
리움 　

내부간 
이동 O O X g g G1 C3

E2, 
E5, E9

4

마트 편의 마트
외부 화장실 판매 과자

코너

이동/
마트

입구밖

내부간 
이동 O O X m j G1 C2, C4

E2, 
E5, 

E7, E8

보호자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거나 
매대에서 상품구경을 하는 등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아동이 

보호자가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이동함. 하지만 

높은 매대의 장애물로 인해 
마트 판매 마트

내부
매대 판매 식품

코너　
시식대 내부 O O X a l G1 C4 E1, 

E2, E6

[표 3-13] 미아 발생 규칙별 사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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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트 
특유의 차별성 없는 그리드형 

배치방식으로 인해 아동이 
보호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함.

5

마트 판매 아동복
매장 매대 판매 같은 층 

다른매장 　 내부간 
이동 O O X c j G1 C4 E6, E7 보호자가 다른 아동의 옷을 

봐주고 있는 사이, 심심한 아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함. 하지만 

공간의 배치 및 디자인적 차별성 
없어, 아동이 보호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함.
마트 판매 마트

내부 매대 판매 식품
코너　 시식대 내부 O O X a l G1 C4 E1, 

E2, E6

6

마트 판매 아동복
매장 매대 판매 같은 층 

다른매장 　 내부간 
이동 O O X c j G1 C4 E6, E7 보호자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거나 

매대에서 상품구경을 하는 등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아동이 

보호자가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이동함. 하지만 

높은 매대의 장애물로 인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트 
특유의 차별성 없는 그리드형 

배치방식으로 인해 아동이 
보호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함.

마트 편의 마트
외부 화장실 판매 과자

코너
마트

입구밖
내부간 
이동 O O X m j G1 C2, C4

E2, 
E5, 

E7, E8

7

마트 판매 마트
내부 계산대 이동 마트

외부 출구 밖
내부→
외부 
이동

O O X b, c j G1 C6
E2, 
E6, 

E7, E8

보호자가 계산하는 사이, 근처에 
있던 아동이 보호자와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호자인 줄 

알고 따라감. 이때 매장이 나가기 
쉬운 구조여서, 아동이 외부로 
완전히 이탈하였고 발견까지 

10~20분이 소요됨.

놀이공원/
워터파크

판매 장난감
매장

계산대 이동 출입구 
외부

길거리
내부→
외부 
이동

O O X b j G1, 
G4

C6 E8

8

교통시설 편의 공항입국 
심사장

입국심사 
키오스크

편의 공항입국 
심사장

키오스크 
맞은편

내부 O O X b j G1 C7 E1 보호자가 문의를 하거나 자리 
정리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아동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따라서 이동함. 이때 

사람들이 많아 아동이 같이 
휩쓸려 걸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에 의해 아동이 가려져 
보호자가 발견하지 못하기도 함.

쇼핑몰/
백화점

편의 유모차
대여소　

카운터 유희 중앙 홀　 회전
목마

내부간 
이동

O O X b a G1 C1, C7 E1, 
E5, E8

쇼핑몰/
백화점 관람 영화관　

상영관
내 이동 영화관　

매표소 
앞 홀

내부간 
이동 O O X d j G1 C3, C7E1, E9

마트 판매
식품
매장 시식대 판매

마트
내부　 계산대

내부간 
이동 O O X c j G1 C7 E1, 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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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규모 
공원 유희 놀이터 놀이

기구
휴식/
유희

놀이터옆　
잔디밭 잔디밭 내부간 

이동 O O X h p G1 C8 E2, E8
보호자가 폰을 하거나 상품구경을 

하는 등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아동이 놀거나 장난치다가 

보호자를 벗어남. 이때 해당 
시설이 특별한 경계가 없어 아동 
이탈이 용이하였으며, 놀이기구, 
매대 등과 같은 장애물에 막혀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함.

쇼핑몰/
백화점 판매 행사장 매대 　 　 　

내부간 
이동 O O X a p G1 C8

E2, 
E7, E8

10

쇼핑몰/
백화점 판매 남성복

매장
피팅룸 
인근 판매 남성복

매장
같은 층 
끝매장

내부간 
이동 O O X a j G1 C@ E1, 

E6, E8
보호자가 옷을 피팅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한 사이, 
아동이 이탈함. 이때 시설의 
경계가 없거나 문이 열려있어 
아동이 더욱 쉽게 이탈하였음. 
하지만 보호자가 있던 공간의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어 아동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함.

예식장/
피로연장 식음 뷔페(룸) 테이블 식음 뷔페(룸) 옆 식사 

룸
내부간 
이동 O O X f f G1, 

G4 C@ E6, E8

쇼핑몰/
백화점 판매 성인복매

장(한복) 매장 내 판매 식음
매장 카페 내부간 

이동 O O X a j G1 C@ E5, 
E6, E8

11

쇼핑몰/
백화점

판매 이동공간 
내

매대 이동 매대 
인근

통로 내부간 
이동

O O X a j G1 　

E1, 
E2, 
E4, 

E7, E8

보호자가 상품구경하거나 손을 
씻는 사이, 시설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아동이 사람들에게 
떠밀리면서 보호자를 이탈함. 
하지만 많은 사람과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아동이 근처에 
있는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호자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함.

동물원/
아쿠아리움

편의 동물원 화장실
내부

이동 동물원 길거리 내부간 
이동

O O X c,m j G1 　 E1, 
E4, E8

12

쇼핑몰/
백화점

판매 이동공간 
내

매대 이동 매대 
인근

통로 내부간 
이동

O O X a j G1 　

E1, 
E2, 
E4, 

E7, E8

보호자가 상품구경 또는 계산을 
하거나 손을 씻는 등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아동이 개방된 해당 

시설을 이탈함.

이때 높은 매대 등의 시각적 
장애물에 아동이 가려져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동 
또한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지 
못함. 

마트 편의 마트
외부

화장실 판매 과자
코너

마트
입구밖

내부간 
이동

O O X m j G1 C2, C4
E2, 
E5, 

E7, E8

쇼핑몰/
백화점 판매 행사장 매대 　 　 　 내부간 

이동 O O X a p G1 C8 E2, 
E7, E8

마트 판매 마트
내부

계산대 이동 마트
외부

출구 밖
내부→
외부 
이동

O O X b, c j G1 C6
E2, 
E6, 

E7, 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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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규모 
공원

유희 놀이터 놀이터 이동 　 　 내부간 
이동

O X X c, e p G1 C9 E1, E4 보호자가 지인과 대화를 하거나 
계산을 하는 등 다른 일을 하느라 
아동을 관찰하지 못할 때, 아동 

또한 사람들에게 가려진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호자를 찾아 

이동함.

일반상업
시설/시장

식음 일반상업
시설

계산대 이동 길거리　길거리
내부→
외부 
이동

O O X b j G1 C9 E1

G3

관
련

14

길거리 이동 　 길거리 이동 　 길거리 외부간 
이동

O X X l l G3 C4 E5, E6

보호자와 아동이 통제거리를 
벗어나 각각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아가 발생함. (아동이 보호자가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먼저 이동을 하고, 보호자가 

거리를 두고 뒤따라감.)

이때 사람이 많거나 보호자가 
상품구경, 구매, 다른 아동 케어 
등을 하느라 아동을 시야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음.

동선 및 공간 구조가 복잡한 
곳에서 보호자와 아동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오래 

걸리기도 함.

집근처 이동 　 　 이동 　 　 외부간 
이동

O X X c l G3 C4 　

친척집/
친구집 
근처

이동 　 길거리 판매 　 매장에 
도움요청

외부간 
이동 O X X l l G3 C4 　

산 이동 　 산길 주차 　 주차장
외부간 
이동 O X X c l G3 C4 E5

쇼핑몰/
백화점 이동 여성복매

장 인근 통로 이동 　 　 내부간 
이동 O X X b l G3 C4, 

C6, C8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동 놀이공원 길거리 이동 놀이공원 길거리 내부간 
이동

O X X l l G3 C4 E1, E5

집근처 이동 아파트 
단지 길거리 이동 아파트 

단지
단지 끝 
길거리

내부간 
이동 O X X l l G3 C4 E2, E4

일반상업
시설/시장

이동 지하상가 통로 이동 지하철 
승강장

통로 내부간 
이동

O X X a l G1, 
G3

C4

15

학교/ 
유치원 
근처

이동 　 길거리 이동 　 길거리 외부 O O X a l G1, 
G3 E2, E4

갈림길에서 보호자와 아동이 
통제거리를 벗어나 각각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아가 발생함.

벽 등의 시각적 장애물에 서로가 
가려져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서로를 찾아 계속 이동함에 따라 
더 만나기가 어려워짐.

집근처 이동 아파트 
단지 길거리 이동 아파트 

단지
단지 끝 
길거리

내부간 
이동 O X X l l G3 C4 E2, E4

16

집근처 휴식 집 집 이동 집근처 길거리
내부→
외부 
이동

X X X d, n l G3 E2, E4

집근처 이동 아파트 
단지 길거리 이동 아파트 

단지
단지 끝 
길거리

내부간 
이동 O X X l l G3 C4 E2,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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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관
련

17

놀이공원/
워터파크 식음 워터파크

푸드코트 테이블 유희 푸드코트
인근

파도
풀장

내부간 
이동 X X X b j G2 C1 E8 식당에서 보호자가 주문한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혹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남은 아동이 흥미요소를 
보고 자리를 이탈하여 미아가 됨.

이때 시설의 경계가 없거나 문이 
열려있어 아동이 더욱 쉽게 

이탈하였음.

마트 휴식 도서매장 벤치 판매 장난감매
장

매대 내부간 
이동

X X X n q G2, 
G4

C1 E2, E8

쇼핑몰/
백화점 식음 쇼핑몰

푸드코트 테이블 이동 푸드코트
같은 층　 통로 내부간 

이동 X X X b j G2 C1, C6 E5, 
E6, E8

18

마트 판매 장난감
매장

매대 편의　 　 미아보
호소

내부간 
이동

X X X a a G2 C5 E8 아동이 장난감 구경이나 공연을 
보거나 놀이를 하는 사이, 

보호자가 잠시 다른 일을 위해 
자리를 비움. 아동은 그런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찾으러 
이동하다가 미아가 됨.

아동 혼자 나가기 쉬운 
공간구조에서 발생하기 쉬움.

전시시설 관람
전시관 

내 상영관 이동
상영관 

밖 통로　
내부간 
이동 X X X c, n g G2 C5 E8, E9

스키장 유희 스키장내 놀이터 이동 스키장 
내

스키장 
내

내부간 
이동

X X X c, n p G2 C5 E8

19

종교시설 유희 교회외부 놀이터 이동 교회내부 로비
외부→
내부 
이동

X X X m p G2 C6 E8
보호자가 화장실 사용, 음식 픽업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이 보호자와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따라감.

이때 시설의 경계가 없거나 문이 
열려있어 아동이 더욱 쉽게 

이탈하였음.

쇼핑몰/
백화점

식음 쇼핑몰
푸드코트

테이블 이동 푸드코트
같은 층　

통로 내부간 
이동

X X X b j G2 C1, C6 E5, 
E6, E8

20

집근처 유희 놀이터 놀이터 유희 놀이터 놀이터 내부간 
이동

X X X m p G2 C@ E8 보호자가 화장실 사용, 식사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놀이터에서 놀던 아동이 갑자기 
이탈하였음.

이때 시설의 경계가 없거나 문이 
열려있어 아동이 더욱 쉽게 

이탈하였음.

키즈카페 유희 놀이터 놀이터 유희 놀이터 놀이터
내부간 
이동 X X X f p G2, 

G4 C@ E8

E3 
관
련

21

바닷가 유희
모래사장
놀이터　

모래
사장

이동 중
이동

모래
사장　

바다와 
파라솔 
사이 

빈공간

외부간 
이동 O X X e p G1 　 E3, E6

유희공간에서 아동은 놀이를 
하고, 보호자는 멀리서 아동을 

관찰하며 대화 등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아동이 놀이의 연장 또는 
보호자에게 가기 위해 이탈함.

아동이 멀리 떨어진 보호자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보호자 공간이 
디자인적인 차별성이 없어 쉽게 

찾지 못하고 미아가 됨.

바닷가 유희 해수욕장
바다

(물놀이) 편의　해수욕장
미아

보호소 외부 O X X e p G1 C8 E3, 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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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

선
이
탈

관
련

22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람/

유희
놀이공원

물놀이
이벤트

장
　 　 　 내부간 

이동
O X X g g C8 E1, E6

유희공간에서 아동이 놀기위해 
또는 이벤트장을 구경하기 위해, 

갑자기 보호자를 이탈함.

하지만 사람들도 많고 보호자가 
있는 곳의 디자인적 차별성도 
없어, 아동이 보호자에게로 

돌아오지 못함.

놀이공원/
워터파크 유희 놀이공원

놀이기
구 위 유희 놀이공원

놀이기
구 위 내부 O X X c p C8 E1, E6

23

집근처 유희
아파트
놀이터 놀이터 주차

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

내부간 
이동 O X X o p 　 C8

E5, 
E6, E9

유희공간에서 아동이 놀기위해 
갑자기 보호자를 이탈하거나  

숨바꼭질 과정에서 보호자가 안 
보이게 멀리 이동해 숨음. 

하지만 보호자에게로 가는 
동선(구조)이 복잡하고 디자인적 
차별성도 없어, 아동이 보호자

에게로 돌아가지 못해 미아가 됨.

관광지 이동 절 길거리 이동 절 길거리 내부간 
이동

O O X g p G1 C8 E2, 
E5, E6

길
찾
기

관
련

24

전시시설 관람 　 통로 　 　 　 내부간 
이동 X X O g g C4 E5, E6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이 혼자 이동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허락을 구한 후, 이동하였음.

하지만 동선(구조)이 복잡하고 
공간 간 디자인적 차별성도 없어,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함.

아동이 사인시스템을 보고 
찾아오거나 행인이나 보호자, 

지인 등이 아동을 발견함으로써 
미아 극복함.

학교/ 
유치원 
근처

이동
학교/
친구집
근처　

길거리 　 　 　
외부간 
이동 X X O n l E5, E6

25

길거리 이동 길거리 이동 　 길거리 외부간 
이동

O X O l l G3 C4 E5, E6

전시시설 관람 　 통로 　 　 　
내부간 
이동 X X O g g C4 E5, E6

탑
승

관
련

26

친척집/ 
친구집 
근처

탑승 아파트　엘리베
이터 탑승 아파트　엘리베

이터 내부 O O X j j G1 C3
E/V를 타기 위해 대기하던 중, 
보호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아동이 자아중심성에 의해 

먼저 E/V를 탑승함.

하지만 E/V 문이 자동을 
닫힘으로써 보호자와 아동이 

물리적으로 이탈됨.

마트 탑승 마트 에스컬
레이터

　 　 　 내부간 
이동

O O X j j G1 C3, C7

27

숙박시설 탑승 　 엘리베
이터

탑승 　 엘리베
이터

내부간 
이동

O O X j, l j G3 　 E1 E/V 또는 전철(지하철)을 타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먼저 

탑승하였으나, 아동은 사람들에 
의해 떠밀리면서 탑승하지 못함. 

하지만 E/V 또는 전철 문이 
자동을 닫힘으로써 보호자와 
아동이 물리적으로 이탈됨.

교통시설 탑승 지하철역 승강장 탑승 지하철역 승강장 내부 O O X j, l j G3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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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미아 발생유형 도출 및 미아 과정 체계화

3.4.1. 미아 발생 유형 도출

미아 발생 순차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최종 도출된 27개의 규칙들은 공통된 속성

을 가진 몇 개의 유형들로 그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을 그

룹화하면, 어떤 상황에 의해 미아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미아)과정

을 구체화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분류된 27개의 규칙을 토대

로 미아 발생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 발생유형을 통해 추후 미아 과정 또

한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아 발생특성은 보호자 및 아동의 ‘원인’이 아

닌 ‘행태’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태’를 함으로

써,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하여 미아가 되는지를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때 ‘미아 발생’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단순 이탈이 아닌, ‘보호자와 아

동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물리적인 이탈’로 정의하였다.

미아 발생유형 도출 과정은 [표 3-14]와 같으며, 총 7가지의 세부 유형으로 도

출되었다. 그리고 이 유형들을 단계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림 3-27]과 같으

며, 유형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아 발생유형은 가장 먼저 “미아 발생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보호자나 아동의 과실’에 의해 미아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타의나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미아가 발생하였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자나 아동의 과실일 경우,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동

반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한 경우에 이들의 물리적 거리에 

의해서 또 구분되어질 수 있다. 즉, 아동이 보호자의 “통제거리” 내에 있었는지 여

부에 따라 구분되어지며, 이때 “보호자 행태”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보호자가 아

동 옆에 있다가 다른 일을 하였는지, 아니면 보호자와 아동이 거리를 두고 각각 이

동하였는지, 혹은 보호자가 아동을 멀리서 관찰하는 행태였는지 등에 따라 또 세부

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자의 행태 후에 아동의 이탈(이동)이 발

생할 때, 이탈행위가 보호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로 미아 발생을 최

종 유형화할 수 있다. 보호자가 허락한 후의 아동 이동은 미아 발생 상황으로 볼 수 

없으나,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탈한 것은 예측하지 못한 이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은 갑작스런 아동의 이탈”을 미아 발생의 첫 번째 

유형(Ⅰ)으로 도출하였다. 반면, 보호자와 아동이 한 공간에서 동반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아가 발생할 수 있다. 보호자 허락 하에 아동이 놀이터나 화장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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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을 하거나 다시 보호자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길찾기에 

실패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호자가 아동의 이동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초기의 아동 이동은 미아 발생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즉, 아동 혼자 길을 찾

는 과정에서 실패하여 미아가 된다는 점에서 앞선 유형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

동의 길찾기 실패에 의한 미아 발생(Ⅱ)을 두 번째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

로 보호자나 아동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미아가 발생하는 경우

가 있다. 이는 주로 탑승공간에서 발생하며, 엘리베이터나 전철, 버스 등 운송수단

이 운행(이동)하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갑작스럽게 이별하는 경우이다. 앞선 Ⅰ·Ⅱ

유형과 달리, 해당 유형은 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

라서 탑승공간에서의 물리적 분리에 의한 불가항력적 미아발생(Ⅲ)을 세 번째 유형

으로 도출하였다. 정리하면, 미아 발생 주체에 의해 크게 유형Ⅰ·Ⅱ와 유형Ⅲ이 구

분되고, 보호자의 아동 이탈 허락 여부 및 이탈 상황109)에 따라 유형Ⅰ과 유형Ⅱ가 

구분된다. 그리고 전체 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Ⅰ은 또다시, 미아 발생의 

시발점이 되는 보호자의 행태에 따라 세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아 발생을 

유발하는 보호자 행태로는 크게 ‘다른 일함’, ‘거리두고 이동’, ‘자리비움’, ‘아동케

어/관찰’ 등이 있다.110)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가 다른 일하는 사이 아동이 이동하

며 미아가 되는 유형을 Ⅰ-1, 보호자와 아동이 서로 잘 따라오거나 찾아갈 것이라 

생각하며 각각 혼자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는 유형을 Ⅰ-2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이 이동하며 미아가 되는 유형을 Ⅰ-3, 보호자가 

멀리서 관찰하는 사이 아동이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는 유형을 Ⅰ-4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관찰하고 있었음에도 아동이 갑작스럽게 이탈하면서 미아가 

되는 유형을 Ⅰ-5로 구분하였다.

109) 이탈 상황 : 아동이 갑자기 이탈하여 미아가 됐는지(유형I), 길찾기를 실패하여 미아가 됐는지(유형Ⅱ)

110) 미아 원인의 측면에서 보면, Ⅰ-1, Ⅰ-2, Ⅰ-3의 각 보호자 행태는 보호자 부주의 원인(G1, G3, G2)이 

작용한 것이며, Ⅰ-4의 멀리서 아동관찰하는 행태는 환경 원인(E3)에 의해 발현된 행태이다. 그리고 Ⅰ-5의 

가까이서 아동을 관찰하다 아동이 갑작스럽게 이탈한 것은 아동 원인(C8)이 미아 발생의 시발점이 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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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아 발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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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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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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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흥미요소로 이동(C1)
  

혼자 먼저 이동(C3,C4)
  

타인을 보호자로
착각하고 따라감(C6)

  

사람들 따라 이동(C7)
  

놀거나 장난치다가 
이동(C8)

  

보이지 않는
보호자 찾아 이동(C9)

사람에 가려짐/밀림(E1)
  

시각적 장애물에 가려져 
보호자· 아동

서로 찾아 이동 (E2,E4)
  

차별성X·시각적 장애물 많아
아동 길찾기 실패(E6,E7)

  

개방된 구조(E8)
  

어두움(E9)

Ⅰ-1.

보호자가 

다른 

일하는 

사이, 

아동이탈

Ⅰ.

허

락

되

지

  

않

은

  

갑

작

스

러

운

  

아

동

    

이

탈

보

호

자

·

아

동

과

실 

통
제

거
리

X

(가시거리 내)

원거리 
아동관찰(ᅳ)

  

다른 일함(G1)

보호자에게로 이동(-)

멀거나 부족한 
보호자공간(E3)

  

디자인적 차별성X
아동 길찾기 실패(E6)

Ⅰ-4.

보호자가 

멀리서 

관찰하는 

사이, 

아동이탈

아동과 
거리두고 이동

(G3)

독립성으로
혼자 먼저 이동(C4)

시각적 장애물에 가려져 
보호자· 아동

서로 찾아 이동 (E2,E4)

Ⅰ-2.

보호자와 

아동이 

각각 이동

근거리 
아동관찰(-)

놀거나 장난치다가 
이동(C8)

사람에 가려짐/밀림(E1)
  

구조복잡·차별성X
아동 길찾기 실패(E5,E6)

Ⅰ-5.

아동이 

갑자기 

먼저 이탈

동
반

X

통
제

거
리

X

자리 비움

(G2)

흥미요소로 이동(C1)
  

보호자 기다리지 않고
찾아서 이동(C5)

  

타인을 보호자로
착각하고 따라감(C6)

개방된 구조(E8)

Ⅰ-3.

보호자가 

자리 비운 

사이, 

아동이탈

다른 곳에서
아동 기다림
/휴식(ᅳ)

독립성으로
혼자 먼저 이동(C4)

  

아동 길찾기(-)

구조복잡·차별성X
아동 길찾기 실패(E5,E6)

Ⅱ.허락 하의 

아동이탈 및

길찾기 실패

탑
승
공
간

동
반

통
제

거
리

다른 일함(G1)
자아중심성으로

혼자 먼저 이동(C3)
운송수단 이동(-)

Ⅲ.

불가항력적 상황

(운송수단 이동)
거리두고

먼저 이동(G3)
아동 못 따라감(-)

사람에 가려짐/밀림(E1)
  

운송수단 이동(-)

*모든 행태가 미아발생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님. 표에는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 및 아동의 행태를 표
기한 것이며, (-)로 원인이 없는 것은 보호자 또는 아동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표 3-14] 미아 발생유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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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미아 발생 유형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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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미아 발생 유형별 원인 및 특성 분석

미아 발생의 세가지 유형 모두 미아가 발생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호자 부주의, 아동 이탈, 환경특성 등

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미아 발생을 유발하기도 하고, 아동의 길찾기나 보호자의 미

아 발견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미아 발생유형별

로 사례를 분류하고, 유형별로 영향을 미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고찰함으

로써 특성을 분석하였다.

(1) 미아 발생 유형별 원인 및 공간 연관성 판별

먼저, 202건의 미아사례에 대하여 어떤 유형으로 발생하였는지 분류하였다. 이

때 사례는 발생 상황 및 원인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 환경

특성 원인에 의해서만 미아가 발생한 경우처럼, 순차연관규칙 분석에서 의미있는 

규칙(패턴)이 도출되지 않은 사례는 기존 7개의 세부 유형 중, 그 내용이 유사한 유

형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사례가 둘 이상의 유형에 부분적으로 속

하는 경우, 조금 더 유사한 유형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그 후, 각 유형에 해당하

는 사례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고찰하고 유형별 원인 빈도수와 비

율을 통계화하였다. 빈도수는 각 유형에서 해당 원인으로 미아가 발생한 사례 수를 

의미하며, 비율은 유형별 사례 수 대비 해당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례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형별 미아 원인의 연관성 정도를 판별할 때, 이 ‘사례 비율’과 앞선 절

에서 도출한 미아 규칙의 ‘신뢰도’를 기준 지표로 활용하였다. 즉, 원인별 사례 비

율로 각 원인이 해당 유형에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띄는지, 규칙의 신뢰도 지표

로 각 원인이 해당 유형에 포함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판단하였다.111) 그

리고 연관성 판별 기준은 신뢰도의 경우, 미아 발생 규칙에서 과반수의 신뢰도, 즉 

5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원인별 사례 비율은 해당 원인이 각 유형별 원인 범주

(보호자, 아동, 환경)에서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칠 확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표 

3-15).112) 예를 들어, 유형Ⅰ-1의 경우, 각 원인 범주에서 사례당 평균적으로 영

111) 미아 발생 원인 중 특정 유형에서 발생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우, 빈도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미

아 발생 규칙의 신뢰도는 높을 수 있다. 반면, 이따금씩 다른 원인과 함께 발생하여 빈도수는 높지만, 그 관

계가 일관되지 않아 규칙으로 도출되지 않은 원인도 있다. 따라서 유형별 미아 원인 연관성 판별 시, 원인별 

사례 비율과 미아 규칙의 신뢰도를 함께 기준 지표로 활용하였다.

112) 100(%) × 유형별 원인 범주(보호자, 아동, 환경)의 평균 발생 원인 수 ÷ 범주별 원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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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 원인 수는 보호자 원인은 1.05개, 아동 원인은 0.94개, 환경 원인은 

1.16개 이다.113) 그리고 보호자, 아동, 환경 원인의 수는 각 3개, 9개, 9개이다.114)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하면, 해당 유형에서 각 원인에 의해 미아가 발생할 확률이 보

호자 원인 범주가 35.0%, 아동 원인 범주가 10.4%, 환경 원인 범주가 12.9%가 된

다. 이를 아동 원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Ⅰ-1은 일반적으로 

0.94개의 아동 원인에 의해 미아가 발생하므로, C1~9 각 아동 원인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10.4%이다. 따라서 이 기준보다 값이 높다는 것

은, 해당 원인이 평균보다 미아 발생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원인이라는 의미이

며, 비율 값이 낮다는 것은 미아 발생에 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유형Ⅰ-1에서 각 범주별 원인이 기준 비율을 넘어서면, 해당 원인이 그 

유형과 관련이 밀접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형 원인 범주별 보호자 아동 환경

유형Ⅰ-1
평균 원인 수(개) 1.05 0.94 1.16

기준 사례 비율 35.0% 10.4% 12.9%

유형Ⅰ-2
평균 원인 수(개) 1.25 0.89 0.58

기준 사례 비율 41.7% 9.9% 6.4%

유형Ⅰ-3
평균 원인 수(개) 0.96 0.87 0.78

기준 사례 비율 32.0% 9.7% 8.7%

유형Ⅰ-4
평균 원인수(개) 0.25 0.50 2.13

기준 사례 비율 8.3% 5.6% 23.7%

유형1-5
평균 원인수(개) 0.09 1.00 1.64

기준 사례 비율 3.0% 11.1% 18.2%

유형Ⅱ
평균 원인수(개) 0.14 0.43 1.29

기준 사례 비율 4.7% 4.8% 14.3%

유형Ⅲ
평균 원인수(개) 1.00 0.63 0.25

기준 사례 비율 33.3% 7.0% 2.8%

[표 3-15] 유형별 미아 원인의 연관성 판별 기준 (사례 비율)

113) 유형Ⅰ-1의 미아 사례당 보호자 원인 1.05개, 아동 원인 0.94개, 환경 원인 1.16개가 함께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보호자 원인에서 부차적 원인인 G4는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114) 보호자 부주의에서 부차적 원인인 G4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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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유형별 미아 원인의 연관성 정도는 ‘강, 중, 약, 무’로 분류하고 기호

화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3-16]과 같다. 그리고 미아 발생 규칙은 패턴의 지지도

(빈도)가 2개 이상인 규칙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사례가 1건인 원인에 대한 신뢰

도는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례가 1건인 원인은 해당 유형에서 미아 유발의 가

능성이 있다고 추론되면, ‘(○)’로 별도로 표기하였다. 마찬가지로 기능적 공간의 

연관성을 판별할 때는 8개의 기능적 공간에서 미아가 발생할 확률인 12.5%를 기

준으로 하였으며, 유형별로 각 공간에서의 미아 발생 경위를 살펴보고 종합하여 판

단하였다.

미아 발생 유형별
사례 비율

기준 비율 이상 기준 비율 미만

미아 규칙 신뢰도
50% 이상 ● (강) ◐ (중)

50% 미만 ◐ (중) ○ (약)

* (○) : 사례가 적은 원인 중, 미아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되는 원인

* G4 원인 또한 주원인이 아닌, 부차적 원인으로서 추론으로 판단

[표 3-16] 연관성 정도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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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발생

유형

Ⅰ Ⅱ Ⅲ

갑작스런 아동의 보호자 이탈에 의한 미아발생 

아동 길찾기 
실패에 의한 

미아발생

물리적 분리
(운송수단 
이동)에 

의한 
불가항력적 
미아발생

Ⅰ-1 Ⅰ-2 Ⅰ-3 Ⅰ-4 Ⅰ-5

보호자가
다른 일하는

사이,
아동 이동

보호자와
아동 

거리두고 
이동

보호자가
자리 비운 

사이,
아동 이동

보호자가
멀리서

관찰하는 사이,
아동 이동

아동이 
갑자기

먼저 이탈

미아사례(202건)109 (54.0%) 36 (17.8%) 23 (11.4%) 8 (4.0%) 11 (5.4%) 7 (3.5%) 8 (4.0%)

평균 연령
만 3.9세

만 5.9세 만 2.3세
만 3.6세 만 4.2세 만 4.1세 만 4.1세 만 4.8세

물리적 

거리

동일 공간 
(동반) ● ● X ● ● X ●

통제거리 ● ● X X ● X ●

보호자의 아동 
이동 허락여부

X X X X X ● X

미

아

발

생

원

인

보

호

자

G1 ● 107(98%) ◐ 4 (11%) - 0 ● 2 (25%) ○ 1 (9%) - 0 ● 3 (38%)

G2 - 0 - 0 ● 22(96%) - 0 - 0 - 0 - 1 (13%)

G3 - 1 (1%) ● 36(100%) - 0 - 0 - 0 (○) 1 (14%) ● 4 (50%)

G4 (○) 6 (6%) (○) 5 (14%) (○) 4 (17%) - 0 - 0 - 0 - 0

아

동

C1 ● 24(22%) ◐ 9 (25%) ● 4 (17%) - 0 ◐ 6 (55%) - 0 - 0

C2 (○) 10(9%) - 0 - 0 - 0 - 0 - 0 - 0

C3 ◐ 5 (5%) - 0 - 1 (4%) - 0 - 0 - 0 ● 3 (38%)

C4 ◐ 4 (4%) ● 8 (22%) - 0 - 0 (○) 1 (9%) ● 1 (14%) - 0

C5 - 0 - 0 ● 7 (30%)(○) 1 (13%) - 0 - 0 - 0

C6 ◐ 2 (2%) ○ 3 (8%) ◐ 2 (9%) (○) 1 (13%) - 0 - 0 - 0

C7 ◐ 8 (7%) ◐ 5 (14%) - 1 (4%) - 0 - 0 - 0 (○) 1 (13%)

C8 ● 13(12%)(○) 1 (3%) - 0 ◐ 2 (25%) ● 4 (36%)(○) 2 (29%)(○) 1 (13%)

C9 ◐ 4 (4%) (○) 1 (3%) - 1 (4%) - 0 - 0 - 0 - 0

환

경

E1 ● 27(25%) ◐ 7 (19%) ◐ 3 (13%) ◐ 3 (38%) ● 7 (64%)(○) 1 (14%) ● 2 (25%)

E2 ● 25(23%) ● 3 (8%) ◐ 2 (9%) (○) 1 (13%) ○ 2 (18%) - 0 - 0

E3 - 0 - 0 - 0 ● 6 (75%) - 0 (○) 1 (14%) - 0

E4 ● 15(14%) ● 5 (14%) - 0 - 0 - 0 - 0 - 0

E5 (○) 7 (6%) ◐ 4 (11%)(○) 1 (4%) (○) 1 (13%) ● 2 (18%) ● 2 (29%) - 0

E6 ◐ 10(9%) ○ 1 (3%) (○) 1 (4%) ● 4 (50%) ● 5 (45%) ● 5 (71%) - 0

E7 ◐ 7 (6%) - 0 - 0 - 0 - 0 - 0 - 0

E8 ● 29(27%) - 0 ● 10(43%)(○) 1 (13%) - 0 - 0 - 0

E9 ◐ 6 (6%) (○) 1 (3%) - 1 (4%) (○) 1 (13%)(○) 2 (18%) - 0 - 0

기

능

적

공

간

판매공간 ● 50(46%) ○ 4 (11%) ● 4 (17%) - 0 　 ○ 1 (9%) - 0 　 - 0 　

이동공간 ● 15(14%) ● 26(72%) ○ 2 (9%) - 0 　 ○ 2 (18%) ● 2 (29%) - 0 　

유희공간 ● 15(14%) - 0 ● 7 (30%) ● 8 (100%) ● 3 (27%) ● 3 (43%) - 0 　

휴식공간 ○ 10(9%) ○ 2 (6%) ● 4 (17%) - 0 　 - 0 - 0 - 0 　

식음공간 ○ 9 (8%) - 0 ● 4 (17%) - 0 　 - 0 ○ 1 (14%) - 0 　

관람공간 ○ 3 (3%) ○ 1 (3%) ○ 2 (9%) - 0 　 ● 5 (45%) ○ 1 (14%) - 0 　

편의공간 ○ 7 (6%) - 0 - 0 - 0 　 - 0 - 0 - 0 　

탑승공간 - 0 ○ 3 (8%) - 0 - 0 　 - 0 - 0 ● 8 (100%)

* 빈도 : 각 유형에서 해당 원인으로 or 해당 장소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 수

* 비율 : 각 유형의 총 사례 중, 해당 원인에 의해 or 해당 장소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 비율

* 연관성 기준 : 강 ●, 중 ◐, 약 ○, 약(추론) (○), 무 - ; [표 3-15], [표 3-16] 참조

[표 3-17] 미아 발생 유형별 발생원인 및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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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아 발생 유형별 원인 및 특성115)

■ 유형 I : 갑작스런 아동의 보호자 이탈에 의한 미아발생

Ÿ 유형 I-1 : 보호자가 다른 일하는 사이, 아동이 이동

유형 I-1은 아동이 보호자의 통제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미아가 발생할 것이라

는 예측을 보호자가 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다른 일을 하면서 미아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해당 유형은 202건의 전체 미아 사례 중 55.0%(109건)를 차지

할 만큼, 가장 일반적인 미아 발생유형으로 볼 수 있다. 즉, 그만큼 해당 유형은 대

부분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판매공간(45.9%), 이동공간

(13.8%), 유희공간(13.8%), 휴식공간(9.2%), 식음공간(8.3%), 편의공간(6.4%), 관

람공간(2.8%)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해당 유형에서 보호자가 행한 다른 일의 행태는 미아 발생의 시발점이 되

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09건의 사례에서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한 행태

로는 상품 또는 흥미요소 구경(27.2%), 구매/문의(22.8%), 다른 아동 케어

(16.7%), 대화(7.0%), 찾기/정리/채비(7.0%), 이동(5.3%), 휴식/아동관찰(3.5%), 

화장실 사용(2.6%), 식사(2.6%), 휴대전화 사용(2.6%), 관람(0.9%), 대기(0.9%), 

운동(0.9%)이 있었다. 이러한 보호자의 행태를 공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

매공간에서는 보호자가 상품을 구경하거나, 계산 또는 직원에게 문의를 하면서 아

동을 관찰하지 못하였다. 유희 및 휴식공간에서는 아동이 놀이 중에 보호자가 다른 

아동을 케어하거나 지인과 대화, 휴대전화 사용, 식사 등을 함에 따라 아동을 관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음공간에서는 음식 주문 및 계산을 하거나 식사 또

는 식사 후 뒷정리 등을 함에 따라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편의공간 

중 화장실에서는 보호자가 손 씻는 동안 아동에게 주시하지 못했고, 고객센터/유모

차 대여소에서는 보호자가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짐 정리를 하는 동안에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이동공간에서는 이동을 하며 상품이나 흥미요소 등을 

구경하거나 다른 아동을 케어하고, 물건 찾기 및 짐 정리, 대화 등을 함에 따라 아

동을 주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관람공간에서는 보호자와 아동이 각각 전시물을 

보며 관람을 함에 따라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이처럼 해당 유형은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때, 아동이 보호자 옆이나 해당 공간에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미아가 된다. 아동이 

115) 본 절에서 기재된 항목별 비율은 각 유형의 총 사례 중, 해당 항목(공간, 행태, 원인 등)을 포함한 사례 비

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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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특히 주변 흥미요소를 보고 이동하여 

미아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21.6%). 그리고 흥미요소가 눈 앞에 보이진 않았

지만, 과거 흥미요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으며(9.0%), 놀거나 

장난치다가 보호자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12.6%). 그리고 보호자와 아동이 이

동을 할 때,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모르고 아동이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직

진을 하며 미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7.2%). 또한 아동이 자아중심성 및 독립성에 

의해 이동할 곳으로 먼저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도 각각 4.5%, 3.6% 있었

다. 그리고 아동 시야에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 찾으러 이동하며 미아가 되기도 하

였다(3.6%). 한편, 아동이 보호자와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호자로 착각하고 

따라가며 미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1.8%).

그리고 아동이 이탈했을 때, 사람이나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아동이 가려져 보호

자가 시각적으로 아동을 놓치기도 했다(각 24.3%). 반면 사람이나 시각적 장애물

[그림 3-28] 유형 I-1의 단계별 미아발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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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보호자가 가려지면서, 아동이 보이지 않는 보호자를 찾아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14.4%). 그리고 어두워서, 아동이 이탈하는 것을 보호자가 보지 못하기도 

하였다(5.4%).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아동이 공간을 이탈하고자 할 때, 해당 공간

의 출입문, 펜스 등의 시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개방된 구조일 경우, 아동이 더욱 

쉽게 이탈하는 경향을 보였다(26.1%). 또한 아동이 이탈한 이후, 다시 보호자에게

로 되돌아가고자 길찾기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탈한 공간의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거나(9.9%), 구조 및 동선이 복잡하여(7.2%), 혹은 시각적 장애물이 많아 아동이 

길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6.3%), 되돌아가지 못하기도 하였다.

Ÿ 유형 I-2 : 보호자와 아동이 거리를 두고 각각 이동

유형 I-2는 보호자와 아동이 동일 공간의 가시거리 내에 있지만 통제거리는 벗

어나, 보호자와 아동이 거리를 두고 이동함에 따라 미아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동 

행위를 수반한다는 측면에서 이 유형은 이동공간(7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

다. 또한 판매공간(11.4%)에서 이동을 하며 상품을 구경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기 중 이동의 행태를 보이는 탑승공간(8.6%)과 이동을 하며 전시

물을 관람하는 관람공간(2.9%)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규모가 큰 휴식공간

(5.7%)에서도 드물게 발생하였다.

이처럼 보호자와 아동이 손을 잡지 않고 각자 이동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

만, 주로 보호자가 양손으로 짐을 들거나 더 어린 아동의 손을 잡고 이동하기 위해, 

해당 아동의 손을 잡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집 근처나 유치원 근처, 

보호자와 아동이 자주 방문하여 익숙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각자 이

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유형 I-2 사례 36건에 대한 미아 발생장소를 보면, 

집근처(16.7%), 대형 쇼핑몰/백화점(16.7%), 놀이공원/워터파크(13.9%), 마트

(8.3%), 학교/유치원 근처(8.3%)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미아 발생 당시 장소방문 

횟수가 ‘6회 이상(방문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인 경우가 60.6%였으며, 해당 장소

가 ‘매우 익숙’ 및 ‘익숙’하다고 응답한 경우 또한 51.7%였다.

그리고 해당 유형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4.2세로, 보호자가 손을 잡고 함께 이

동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혼자 이동이 가능한 학령전기 이상의 아동인 경우가 많

았다. 이는 일반적인 유형인 I-1의 평균 연령(만 3.6세)에 비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유형은 아동의 독립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가 기반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유형의 이동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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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아동이 잘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고, 아동과 거리를 두고 먼저 이동하는 

경우로, 유형 I-2의 65.6%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독립

성에 의해 앞서가고, 보호자는 아동이 길을 먼저 잘 찾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뒤따

라가는 경우도 있었다(34.4%).

하지만 아동이 혼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흥미요소를 쫓아가거나(25.7%), 무의식

적으로 사람들을 따라 직진을 하거나(14.3%), 또는 보호자와 비슷한 옷을 입은 사

람을 따라가면서(8.6%) 보호자를 놓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이탈은 갈림

길이나 서로 다른 공간으로 보호자와 아동이 각각 이동하게 되면서 심화되었다. 예

를 들어 보호자가 상품 구경을 하며 이동하는 중 관심이 가는 매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동이 이를 목격하지 못하고 직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

가 길을 건너기 위해 지하도로 내려갔지만, 아동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아동이 다른 경로로 이탈할 때,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이를 목격하지 못하면서 아동은 미아가 되었다. 보호자가 먼저 앞서가

는 경우에는 대체로 앞을 보고 이동하기 때문에 아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지 못하

는(뒤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아동이 앞서가고 보호자가 뒤따라 이

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아동을 케어하거나 흥미요소 및 상품 구경 또는 구매 등을 

할 때 아동의 이탈을 목격하지 못하게 되었다.116)

또한 이 유형은 보호자와 아동이 거리를 두고 각각 이동하기 때문에, 그 사이 벽, 

기둥 등의 시각적 장애물이 많거나 공간 대비 사람이 너무 많으면 시야가 가려져 

서로를 놓칠 수도 있다(30.6%).117) 그리고 미아가 된 아동은 보호자를 찾거나 보

호자와 함께 가기로 한 목적지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또는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가거나 미아보호소/경찰서를 찾아가고자 길찾기를 시도한 아동도 있었다. 하

지만 목적지로 가는 구조 및 동선이 복잡하거나(11.4%) 공간 간 디자인적 차별성

이 없어(2.9%),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해당 유형은 보호

자와 아동이 서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미아가 된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직접 

미아를 찾은 경우가 22.9%로, 평균 41.5%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리고 타인에 의

해 발견되어진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

116) 유형 I-2 사례 36건 중에서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 행태를 보면, 이동(50.0%), 다른 아동 케어(18.4%), 

구경(15.8%), 현장에 없었음(7.9%), 구매(5.3%), 대기(2.6%) 순으로 높았다.

117) 이 비율은 해당 유형의 전체 사례 중, 아동이 사람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떠밀린 경우(20.0%), 아동이 시각

적 장애물에 의해 가려진 경우(5.7%), 보호자가 사람이나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가려져 아동이 보호자 찾아 

이동한 경우(11.4%)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사례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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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28.6%였다. 즉, 해당 유형의 미아는 보호자가 직접 찾는 것보다 타인의 발견

이나 도움으로 미아 상황을 타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29] 유형 I-2의 단계별 미아발생 특성 

Ÿ 유형 I-3: 보호자가 자리 비운 사이, 아동이 이동

유형 I-3은 보호자와 아동이 처음에는 함께 있었으나, 중간에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 아동이 이탈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이다. 이처럼 해당 유형은 보호자

가 아동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측면에서 평균 만 4.1세의 아동, 즉 영유아

보다는 학령전기 아동에게서 주로 발생했다. 이 유형은 유희공간(30.4%), 휴식공간

(17.4%), 식음공간(17.4%), 판매공간(17.4%) 등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고, 각 공

간별로 다양한 이유로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게 된다. 보호자가 자리 비운 이유로는 

구매/주문/문의(25.0%), 화장실 사용(25.0%), 다른 아동 케어(20.8%), 상품 구경

(장보기 포함, 16.7%), 정리(4.2%), 식사(4.2%), 휴식(4.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자가 자리 비운 사이, 아동은 대기(36.4%), 놀이(31.8%), 관람(13.6%), 구경

(9.1%), 휴식(4.5%), 독서(4.5%)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보호자와 아동의 행태를 공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희공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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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놀이를 하는 동안 관찰 중이던 보호자가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장을 보

러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판매공간에서는 아동이 매표소 

앞이나 매장 내에서 기다리고 있고, 보호자가 계산이나 문의하기 위해 또는 화장실

을 이용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도 하였다. 휴식/독서공간에서는 아동이 벤치에서 

휴식하거나 독서를 하는 동안, 보호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장을 보러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도 하였다. 식음공간에서는 아동이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동

안 보호자가 음식을 주문하러 가거나 음식 픽업 또는 식기 반납 등을 하러 가는 경

우가 있었다. 이처럼 보호자가 자리를 비울 때 아동이 이탈하지 않으면 보호자와 

아동이 다시 재회하게 되지만, 만약 아동이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이탈을 하면 

미아가 된다. 아동이 이탈하는 이유로는 보호자를 찾아 이동하는 이유가 가장 많았

으며(30.4%), 흥미요소를 보고 쫓아가거나(17.4%) 또는 보호자와 비슷한 옷을 입

은 사람을 보호자로 착각하고 따라가면서(8.7%)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아동이 이탈할 때, 머물던 공간이 출입문이나 펜스 등의 경계 없

이 개방된 구조일 경우, 아동이 더 이탈하기 쉬워졌다(43.5%). 이탈한 아동은 미아

가 된 것을 자각한 이후,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보호자를 찾기 

위해 다시 기존의 공간으로 돌아가고자 길찾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때 

해당 공간으로 가는 구조 및 동선이 복잡하거나(4.3%) 해당 공간의 디자인적 차별

성이 없어(4.3%)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자리를 비웠던 보호자가 다시 돌아온 후 아동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면, 

아동을 찾아나서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미아를 찾을 때, 보행밀도가 높아 사람이 

많거나(13.0%) 벽, 기둥 등의 시각적 장애물이 많은 환경(8.7%)에서는 아동을 발

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는 아동이 어디로 이동했

는지 알 수 없기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미아를 수색하게 된다. 실제로 보호

자가 직접 미아를 찾은 경우는 26.1%로 평균 41.5%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타인

에 의해 발견되어진 경우는 3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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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유형 I-3의 단계별 미아발생 특성  

Ÿ 유형 I-4 : 보호자가 멀리서 관찰하는 사이, 아동이 이동

 유형 I-4는 앞선 유형들과 달리, 보호자 원인이 아닌 환경특성이 선행하여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유형이며, 대규모 공원의 놀이터, 키즈카페 등과 같은 유희공

간에서 발생할 수 있다.118) 유희공간 내 벤치와 같은 보호자 휴식공간이 부족하거

나 아동공간으로부터 멀리 배치되어 있어, 보호자가 멀리서 아동을 관찰하면서 미

아가 발생하는 유형이다. 이때 보호자는 멀리서 아동관찰을 하며 휴식(37.5%)을 

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을 케어(25.0%)하거나 대화(25.0%), 식사(12.5%)를 

하는 등 다른 일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보호자의 가시거리 내에는 있

지만 통제거리 내에는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자가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함에 

따라 아동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 미아가 발생할 수 있다.119) 또한 보호자가 지속

적으로 관찰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거나(37.5%) 시각적 장애물(12.5%)에 

가려져 보호자가 아동의 움직임을 놓친 경우도 있었다. 이때 아동이 놀이의 연장으

로 의도치 않게 공간을 이탈하거나(25.0%), 멀리 있는 보호자에게로 돌아가기 위

118) 유형 I-4의 미아 사례 8건은 전부 유희공간에서 발생하였다.

119) 보호자의 다른 일 행태 중, 휴대전화 사용 행태는 해당 유형 8건의 사례에서는 없었지만, 선행연구에 의하

면 아동관찰 중 ‘다른 일을 한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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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동(12.5%)을 하면서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 또는 보호자와 비슷한 옷을 입을 

사람을 보호자로 착각하고 따라가면서(12.5%) 미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보호자 

원인의 경우 행태적 원인도 있지만, 1차적으로 아동 관찰환경이 미아 발생에 더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 원인의 경우 시설경계와 길찾기 환경이 미

아 발생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유형은 보호자가 멀리서 

아동을 관찰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보행밀도가 높은 환경, 시각적 장애물이 많은 

환경, 어두운 환경 등 가시성에 제약을 주는 환경과 아동이 혼자 나가기 쉬운 개방

된 구조에서 미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놀이를 마친 아동이 보호자에게로 

돌아가고자 할 때, 보호자 공간이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거나(50.0%) 찾아가는 길

의 동선 및 구조가 복잡하면(12.5%)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

엇보다도 벤치 등과 같은 보호자 휴식공간이 적거나 아동공간으로부터 멀리 배치

됨으로써(75.0%), 아동관찰이 용이하지 않도록 계획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미아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이 유형은 보호자나 아동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보

다는 환경특성이 보호자의 미관찰 행태와 아동의 길찾기 실패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미아를 유발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31] 유형 I-4의 단계별 미아발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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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형 I-5 : 아동이 갑자기 먼저 이탈

유형 I-5는 보호자와 아동이 동일 공간에 있지만, 보호자가 부주의하지 않았음에

도 찰나의 순간에 아동이 갑자기 이탈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이다. 대부분 보호자

와 아동이 손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이 이탈하지만, 손을 잡았음에도 아동이 

갑자기 손을 놓고 이탈하기도 한다. 이 유형은 주로 관람공간(50.0%)이나 유희공

간(30.0%)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판매공간(10.0%)과 이동공간(10.0%)에서도 드물

게 발생하였다. 관람공간에서는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관람 중인 상황에서 아동이 

전시물, 동물 등을 보기 위해 순식간에 보호자를 벗어나면서 미아가 되었다.120) 그

리고 유희공간에서는 아동이 놀기 위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뛰어가거나 숨바꼭질 

등으로 보호자 모르게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다. 판매공간 및 이동공간에서는 상품 

등의 흥미요소를 보기 위해 아동이 빠르게 보호자를 이탈하면서 미아가 되었다. 이

때 보호자가 아동의 이동을 목격하고 제재하면 미아가 되지 않지만, 구경, 관람 등 

다른 일을 하면서 아동의 이탈을 목격하지 못하면 아동은 미아가 된다. 실제로 미

아 발생 당시 행하고 있었던 보호자의 행태로는 관람이 44.4%로 가장 많았고, 구

경, 다른 아동 케어, 휴식, 자리비움, 아동 놀이 지원이 각 11.1%로, 보호자는 다른 

120) 미아 발생 당시 아동 행태로는 놀이, 관람이 44.4%로 가장 많았고, 구경이 11.1%로 나타났다.

[그림 3-32] 유형 I-5의 단계별 미아발생 특성 



제 3장  미아 사례조사를 통한 미아 발생 원인 및 유형 도출

153

일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의 이탈을 인지했지만, 사람이 많

거나(70.0%) 시각적 장애물(10.0%)에 아동이 가려지거나 주변이 어두움(20.0%)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놓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탈한 

아동은 보호자에게 다시 되돌아가고자 길찾기를 시도했지만, 보호자가 있던 곳의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고(40.0%) 가는 길의 구조가 복잡하거나(10.0%) 주위가 어

두워서(20.0%), 아동이 찾아가지 못하기도 하였다.

■ 유형 Ⅱ : 아동의 길찾기 실패에 의한 미아발생

유형 Ⅱ는 앞선 유형들과 다르게 보호자가 아동의 이탈을 허락한 후, 아동이 길

을 찾아가거나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미아가 되는 경우이다. 보호자는 아동이 길을 

잘 찾아올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아동의 이탈을 허락한다. 그리고 아동은 보호자

의 위치를 인지한 후 이탈을 한다. 이처럼 해당 유형은 보호자의 신뢰와 아동의 독

립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 만 5.9세의 비교적 높은 연령인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희공간(42.9%), 이동공간(28.6%), 식

음공간(14.3%), 관람공간(14.3%)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아동이 이탈을 하였다. 유희공간에서는 보호자의 휴식공간이 유희공간으로 부터 멀

거나 부족해서, 보호자는 멀리서 휴식을 취하고 아동은 홀로 유희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놀이를 하였다. 식음공간에서는 화장실이 식음공간으로 부터 멀어, 보호자는 

식사를 하고 아동은 홀로 화장실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탈한 

아동은 공간에 대한 기억과 사인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다시 보호자에게로 돌아가

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길찾기를 실패하면서 아동은 미아가 되었다. 특

히 유형Ⅱ의 사례 7건 중, 미아 발생 장소가 첫 방문인 경우가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초행길인 경우 길찾기에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아동

이 길찾기를 실패한 이유로는 먼저 보호자가 있는 공간이 디자인적인 차별성이 없

어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다(71.4%). 그리고 구조 및 동선이 복잡하거나 사인시

스템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하기도 하였다(28.6%). 또한 길을 잘 

찾아갔더라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동이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

다(14.3%). 이처럼 해당 유형은 보호자가 처음부터 아동의 이탈을 허락했다는 점, 

그리고 아동이 단순 이동이 아닌 길찾기를 실패하면서 미아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달리 보호자나 아동 원인보다 환경적 원인이 미아 발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유형의 미아 극복(발견) 방법의 28.6%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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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길을 찾아옴’121)에 해당하는 만큼, 아동의 길찾기가 미아 발생뿐만 아니라 

극복(미아 상황 타개)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3] 유형Ⅱ의 단계별 미아발생 특성 

■ 유형 Ⅲ : 물리적 분리에 의한 불가항력적 미아발생

유형Ⅲ은 특수한 경우로, 공간이 물리적으로 변하는 탑승공간(100.0%)에서 발생

하는 유형이다. 보호자와 아동이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승차

하거나 하차하는 과정에서 문이 갑작스럽게 닫히고 운행(이동)하면서, 보호자와 아

동이 물리적으로 이별하게 되는 경우이다. 해당 유형은 보호자와 아동이 통제거리 

내에 있지만, 보호자가 짐을 양손으로 들거나 더 어린 아동의 손을 잡기 위해, 해당 

아동(미아)의 손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유발된다. 또한 집 앞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익숙한 장소에서 손을 잡지 않음으로써 유발되기도 한다. 실제로 유형Ⅲ의 사례 8

건에 대한 미아 발생 장소로는, 집근처가 37.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미아 발생 

당시 장소방문 횟수가 ‘6회 이상(방문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인 경우가 62.5%였으

며, 해당 장소가 ‘매우 익숙’ 및 ‘익숙’하다고 응답한 사례 또한 50.0%로 나타났다.

121) 전체 202건 사례 중, 아동이 스스로 길을 찾아 미아 상황을 타개한 사례는 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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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당 유형은 탑승공간에서 승차를 대기하거나 운송수단을 탑승 중인 상

황에서, 운송수단의 문이 열릴 때 보호자와 아동 중 한 명이 먼저 손을 잡지 않은 

체 이동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게 된다. 이 경우, 아동이 잘 따라올 것이라고 생

각하며 보호자가 먼저 이동하고(50.0%) 아동이 뒤따라 이동하는 상황에서 사람들

에게 떠밀리거나(25.0%) 장난치다가(12.5%),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지 못하면서 미

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문이 열린 순간,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

(37.5%), 아동이 먼저 이동하는 것(37.5%)을 발견하지 못해 미아가 발생하기도 하

였다. 실제로 해당 유형의 미아는 평균 2.3세로, 영유아의 어린 아동이 자아중심성

에 의해 보호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먼저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 행태는 대기(50.0%)뿐만 아니라, 이동(37.5%), 다른 아동 

케어(12.5%), 현장에 없었음(자리비움 등, 12.5%)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

았다.

또한 해당 유형은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거나 먼저 이동하면서 발생했다는 측면

에서 유형 I-1 또는 I-2와 유사하다. 하지만 보호자의 공간과 아동의 공간이 물리적

으로 분리되어 이동함에 따라, 서로에게 바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그리고 문닫힘과 같은 운송수단의 물리적인 분리를 보호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고 이동하는 상

황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직접 아동을 찾는 것(25.0%)보다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미아가 발견되어짐으로써(75.0%)122) 미아 상황을 타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3-34] 유형Ⅲ의 단계별 미아발생 특성 

122) 전체 202건 사례 중, 타인이 아동을 발견함으로써 미아 상황을 타개한 사례는 3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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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미아 발생 유형별 미아 과정

앞서 미아 발생유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별 특성 분석을 통해 아

동이 미아가 되고 다시 보호자에게로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3-

35]와 같다. 미아 과정은 크게 ‘미아 발생’, ‘미아 길찾기’, ‘미아 발견’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미아 발생 시점의 기준은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한 경우, 보호자가 인

지하지 못한 사이 아동이 이탈한 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미아가 된 아동은 보

호자를 찾아가고자 길찾기를 시도하거나 배회하게 된다. 반면,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보호자 허락 하에 아동이 이탈한 경우)에는 아동이 혼자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길찾기에 실패하여 길을 잃은 순간부터 미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렇게 미아가 된 아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발견됨으로써 미아 상

황을 극복할 수 있다. 또는 보호자가 아동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경찰이나 시설 

직원에게 신고하여, 미아를 수색함으로써 아동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미

아 과정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I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미아 유형이다. 즉, 다양한 장소에서 보호자 부

주의나 아동의 활동성·호기심, 환경특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아동이 보호자를 

갑작스럽게 이탈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해당 유형은 아동 이탈 전 보호자 부주의가 

미아 발생의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각 보호자 부주의 행태에 따라 미아 발

생의 세부 유형이 구분된다. 먼저 유형I-1로 보호자가 구경, 구매 등 다른 일을 함

에 따라 아동을 주시하지 못하는 유형이 있다. 그리고 유형I-2로 아동이 잘 따라오

거나 먼저 잘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호자 혼자 이동하면서 아동과 멀어지는 

유형이 있다. 그리고 유형I-3으로 보호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장보기, 음식 주

문/픽업/정리/식기반납 등을 위해 아동을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는 유형이 있다. 또

한 유형I-4로 보호자 공간(휴식공간)이 멀거나 부족해서 보호자가 원거리에서 아동

을 관찰하는 중, 다른 일을 하거나 시야가 가려짐에 따라 아동을 주시하지 못하는 

유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I-5로 근거리에서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있었지만, 

아동이 갑작스럽게 이탈하면서 보호자가 아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유형이 있다. 이

처럼 보호자가 부주의할 때, 아동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거나 보호자를 따라가지 못

하면서 미아가 된다. 이때 아동은 대체로 흥미요소를 보거나 흥미장소를 기억하여 

이동하기도 하고, 자아중심성이나 독립성으로 인해 먼저 이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리를 비운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찾으러 이동하기도 하며, 보호자가 근처에 있

지만 아동 시야에 보이지 않아 찾으러 이동하기도 한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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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직진하기도 하며, 보호자와 비슷한 사람을 보호자로 착각하고 따라가기도 

한다. 그리고 놀거나 장난치다가 공간을 이탈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아동의 이

탈은 출입문이나 펜스 등의 시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개방된 구조일 때 더욱 발

생하기 쉽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아동의 이탈을 보호자가 목격하고 제재하면 미아

를 방지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발견하지 못하면 아동은 미아가 된다. 사람 또는 시

각적 장애물이 많거나 어두워, 아동의 움직임을 목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아동은 

더욱 미아가 되기 쉽다. 그리고 이렇게 이탈하여 미아가 된 아동은 대체로 세가지 

행동을 보인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거나, 보호자를 찾아나서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

에게 도움을 요청한다.123) 만약 아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보

호자를 기다린다면, 보호자가 아동을 빠른 시간 내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령 아동이 보호자를 찾아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길찾기를 성공한다면 보호자와 

재회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한다면, 보호자와 함께 있던 장소에

서 더 멀어지게 되면서 보호자를 만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보호자 또한 아동을 찾으러 이동한다면, 보호자와 아동이 재회하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아동이 보호자와 재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나 

경찰, 행인(시민)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아동이 발견되거나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함

으로써 미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사라진 것을 인지한 보호자가 직

원이나 경찰에게 미아 신고를 하고 수색함으로써, 미아와 재회할 수 있다.

유형Ⅱ는 아동이 놀이터나 화장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이탈을 허락

받은 후, 길을 찾아가거나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미아가 되는 경우이다. 보호자는 

아동이 길을 잘 찾아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이탈을 허락하며, 기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 등 다른 일을 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아동은 보호자의 위치

를 기억하고 놀이터나 화장실 등으로 이동한다. 이 시점까지 보호자와 아동은 서로

가 물리적으로 이탈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미아가 된 것으로 간

주하지 않는다. 또한 이탈한 아동이 사인시스템 등을 활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를 기억하여, 해당 시설까지 길을 잘 찾아가면 미아가 되지 않는다. 하

지만 길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게 되면 미아가 된다. 또는 해당 시설을 이용

한 후, 다시 보호자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길찾기를 실패함으로써 미아가 될 수

도 있다.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체로 이용하고

123) 연령이 높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아동은 미아가 되었을 때,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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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시설이나 보호자가 있던 공간이 다른 공간과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거나 구

조 및 동선이 복잡해서 혹은 시각적 장애물이 많아서, 길찾기에 실패하게 된다. 길

을 잃은 아동은 직원이나 경찰, 행인(시민) 등 주변 사람들에게 발견되거나 이들에

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미아 상황을 타개하게 된다. 그리고 오랜 시간 아동이 돌

아오지 않아, 미아가 된 것을 인지한 보호자가 직원이나 경찰에게 미아 신고를 하

고 수색함으로써, 미아와 재회할 수 있다.

유형Ⅲ은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버스 등의 탑승공간에서 승차를 대기하거나 운송

수단 탑승 중 하차를 대기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운송수단의 문이 열릴 때 보호

자와 아동 중 한 명이 먼저 손을 잡지 않은 체 승·하차를 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

되며, 크게 두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보호자가 아동이 잘 따라올 것이

라고 생각하고 먼저 승·하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뒤에 있던 아동이 사람들에

게 떠밀리거나 장난치다가 보호자와 함께 승·하차를 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때 운

송수단의 문이 닫히고 이동을 하면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이탈되어 미

아가 된다. 그리고 역으로, 운송수단의 문이 열린 순간, 보호자가 다른 아동 케어, 

주변 구경 등 다른 일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움에 따라 승·하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동이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아중심성에 의해 먼저 승·하

차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동의 이동을 보호자가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송

수단의 문이 닫히고 이동을 하면 아동은 미아가 된다. 미아가 발생한 후, 보호자가 

아동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거나 주변 사람들이 아동을 도와줌으로써 미아 상황

을 타개하게 된다.

세 가지 유형 모두 미아가 발생하고 그 상황을 극복(타개)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아 발생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미아 발생 방식에 따라 ‘발생’ 및 ‘길찾기’ 단계의 과정이 서로 상이한 반면, 미아가 

‘발견’되어 극복하는 과정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미아발생 측면에서 보면, 유형I

은 미아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부주의한 사이, 아동이 

이탈하면서 미아가 된 유형이다. 그리고 유형 Ⅱ는 아동이 보호자의 허락 하에 이

탈한 상황에서 아동이 길찾기에 실패하면서 미아가 된 유형이라는 차이가 있다. 하

지만 유형I과 Ⅱ는 보호자 또는 아동의 과실이 미아 발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

다는 점에서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반면 유형Ⅲ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미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나 아동 중 한 사람

이 먼저 승·하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운송수단이 이동하지 않으면 미아는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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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즉, 해당 유형은 보호자나 아동의 과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인적 원인보다도 운송수단의 이동이라는 물리적 분리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미아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미아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160

[그림 3-35] 미아 발생유형별 미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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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미아 발생유형별 미아 과정 (간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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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3장에서는 미아 사례조사를 통해 미아 발생경위 및 원인 등을 고찰하고, 

bottom-up 방식으로 미아 발생유형을 도출하였으며 미아 과정을 체계화하였다. 

202건의 미아 사례를 고찰한 결과, 미아는 주로 만 2~5세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생장소로는 마트와 대형쇼핑몰 및 백화점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일반상업시설 

및 시장을 포함하여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43.1%에 해당할 만큼 많

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미아 발생원인을 보호자 부주의, 아동 이탈, 환경 특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 202건의 사례 중 보호자 부주의와 아동 이탈이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각 87.6%, 81.7%였고, 환경특성이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

우는 61.4%였다. 이를 통해 미아가 기존의 관념적인 보호자 부주의와 아동 이탈 

뿐만 아니라,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 

2.8개 원인, 즉 2~3가지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대체로 미아는 보호자 부주의와 아동특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

며, 환경특성이 기폭제역할을 함으로써 미아발생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보호자의 

미아발견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3가지 범주에서 도출된 미아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보호자 부주의’ 중에서는 구매나 문의 등 다른 일을 하거나, 

혼자 이동, 자리를 비우는 행위 등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특성’에 의한 미아 발생의 경우, 아동이 흥미요소를 보고 혼자 이동하

거나 자아중심성 또는 독립성에 의해 혼자 이동할 곳으로 먼저 이동하면서, 혹은 

놀이의 연장으로 이탈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환경특성’에 의한 미아발

생의 경우, 높은 보행밀도나 시각적 장애물 등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거나 아동이 

나가기 쉬운 공간구조에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구조가 복잡하거나 건

축적 차별성이 없어, 아동이 길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3.2절에서 미아 발생 원인 간 ‘동시발생 매트릭스’를 통해, 미아 원인 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즉, 어떤 원인들이 서로 관련이 있고, 함께 미아 발생에 영향

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아 사례별로 원인의 다양한 조합을 구조화함으

로써, 둘 이상의 원인에 대한 복합적인 조합을 고찰하였다. 즉, 이를 통해 어떤 원

인들이 조합을 이뤄 함께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3.3절에서는 202건의 미아 사례를 바탕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순차

연관규칙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아 발생 원인들이 조합되어 공통적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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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칙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총 137개의 규칙(패턴)들이 도출되었고, 이 규칙들

을 공통된 속성을 가진 유형들로 그룹화함으로써, 미아 발생 유형과 그 과정을 체

계화하였다. 미아 발생 유형은 크게는 3가지, 세부적으로는 7가지로 도출되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유형(Ⅰ)은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있었지만, 갑작스런 아동

의 이탈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경우이다. 그리고 유형Ⅰ은 또다시, 미아 발생의 시

발점이 되는 보호자의 행태에 따라 세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 유형으로

는 보호자가 다른 일하는 사이 아동이 이동하며 미아가 되는 유형(Ⅰ-1), 보호자와 

아동이 서로 거리를 두고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는 유형(Ⅰ-2), 보호자가 자리를 비

운 사이 아동이 이동하며 미아가 되는 유형(Ⅰ-3), 보호자가 멀리서 관찰하는 사이 

아동이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는 유형(Ⅰ-4), 보호자가 관찰하고 있었음에도 아동이 

갑작스럽게 이탈하면서 미아가 되는 유형(Ⅰ-5)이 있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연령

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유형(Ⅱ)으로, 보호자 허락 하에 아동이 이탈한 뒤 보호자

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길찾기를 실패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

은 특수한 유형(Ⅲ)으로, 엘리베이터나 전철, 버스 등이 갑작스럽게 이동(운행)하면

서 보호자와 아동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미아 발생 유형들은 미아를 

유발한 주된 원인이 서로 조금씩 상이하며, 주로 발생되는 기능적 공간 또한 조금

씩 다르다. 이는 다시 말해, 기능적 공간별로 미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아 

발생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의 특성에 따라 미아 발생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절함으

로써 미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3장에서는 본 설

계의 주제이자 핵심인 미아와 관련된 특성을 고찰하였다.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

로 4장에서 환경설계요소를 도출하고 미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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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미아 발생 원인, 유형, 과정 등 미아 관련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번 장에서는 이러한 기초연구를 통해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

로써, 미아 사전예방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계 대상은 미아 발생이 

가장 빈번하고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합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설계 방법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법론

의 도구(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프로세스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이

드라인의 계획요소가 되는 미아예방 환경설계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복합상

업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한 후 길을 찾거나 타인에게 발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미

아 예방 및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3장에서 

고찰한 미아 관련 특성을 바탕으로, 미아 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

소를 도출한다. 그리고 미아 과정의 각 단계(발생, 길찾기, 발견)에서 요구되는 미

아 예방 방향을 목표로 설정하고, 미아예방 환경요소를 토대로 각 목표별로 적용할 

수 있는 미아 예방 방안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미아가 발생하고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크게 미아 발생 원인과 미아 대처 방법(미아의 길찾기, 보

호자 및 타인의 발견)으로 구분하고 이에 의거하여, 환경요소별 미아 예방 및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기법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통

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124)

124) 본 장의 4.2절, 4.3절, 4.5절의 일부는 「최재필, 최소영, 한규빈, 유세원 (2020). 복합상업시설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6(6), 43-54」로 선 게재되었으며, 해당 연구내용을 보완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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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법론 도구 개발 프로세스

4.1.1. 설계 방법론(Design Methodology) 고찰

미아예방 환경설계 도구(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정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건축 설계방법론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였다. 설계 

방법론(Design Methodology)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의 단계를 과학적이고 체

계적이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분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함으로써 최

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25) 즉, 건축 설계방법론은 건축 

설계 과정을 수립하고 규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축 

설계방법론은 설계(design)를 중심으로 한 기본이론적 방법으로서 설계 과정

(design process)을 비롯한 프로그래밍(programming)과 의사결정 방법(decision 

making) 등을 포함하며, 설계기준(design criteria)의 설정 원리로서 설계 원칙(원

리) 또한 포함한다. 여기서 설계 과정은 설계의 진행 과정이나 절차를 의미하며, 프

로그래밍은 설계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의 처리 방법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의사결정 방법은 공간의 기능, 규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

이고 최적화된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 의미한다. 설계 원칙은 설계의 가치와 기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질서와 법칙을 의미한다.126)127)

건축 설계방법론은 과거의 건축가들이 의존했던 직관, 영감, 그리고 스케치 등의 

기예(craft)적인 행위에 중점을 두었던 설계 방법에 대한 한계와 회의에서부터 시

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건축 분야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디자

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건축 설계방법론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건축 설계 과정을 과

학적, 분석적, 합리적,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방법론의 

발전 과정은 시기에 따라 [표 4-1]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28) 먼

125) 김유빈 (2018). 제품디자인 개발 유형에 따른 디자인방법론 적용 가이드라인.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6) 박한규 (1991). 특집 - 기술용역 건설 시장개방과 국내현실 : 건축설계방법론이란. 건축, 35(3), 78-81.

127) 박한규 (1991)는 건축 설계방법론을 건축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특

성은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두 번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건축 설계방법론은 건물을 중심으로 한 

응용이론적 방법(applied theory)으로서 건축공간의 기능적 접근방법, 규모적 접근방법, 형태학적 접근방법, 

심리적 접근방법 등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아예

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설계 프로세스로서의 방법론을 도출한다는 점

에서, 첫 번째 설계방법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128) 설계방법론에서 세대(generation)의 개념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Rittel이며, 이후 Broadbent, Archer, 

Heath 등 여러 연구자가 논문 및 저서에서 세대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전영일 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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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설계방법론의 도입단계인 1세대는 1960년대 초·중반의 시기로, ‘분석

(analysis)-종합(synthesis)’의 모델 등 과학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설계 과정의 모

델을 제안한 시기이다. 그리고 설계방법론의 전개단계인 2세대는 1960년대 중반부

터 1970년대 초·중반의 시기로, 설계 문제의 구조에 대한 재인식과 설계에 있어 설

계 과정의 피드백과 참여적 논쟁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기이다. 이후, 설계방법론의 

이론적 발전 및 실질적 접근 단계인 3세대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의 

시기로, 설계 행위의 본질 규명과 설계 방식에 대한 철학적 및 인지적 접근이 이뤄

진 시기이다. 대표적인 예로 ‘추측(conjecture)-분석(analysis)’의 모델이 있으며, 

이는 이전의 모델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이를 보인다.

궁극적으로 기존 설계방법론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미아의 특성 

및 문제를 설계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로 발전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

화하고 적합한 설계방법론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이전 설계방법론의 단점이나 한

계점을 간과하지 않고,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법론에 적합한 설계 접근방식을 적용

하여 도구 개발 프로세스로 설정하고자 한다.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단계 설계방법론 도입 단계 설계방법론 전개 단계
설계방법론의 이론적 발전 

및 실질적 접근 단계

시기 1960년대 초·중반
1960년대 중반~

1970년대 초·중반

1970년대 중반~

1990년대 초반

주요

개념

　• 설계과정의 모델화 

:이론적, 체계적, 선형

적 방식

　• 설계 문제의 구조

화 및 과정의 재인식

• 까다롭고 불명확한 

설계 문제의 규명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전문가 참여

• 건축 설계 행위의 본질 

규명

• 초기 발생인자의 설정과 

해결도출의 설계과정

• 추측-분석의 개념으로 

건축 설계과정 재정립

(철학적 배경 하)

대표 

연구자

Asimow, Thornley, 

Jones, Alexander, 

Archer, Luckman

Rittel, Simon, Wade, 

Levin, Broadbent, 

Daley

　 Hillier, Dark, 

Lawson, March, Schon, 

Cross, Eekels

* 김규성(1994), 전영일 외(1997) 연구 재정리

[표 4-1] 국외 설계방법론의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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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설계방법론 : 분석-종합-평가 / 선형적 과정

설계방법론에 관한 초기의 연구자들은 서구의 전통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설

계를 분석적이고 기계적으로 체계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시기의 설계방법론은 설

계자가 설계 과정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였

다. 즉, 설계의 목적, 목표, 변수, 설계 기준 및 전략 등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설계 

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설계의 전체 과정은 강한 지향

성(directionality)과 인과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의 

설계 과정은 ‘분석-종합-평가’의 세 단계로 체계화하여 구분하고, 분석 과정은 종

합 과정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하나의 단계적 절차로 보았다. 그리고 설계 문제를 

세부적인 하위 문제(작은 문제)로 분절하여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나열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해결한 후 다시 종합하는 데카르트식 분해론 방식129)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가는 대개 언어적이거나 이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1세대 설계방법론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Alexander, Jones, Luckman 등이 있

다.

Alexander (1964)는 전체 시스템의 분해를 통한 설계방법론을 가장 극명하게 

주장한 연구자이다. 그는 디자인의 문제에 가치판단적 성격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좋고 나쁜 건물의 판단은 가

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적 판단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130)’고 주장하여 디

자인 문제의 과학적, 합리적 규명 가능성을 지지하였고 디자인에 있어서 직관적, 

창조적 사고조차도 논리적인 방법 속에서의 해결을 주장하였다.131) Alexander는 

계획 과정에서의 분석 단계에서는 문제의 분해 작업이 일어나며, 종합 단계에서는 

분해된 문제 각각에 대한 해결방안을 재결합하는 작업으로 보았다.132) 즉, 여러 문

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알렉산더는 이러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디자

인 문제에 요구되는 요소들을 나열하고 요소들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133) 

129) 데카르트가 제시한 논리학의 4가지 규칙 중 2번째 규칙의 내용으로서,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가능한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분해하는 것이다.

130) Alexander, C. (1979). The Timeless Way of Building. Oxford University Press.

131) 강인호 (1994). 디자인 정보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거주후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2) Dubberly, H. (2004). How do you design: A compendium of models. San Francisco, Dubberly 

Design Office.

133) Lawson, B. (2005). How Designers Think : The design process demystified. Architectura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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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구되는 요소들 상호의 영향이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중립적인지 살펴보았

다. 긍정적 및 부정적인 관계의 요소인지에 따라 해결책의 선택이 달라진다. 긍정

적인 관계의 요소를 결합함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부정적

인 관계의 요소인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Alexander가 이러한 방식으로 주창한 건축 설계 방법론으로는 패턴 랭귀지 

(Pattern Language)134)가 있다. 여기서 패턴은 ‘상황(context) - 문제(problem) - 

해결(solution)’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건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진행된다.

Jones (1963)는 설계 과정을 ‘분석-종합-평가’의 과정으로 설정하고 디자인의 

과정에서 논리적, 분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부분과 디자이너의 창조적, 직관적 

사고의 부분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체계적인 방법은 관습적, 직관적인 방법을 대

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35) Jones의 설계 과정 모델

은 처음에 분석 단계에서 모든 설계 문제를 개별 요소로 분해하고 나열한 후 이를 

분류하여 상관성이 높고 성능이 좋은 것들끼리 계열화시킨다. 그리고 종합 단계에

서 각 분석대상이나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해결책이나 대안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

하여 최종 설계안을 도출한다. 이때 해결책이나 대안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장 

적합한 설계안을 결정하게 된다.136) 즉, Jones 또한 본질적으로 설계 과정을 분해

134) 패턴 랭귀지는 공유 가능한 환경요소들을 253개의 단계로 도출하고 정리한 공간 조형 언어이다. 인간 환

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들을 객관적인 준거자료를 통해 설계하고자 하는 환경에 맞게 적용, 변형 및 조

합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135) 강인호 (1994). 디자인 정보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거주후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6) Jones C. J. (1984). A Method of Systematic Design, Developments in Design Methodology. John 

[그림 4-1] 알렉산더의 디자인 문제 해결 과정 (P: problem, S: solution)

(출처 : 강준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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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Alexander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Luckmen (1967)은 설계 과정을 일종의 정보변환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설계자

는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설계 대안을 만들기 위해) ‘분석-

종합-평가’의 과정을 통하여 작업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설계 문제들을 상

호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하부문제로 분절하여 논리적인 탐구를 통해 분석적

인 설계 과정을 개념화하였다.137)138)

1세대 설계방법론의 ‘분석-종합-평가’의 설계 과정과 설계 문제를 작은 요소로 

세분화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후 종합하는 접근법은 이후 설계방법론의 세대에서도 

적용되었다. Hanson (1985)은 복잡한 상황(문제)을 작은 부분들로 세분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제시한 후, 각 해결책(아이디어)을 종합함으

로써 상황(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139) 그리고 Lawson (2005) 

또한 마찬가지로, 설계 과정은 문제와 해결 간의 절충 과정이라 보았으며, 분석, 종

합, 평가의 세 가지 행위에 의해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140)

(2) 2세대 설계방법론 : 피드백의 순환적 과정 / 의사결정의 비전문가 참여

1세대 설계방법론은 비시각적인 설계 문제의 구조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설계

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지만, 설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가

정으로 인해 실제 설계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세대 설계방

법론자들은 이를 지적하여, 건축 설계 문제가 가지는 고유한 문제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설계 과정 모델을 재고찰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세대 설계방법론에서는 건축 설계 문제도 정답이 명확히 존재하는 문제

(well-defined problem)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과정을 통해 올바른 해답이 

도출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2세대 설계방법론에서는 설계 문제의 속성을 까다

롭고 불명확한 문제(wicked problem, ill-defined problem)141)로 인식하였다. 즉, 

Wiley & Sons.

137) Luckman, J. (1984). An Approach to the Management of Design. Developments in Design 

Methodolgy. Cross, N. London, John Wiley & Sons Ltd, 83, 97.

138) 강인호 (1994). 디자인 정보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거주후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9) Hanson, K. (1969). Design from linked requirements in a housing problem. Design Methods in 

Architecture.

140) ) Lawson, B. (2005). How Designers Think : The design process demystified. Architectural Press.

141) ‘까다롭고 불명확한 문제’는 문제의 해(solution)를 옳거나 틀렸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좋거나 나쁘다(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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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 문제는 과학이나 수학 등의 문제와 같이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인식하였다.142) 또한 1세대 설계방법론의 설계 과정은 대부분 선형적이

고 순차적인 단계의 연속으로서 피드백의 과정이 간과되었다. 반면, 2세대 방법론

은 설계 과정을 순차적 과정이 아닌 끊임없는 피드백이 발생하는 순환반복적인 과

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건축가가 타인의 생활양식까지 결정지으려 

하는 전문가 주도적인 설계 방식을 반대하고, 전반적인 설계 의사결정과정에서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비전문가)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 참여적 방법

(participatory methods) 등의 설계 방식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2세대 설계방법론

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Rittel, Simon, Wade, Broadbent 등이 있다.

Rittel (1973)은 설계 문제 중에는 정보가 혼란스럽고 가치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잘못 설정된 문제들이 많은데 이를 심술궂은 문제(wicked problem)라 

정의 내렸다. 이러한 심술궂은 문제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고, 문제를 명

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에 대한 개념화(목표의 일종)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제의 이해와 문제의 해결은 동치적 관계(concomitant)에 있

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 과정을 논쟁적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이슈 기반 정보 시스템(Issue Based Information System, IBIS)’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설계과정(논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결

안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해결해나가고자 하였다.143) 즉, Rittel은 설계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를 수반하며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설계 목표가 있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에 의한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설계 과정이 선형이 아닌 순환적인 문

제 해결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ade (1977)는 설계 과정을 목표 및 정보가 설계 수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개

념화하였다. 설계를 자료(data)의 변환과정으로 인식하고, 설계자는 인간에 대한 

정보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대상물(건축물)에 대한 정보로 설계 과정을 끝맺는

다고 보았다. 즉, 프로그래밍 과정에서는 건축주와 설계 목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행위에 대한 정보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계획 과정에서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기능에 관한 정보로 변환시키며, 설계 과정에서는 기능에 관한 정보를 대상 

호)만 가능하다.

142) 이혜인 (2021). 건축설계 접근방식에 따른 다이어그램의 사용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3) Rittel, H. (1984). Second-generation design methods. Developments in design methodology, 

3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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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144)

Broadbent (1973) 또한 1세대 설계 과정 모델의 난점은 설계 진행과정의 단계

(stage of design process)와 의사결정의 흐름에 따른 단계(phase of decision 

sequence)를 동일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설계 과정이란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순서의 구조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145)

(3) 3세대 설계방법론 : 추론-분석 / 병렬 및 순환적 과정

1세대와 2세대의 설계방법론은 대부분 비건축 전문가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으

며, 실제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디자인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었다.146) 이러한 측면에서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 전문 건축가를 

중심으로 철학적 배경 및 과학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건축 설계 작업을 고찰하고 분

석함으로써, 설계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설계 과정을 ‘분석-종

합-평가’의 선형적 과정이 아니라, ‘추론(conjecture)-분석(analysis)’의 병렬적 과

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3세대 설계방법론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Hillier, Darke, 

Zeisel, Lawson 등이 있다.

Hillier (1972)는 Popper의 ‘추론과 반박(conjection-refutation, 반증주의 

falsificationism)’의 과학철학을 원용하여, 설계는 추론(conjecture)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설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추론이 필요하며

(Popper의 추론), 자료가 축적되면서 이 추론을 검증해나가게 되고(Popper의 반

박), 이를 통해 보다 정돈된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즉, 문제에 대한 규명은 

추론과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Hillier는 합리적인 설계 과정으로 ‘전

구조화(선험개념, prestructuring)147)-추론(conjecture)-분석(analysis)’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설계는 초기단계에 설계자의 지식으로부터 나온 추측(추

론)을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듬어 나가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148)149)

144) Wade, J. W. (1977). Architecture, problems, and purposes. John Wiley and Sons Inc..

145) 김규성 (1994). 건축디자인 착상인지모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6) 김규성 (1994). 건축디자인 착상인지모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7) 전구조화 : 설계 문제 등의 요소나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통일된 조직으로 구조화되기 이전의 단계

148) Hillier, B., Musgrove, J., & O'Sullivan, P. (1972). Knowledge and design.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nd practice, 2.

149) 박인석, 김진균 (1990). 건축디자인 방법론의 전개 및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

문집, 6(5), 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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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e(1979)는 설계를 ‘다양성 축소과정(diversity reduction process)’으로 정

의하였다. 즉, 하나의 설계 문제에는 애당초 수많은 잠재적 해결책들이 존재하고, 

이 다양한 잠재적 해결책들을 외부적 제약조건이나 설계자의 인지구조에 의해 점

차 축소하는 것을 설계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설계자는 설계와 관련된 모든 요

소를 망라하여 수집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개념(인자)을 설정하고 이

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줄여나감으로써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설계자는 설계를 시

작할 때 이미 대상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가 초기 단계에 형성되며, 이는 문제에 접

근해가는 방식을 규정하게 된다.150)151) Darke는 이러한 특징을 초기 발생인자

(primary generator)152)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명하였다. 이러한 초기 발생인자

는 의뢰인의 요구나 여러 제약조건, 설계 문제 등에 의해 검증되고 구조화가 이루

어진다. 요약하면, 설계 문제의 국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생인자로 설정하고 이

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책으로서 설계안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 설계안(해결책)은 

피드백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최종 설계안(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Darke는 이러한 설계 과정을 Hillier의 설계 과정 모델에 기반하여, ‘발생인자

(generator)-추론(conjecture)-분석(analysis)’의 단계로 제시하였다.

Zeisel (1981)은 설계 과정을 순차적 과정이 아닌, 끊임없는 피드백이 발생하는 

나선형의 순환적 사이클로 정의하였다. Zeisel의 설계 모델에 의하면, 설계 과정이

나 최종 성과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 속에서 초기 설계 문제에 대한 이미지가 형

성되며, 최종 성과물을 향한 나선형의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설계가 발전되어 나간

다. 여기서 설계 과정이나 최종 성과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은 ‘전구조화’ 단계에 

해당하며, 설계자의 개인적 경험, 철학, 사회 전반의 가치관 등 주관적이고 규범적

인 가치판단에 의존한다. 초기 이미지 형성은 ‘추론’ 단계로서 설계 문제를 구조화

하는 단계이며, 여기서 구체적인 설계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후 ‘분석 및 평가’ 

단계로 나선형의 진행 과정을 거쳐 설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153)154)

150) Darke, J. (1979). The primary generator and the design process. Design studies, 1(1), 36-44.

151) 강인호 (1994). 디자인 정보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거주후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2) 초기 발생인자는 추론(conjecture)을 만들어내는 어떤 개념이나 요인 등을 의미한다. 이 발생인자는 설계

의 초기단계에서 일반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며, 설계 착수를 용이하게 한다.

153) Zeisel, J. (2006). Inquiry by design. Environment/behavior/neuroscience in architecture, interiors, 

landscape, and planning.

154) 강인호 (1994). 디자인 정보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거주후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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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Zeisel의 나선형 설계 과정 모델 (출처 : Zeisel, 2006)

(4) 국내 설계방법론 : 국외 설계방법론 차용 및 발전

국내 설계방법론은 국외 설계방법론을 차용하여 우리나라 건축 설계에 적합한 

설계 과정으로 발전시켰다. 전반적으로, 설계 문제로부터 문제 특성 및 구조를 파

악하고 이를 통해 설계 목표와 원칙을 설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설계안을 모색하

고 피드백을 통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침으로써 최종 설계안을 도출하는 방향으

로 설계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국내 설계방법론은 1~3세대의 설계방법론의 

주요 흐름과 특장점들을 종합한 설계방식을 보인다. 이러한 설계 과정에서 특히 설

계 목표 및 원칙과 같은 개념설정 단계는 기존 국외 설계방법론에서 하위 설계 단

계로 분류했던 것과 달리, 국내 설계방법론에서는 그 중요성을 부각하여 상위 설계 

단계로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인호, 구본덕, 박한규를 중심으로 

국내 설계방법론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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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 (1994)의 설계방법론은 앞선 국외 설계방법론자들과 같이 설계 문제를 

최소 단위로 분절하고 각각의 대안을 수립하여 종합하는 방식의 데카르트식 분해

론(그림 4-3)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강인호는 우선적으

로 디자인 문제를 요소로 분해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각각의 요소에 대응하는 디자

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디자인 문제의 요소별 대안을 종합하기 위해

서는 문제 전체의 구조 또는 목표체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측면에서, 강인호는 [그림 4-4]과 같은 설계 과정을 제언하였다. 해당 설계 과

정에 의하면, 먼저 설계자가 전구조화 단계에서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디자인 문제

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문제의 특성 및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실

증적인 설계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에 의한 개별적인 설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종합적인 디자인 대안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목표에 따른 

세부 해결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파악한 문제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디

자인의 목표와 해결 방안을 보완하게 된다.155)

[그림 4-3] 요소별 문제에서 전체 디자인 대안으로 도출하는 과정 (강인호, 1994)

(출처 : 강준경, 2017)

[그림 4-4] 강인호의 설계(디자인) 과정 모델

155) 강인호는 해당 논문에서 설계목표정보와 설계요소정보의 투입 관계를 중심으로 디자인 과정(process)을 

서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프로세스를 특정 디자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대안)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

정을 중심으로 재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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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덕 (1989) 또한 데카르트식 분해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설계에 앞서 추론

을 통해 설계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목표와 원칙 등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설

계 대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설계 과정을 구본덕은 단계별로 개념화하였으며, 다

음과 같이 모델화하였다.156) 먼저 1단계는 ‘기본개념’ 수립 단계로서, 개별적인 건

물(공간)에 대한 설계(디자인) 개념을 형성하기에 앞서 건축가가 건축 전반 또는 일

반적인 설계 작업에 대해 지니고 있는 포괄적인 ‘설계 원칙이나 철학’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2단계는 ‘구성개념’ 수립 단계로서, 개별적인 설계 과제에 접하여 

설계 요구 조건 또는 프로그래밍 과정과 관련하여 설정하게 되는 설계 상황적 주제

개념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즉, 추론을 통해 디자인 문제에 대한 설계 목표를 설정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는 ‘요소개념’ 수립 단계로서, 형태의 구성 및 발전단

계에서 세부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디자인 아이디어, 형태요소 및 이들을 연결·

구성시키는 기법과 관련된 것으로 추상적인 여러 개념들을 구체화 및 시각화시키

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설계요소를 통해 세부적인 설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

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해결책(설계안)들을 종합하여, 최종 설

계안을 제시하게 된다.

박한규 (1998)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연구·개발된 설계방법론들을 비교분석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설계 과정을 체계화였다.157) 박한규의 설계 과정 

모델은 앞서 설명한 설계방법론과 맥락이 조금 상이하지만, 앞선 설계방법론들을 

발전시켰고, 현재 우리나라 현장 설계에서 주로 적용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

서 함께 고찰하였다. 해당 설계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첫 번째 단계

는 ‘목표설정 단계’로, 건축주 및 이용자의 건축목적과 요구사항들을 설계 목표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조사 및 분석 단계’로, 설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적, 법률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

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셋째, ‘기본계획 및 설계’ 단계로 앞선 단계에서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안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실시설

계의 기본 틀(frame work)과 지침(guideline)을 수립하고, 설계안의 평가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도출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실시설계 단계’로, 기본계획

의 지침을 바탕으로 시공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상세설계를 수립하는 과정

156) 구본덕 (1989). 건축디자인 방법론을 통해본 형태도출의 과정 및 관련기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57) 1980년대 초 본인이 제안한 안을 1990년대에 보완한 설계방법론이며, 본 연구에서는 박한규의 1998년도 

저서를 참고하여 설계 과정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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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단계에서 건축설계, 구조설계, 설비설계, 조경토목설계, 시방서, 내역서 등 

일체의 전문적인 설계도서 작업이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시공건설 단계’로서 앞서 

구축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나 시공인이 건축물을 직접 생산해내는 단계

이다. 궁극적으로 해당 설계방법론은 이론적인 설계안 도출의 과정뿐만 아니라, 설

계 후 시공과정까지 설계 프로세스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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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법론 도구 개발 프로세스 설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설계방법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

법론의 도구(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설정하고자 하였

다. 미아의 특성 및 문제를 설계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로 발전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적합한 설계방법론을 설정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전 설

계방법론의 단점이나 한계점을 간과하지 않고,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법론에 적합한 

설계 접근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설계방법론의 설계 과

정을 세대별로 통합하여 재정리하였고(그림 4-5)158), 다음의 측면에서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법론에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설계 과정의 주요한 흐름으로 ‘분석-종

합-평가’의 단계를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초기 설계 단계에서 설계 문제를 파악

함으로써 설계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설계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3세대 설계방법론에서 설계 문제를 모든 요소로 분해하여 나열한 것이 아닌, 

주요 발생인자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해결안을 수립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미아 

발생인자(발생원인)를 중심으로 설계 문제를 분석하고 설계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계 문제를 분석하여 설계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데카르트식 분해론’을 

채택하고자 한다. 즉, 설계 문제를 요소별 문제로 분해하고 각 요소별로 대안을 수

립한 후 대안들을 종합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계안을 도출하는 과정

에서 전문가의 피드백(검토 및 평가)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법론의 도구 개발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진행된다(그림 4-6, 7). 먼저 첫 번째 ‘설계 문제 파악’ 단계

로, 설계하고자 하는 공간과 상황, 미아 발생원인(발생인자) 등 미아와 관련된 설계 

문제를 파악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요소 도출’ 단계로, 앞서 도출하여 분석한 

‘미아 발생원인(발생인자)’을 기준으로 미아 예방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로 전

환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설계요소를 도출한다. 세 번째 ‘설계 목표 및 원칙 설정’ 

단계로, 앞서 고찰한 문제점을 해결 및 보완할 수 있는 설계 목표와 디자인 원칙·철

학 등을 설정한다. 네 번째 ‘공간 요소별 설계기법 도출’ 단계로, 앞서 파악한 미아 

발생원인(문제점)을 공간별 세부 미아 원인(세부 문제)으로 분해하고, 이를 각 미아

예방 환경설계요소에 대입한다. 그리고 각 설계요소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

계 방안(기법)을, 설계 목표와 원칙에 근거하여 도출한다. 이후, 다섯 번째 ‘통합 설

158) 해당 설계 과정은 연구자가 다수의 설계 과정 모델을 통합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각각의 단일 설계 과정

과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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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가이드라인 개발’ 단계로, 각각의 요소별 설계 방안(기법)을 종합함으로써, 통합

된 하나의 설계 방안(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그리고 통합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

한 전문가 검토(평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

막으로 ‘설계 평가모델 개발’ 단계로 앞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시설을 

설계했을 때 평가할 수 있는 설계 평가모델을 개발한다. 기존 설계방법론에서 의미

하는 설계안 평가단계는 앞선 다섯 번째 단계의 피드백 절차처럼, 설계 대안을 평

가 및 검토함으로써 수정 및 보완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설계방법론의 

도구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미아예방 환경설계안에 대한 자체 검토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6단계의 미아예방 환경

설계 방법론 도구 개발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59)

159) 미아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측면의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법론’ 설계 프로세스는 <①설계 문제 파악, 

②설계 요소 도출, ③설계 목표 및 원칙 설정, ④공간요소별 설계기법 도출, ⑤설계안 도출(설계기법 종합), 

⑥설계안 평가> 단계로 진행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계방법론 도구(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를 개발하는 프

로세스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⑤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⑥설계 평가모델 개발>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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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기존 설계방법론의 설계 프로세스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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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법론 도구 개발 프로세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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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미아예방 환경설계 도구(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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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아 관련 설계 문제 파악

설계방법론에서 가장 먼저 행해지는 단계는 설계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

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의 주제이자 문제가 되

는 미아 특성을 3장에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3장에서 미아 사례조사를 통해 미

아 발생 경위를 고찰하고 발생 원인과 대처 방법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미아 사례

를 통해 미아 발생 유형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유형별 미아 과정을 

미아 발생, 길찾기, 발견의 단계로 구분하고 체계화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미아예방 환경설계를 위해, 미아가 발생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아를 유발하

는 원인과 환경적 특성, 미아 대처(발견)방법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모든 

설계의 문제를 나열하여 고찰한 것이 아닌, Darke가 규정한 ‘발생인자’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미아 문제 관련 설계요소 도출

앞서 설계의 주제인 미아와 관련된 원인 등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이를 

미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적합한 요소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고찰한 미아 관련 특성을 세분화하

여 설계요소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복합상업시설 관련 해외 설계지

침과 설계 각론(개론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를 도출

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아 과정 단계별 영향요소, 즉 미아 발생, 미아 길찾기, 미아 

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를 미아 사례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요소들을 공통된 속성으로 그룹화하여 재분류함으로써 미아예방 환

경 설계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설계 목표 및 원칙 설정

일관성 있고 명확한 설계기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설계 목표와 기본원칙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설계 목표는 미아가 발생하고 길을 찾으며 발견되는 과정 즉,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미아예방 방향을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서 도출

한 미아예방 환경요소를 토대로 각 목표별로 적용할 수 있는 미아예방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미아는 보호자 부주의와 아동 이탈의 원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이 두 원인을 통

해 기본원칙의 대분류를 설정하였다. 즉, 미아예방의 첫 번째 목표로 ‘보호자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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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관찰 및 발견의 용이성 향상’과 두 번째 목표로 ‘아동의 이탈방지’를 설정하였

다. 그리고 미아의 극복 방법으로, 미아의 길찾기와 타인에 의한 미아의 발견이 있

으며, 이를 고려하여 세번째 목표인 ‘아동의 길찾기 및 수색용이성 향상’을 설정하

였다.

(4) 공간 요소별 설계기법 도출

해당 단계에서는 데카르트식 분해론을 적용하여, 설계 문제를 공간별 미아 발생

원인(발생인자)을 기준으로 분해한 후, 각 요소에 대한 설계기법을 도출하여 종합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아가 발생하고 극복하는 과정 중에 

영향을 미친 원인 및 환경요소를 공간별로 구분하고, 이 요소에 대한 설계기법을 

각각 도출하고자 한다. 즉, 미아 과정을 크게 미아 발생 원인과 미아 대처 방법(미

아의 길찾기, 보호자 및 타인의 발견)으로 구분하고 이에 의거하여, 미아 예방 및 

미아 대처 환경 설계기법을 도출하고자 하며, 그 세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별로 미아 발생 유형에 따른 원인을 보호자 및 아동의 행태원인과 환

경원인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원인을 유발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환경요소를 세부적으로 분해하여 도출하고, 이 요소에 대한 미아예방 환경설

계 기법을 설계 목표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또한 미아 발생 후 아동(미

아) 및 보호자·타인(직원, 행인 등)이 행할 미아 대처 방법(미아 길찾기 및 발견 방

법)을 근거로 하여, 영향 요소를 세부적으로 분해하여 도출하고, 각 요소별로 공간 

전반에 적용될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전략)을 설계 목표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미아 예방 방법이 공간별로 상이한 것과 달리, 미아 대처 방법은 아동(미

아)의 길찾기와 발견(수색)이 공간별로 상이하지 않고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아 대

처 환경설계 전략은 공간 전반에 적용되며, 사인시스템, CCTV, 미아보호소 및 제

도에 관한 환경요소를 기준으로 설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5) 통합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해당 단계는 각 요소별로 도출한 설계기법을 종합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설계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아 예방 환경설계 기법과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을 종합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한다. 

하지만 종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설계기법들을 통합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먼저, 앞서 고찰한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를 바탕으로, 복합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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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분류체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분류체계

를 기준으로 설계기법들을 종합함으로써, 복합상업시설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

라인의 초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한편, 가이드라인을 공간에 적용하기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간

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공간별

로 분류하면, 추후 전문가 검토단계에서 항목별 내용 검토 및 중요성 평가 시, 동일

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요소 기준의 공통 항목으로 통합 가이드라인을 먼저 작성한 후 전문가 검토를 

하고, 추후 평가모델을 통해 공간별로 가이드라인 내용과 점수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한다. 기존 

설계방법론에서 의미하는 설계안 평가단계는 실질적으로 이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설계방법론의 도구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통합 설계 가이드라

인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설계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계안 평가’ 단계를, 설계안을 자체 검토 및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서의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는,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와 설계요소, 항목 및 내용 등을 

검토하고자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함께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미아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실제 적용에 문제가 있는 항목

들을 삭제하거나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계획요소 기준의 공통 항목으로 구성된 통

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6) 설계 평가모델 개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설계방법론의 도구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설계안 평가’ 단계를 미아예방 환경설계안에 대한 자체 검토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평가모델은 다음의 과정으로 개발

하고자 한다.

먼저, CPTED의 방어선 개념을 차용하여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평가대상 및 평가

영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공통 설계항목을 각 공

간(평가영역)별로 재분류함으로써, 평가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모델을 통해 

미아 예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항목이 중요도에 따라 구분되고 점수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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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가이드라인 항목별로 미아 예방 가능성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점수를 배점하고자 한다. 이때 가이드라인 전문가 검토단계에서 실시한 

항목별 중요도 평가 점수와 3장의 미아 사례조사 결과 및 선행연구 내용을 반영하

여, 점수화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미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간(평가영역)일수

록, 그리고 미아를 유발하거나 예방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요소(평가항목)일수록, 

점수를 높게 배점함으로써 미아 예방 가능성/효과성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항목별 점수를 배점하고, 완성된 평가모델에 대

하여 실제 복합상업시설 환경과 비교함으로써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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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아예방 환경설계 요소 도출

4.2.1.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 도출

복합상업시설의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복합상업시설 

관련 해외 설계지침과 설계 각론(개론서), 선행연구를 먼저 고찰하였다. 그리고 [표 

4-2]와 같이 각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계획요소를 정리함으로써, 설계 시 

빈번하게 사용되는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

를 상업시설 계획부문별로 구분하면, 크게 건축 계획요소와 MD구성 및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 계획부문에서 유사한 계획요소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 계획요소의 계획 유형은 공간배치계획, 수평동선계획, 수직동선계획으로 나

눌 수 있다. 공간배치계획의 경우, 크게 판매, 유희, 식음, 편의, 휴식공간 등의 실

내공간과 옥외 유희 및 휴식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160) 그리고 수평동선 계획요

소로는 쇼핑몰의 전반적인 형태(mass)를 좌우하는 몰과 보행로인 통로, 출입부(주 

출입구)가 있다. 몰의 형태로는 직선형, 순환형이 대표적이며, 십자형, Y형, L형, I

형, H형, 지그재그형 등과 같은 혼합형도 있다. 그리고 몰의 형태와 함께 몰의 폭과 

통로의 폭도 함께 고려되어 계획되어 진다. 수직동선의 계획요소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이 있다. 각 계획요소는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배치하며, 에스컬

레이터 종류의 경우 교차, 직렬, 병렬단층·연층식이 있다.

MD 구성 및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는 매장배치계획, 실내디자인계획, 조명계획, 

가구계획, 사인시스템계획, 랜드마크 및 어트랙션과 같은 설치물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매장 배치방식으로는 직각, 사행, 방사형, 자유유선 배치 등이 있다. 그리고 

실내디자인 계획요소로는 색채, 재료, 이미지, 패턴 등이 있다. 조명 계획요소로는 

조명기구의 종류와 설치 방식 및 설치 위치, 조도(밝기)가 있다. 그리고 가구 계획

요소로는 벤치, 쇼파, 테이블, 매대 등 가구집기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가 있다. 사

인시스템 계획요소로는 사인물의 내용(문자, 숫자, 그림)과 디자인(색채, 형태, 크

기), 설치 위치가 있다. 설치물 계획요소로는 랜드마크 및 어트랙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형물과 쇼핑몰 및 매장의 홍보·이미지 영상 등이 있다.

160) 복합상업시설은 판매, 식음,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중심으로, 광장 및 보행자 가로공간 (이동공간)이 있으

며, 이러한 공간에서 구매, 식음, 감상, 휴식, 대화, 만남, 대기, 이동, 놀이 등의 행태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

서는 복합상업시설 공간을 판매, 식음, 이동, 유희, 편의, 휴식 총 6개의 기능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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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계획부문별

계획

유형별

계획

요소별
세부 계획요소

해외
지침 설계 각론(개론서) 선행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건축

계획요소

공간

배치

계획

실내
공간
배치

판매공간 ● ● ● ● ● ● ● ● ● ●

유희공간 ● ● ● ● ● ●

식음공간 ● ● ● ● ●

편의공간 ● ● ● ●

휴식공간 ● ● ● ● ●

외부공
간배치

옥외 유희공간 ● ● ● ●

옥외 휴식공간 ● ● ● ●

수평

동선

계획

몰 형태

직선형 ● ● ●

순환형 ●

혼합형 (십자형, Y형, 
L형, I형, H형, 
지그재그형 등)

● ●

몰 및 
통로 폭

몰 폭 ● ● ● ● ● ● ● ●

주통로 및 부통로 폭 ● ● ● ● ● ● ●

출입부 주출입구 배치/형태 ● ● ● ●

수직

동선

계획

엘레
베이터 배치, 규모 ● ● ● ● ● ●

에스컬
레이터

배치, 규모 ● ● ● ●

종류(교차, 직렬, 
병렬단층·연층)

● ● ●

계단 배치 ● ● ●

MD구성

및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

매장

배치

계획

배치

직각, 사행 ● ● ●

방사형 ● ●

자유유선 ● ● ●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재료 - ● ● ●

이미지/
패턴 - ● ● ●

조명

계획

조명
기구

설치 방식/위치 ● ● ●

종류 ● ● ●

조도 - ● ●

가구

계획
가구
집기

설치위치 ● ● ● ● ● ●

벤치, 쇼파, 테이블, 
매장 가구집기

● ● ● ● ● ● ●

사인

시스템

계획

설치
위치 천장, 벽, 기둥, 바닥 ●

내용/
디자인

내용(문자, 숫자, 그림) ● ● ●

디자인(색채, 형태, 크기) ● ● ●

설치물

(랜드마크/
어트랙션) 

계획

조형물
설치위치 ● ● ●

모형, 조각상, 분수대 ● ● ● ● ●

영상
설치위치 ● ●

쇼핑몰 및 매장
홍보·이미지 영상

● ● ●

1: A Part of the General Plan, LA (2002), 2: Urban Services, Canberra (2019), 3: Kliment & 
Barr (2004), 4: Mun (1981), 5: Beddington (1982), 6: Staebler (1994), 7: 전병직 (1996), 8: 
윤천근 외 (2019), 9: 윤도근 외 (2008), 10: 김경훈 (2008), 11: 하성주 (2010), 12: 권혜숙
(2006), 13: 장복진 (2016)

[표 4-2]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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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미아 단계별 영향요소 도출

3.4절에서 도출한 미아 과정에 의하면, 미아는 크게 ‘미아 발생’, ‘미아 길찾기’, 

타인에 의한 ‘미아 발견’의 단계를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

는 환경요소를 미아 사례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

아가 발생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미아를 방지할 수 있는 ‘미아예방 환경

요소’를 도출하고 미아예방 방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아 발생(원인)’ 관련 요소는 앞서 수행한 미아 사례조사와 미아 관련 선행연구

를 참고하였다. 하지만 미아 길찾기 및 발견 요소 관련 연구는 국내외에서 거의 진

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 분야의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미아(아동) 길찾기’는 보호자의 허락 하에 아동이 특정 공

간으로 이동하거나 공간 이용 후 다시 보호자에게로 돌아가는 길찾기와 미아가 된 

아동이 보호자를 찾아 배회하는 길찾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상업시설

에서의 길찾기’와 ‘아동의 길찾기’ 특성을 통해 ‘미아 길찾기’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아 발견’ 요소는 보호자나 타인이 미아를 발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아 발견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범죄행

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취지의 CPTED기법을 일부 차용하였다. 이러한 

CPTED의 주요 원리로는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조성, 유지

관리가 있으며, 이 중 미아의 발견과 관련된 원리로는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그리

고 영역성 강화 기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원리의 항목에 대하

여 상업시설과 아동 공간에 관한 CPTED 문헌을 참고하였다.

(1) 미아 발생 요소

■ 보행밀도 161)

최소영 외(2020)의 연구에 의하면, 미아 발생에는 이용객 수나 면적(공간 규모) 

각각의 요소보다 두 요소에 의한 보행밀도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공간 전체 밀도를 일반화한 평균 보행밀도보다, 면적대비 고밀도 이용객의 비

율이 미아 발생과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시설

보다 고밀도의 국부영역이 많은 시설에서 미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61) 해당 이론적 내용은 「최소영, 최재필 (2020). 대규모 공원에서의 미아발생과 보행밀도와의 상관분석을 통

한 미아발생 환경요인 도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6(5), 59-70」의 연구내용을 요약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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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보행밀도를 유발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환경요인으로는 ‘이용객 대비 작은 

공간 규모(면적)’, 출입구나 좁은 통로와 같은 ‘병목구간’이 있다. 즉, 이용객이 많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면적)가 작으면 전반적인 보행밀도가 높아진다. 특히 이

러한 공간이 출입구가 하나이거나 좁으면, 병목현상에 의해 보행밀도가 높아질 수

도 있다. 또한 홀과 같은 결절점이거나 주동선으로서 통행량이 많은 통로임에도 불

구하고 통로 폭이 좁은 경우에도 보행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수요 높은 시설 간 인접 배치’하는 것 또한 이용객 수를 증가시켜 보행밀도

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놀이터, 아동복 매장 등과 같은 아동 이용객이 많은 공간

이 인접하여 있고 통행량이 많은 통로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으면, 높은 보행밀도

와 혼잡함에 의해 아동이 미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통로의 다기능화 및 시설의 통

로화’ 그리고 그로 인한 ‘동선의 

중첩’ 또한 보행밀도 유발요소가 

된다. 이동 통로에 조형물이나 분

수대 등 랜드마크가 있을 때 관람

영역 등의 시설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동하는 이용객의 동선

과 랜드마크를 구경하는 이용객의 

동선이 중첩되어 보행밀도가 높아

지고 혼잡해질 수 있다. 또한 놀

이기구 이용을 위한 대기나 시설 

입장을 위한 대기가 이뤄지는 지

점에서도 보행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대기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동 동선과 중첩

되어 있으면 대기와 이동 등의 행태가 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 더욱 혼잡해

질 수 있다. 또한 시설이 접근성이 좋은 쇼핑몰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고 출입구

가 다수이면, 이용객이 최단이동을 위해 해당 시설을 거쳐서 지나갈 수 있다. 이때 

해당 시설에는 그 시설의 이용 행태뿐만 아니라, 이동행태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행

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동선이 중첩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시설이 아동의 이용

률이 높은 유희시설일 경우, 미아 발생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그림 4-8] 시설 경계에 따른

동선의 중첩(위)과 분리(아래)

(출처 : 최소영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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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시설의 출입구 수에 따른 동선 (출처 : 최소영 외, 2020)

또한 유희시설의 경우, ‘놀이기구 간 인접 배치로 인한 밀집화’, ‘시각적 장애물로 

인한 보호자의 밀집화’ 등도 보행밀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유희시

설 내 놀이기구가 소형 기구로 분산배치 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조합형 놀이기구로 

밀집해 있을 경우 놀이기구 부근의 이용밀도(보행밀도) 또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놀이기구의 입면이 불투명하면 시각적 장애물 역할을 하여, 유희시설 내 사각

지대가 생길 수 있다. 아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경우 아동 

관찰을 위해 밀집하면서 이용밀도(보행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요소(요인)들에 의해 보행밀도가 높아지면, 아동이 사람들에 의해 가

려질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보호자

가 아동을 시각적으로 놓칠 수 있으며, 아동 또한 보호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

다. 또한 보행밀도가 높으면 아동이 사람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휩쓸려 나가면서 보

호자를 이탈하여 미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동, 놀이 등과 같은 동적 행태가 빈

번하게 나타나는 장소에서는 타인의 움직임이 시각적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보호자가 아동을 놓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3장에서 조사한 202건

의 미아 사례 중 ‘보행밀도’가 영향을 미쳐 미아가 발생한 사례의 비율은 24.8%로, 

환경요소 중 가장 그 비율이 높았다. 또한 보행밀도는 특정 공간이 아닌 모든 기능

적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가장 일반적인 미아 유발 환경요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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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보행밀도가 높은 결절점 동선

■ 공간구조 (동선)

‘공간구조(동선)’가 순환형 또는 일자형처럼 단순하지 않고 방사형 등과 같이 갈

림길이 많아서 복잡하면, 아동이 혼자 길찾기를 시도할 때 길을 잃으며 미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보호자와 아동 중 한명이 먼저 앞서가고, 다른 사람이 뒤따라가는 

경우, 갈림길에서 어긋나면서 미아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갈림길이 너무 많은 

평면구조이면 경로선택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이 보호자에게로 가는 길찾기를 실패

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마트의 그리드형 동선처럼 동선 간 차별성이 없

으면 아동의 입장에서 동선 및 공간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202건의 미아 사례 중 ‘공간구조(동선)’에 영향을 받아 미아

가 발생한 사례의 비율은 8.4%로 나타났다. 공간구조(동선)의 복잡성이라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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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특성상, 전시공간이나 길거리, 산길, 야외형 놀이동산 등과 같은 장소에서 

미아가 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동이 먼저 보호자를 이탈한 뒤, 

특정 공간을 찾아가거나 다시 보호자에게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갈림길이 많아서 

길을 찾아가지 못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4-11] 공간구조(동선)

(상: 나쁜 사례-복잡한 방사형 동선, 하: 좋은 사례-단순한 순환형 동선)  

■ 흥미공간/흥미요소 배치

흥미공간/흥미요소는 아동의 흥미를 불러일을킬 만한 시설 또는 요소로서, 크게 

유희시설/놀이기구, 장난감매장/장난감, 디저트매장/디저트, 애완동물매장/애완동

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흥미공간 간 서로 인접해있거나 시설 주위에 또 다른 

흥미요소가 있는 경우, 아동이 호기심에 의해 혼자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시설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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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간/흥미요소 간에 물리적 장벽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경우, 아동이 이

동하기가 쉬워지며 미아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162) 보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아

의 이동 및 시설 이탈을 연구한 최소영 (2017)의 논문에서도 유희시설이 인접하여 

배치된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미아발생률이 높았고, 미아 에이전트의 시설이탈률 또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각적 장애물 없이 유희시설이 통로에 직접 연결

된 경우보다, 화단의 가림막이나 썬큰구조 등에 의해 외부(통로)로부터 시각적으로 

차단된 시설에서 미아 에이전트의 시설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단이나 썬큰구조 등과 같은 시설의 물리적 경계물 또는 평면구성이 다른 흥

미요소로부터 아동의 시야를 차단시킴으로써 아동의 시설이탈률 및 미아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미아 사례(202건)에서도 ‘흥미요소를 보고 이탈하여 미

아가 된 경우는 21.3%였으며, ‘흥미공간/요소 배치’가 문제가 되어 아동이 다른 공

간으로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가 6.9%로 나타났다.163) 한 사례에서는 보호자가 

상품을 구경하는 사이, 아동이 인근에 위치한 애완동물 매장을 보고 혼자 말없이 

이동하여 미아가 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보호자가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옆에서 대기 중인 아동이 계산대 맞은 편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매장을 보고 

혼자 이동하여 미아가 된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동이 특정 놀이기

구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보호자가 보지 못한 사이 아동이 인근의 다른 놀이기구로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보호자가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

지 못하거나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인근의 흥미요소를 보고 자

연스럽게 이탈하여 미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162) Choi, S., Choi, J., Yoo, S., & Han, G. (2018).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at 

Cause Lost Child through Field Investigation in Urban Entertainment Center, 12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

163)  ‘흥미공간/요소 배치’의 경우, 동일 공간 내에서 발생한 이탈은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같은 장난감

매장에서 흥미요소를 보고 이동한 것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어떤 공간에서 다른 흥미요소를 보고 이동한 것

만 포함하였다. 또한 캐릭터 인형탈, 풍선 이벤트 등 이동성 있고 가변적인 상황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흥미

공간/요소가 고정되어 배치된 상황(설계자가 배치를 정할 수 있는 상황)만 사례 빈도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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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흥미요소/흥미공간 간의 인접 배치

 

■ 전이공간 배치

‘전이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매개공간으로서 주출입구(출입공간)나 에

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탑승공간에 해당한다. 유희공간이나 식음공간 

등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혼자 있을 수도 있는 공간이, 다른 층이나 외부

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주출입구 등의 전이공간과 인접하여 있으

면, 아동이 다른 공간으로 이탈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이는 보호자가 아동을 찾

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며 발견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심각한 미아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아동 관련 공간이 건물 외부로 나가는 주출입구와 인접해있을 경우, 

아동이 외부로 완전히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사고나 장기 미아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202건의 미아 사례 중 ‘전이공간 배치’가 영향을 미쳐 미아

가 발생한 사례의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부 간 이동’, ‘내부에서 외부

로 이동’한 미아 사례는 127건이며, 이 중 아동이 있던 시설과 전이공간이 인접함

에 따라 아동이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미아가 된 사례는 14건(11.0%) 이었

다. 즉, 특정 공간이 전이공간과 인접하면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할 가능

성 또한 높아질 수도 있다. 한 사례에서는 보호자와 아동이 입구 근처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자가 테이블을 정리하는 사이 아동이 자리를 이탈한 후 홀로 식당을 

나가면서 미아가 되었다. 또한 교회 로비에서 보호자가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

이, 아동이 로비와 연결된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며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놀이를 하던 중 보호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사이, 아동이 보호자를 찾기 위해 홀로 키즈카페를 나가면서 미아가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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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처럼 아동은 다양한 이유로 보호자가 보지 못한 사이 시설을 이탈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던 자리가 전이공간과 인접하여 있을 경우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앞서 3.1절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미아의 타공간 이동률과 미아발견 소요시간 

간에는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4) 즉 아동이 다른 공간으로 이

동하면 미아 발견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같은 층이 아닌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하면 발견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미아의 조기 발견은 잠정적인 사고 및 

범죄예방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이 가급적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하지 못

하도록 아동 관련 공간은 전이공간으로부터 이격시켜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3] 아동 관련 공간과 전이공간의 인접 배치 

■ 시설 경계

‘시설 경계’는 특정 공간의 영역을 외부와 구분하는 경계로서 펜스, 출입문, 벽 

등에 해당하며, 아동의 시설 이탈 및 방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설 경

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개방된 구조일수록 아동이 시설 외부로 이탈하기 

더욱 쉬워진다. 그리고 자동문처럼 열기 쉬운 출입문이나 개찰구 형식의 바리케이

드(barricade)인 경우에도 아동이 쉽게 해당 공간을 이탈하며 미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202건의 미아 사례 중 ‘시설 경계’가 부족하거나 명확

하지 않아 미아가 발생한 사례의 비율은 19.8%로, 환경요소 중 보행밀도와 시각적 

장애물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한 사례에서는 개방된 카페테리아 테이블에서 아동이 앉아 기다리고 있고 보호

164) 미아발견 소요시간과 타공간 이동율의 Spearman 상관분석 (순위상관분석) 결과, r값은 0.943, 유의확률은 

0.005로 나왔다. 그리고 선형 회귀분석 결과 R2값은 0.816, 유의확률은 0.014로, 미아의 발견 시간과 타공

간 이동률 사이의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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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음식을 픽업하러 간 사이, 아동이 인근의 유희시설로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

우가 있었다. 또한 펜스를 일부만 설치하여 시설의 절반 이상이 개방된 유희시설에

서 놀이 중이던 아동이, 보호자가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이 인근의 들판으로 

이동하여 놀면서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그림 4-14 좌측 사진).

 

[그림 4-14] 펜스가 부족한 개방된 유희시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키즈카페 출입구 앞 신발장에서 보호자가 다른 아동의 신발

을 신겨주고 있는 사이, 옆에서 대기 중이던 아동이 맨발로 시설을 이탈하면서 미

아가 된 경우가 있었다. 해당 시설의 출입구는 개찰구 형식의 바리케이드로 이루어

져 있었으며, 아동이 바리케이드 아래로 지나가면서 시설을 이탈하여 미아가 되었

다(그림 4-15).

 

 

[그림 4-15] 이탈하기 쉬운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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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소영 외(2018)의 연구에 의하면, 식음매장이나 키즈카페 등의 계산 및 

매표공간이 통로와 나란히 면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동하

는 사람의 동선이 교차하고 중첩되면서, 아동이 사람들에 휩쓸리며 미아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공간은 대부분 펜스 등의 특정한 경계 없이 개방되어있는 경우

가 많으며, 이러한 개방 구조에서 아동이 더욱 이탈하기 쉬울 수 있다. 본 연구의 

미아 사례에서도 통로에 면한 카페에서 보호자가 음료를 주문하는 사이, 통로에서 

대기 중이던 아동이 혼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미아가 된 경우들이 있었다.

[그림 4-16] 계산 및 매표공간이 통로에 접한 시설 

판매공간이 유리창이나 펜스 없이 매대로만 경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보호자가 

상품을 구경하거나 계산하는 사이 아동이 통로로 이탈하기 쉽다. 복합상업시설에서 

보호자와 아동의 행태를 관찰조사한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하면, [그림 

4-17]과 같이 시설 경계 없이 통로로 개방되어있는 판매공간에서 보호자가 매장 

내 상품을 구경하는 동안, 아동 두 명은 통로로 이탈하여 장난을 치는 모습이 관찰

되었다.165) 만약 해당 매장이 [그림 4-18]과 같이 경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아

동이 매장 밖의 통로로 이탈하지 않고 매장 내부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았을 수도 있

다. 또한 해당 연구에 의하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개방된 구조의 유희시설이, 벤

치형 펜스에 의해 폐쇄적인 구조를 가진 유희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의 놀이

활동으로 인한 시설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6) 즉, 유희공간이 구조적으

165) 또한 해당 연구에 의하면, 보호자가 주 구매자인 매장에서는 초반에 보호자가 아동의 손을 잡고 구경하지

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상품에 집중하며 아동의 손을 놓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동 이동통제 비율 

8.4%). 그리고 아동은 보호자 옆에서 기다리기도 했지만(16.5%), 구매에 관심이 없는 몇몇 아동의 경우 보

호자를 이탈하여 장난을 치는 등 다른 행동(1.2%)을 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6) 해당 연구에 의하면, 유희공간의 경계형성 정도(개방 정도)에 따라 아동의 놀이 활동범위(이탈범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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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방되어있으면 아동의 놀이행태가 유희공간을 벗어나 이동공간으로 까지 연장

될 수 있다.

[그림 4-17] 시설경계가 없는 판매공간 

 

[그림 4-18] 유리창으로 경계형성한 판매공간 

■ 보호자의 아동 관찰 공간 / 아동 동반 공간

‘아동관찰공간’은 유희공간 내 위치한 휴식공간과 같이 보호자가 휴식을 취하며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보호자 공간이 아동 공간으로부터 멀거나 

부족하면, 보호자는 멀리서 아동을 관찰하게 되고 그만큼 다른 일을 하게 될 가능

성이 커진다. 또한 시야가 가려져 아동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동 동반 공간’은 가족용 화장실, 넓은 화장실 큐비클(칸막이), 넓은 피팅룸 등과 

같이 1인용 공간이지만 아동 동반이 가능하도록 넓게 계획된 공간이다. 이러한 아

동 동반 공간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보호자는 아동을 밖에 두고 혼자 안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음에 따라 시각적으로 아동을 주시하기 어렵게 된다.

본 연구의 미아 사례조사에서 ‘아동관찰공간’이 멀거나 부족하여 미아가 발생한 

사례의 비율은 4.5%였다. 해당 환경요소는 대체로 유희공간에서 휴식공간이 멀리 

배치된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 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보호자는 대게 아동 주위에서 

서서 아동을 관찰하며 놀이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학령전기 이상인 경우, 보호자가 

안심하고 멀리서 관찰하는 사이, 아동의 움직임과 이탈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지 못

하면서 미아가 발생하였다.

또한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하면, 유희공간 내 휴식공간의 배치방식에 

따라 보호자의 아동 관찰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터 정방향으로 배치

된 벤치의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한 경우는 72.9%였지만, 놀이터 역방향으로 배치

르게 나타났다. 개방된 영역이 6.7%밖에 되지 않은 놀이터에서 아동이 시설을 이탈한 비율은 2.2%였다. 하

지만 이동공간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전면 개방된 놀이터에서의 이탈 비율은 1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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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벤치의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한 경우는 25.0%에 불과하였으며, 75.0%가 아동

을 관찰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찰조사에서도 보호자

가 아동관찰을 하면서, 드물게 폰을 사용하거나 지인과 대화를 하는 등 관찰 이외

의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놀이터 역방향의 벤치는 정방향 벤치

에 비해 가시적으로 아동관찰이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호자가 아동

을 관찰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유희공간 내 휴식공간(벤치)의 배치방식에 따른 보호자의 아동관찰행태

(좌: 나쁜 사례-역방향 벤치, 우: 좋은 사례-정방향 벤치)

화장실 내부에 영유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용 화장실이 없는 경우, 보호자는 

영유아를 칸막이(큐비클)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용무를 보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자아중심성이 강한 아동은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화장실 밖을 나가면

서 미아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미아 사례조사에서도 보호자가 용무를 보거나 

손을 씻는 사이, 아동이 보호자에게 말을 하지 않고 홀로 화장실을 나가면서 미아

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림 4-20] 영유아 동반 가능한 가족용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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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장애물

‘시각적 장애물’은 벽, 기둥 등의 구조적 요소와 매대, 계산대, 입간판, 조형물, 놀

이기구 등과 같은 가구적 요소로서, 아동과 보호자의 시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의 키보다 높은 시각적 장애물이 많으면, 아동과 보호자가 인근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장애물에 가려져 서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아동이 혼자 길을 

찾아갈 때 시각적 장애물이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길찾기에 실패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미아 사례 202건 중 ‘시각적 장애물’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는 20.3%로, 환경요소 중 보행밀도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시각적 장애물

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장소의 53.7%가 판매공간에 해당하였다.167) 이처럼 두꺼운 

기둥이나 벽체뿐만 아니라 높은 매대와 같이 불투명하고 높은 입면에 의해 아동이 

가려짐으로써 미아가 많이 발생하였다. 즉, 높은 매대 등의 시각적 장애물을 사이

에 두고 보호자와 아동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찾아 이동함으로써 미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동공간에서는 벽체나 기둥 등에 의해, 식음공간에서는 높은 

식수대 등에 의해, 아동이 가려져 보호자가 아동을 찾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림 4-21] 시각적 장애물 

또한 시각적 장애물이 아동 키보다 약간 높은 경우에 보호자는 아동을 볼 수 있

으나, 아동은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보호자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아동은 보

호자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미아가 된 것으로 인식하고 보호자를 찾

아 돌아다니다가 미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은 아동 키보다 높지만 성인 키

보다는 낮은 책장, 매대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도서매장, 판매공간 등에서 많이 나

타난다.

167) 판매공간에서 발생한 미아 사례 중, 시각적 장애물에 영향을 받은 사례는 59건 중 22건(37.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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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시각적 장애물 

 

투명 패널이나 수직 간살형의 펜스, 네트형 놀이기구 등 투시성이 높은 펜스와 

놀이기구의 경우, 아동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시설 밖에서도 보호자가 아동을 관

찰할 수 있다. 하지만 불투명한 패널이나 쿠션 등의 펜스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불

투명한 놀이기구의 경우에는 시설 밖에서 아동이 완전히 가려짐으로써,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가 어려워지며 시각적으로 아동을 놓칠 수 있다. 특히 소형 놀이기

구가 아닌, 다양한 놀이기구가 결합된 조합형 놀이기구이거나 미끄럼틀 및 계단 등

의 내려오는 곳이 여러 곳인 놀이기구는 보호자가 아동의 움직임과 이탈을 파악하

기 더욱 어려워진다. 본 연구의 미아 사례조사에서도 보호자가 밖에서 아동이 있는 

놀이기구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지만, 아동이 놀이기구를 내려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을 보지 못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림 4-23] 유희공간의 펜스

(좌: 나쁜 사례-불투명 펜스, 우: 좋은 사례-투명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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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차별성

‘디자인 차별성’은 인테리어적 요소(색, 마감재, 패턴, 조명, 랜드마크 등)의 시각

적 차별성과 공간의 목적성 및 인지성에 의한 장소의 정체성으로 특정 공간을 다른 

공간과 구분짓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공간 간에 차별성 없이 유사한 경

우, 아동이 특정 공간으로 가는 길을 찾을 때 다른 공간과 구분하는데 혼란스러움

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즉,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다시 보호자에게로 돌아가는 길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결국 미아가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는 환경에 의한 미아 발생은 매

장과 같은 시설에서뿐만 아니라, 갈림길과 같은 구조(동선)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림 4-24] 디자인적 차별성

(좌: 나쁜 사례-동선 및 시설 구분 없이 바닥 동일,

우: 좋은 사례-동선 및 시설에 따라 다른 바닥패턴) 

 

3장에서 조사한 미아 사례조사에서 202건의 사례 중 ‘디자인 차별성’이 없어 미

아가 발생한 사례의 비율은 12.9%로 나타났다. [그림 4-25]는 실제로 미아가 발

생한 장소이다. 해당 매장에서 보호자가 정장을 착용 및 탈의하는 과정에서, 심심

했던 아동이 홀로 이탈을 하면서 미아가 되었다. 당시 아동은 직진하여 매장 끝까

지 이동하였으며, 보호자가 있는 매장으로 돌아오고자 하였다. 하지만 남성복 매장

이 디자인적으로 대부분 유사하고 매장 구조 또한 비슷하여 찾아오지 못하였다. 실

제로 해당 쇼핑몰 남성복 매장들의 주요 사용 색채는 브라운이나 그레이 계열로 비

슷하여, 매장 간 간 경계 구분이 쉽게 가지 않았다. 그리고 매장과 이동통로 간의 

경계 또한 형성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존재했다. 또한 남성복 특성상 매대의 높이

도 높아 아동이 매대에 가려짐으로써, 보호자가 아동의 움직임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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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는 판매공간

또 다른 사례로 쌍둥이 건물로 계획된 숙박시설에서 아동이 두 건물을 구분하지 

못해 미아가 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숙박동이 A동과 B동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 1층 로비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였다(그림 4-26). 하지만 로비를 기준으로 이 

두 건물동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유사하였다. 따라서 보호자를 찾기 위해 A동 숙소

에서 로비로 내려갔던 자매들이 보호자를 찾지 못한 후 다시 A동 숙소로 올라가야 

했지만, B동 숙소로 착각하여 올라감으로써 미아가 되었다. 이후 자매들은 1층 로

비 안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보호자와 재회하게 되었다.

[그림 4-26] 디자인 차별성이 없는 건물 (좌: 외관, 우: 내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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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시스템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다시 보호자에게로 돌아갈 경우, 사인시스템이 명

확하지 않으면, 아동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사인물 색이 주변 배경과 대

비되지 않아 식별성이 없거나 천장 등 높은 곳에만 설치되어 있다면, 아동이 사인

시스템을 발견하기 힘들 수 있다. 그리고 픽토그램 없이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으

면,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 아동은 사인물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명확하지 않고, 아동 눈높이 등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지 않은 사인물은 아동이 보

호자에게로 돌아가는 길찾기를 실패하게 유발함으로써 미아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4-27] 사인시스템

(좌: 나쁜 사례-천장 설치, 낮은 가독성, 우: 좋은 사례-바닥 설치, 픽토그램 사용)

(*한가지 종류보다는 두가지 종류 모두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본 연구의 미아 사례조사에서 ‘사인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아 미아가 발생한 사례

의 비율은 0.5%였다. 사인시스템은 아동이 그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길을 찾아

갈 수 있는 연령에게만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다는 학령전기 이상의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반적인 미아 발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동의 길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라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의 한 사례에서는 식당에서 식사 중에, 아동이 화장실 이용을 위해 혼자 

이동한 후, 다시 식당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식당을 찾지 못해 미아가 된 경우

가 있었다. 해당 층의 구조는 정사각형의 순환형 동선이고 중앙에는 벽으로 구획된 

식당과 함께 에스컬레이터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화장실은 계단 및 엘리베이터와 

함께 코너에 배치되어있는 구조였다. 즉, 화장실 입구를 중심으로 중앙에는 벽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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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혀 있으며 양방향의 길이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화장실 입구에서 양방향으

로 위치한 식당의 디자인은 유사하였다. 또한 화장실 및 에스컬레이터의 위치 안내 

사인물만 있고 식당의 전반적인 위치를 안내하는 사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

서 아동은 걸어왔던 길에 대한 기억과 방향감각으로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상황

이었다. 하지만 당시 만 6세였던 아동은 방향감각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시기

였기 때문에, 방향이 헷갈려서 화장실로 들어갔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되

었다. 그렇게 왔던 길의 반대 방향으로 식당층을 계속 돌면서 보호자가 있는 식당

으로 찾아오지 못하고 미아가 되었다. 이후 쇼핑몰을 두 번 이상 돌던 아동은 직원

에게 발견됨으로써 보호자와 재회할 수 있었다.

■ 조명

‘조명’은 조명기구의 종류, 설치위치 및 간격 등에 의한 조도 및 균제도(균일성)

와 관련이 있으며, 주변이 어두우면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함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아동의 이탈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홀로 길찾기를 시도하는 아

동이 어두우면 길찾기를 실패하여 미아가 될 수도 있다. 

3장에서 조사한 202건의 미아 사례 중 ‘조명’이 영향을 미쳐 미아가 발생한 사례

의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조명에 영향을 받은 미아 발생장소의 경우 일반적으

로 조도가 낮은 환경인 영화관, 전시관, 아쿠아리움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

만 인테리어 컨셉에 의해 어두운 조도로 설계된 쇼핑몰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림 4-28]의 사진들은 미아가 실제로 발생한 쇼핑몰 내 통로, 휴식공간들이다. 

해당 공간들은 평균 조도가 30 lux 내외로 매우 낮아, 보호자가 흥미요소를 보고 

이동하는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였다. 두 번째 사진의 사례

의 경우, 쇼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보호자가 자리를 정리하는 사이, 아동이 인근 

서점의 흥미 영상을 보고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었다. 하지만 보호자는 주변이 어두

워 아동의 움직임을 지각하지 못하면서 아동의 이탈을 제재하지 못하였다. 세 번째

와 네 번째 사진의 사례의 경우, 보호자와 아동이 각각 매장 내 상품을 구경하다가 

아동이 홀로 매장을 이탈하여 쇼핑몰 반대편의 다른 매장까지 이동하였다. 하지만 

해당 쇼핑몰의 조도가 매우 낮아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고, 

아동 또한 보호자에게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보호자를 찾지 못하였다. 이처럼 조도

가 낮아 어두운 곳에서 보호자는 아동의 이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동 또한 떨어

져 있는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아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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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조도가 낮은 어두운 환경 

■ 미아발생 세부 환경요소 도출

미아 사례조사와 미아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미아발생 환경요소를 세부

적으로 구분하면, 보행밀도, 평면구성, 시설경계, 시각적 장애물, 디자인 차별성, 사

인시스템, 조명(조도)가 있다. 보행밀도 요소로는 공간 면적, 통로 폭 등의 물리적 

크기와 통행량(이용객 수)이 있다. 통행량의 경우, 공간/놀이기구 등의 인접 배치와 

통로의 다기능화 및 시설의 통로화와 같은 동선의 중첩이 영향을 미친다. 평면구성

의 요소로는 수직/수평동선, 바닥구조 등의 공간구조와 흥미요소/공간 간 배치, 아

동시설과 전이공간의 배치 출입문 및 펜스의 시설경계, 내부공간 구성요소 등이 있

다. 내부공간 구성요소는 유희시설의 경우, 휴식공간의 배치(위치/방향)가 있으며, 

화장실의 경우, 가족용 화장실, 넓은 화장실 큐비클 등과 같은 보호자와 아동의 동

반 가능한 공간의 유무가 있다. 보호자와 아동의 시각적 접근 및 노출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장애물의 요소는 벽, 기둥 등의 구조적 요소와 매대, 펜스, 조형물 

등의 가구적 요소가 있다. 디자인 차별성으로는 마감재, 색, 패턴, 이미지 등의 인

테리어적 차별성과 공간적 차별성(공간 용도 등 장소의 정체성)이 있다. 사인시스

템의 요소로는 사인물 위치, 종류, 내용, 디자인, 설치 간격 등이 있고, 조명의 요소

로는 조명기구 종류, 설치 위치, 조도(밝기), 균제도(균일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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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발생 환경요소 세부 환경요소

사
례
조
사

선행연구

1 2 3 4

보행

밀도

물리적 크기 공간 면적, 통로 폭, 출입구 등 병목구간 폭 ● ● ● ● ●

통행량

(이용객 수)

수요 높은 시설 간 인접 배치(밀집) ● ● ● ●

통로의 다기능화 및 시설의 통로화(동선의 중첩) ● ● ● ●

유희시설 내 놀이기구의 인접 배치(밀집),

유희시설 내 시각적 장애물로 인한 보호자의 밀집화
● ●

평면

구성

공간구조

수직/수평동선(결절점–갈림길 포함) ● ● ● ●

바닥구조(볼록 솟은 구조) ●

공간배치

흥미공간·흥미요소 간 배치 ● ● ● ●

아동시설과 외부 출입구 또는

에스컬레이터와의 접근성(배치)
● ●

시설경계

출입문의 개수/위치/종류 ● ● ● ●

펜스의 종류/둘레 영역 ● ● ● ●

내부공간

구성요소 

유희/편의시설 내 휴식공간(쇼파) 배치(위치/방향) ● ● ● ●

보호자와 아동 동반 공간

(가족용 화장실, 넓은 화장실 큐비클 등)
● ●

시각적 

접근 및 

노출성

(시각적 

장애물)

구조적 요소 벽/기둥의 폭/간격 ● ● ●

가구적 요소 매대/계산대/놀이기구/펜스/입간판/조형물 등의 높이 ● ● ●

디자인 

차별성

인테리어적 

차별성
마감재료, 색, 패턴, 이미지, 심볼, 랜드마크 등 ● ●

공간적 

차별성
공간 용도 등 장소의 정체성 ●

사인시스템
사인물 위치/종류/내용/디자인/설치간격,

조명 부가설치
● ●

조명 조명기구 종류/위치/조도(밝기), 균제도(균일성) ● ●

1. 최소영 외(2018), 2. 최재필 외(2020a), 3. 최소영(2017), 4. 최소영 외(2020)

[표 4-3] 미아발생 환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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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아 (아동) 길찾기 요소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미아(아동) 길찾기’는 보호자의 허락 하에 아동이 특정 공

간으로 이동하거나 공간 이용 후 다시 보호자에게로 돌아가는 길찾기와 미아가 된 

아동이 보호자를 찾아 배회하는 길찾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상업시설

에서의 길찾기’와 ‘아동의 길찾기’ 특성을 통해 ‘미아 길찾기’ 요소를 도출하였다.

■ 평면구성의 명료성

평면구성(공간구조)의 명료성이란 이용자가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혼란함 없이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의 특성으로, 사물들의 공간적 상호관계를 밝히는 개념

이다(김연정, 2008). 이러한 평면구성의 명료성은 수평/수직동선, 몰 형태/폭, 통로 

폭, 출입구 접근방식, 공간(용도)배치방식, 매장(매대) 배치방식 등의 공간구성 체

계와 공간의 기능 및 구조의 논리성, 질서, 단순성에 의한 위계성으로 나타날 수 있

다.

최상헌 외(1998)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복합 건축물에서 지엽적인 공간을 

전반적인 패턴으로 상호연결하는 추상적인 이해를 통해 길찾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평면구조(형태)는 길찾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공간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평면형상을 제외하고 사인 등 다른 환경정보만으로 길찾

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평면형상의 조직원리 측면에서는 

평면의 형태가 예측 가능하도록 기하학적인 동선체계나 공간의 환경요소 사이의 

규칙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길찾기는 쉬워진다. 즉, 평면 공간구성을 간결하게 

하고 규칙적인 통로로 동선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길찾기의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통로의 동선체계를 방사형태가 아닌 직각체계에 의한 그리드식으

로 구성하면 길찾기의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168) 만약 통로가 직각이 아닌 둔

각이나 예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직각좌표계를 형성하여 이동하는 데 익숙한 이용

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주동선(주통로)과 부동선(부통로)이 서로 

구분되고 동선 간 위계가 있으면 이용객의 공간 식별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길찾기에서의 결절점은 길을 선택하는 선택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결절점

에서 나타나는 갈림길의 수가 많을수록 길찾기의 방해 요인이 된다(박민지 외, 

2016).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횟수가 많은 동선일수록 길찾기가 어려워진다(김

소연, 2003). 즉, 방향 전환이 발생하는 결절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평면구성

168) 단, 그리드식의 동선 간에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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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찾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동선체계가 연결

되는 중앙홀 형태의 평면구조가 접근성이 좋고 랜드마크로서의 효과도 있어 길찾기에 

용이하다(황지연, 2012).

■ 건축적 식별성(차별성)

건축적 식별성(차별성)이란 이용자의 시각을 통해 환경에 대한 느낌, 인상, 상징

성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시성은 주변 환경과의 대조, 시각적인 우세에 의해서 

길찾기 단서로 제공되며 동시에 이용자의 반응을 유도한다(김연정, 2008).

아동은 공간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적 차별성이 길찾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건축적 차별성에는 바닥 및 기둥의 색상, 형태, 마감재료의 변

화, 랜드마크 등이 있다. 특히 아동은 랜드마크를 통하여 공간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어, 랜드마크가 길찾기에 큰 도움이 된다(Lingwood 외, 2015). 또한 

Jensen-Osmann 외 (2004)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낯선 환경에서 길을 찾을 때, 채색

이 안 된 공간보다 바닥에 채색이 된 공간에서 길을 더 잘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은희(2004)의 연구에서도, 실내바닥이나 천장, 벽, 기둥 등의 색, 마감재료, 패턴 

등과 시각적 개방감, 공간의 밝기는 지각된 건축적 차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지각된 공간 간의 차별성의 인식정도는 인지도를 강화

시켜 길찾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헌 외(1998)의 연구에 의

하면, 결절점에서 부동선(부통로) 간에 실내디자인적 차별성을 부여하여, 이용객에

게 통로 간의 식별성을 높여 길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부통로별로 천장

구조나 바닥패턴 및 입면의 변화를 줌으로써 차별화를 할 수 있다. 또는 개구부의 

배치에 변화를 주거나 기둥의 배치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동선 간 차별성을 줄 수도 

있다. 또한 공간별로 조명기구나 조명방식, 조도의 차이를 주어 실내 분위기를 차

별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구의 색상이나 디자인, 배치형태를 달리함으로써 공간

의 이미지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랜드마크, 즉 분수대나 그림, 조각, 조형

물 등의 예술장식품을 통해 공간별로 차별화를 줄 수 있다. 즉, 이러한 건축적 요소

들은 길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동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특색

있게 계획해줌으로써, 명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황지연, 2012).

■ 시각적 접근성

시각적 접근성은 건물 내 공간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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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노출된 경계 요소들을 분절시키고 원거리에서도 인지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구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김연정, 2008). 시각적 개방감과 공간의 밝기 등은 

지각된 공간 간의 건축적 차별성에 대한 인지 정도를 더욱 강화시켜 길찾기에 도움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은희, 2004). 이러한 시각적 접근성에는 시각적 개방성

과 연계성이 있다. 아트리움과 공간의 시각적 개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매대 

등 가구 높이, 보행밀도, 조도 등이 있고, 시각적 연계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출입구의 인지성, 공간 간 접근로의 인지성 등이 있다.

개방된 아트리움은 공간의 중심이 되어 길찾기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환경적 요

소인 것으로 나타났다(황지연, 2012). 또한 아동의 길찾기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최대한 시각적으로 아동이 가려지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여 시각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조민정, 2018). 수직동선의 경우 진입구에서 시각적 접근이 

가능한 곳에 배치하여 전체 공간 내에서 코어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

다. 외부공간과 주출입구가 위치한 1층과의 단면관계의 측면에서, 길찾기 행위가 

시작되는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 진입 시 주출입구의 위치가 확인될 수 있는 

가시범위에 1층이 위치할 수 있게 처리하여야 용이한 길찾기를 유도할 수 있다(김

소연, 2003)

■ 사인시스템

사인시스템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안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경로선택에 

대한 장소 간의 연결관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사인시스템은 전체 공간에 

대한 동선을 공간구조적 관점에서 체계화되어야 하며, 경로상 명확한 위치에 배치되

어야 한다. 만약 사인시스템이 국부적으로 계획되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지 않으

면, 효과적인 경로탐색을 통한 길찾기가 힘들 수 있다(안신욱 외, 2009).

황지연(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이용객이 쇼핑몰을 처음 방문할 때 사인시스템

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절한 사인시스템을 통해 이용객

의 길찾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언어나 도식의 형태 등의 안내정보가 명확

한 경우 이용객들에게 빠르게 인식되어 길찾기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객이 인지하는 방향 유도의 환경요소는 방향성이 있는 랜드마크보다 유도 사

인물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헌 외(1998)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7가지가 넘는 목적지를 표시한 사

인물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사인물은 이용량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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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몇 가지만 표시하는 것이 좋고, 사인물 간 일관성, 통일성, 단순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주동선에서 모든 사인의 내용을 인지하기 쉬울 때 길찾기가 더

욱 용이해질 수 있다고 한다.

■ 미아(아동) 길찾기 세부 환경요소 도출

다수의 연구에서 복합상업시설에서의 길찾기 용이성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평면구

성의 명료성(단순성), 건축적 차별성, 랜드마크, 사인시스템, 시각적 접근성(개방감) 

등을 언급하였다. 평면구조적 명료성은 수평 및 수직 동선, 몰 형태 등에 해당하는 공

간구성(공간구조) 요소와 공간 기능/구성의 위계성이 있다. 건축적 식별성은 색, 재

료, 패턴, 조명, 가구 등에 의해 구분되는 시각적 차별성과 공간 목적성에 의한 장소의 

정체성이 있다. 시각적 접근성은 가구 높이 및 배치, 보행밀도, 조도 등을 통한 시각적 

개방성과 출입구 및 접근로의 인지성을 통한 시각적 연계성이 있다. 사인시스템의 세

부 계획요소로는 설치위치, 디자인, 계획방식이 있다.

미아(아동) 길찾기 

환경요소
세부 환경요소

선행연구

1 2 3 4 5 6 7 8

평면

구조적

명료성

평면구성

(공간구조)

수평/수직동선, 결절점 유형(갈림길 수) ● ● ● ● ● ● ●

몰 형태/폭, 통로 폭 ● ● ● ● ● ●

출입구 접근방식 ● ● ●

공간(용도)배치방식, 매장(매대)배치방식 ● ● ●

위계성 공간 기능/구성의 논리성, 질서, 단순성 ● ● ● ●

건축적

식별성

시각적 차별성

색, 디자인, 패턴, 마감재료 ● ● ● ● ● ● ● ●

조명 (조명기구, 색, 디자인 등) ● ● ● ● ●

가구 (매대, 테이블, 벤치 등) ● ●

랜드마크 (분수대, 예술장식품 등) ● ● ● ● ● ● ●

장소의 정체성 공간 인지성/목적성 ● ● ● ●

시각적

접근성

시각적 개방성

매대 등 가구 높이 및 배치, 기둥 배치 ● ● ● ● ●

보행밀도 ● ● ● ●

조명 (조도) ● ● ●

시각적 연계성 출입구 인지성, 공간간 접근로 인지성 ●

사인

시스템

설치위치 천장, 벽, 기둥, 바닥, 설치간격 ● ●

디자인 색, 형태, 크기, 문자, 숫자, 그림 ● ● ● ● ●

계획방식 연속성, 통일성, 공간과의 일치성 ● ● ●

1: 최소영 외(2018), 2: 안은희 (2006), 3: 안은희 (2004), 4: 황지연 (2012), 5: 박민
지 & 이현수 (2016), 6: Jansen-Osmann & Wiedenbauer (2004), 7: 최상헌 & 조은
경(1998), 8: 김연정(2008)

[표 4-4] 미아(아동) 길찾기 환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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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아 발견 요소

‘미아 발견’ 요소는 보호자나 타인이 미아를 발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아 발견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조기

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취지의 CPTED기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CPTED의 주요 원리로는 감시 강화(자연적 감시, 기계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조성, 유지관리가 있으며, 이 중 미아의 발견과 관련된 원리로는 감시 

강화, 접근통제, 그리고 영역성 강화 기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원리의 항목에 대하여 상업시설과 유희시설(놀이터) 등 아동 공간에 관한 CPTED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미아 발견 요소를 도출하였다.

■ 자연적 감시 - 가시성 확보

CPTED에서 감시(Surveillance)는 범죄자 및 주민이나 가족의 위험에 대해서 감

시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설계개념이며, 감시를 강화시키는 전략으로는 자연적 

감시와 기계적 감시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감시는 공간과 시설물 계획 시 주변

에 대한 가시범위를 최대화하여 일상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외

부인의 침입 여부를 관찰하고 이웃 주민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구분함으로서 범

죄와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원리이다. 자연적 감시에서는 궁극적으로 건물 주변에 

형성되는 감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 가로공간의 전방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야간에는 적절한 조도와 간격을 유지하는 조명 설치가 필수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기능은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거나, 내·외부 감시가 가능한 개방

형 디자인, 조경 수목의 관리 등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상업시설에서 CPTED를 통한 자연적 감시 방법으로는 가능한 매장의 모든 면에 

투명재료를 사용하여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상원, 2010). 구체적으

로는 상업시설 전면부의 60% 이상을 유리창이나 개방 구조로 하여, 내부를 쉽게 

감시 및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내외부의 시야를 막는 광고물, 썬팅, 채색 

등을 금지함으로써, 내외부에서 시야를 확보한다(하미경 외, 2015 ; 이상원, 

2010). 아동 관련 판매시설이나 유희시설 등의 외면을 투명 유리창 등을 통해 시각

적으로 개방된 구조를 취하면, 외부에서도 아동의 움직임이나 이탈을 발견하기 용

이할 수 있다. 특히, 유희시설 외부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할 때, 용이할 수 있

다. 실제로 놀이터에서 CPTED를 계획할 때, 펜스의 높이를 아동 평균 눈높이인 

1.1m 이하로 제한하고 투시성이 높은 펜스(벽면적 1/2 이상)를 사용함으로써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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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신혜미 외, 2013). 그리고 자연적 감시를 위해 아동

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 보호자를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조경을 개방형

으로 계획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변기동 외, 2018). 이

러한 관점에서 쇼핑몰 내 유희시설에서도 투명한 재료의 패널이나 간살(창살)형 펜

스를 사용하면, 아동이 외부에 시각적으로 잘 노출됨으로써 관찰이 용이해질 수 있

다.169) 그리고 아동의 놀이활동이 잘 보이는 곳에 보호자 휴식공간을 설치하면 보

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용이할 수 있다.

CPTED에서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명계획 또한 중요하다. 신혜미 외 

(2013)의 연구에 의하면, 상업시설의 CPTED 계획 시, 백색계열의 광원을 설치함

으로써 시야 확보를 높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눈부심(glare) 현상 최소화를 위해 조명 간격을 일정하게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연적 감시에도 유리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광원 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겹치게 되면 빛에 의해 나타나는 어두운 공간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어, 

조명의 사각지대 및 범죄불안감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사각지대를 최소

화하고 조명의 적절한 균제도와 연색성을 유지하는 것(박현호, 2017)은 아동을 관

찰하거나 미아를 수색(발견)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업시설 CPTED 계획에서 보행로는 전방에 대한 시야 확보가 항상 되어

야 하며, 급격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하미경 외, 2015). 그리고 

시설 장애물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혜미 외, 

2013). 아동 관찰 및 미아 발견의 측면에서도 통로 중앙에 높은 가구나 조형물 등

의 시각적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 기계적 감시 - CCTV

CPTED에서 기계적 감시는 주로 방범용 CCTV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170) 즉, 인력배치가 용이하지 못한 곳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함

으로써(신혜미 외, 2013)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수색하고 있다. 쇼핑몰에서 

169) 간살(창살)형 펜스로 계획할 경우, 수평으로 간살을 설치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발을 딛고 넘어갈 수 있으

므로, CPTED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간살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Police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in 

England and Wales,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미아예방 환경설계에서도 아동이 딛고 널어갈 수 없도록 수직 

간살형 펜스를 권고하고자 한다. 

170) 또한 CCTV는 기계적 감시 이외에도 범죄 욕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접근통제의 원리 또한 적용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CCTV를 미아 수색을 위한 모니터링용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계적 감시의 속성으

로만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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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놀이터와 같은 비상업시설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

한 CCTV가 미아 수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자연적 감시를 위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조명과 함께 설치한 CCTV(변기동 외, 

2018)는 미아가 된 아동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영국의 SBD 상업시설 가

이드라인171)에 의하면, CCTV 설치 시 시설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범죄

자의 모습이 잘 나오고 이동 동선 파악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설

치 위치는 시설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출입구와 리셉션(또는 계

산대)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Police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in England and Wales, 2015 ; 하미경 외, 2015). 쇼핑몰에서는 아동

이 시설이나 쇼핑몰을 이탈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동 관련 시설 출입구나 쇼핑몰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아동의 외부 동선을 파악 가능한 곳에 CCTV를 설치하면, 추

후 미아 수색 시 용이할 수 있다.172) 단, 화장실이나 유아 휴게실처럼 프라이버시

가 중요한 곳은 출입구 외측 상부 등에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리고 만약, 아동 

관련 시설 중 명확한 시설 경계나 출입구 등이 없는 시설은 내부에 CCTV를 설치

하고, CCTV 감시범위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쇼핑몰 내에서 아동

의 전반적인 동선 파악이 가능하도록 통로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미아 수

색에 있어 용이하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된 곳은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하므

로, CCTV 계획 시 조명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Police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in England and Wales, 2015). 

■ 접근 통제 - 출입 통제

CPTED에서 접근통제(Access Control)는 목적지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도로, 보

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정해진 공간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접근통제

는 보안인력(경비원) 배치와 같은 인적 보안대책과 출입통제장치, 무인경비시스템, 

CCTV 등과 같은 기계적 보안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접근통제 방법을 통한 미아의 발견은 출입구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해

외 CPTED지침에서는 상가 및 쇼핑센터의 접근통제 방법으로 보안설비나 인적수

171) Police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in England and Wales (2015), Secured by design (SBD) - 

Commercial developments 2015 version 2.

172) 아동 안전 모니터링의 측면에서 시설 내부에도 CCTV가 있으면 좋지만, 경제적 여건상 1대의 CCTV만 설

치 가능하다면, 출입문을 중심으로 외부 동선이 파악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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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펜스 등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이상원, 2010). 이와 같은 접근통제 방법

은 아동이 내부공간에서 외부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이 문

을 열고 이탈하려는 경우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문 여는 모습이 보호자나 직원 등에

게 발견될 수도 있다. 펜스나 출입문은 센서 설비를 통해, 전자식 출입 통제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Police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in 

England and Wales).173)

■ 영역성 강화

CPTED에서 ‘영역'이란 '특정 대상'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책임 의식을 유발

할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범위 또는 경계'를 의미한다. 즉, 어떤 공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

의 영역을 조성하여 잠재적 범죄자가 스스로 감시받거나 제지당할 수 있음을 인식

하게 함으로써 범죄 욕구를 억제시키는 원리이다. 이러한 영역성(Territoriality)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펜스, 담장, 조경, 표지판, 시설물, 한평 공원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영역의 경계부에 바닥패턴(도로포장)이나 디자인의 변화를 줌으로

써 영역을 구분할 수도 있다.

상업시설의 영역성 부여 기법으로는 출입구 및 시설(매장)의 전면부를 차별화된 

재료나 색채의 바닥재, 볼라드, 펜스, 조형물, 얕은 조경, 조명 등을 이용함으로써 

공간의 변화를 명확하게 주어 영역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박현호, 2017 ; 하미

경 외, 2015). 그리고 시설에 표지판(사인물)을 설치함으로써, 영역을 명확히 할 수

도 있다(하미경 외, 2015). 또한 출입구 및 공간(시설)으로의 진입 경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간의 영역성을 구분해주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신혜

미 외, 2013).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역성이 확보되면, 아동이 매장 밖으로 이탈하

더라도, 보호자나 직원 등이 매장의 경계를 인지함으로써 아동의 이탈을 발견할 수 

있다.

■ 미아 발견 세부 환경요소 도출

미아 발견 요소로 차용할 수 있는 CPTED 원리로는 감시 강화, 접근통제, 영역

성 강화 기법이 있다. 이 원리를 기반으로 상업시설 및 유희시설(놀이터)의 

CPTED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한 미아 발견 환경요소를 세부적으로 구

173) 화재 시에는 자동 개폐 시스템을 통해 피난에 대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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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시성 확보 측면으로는 입면요소(펜스, 가구, 기둥 등), 

조명, 보호자 휴식공간(아동관찰공간)이 있다. 기계적 감시의 측면으로는 CCTV계

획요소가 있으며, 접근통제-출입통제 측면으로는 출입문 또는 펜스를 설치하는 것

과 전자식 출입 통제 장치가 있다. 그리고 영역성 강화 측면에서는 출입구, 펜스 등

의 경계요소와 표지판, 조명 등의 설치물, 바닥재 등이 있다.

CPTED

원리

미아발견 

환경요소
세부 환경요소

CPTED 선행연구

1 2 3 4 5 6 7 8

감
시
강
화

자연
적

감시

가
시
성

확
보

입면

요소

펜스의 높이 (아동 눈/키 높이 이하),

펜스의 종류 및 재료

(투시성 높은 투명 패널, 간살형 펜스),

시설 전면부 유리창의 투명성

● ● ● ● ● ● ●

가구의 높이 및 배치 (높은 가구는 벽측면에 

배치하고, 중앙이나 창문측에는 배치 지양),

조형물/입간판 등의 배치 (외부에서 내부조망 가능)

● ● ● ● ●

시설 및 통로 내 기둥 배치 및 종류(기둥은 시설/통로 

측면에 배치하고 원형기둥 사용하여 가시각 최대화)
●

조명

조명기구 종류 (백색계열의 광원) ● ●

조명기구 배치 (사각지대 없는 균일한 조명계획) ● ● ● ● ● ●

조도, 균제도 ● ● ● ● ● ● ●

벤치 보호자 휴식공간 배치 (아동 관찰 용이한 위치) ● ●

기계
적 

감시
CCTV

설치 위치 및 방향 (이동 동선 파악가능한 위치/방향)● ● ● ● ● ● ● ●

감시범위 (카메라 화각, 사각지대) ● ● ●

조명 부가설치 ● ● ●

접근 
통제

출
입
통
제

출입구 출입문, 펜스(문) ● ● ● ● ●

설비 잠금 장치, 전자식 출입 통제 장치 (자동개폐 장치) ● ● ●

영역성 강화

경계
요소

출입구, 펜스 (시설경계 형성하여 구분) ● ● ● ●

바닥
바닥재 (차별화된 색채, 재료, 패턴 등),

바닥 단차 (선큰구조 등)
● ● ● ● ● ● ●

설치물  표지판(사인물), 조명 ● ● ● ●

1: Police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in England and Wales (2015), 2: Office of 
Neighborhood Involvement in Portland, Oregon (2009), 3: 박현호 (2017), 4: 하미
경, 이효창 (2015), 5: 이상원 (2010), 6: 신혜미 외 (2013), 7: 변기동 외 (2018), 8: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2021)

[표 4-5] 미아 발견 세부 환경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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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미아예방 환경요소 도출

미아 사례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미아 발생, 길찾기, 발견 관련 요소들

을 공통된 속성으로 그룹화하여 재분류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요소’를 도출하였

다. 이 요소들은 크게 평면적 요소 (평면구성), 입면적 요소 (시각적 접근 및 노출

성), 인테리어적 요소 (디자인 차별성), 설비적 요소, 사인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요소에 대하여 미아 단계별로 미아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찰

해 보았으며, 그 내용은 [표 4-6]과 같다.

먼저, 평면적 요소는 동선체계, 공간배치, 공간규모, 내부공간 구성요소, 시설경

계, 위계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그 중 동선체계에 해당하는 몰 폭, 통로 폭

은 적정 보행공간을 확보해주는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보행밀도를 조절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아동이 사람들에 의해 휩쓸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아동관찰

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몰 형태나 결절점 및 갈림길, 매장 매대

의 배치방식을 통해, 아동의 공간 인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길찾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아동 관련 시설을 주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함으로써 아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펜스 등을 통해 시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주고 출입구는 가급적 하나로 

설치함으로써 아동의 이탈을 방지할 수도 있다. 또한 평면계획 시, 논리적이고 단

순명쾌한 계획을 통해 위계를 형성함으로써 아동의 공간 인지성을 향상시켜 길찾

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입면적 요소는 구조적 요소, 가구적 요소, 통로/공간의 시각적 개방성과 같은 환

경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조적 요소 측면에서는 선큰(sunken)과 같은 바닥구조

를 활용하여 보호자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활발한 활동이 일어

나는 유희공간에 적용하면,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 내로 벽, 기둥의 폭과 간격을 조절하고, 매대, 

계산대, 놀이기구 등과 같은 가구의 위치와 높이를 아동이 가려지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계획함으로써,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인테리어적 요소는 인테리어적 차별성, 공간적 차별성, 랜드마크 및 어트랙션과 

같은 설치물로 구분하였다. 마감재료, 색, 패턴, 이미지 등 디자인에 변화를 주거나 

공간용도, 랜드마크 등을 통해 장소의 정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아동의 공간 인지

성을 향상시켜 길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설비적 요소는 조명, CCTV, 출입통제장치로 구분하였다. 조명은 백색광의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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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계획과 균일한 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보호자가 아동관찰에 도움을 줄 수 있

으며 아동의 길찾기나 아동(미아) 수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곳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하고, 아동의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화각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미아 수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 관련 공

간에서는 센서에 의한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를 통해, 아동을 이탈을 방지할 수도 

있다.

사인시스템의 경우, 아동의 눈에 띄기 쉬운 바닥이나 벽, 기둥의 아동 눈높이 지

점에 설치함으로써, 사인물의 식별성을 향상시켜 아동 길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그리고 사인시스템 디자인의 측면에서 형태, 색, 크기, 패턴 등을 공간별로 통

일되게 설정하고, 내용 또한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픽토그램, 숫자 등을 사용함

으로써 아동의 공간 및 내용 인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아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220

미아예방 환경유형 미아예방 환경설계요소

미아단계

미아예방 방향발
생

길
찾
기

발
견

평면적 
요소

(평면
구성)

동선계획

주 출입구 접근방식(전실-이중문), 
수직동선(E.S의 배치)

●
아동의 외부나 다른 층 

이탈방지

수평동선(몰 폭, 통로 폭) ● ●
보행밀도 조절 통한 아동 

휩쓸림 방지 / 발견 용이성 향상

수평동선(몰 형태, 
결절점-갈림길), 

매장(매대)배치방식
●

아동의 공간 인지성/길찾기 
향상

위계성 (논리성, 질서), 단순성 ●
명쾌한 계획으로 아동의 
공간인지성/길찾기 향상

공간배치

흥미요소/공간 간 배치, 
아동시설과 주 출입구/E.S와의 

접근성 (배치)
●

아동의 외부나 다른 층 
이탈방지

공간(용도)배치방식 ● ● ●
수요 높은 시설 간 분산배치 

통한 보행밀도 조절

공간규모

(보행밀도)
공간 면적, 출입구 폭 ● ● ●

보행밀도 조절 통한 아동 
휩쓸림 방지 / 가시성 확보 / 

발견 용이성 향상

내부공간 
구성요소 

유희/편의시설 휴식공간(쇼파) 
배치(위치/방향),

가족용 화장실,화장실 큐비클 크기
●

보호자의 아동관찰 용이성 
향상

시설경계
출입문의 개수/위치/종류(자동문, 
버튼식 자동문, 여닫이문), 펜스 

둘레 영역(둘레길이)
● 아동의 이탈 방지

입면적 
요소

(시각적 
접근 및 
노출성)

구조적 
요소

바닥구조(플랫구조, 선큰구조) ● ● 보호자의 가시성 확보

벽, 기둥의 폭/간격 ● ● ●
보호자의 가시성 확보/

아동이 가려지는 현상방지/

가시성 확보를 통한 아동 
길찾기 용이성 향상

가구적 
요소

매대, 계산대, 놀이기구 등 가구의 
위치/높이

● ● ●

펜스 높이, 펜스 종류(수직 
간살형, 투명 패널형)

● ●

통로/공간의
시각적개방성

입간판/사인물/조형물 등의 
위치/높이

● ●
보호자의 가시성 확보/

아동 가려지는 현상방지

인테리
어적 
요소

(디자인 
차별성)

인테리어적 
차별성

마감재료, 색, 패턴, 이미지, 심볼 
등 디자인의 변화, 조명 변화

● ●
아동의 공간인지성/

길찾기 향상공간적 
차별성

공간 용도 등 장소의 정체성, 공간 
인지성/목적성

● ●

랜드마크/

어트랙션
조형물, 영상, 이미지 ● ●

eye-catch로 아동이탈 방지/
공간 인지성 향상

설비적

요소

조명
종류, 밝기(조도), 위치, 설치방식, 

균일성(균제도) 
● ● ●

아동 관찰(발견) 용이성 향상/
아동의 길찾기 향상

CCTV 설치위치/방향, 감시범위(카메라 화각) ● 미아의 수색 용이성 향상

출입통제
장치

유희시설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센서, 전자식 출입장치)

● 아동의 이탈 방지

사인

시스템

설치위치
바닥, 벽/기둥의 아동 눈높이 

지점, 설치간격(연속성)
● ●

아동의 식별성/길찾기 향상
디자인

형태, 색, 크기, 패턴(통일성, 
공간과의 일치성, 연속성)

● ●

내용 픽토그램, 숫자, 문자 ● ● 아동의 공간인지성/길찾기 향상

[표 4-6] 미아예방 환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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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미아예방 환경설계 목표 및 기본원칙 설정

일관성 있고 명확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전략) 및 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

해,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다. 목표는 미아가 발생하고 

길을 찾으며 발견되는 과정 즉,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미아예방 방향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도출한 미아예방 환경요소를 토대로 각 목표별로 적용할 수 

있는 미아예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아는 보호자 부주의와 아동 이탈의 원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이 두 원인을 통

해 기본원칙의 대분류를 설정하였다. 즉, 미아 예방의 첫 번째 목표로 ‘보호자의 아

동 관찰 및 발견의 용이성 향상’과 두 번째 목표로 ‘아동의 이탈 방지’를 설정하였

다. 그리고 미아의 대처(미아 상황 타개/극복) 방법으로, 미아의 길찾기와 타인에 

의한 미아의 발견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세 번째 목표인 ‘아동의 길찾기 및 수색 

용이성 향상’을 설정하였다.

각 목표별 미아 예방 방안으로서 12가지 설계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첫 번째 

목표에 대한 방안(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 관찰이 용이한 평면구성’을 통

해 보호자의 아동관찰영역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공간의 가시성을 확보’하여, 가구 

등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는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밝고 균일한 조

명계획’으로 보호자의 아동관찰이 용이하도록 한다.

두 번째 목표에 대한 방안(원칙)은 다음과 같다. 펜스 등을 통해 ‘시설의 물리적 

경계를 명확하게 계획’함으로써 아동의 실내공간 이탈을 방지한다. 그리고 유희공

간 등의 ‘흥미요소를 적절히 분산 배치’함으로써, 아동의 공간이탈을 방지한다. 또

한, ‘출입구 및 탑승공간과의 분리 배치’와 ‘이중 출입구조’를 통해 아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통행량이 많은 공간은 ‘적정 보행밀도로 유

지’함으로써, 사람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거나 휩쓸려 나가는 현상을 방지한다. 

세 번째 목표에 대한 방안(원칙)은 다음과 같다. ‘차별성 있는 디자인’으로 아동

의 공간 인지성을 높임으로써, 길찾기 용이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명확한 동선계획 

및 사인시스템 계획’으로 아동의 길찾기를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계획’과 ‘미아보호소의 일원화’로, 미아 수색을 용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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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본원칙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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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과정

미아예방 
목표

미아예방
환경요소

미아예방 방안(전략)

미
아

발
생

보
호
자

부
주
의

원
인

Ⅰ.

보호자의

아동

관찰

용이성

향상

아동

관찰

공간

1.‘아동관찰이 용이한 평면구성’으로 보호자의 아동관찰영역 최소화

a. 내부공간이 잘 보이도록 설계함으로써,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한다. 

b. 1인용 공간을 아동 동반으로 입장 가능한 넓은 공간으로 설계하거나 유
아용시트를 설치함으로써,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의 이탈
을 방지한다.

시각적

장애물

2.‘가시성이 확보된 공간”으로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아동이 가
려지는 현상 방지

a. 가구적 요소는 아동을 가리지 않는 위치 혹은 높이 내에서 설치하고, 펜
스는 투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b. 구조 및 설비적 요소에 의해서,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조명
3.‘밝고 균일한 조명계획’으로 보호자의 아동관찰 용이성 향상

a. 충분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쉽도록 한다.

아
동

이
탈

원
인

Ⅱ.

아동의

이탈

방지

시설

경계

4.‘명확한 시설경계’로 아동의 공간이탈(실내→실내) 방지

a. 아동공간 출입구의 개수와 너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가급적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펜스 문, 버튼식 자동문)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이탈을 방지한다.

b. 물리적 경계를 명확하게 계획함으로써, 아동이 통행객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한다.

흥미

공간/요소

배치

5.‘흥미요소 배치 방법’에 의한 아동의 공간이탈(실내→실내) 방지

a. 유희공간을 적절히 분산 배치함으로써, 다른 흥미요소에 의한 아동의 이
탈을 방지한다.

b. 계산대/편의 데스크 근처에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함으
로써, 아동의 이탈을 방지한다.

전이

공간

 배치/
구조

6.‘출입구 및 탑승공간과의 분리배치’와‘이중 출입구조’로 아
동의 공간이탈(실내→실외 또는 다른 층) 방지

a. 아동 공간은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이터 등과 인접하지 않도록 
계획함으로써, 아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b. 주 출입구는 전실을 둔 이중 문 형식으로 계획하여, 아동의 외부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보행밀도

(공간규모)

7.‘적정 보행밀도 유지’로 사람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고 휩쓸려 
나가는 현상 방지

a. 통행 및 이용이 많은 공간은 적정 보행밀도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이 사
람들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b. 아동 공간(대기공간 포함)을 통로의 결절점 등 이동 동선과 중첩하여 두
지 않음으로써, 아동이 통행객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한다.

미아
(아동)

길찾기

Ⅲ.

미아
(아동)의

길찾기

용이성

향상

디자인

차별성

8.‘차별성 있는 디자인’으로 아동의 공간 인지성 향상

a.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재료/이미지 및 패턴을 사용하여,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구조

(동선)

9.‘명확한 동선계획’으로 아동의 길찾기 용이성 향상

a. 명확한 동선계획과 차별성 있는 배치 계획을 통해, 아동이 위치 및 동선
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인

시스템

10.‘명확한 사인시스템’으로 아동의 길찾기 용이성 향상

a. 사인시스템의 위치는 아동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은 아동
이 인지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한다.

미아

발견

Ⅳ.

미아

수색

용이성

향상

CCTV
11.‘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계획’으로 아동 수색 용이성 향상

a. 아동 이동 추적이 가능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한다.

미아

보호소

및

제도

12.‘미아 보호소 일원화’와 ‘코드아담제 실시’로 아동 인계 및 
수색 용이성 향상

a. 미아보호소는 유아 휴게실 또는 고객센터와 병행하거나 인근에 단독설치
하고,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b. 미아발생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시설 주출입구를 봉쇄하여, 미아를 수색한다.

[표 4-7]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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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 도출

4.4.1. 미아 발생원인에 따른 기능적 공간별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 도출

앞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미아는 발생한 후 극복(대처)하는 과정을 거쳐 미아 상

황을 타개하며,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면 크게 발생, 길찾기, 발견의 세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그 중 길찾기 단계의 경우, 크게 ‘아동의 길찾기 실패에 의한 미아 발

생’과 ‘미아의 대처 방법으로서 길찾기’가 있다. 전자는 유형Ⅱ의 미아 발생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후자는 미아 대처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

아 발생 유형Ⅰ과 Ⅱ에 의한 ‘미아 발생 원인’을 기능적 공간별로 구분하여, 미아예

방 환경설계 기법(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아의 길찾기’와 수색 등에 해당하

는 ‘미아 발견 방법’, 즉 ‘미아 대처 방법’을 근거로 하여,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

(전략)을 도출하였다. 미아 대처 환경설계는 미아가 발생한 후, 미아와 보호자, 시

설 관리자(직원)가 각각 미아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설계 기법

을 의미한다.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전략)의 경우, 미아 사례조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

능적 공간별 미아 발생유형에 따른 미아 행태 및 환경원인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아예방 환경요소를 도출하고, 각 환경요소별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

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능적 공간 중 영화관에 해당하는 관람공간과 에스컬레이

터, 엘리베이터 등에 해당하는 탑승공간은 설계기준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판매, 유희, 휴식, 식음, 편의, 이동공간에 대하여 미아예방 환

경설계 기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아 대처 방법의 경우, 공간별로 상이하지 않

고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아대처 환경설계 기법(전략)은 공간 전반에 적용되며, 사

인시스템, CCTV, 미아보호소 및 제도에 관한 환경요소를 기준으로 설계 기법을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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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미아 예방 및 대처 환경설계 전략(기법)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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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공간

■ 이용객 행태 및 미아 원인174)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하면, 판매공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용객 

행태로는 보호자의 경우, 상품 구경(32.8%), 이동(20.9%), 구매(18.4%), 대기

(16.4%) 등이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행태는 상품 구경(33.6%), 대기(26.6%), 이

동(25.0%), 휴식(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판매공간에서는 이동을 동반한 

상품 구경이 주로 일어나며, 보호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아동은 옆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미아 사례조사에서도,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가 가장 많이 행하고 있던 행태는 상품 구경(50.8%), 구매(35.6%)였으

며, 아동은 대기(57.9%), 상품 구경(29.8%)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자가 

상품을 구경하거나 계산하는 사이, 옆에서 대기하거나 상품을 구경하던 아동이 혼

자 이탈하면서 미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보호자가 계산대에서 대기를 할 때는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을 

통제하지만, 계산을 하는 순간이 오면 보호자가 순간적으로 아동의 손을 놓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되지 않은 몇몇 아동의 경우, 옆에서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

고 장난을 치거나 이동을 하는 등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75)

미아 사례조사 202건 중, 판매공간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59건(29.2%)으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6) 그리고 판매공간에서의 주된 미아 발생 유형은 보호

자가 다른 일하는 사이 아동이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유형Ⅰ-1)가 사례 109건 

중 50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 보호자가 상품을 구경하고 있었던 사례는 

29건(58%), 구매 중이었던 사례는 19건(38%)이었으며, 그 이외에 가격 비교를 위

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동행인과 대화를 나눈 경우가 있었다. 즉, 판매공간에서

는 보호자가 상품을 구경하거나 계산하는 사이 아동이 많이 이탈한다. 매장 내에서 

보호자가 상품 구경이나 계산 등 다른 일을 할 때, 아동이 인근의 흥미요소를 보고 

174) 판매공간에서 발생한 미아 사례는 59건으로 발생유형과 원인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유형 및 보호자 

행태별로 미아 원인(비율)을 구분하여 비교 서술하였다. (다른 기능적 공간에서는 미아 원인(비율)을 통합하

여 서술하였다.)

175) 행태조사 결과, 계산대 앞에서 보호자가 대기 중 아동의 손을 잡거나 안음으로써 아동의 이동이 통제된 

비율은 75.0%인 반면, 보호자가 구매 중 아동이 통제된 비율은 9.4%에 불과하였으며 90.6%의 아동은 이동

이 통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있는 아동 중, 이동이 통제되지 않은(손잡지 않은) 아동의 경우, 

67.7%가 대기하였으나, 29.0%가 놀이나 장난(19.4%)을 쳤고, 주위를 이동(6.5%)하며 구경(3.2%)하였다. 

176) 202건의 미아 사례 중 쇼핑몰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총 32건이며, 그중 판매공간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14건(4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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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경우가 12건(24.0%)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장난치다가 이탈한 경우가 5

건(10.0%), 과거 흥미요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탈한 경우가 4건(8.0%), 독립적으

로 먼저 이동하거나 보호자와 비슷한 옷을 입을 사람을 따라가서 미아가 된 경우가 

각 2건(4.0%)씩 있었다. 이렇게 이탈한 아동은 대체로 높은 매대 등의 시각적 장애

물(21건, 42.0%)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보호자에게 발견되지 못하였고 아동 또한 

보호자를 쉽게 찾지 못하였다. 또한 매장의 시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아동이 이

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도 13건(26.0%) 있었다. 이러한 시설 경계에 의한 미아 발

생의 경우, 매장 내부의 진열대 인근 보다 매장 외측에 위치한 계산대에서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다.177) 또한 매장이 에스컬레이터, 주출입구 등의 전이공간과 인

접해있는 경우,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하는 경우도 4건(8.0%) 있었다. 해

당 요인에 의한 미아 발생 또한 시설 외측에 위치한 계산대에 한하여 나타났다. 그

리고 매장 내에서 영역 간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어 아동이 보호자에게로 돌아가지 

못하여 미아가 된 경우도 9건(18.0%) 있었다. 또한 매장 내 보행밀도(7건, 14.0%)

가 높아서 보호자와 아동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미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단, 계산대에서는 이용객들이 크게 이동하지 않고 줄 서서 대기하기 때문에 해당 

요인에 의해 미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매장 내 진열대에서 상품 구경을 할 때 이

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거나 휩쓸려 이탈하면서 미아가 발생하였다. 

또한 판매공간이라는 특성상 아동의 흥미를 끌만 한 장난감, 간식 등의 흥미요소가 

많아, 이러한 흥미요소를 보고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가 6건(12.0%) 있었다.

판매공간에서 발생한 미아 사례 59건 중, 보호자와 아동이 거리를 두고 각각 이

동(유형Ⅰ-2)하면서 미아가 된 경우는 4건(6.8%)이었다. 해당 유형은 매장 내 통

로나 매대에서 보호자가 상품을 보며 이동하는 동안, 아동이 보호자를 따라가지 못

하면서 미아가 되었다. 아동은 대게 흥미요소를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보호

자와 비슷한 사람을 따라가면서 미아가 되었다. 그리고 해당 유형은 보호자와 아동

이 통제거리 내에 있었던 유형Ⅰ-1과 달리, 서로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

기 때문에 환경적 원인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보호자와 아동의 행

태 원인이 미아 발생에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178)

그리고 판매공간에서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이 이탈(유형Ⅰ-3)하여 미

177) 매장 내 진열대에서 아동이 매장 밖으로 이탈한 경우는 29건 중 6건(20.7%)이였으며, 계산대 앞에서 아동

이 매장 밖으로 이탈한 경우는 19건 중 5건(26.3%)으로 나타났다.

178) 해당 유형 사례 4건 중, 환경원인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보행밀도에 의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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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된 경우는 59건 중 4건(6.8%)이었다. 대체로 보호자가 아동에게 장난감 매장

이나 벤치 등 특정 위치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장을 보러 가거나 계산을 하러 간 

사이 또는 화장실을 간 사이, 아동이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었다. 아동이 보호자와 엇갈릴 것이라는 걸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보호자를 찾으

러 가면서 시설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서 보호자를 기다리는 경우, 사람

이 너무 많아 인파에 휩쓸리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이때 아동이 머

물던 시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아동이 동일 시설 내에 머물지 않고 다른 

시설로 이탈하기도 하였다.

한편, 드물지만 보호자가 아동의 통제거리 내에 있고 부주의하지 않았음에도 아

동이 갑자기 먼저 이탈(유형Ⅰ-5)하여 미아가 된 경우도 1건(1.7%) 있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장난감매장에서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고 흥분해서 먼저 달려

갔는데, 높은 진열대에 가려져 보호자가 아동이 이동한 곳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미

아가 되었다. 

■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

본 연구에서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판매공간은 일반 

매장이 아닌, 육아용품점, 장난감 매장 등과 같은 아동 관련 매장이다. 그리고 판매

공간은 규모에 따라 소/중/대규모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판매공간에서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친 보호자 부주의와 아동 이탈, 환경 

원인들을 미아 사례 빈도로 시각화하고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면 다음 

[그림 4-31]과 같다. 판매공간의 미아 환경원인을 통해, 미아예방 환경요소로는 

크게 흥미공간/요소, 시각적 장애물, 보행밀도, 조명, 디자인 차별성, 시설 경계, 전

이공간으로 도출하였다. 

“흥미공간/요소(attraction)”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유희시설(놀이기구), 

식음매장(디저트), 장난감매장(장난감)’과 ‘조형물, 영상’ 등이 있다. 아동이 있는 공

간 인근에 유희시설, 장난감매장 등과 같은 흥미공간이나 요소가 있는 경우, 아동

이 이탈하기 쉬울 수 있다. 하지만 판매공간 특성상, 아동복 및 아동용품 등 유사한 

상품 매장은 인접하여 배치시키는 것이 쇼핑몰 계획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매장 

내에는 상품이 진열된다는 특성상 흥미요소에 의한 아동 이탈을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Ayadi (2016)의 연구에 의하면, 매장에는 흥미요소나 놀이요소가 

많기때문에, 아동이 매장을 놀이장소로 생각하고 놀거나 뛰어다니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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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또한 계산대를 장난감 집으로 생각하여 숨바꼭질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동이 움직이면 보호자가 지속적

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미아 사례조사와 최재필 외

(2020a)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보호자가 상품을 보거나 계산을 할 때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은 옆에서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편집부(1994)의 설계 개론서에서는 아동복 매장에서 계산대 앞에서 플레이 테

이블을 설치하여 아동이 놀이를 하고 있도록 하며, eye-catch용 영상으로 애니메

이션을 틀어 놓은 매장을 설계 사례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미아예방 

측면으로 아동이 놀이 등을 통해 시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계산대에 eye-catch

용 영상, 모형 등을 설치함으로써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여 이탈을 방지하도록 제안

하고자 한다. 단, 통로에서는 해당 영상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5-b).

“시각적 장애물”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매대 종류/높이/배치’와 ‘조형물, 

입간판 등의 높이/배치’, ‘기둥 폭/배치’ 등이 있다. 판매공간에서는 높은 매대에 의

해서 아동이 가려지거나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서 미아가 된다. 2017년 질병관리본

부의 아동 신장 통계에 따르면, 미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 3세 아동의 평균 신

장은 남아가 99.5cm, 여아가 98.4cm로 약 1m인 것으로 나타났다.179) 즉, 판매공

간에서 높은 전면형 매대는 벽면에 두고, 중앙부의 매대는 아동의 키를 고려하여 

높이 1m 내외의 매대를 배치하거나 하부가 개방된 매대를 사용하도록 한다(2-a). 

“보행밀도”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매대 간 통로 폭’, ‘매장 규모’, ‘쇼핑몰 

내 동선상 매장 위치’ 등이 있다. 특히, 매장 간 통로 폭은 이용객들의 동선이 빈번

하게 겹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규모 및 방문객 수에 맞는 적정 통로 폭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 관련 매장의 경우 유모차 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도근 

외(2008)의 설계 개론서에 의하면 매장 내 통로 폭은 매대 앞에 사람이 서고 그 뒤

의 공간에 사람이 둘 이상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인 1.8m 이상이 요구된다고 명시

하고 있다. 그리고 한방향 통로인 경우 1.4m도 가능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

서 매장 내 주통로 폭은 최소 1.8m 이상, 부통로 폭은 최소 1.4m 이상으로 계획하

여 적정 보행밀도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이 사람들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7-a).180)

179)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8/sub08_02.do

180) 추후 해당 내용은 전문가 검토를 통해, 300mm의 설계 단위를 사용하며 아동 관련 매장에 적합한 규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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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조도’, ‘조명 설치 위치/간격’, ‘조명 기구(광

원)종류’ 등이 있다. 국가기술표준원(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ST)에 의하면, 백화점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전반조명을 조도범위

(최저-표준-최고조도)가 600-1000-1500 lx 이상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미아예방 환경설계에서도 이 기준을 활용하고자 한다(3-a).181) 또한 조

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음영이 생기는 곳 없이 균일한 

조도값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3-a). 그리고 눈부심이 많이 생기지 

않으며, 밝은 색의 백색계열 광원을 사용하도록 한다(3-a).

“디자인 차별성”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매대 등 가구집기의 종류/디자인’, 

‘매장 바닥, 벽, 천장 등의 색채/재료/ 이미지/패턴/장식’, ‘조명, 조형물 등의 랜드

마크적 요소’ 등이 있다. 안은희(2004)와 황지연(2012) 등 다수의 연구자에 의하

면, 디자인적 차별성은 아동의 길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재료/이미지/패턴/장식을 사용하여, 이동통로 및 다른 매장

과 시설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8-a). 그리

고 직각/사행/방사형 배치처럼 공간의 차별성이 떨어져 아동이 위치를 인식하기 어

려울 경우, 바닥패턴, 진열대 등을 통해 동선과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줌으로써, 아

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8-a). 

“시설 경계”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벽체, 유리창, 펜스, 매대’, ‘출입구 수/

폭/종류(개방형, 여닫이문, 버튼식 자동문)’ 등이 있다.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개방된 구조의 경우, 폐쇄적인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의 시설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2) 따라서 판매공간에서

도 매장 입구를 최소한으로 하며, 진열대와 투시성이 높은 유리창, 펜스 등으로 경

계를 형성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아동의 이탈을 방지하고 아동이 공간을 명확하

로 폭)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변경하였다. 부통로의 경우 ‘시설 내 통로 폭은 최소 1.2m이상으로 계획한다.’

와 같은 내용으로, 주통로의 경우 ‘계산대 전면부 통로(대기공간 포함) 폭은 최소 1.5m이상으로 계획한다.’

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 Mun, D. (1981)의 설계 개론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매장 내 통로 폭은 

0.9~1.2m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유모차나 쇼핑카트를 미는 이용객을 포함하여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

는 통로 폭은 1.2m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제편집부(1994)의 설계 개론서에 의하면, 계산대 앞의 통로는 최소 

1.5m 이상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81) 백화점 및 상업시설의 일반 매장의 경우, 조도 범위가 600-1000-1500lx지만, 아동용품점의 매장 내 전반 

조도는 300-400-600lx로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매장계획은 아동 관련 매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 이후 최종 조도 범위를 300-400-600lx로 수정하였다.

182) 해당 연구에 의하면, 유희공간의 경계형성 정도(개방 정도)에 따라 아동의 놀이 활동범위(이탈범위)가 다

르게 나타났다. 개방된 영역이 6.7%밖에 되지 않은 놀이터에서 아동이 시설을 이탈한 비율은 2.2%였다. 하

지만 이동공간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전면 개방된 놀이터에서의 이탈 비율은 1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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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4-a, b).

“전이공간”과 관련 세부 환경요소로는 ‘매장과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이

터와의 인접성’ 등이 있다. 미아 사례조사에서 ‘내부 간 이동’, ‘내부에서 외부로 이

동’한 미아 사례는 127건이며, 이 중 아동이 있던 시설과 전이공간이 인접함에 따

라 아동이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미아가 된 사례는 14건(11.0%) 이었다. 즉, 

특정 공간이 전이공간과 인접하면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며, 미아 발견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183) 따라서 매장이 주출입

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이터 등의 전이공간과 인접하지 않도록 계획함으로써, 아동

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단, 건축법에 의거한 피난 

보행거리는 확보한다(6-b).

183) 3.1절에서 발견 소요시간에 따른 타공간 이동율의 Spearman 상관분석 (순위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r값

은 0.943, 유의확률은 0.005로 나왔다. 그리고 선형 회귀분석 결과 R2값은 0.816, 유의확률은 0.014로, 발

견 시간과 아동의 타공간 이동률 사이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아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

면, 미아 발견 시간 또한 길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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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판매공간의 미아 발생 원인에 따른 미아 예방 환경설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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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희공간

■ 이용객 행태 및 미아 원인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하면, 유희공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용객 

행태로는 보호자의 경우, 아동 옆에서 직접 케어(46.7%), 멀리서 아동 관찰

(25.6%), 아동 관찰 목적으로 있지만 아동을 보지 않는 행태(11.1%), 휴식(6.7%) 

등이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행태로는 놀이(91.6%), 휴식(3.6%) 등이 있었다.

본 연구의 미아 사례조사에서도,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가 가장 많이 행하고 있

던 행태로는 다른 아동케어(32.4%), 현장 부재(17.6%), 원거리 아동 관찰/휴식

(14.7%), 화장실 사용(8.8%), 대화(8.8%), 식사(5.9%), 휴대전화 사용(2.9%) 등이 

있었다. 아동의 경우 놀이(88.6%), 대기(8.6%), 관람(2.9%)의 행태가 있었다.

미아 사례조사 202건 중, 유희공간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36건(17.8%)으로 판

매공간과 이동공간에 이어 세 번째로 미아가 많이 발생하였다.184) 그리고 유희공

간에서의 주된 미아 발생 유형은 보호자가 다른 일하는 사이 아동이 이탈하여 미아

가 된 경우(유형Ⅰ-1)가 사례 36건 중 15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때 보호자

가 행한 다른 일로는 다른 아동케어, 대화, 식사, 운동, 휴대전화 사용, 휴식, 대기 

등이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와 아동이 거리를 두고 이동하여 미아가 된 경우(유형

Ⅰ-2)는 없었으며, 보호자가 멀리서 아동을 관찰하는 사이 아동이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유형Ⅰ-4)는 8건(22.2%) 있었다. 그리고 해당 유형은 보호자의 아동관찰 

행태 특성상 유희공간에서만 발생하였다.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이 이탈

하여 미아가 된 경우(유형Ⅰ-3)는 7건(19.4%) 있었다.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아동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유형Ⅰ-5)는 3건

(8.3%) 있었다.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하면서 미아가 된 경우(유형Ⅱ)는 3건(8.3%) 

있었다.

유희공간에서 아동이 이탈한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아동이 놀이의 연장으로 

시설을 이탈하는 경우(11건, 33.3%)였다. 그리고 놀이 중 인근의 또 다른 놀이기

구, 장난감, 간식 등의 흥미요소를 보고 이동하여 미아가 된 경우와, 과거 흥미요소

를 기억하고 이동하여 미아가 된 경우가 각 3건(8.3%)씩 있었다. 또한 보호자가 잠

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이 보호자를 찾아 이동하면서 미아가 된 경우도 3건

184) 202건의 미아 사례 중 쇼핑몰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총 32건이며, 그중 유희공간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1건(3.1%)이다. 단, 202건의 사례는 미아 발생 기간의 제한 없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과거 

쇼핑몰의 공간 특성에 따라 유희시설이 없는 쇼핑몰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쇼핑몰 사례 중 

유희공간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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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와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따라가면서 미아가 된 경

우도 2건(5.6%)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아동이 이동할 때 유희공간의 경계가 펜스나 출입구 등으로 명확

하게 구획되어있지 않아, 아동이 완전히 시설 밖으로 이탈하면서 미아가 된 경우가 

12건(33.3%) 있었다. 또한 아동이 있던 시설이 에스컬레이터, 주출입구 등의 전이

공간과 인접하여 배치되어있어,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한 경우도 3건

(8.3%) 있었다. 그리고 시설 내 사람이 많아, 높은 보행밀도에 의해 아동이 가려짐

으로써 보호자가 아동의 지속적으로 주시하지 못하면서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11

건, 30.6%). 또한 높거나 불투명한 놀이기구 등의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아동이 가

려짐으로써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지 못하여 미아가 되는 경우가 5건(13.9%) 있

었다. 그리고 유희시설 내 보호자가 휴식을 취할 벤치 등이 부족하거나 멀리 배치

되어있어, 원거리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며 미아가 된 경우가 7건(19.4%) 있

었다. 또한 아동이 멀리 있는 보호자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공간이 디

자인적인 차별성이 없거나(7건, 19.4%) 공간구조가 복잡하여(2건, 5.6%), 아동이 

길찾기에 실패하면서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보호자가 멀리서 아동 관찰을 

할 때, 보행밀도와 시각적 장애물이 보호자의 아동 관찰에 더욱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동 또한 보호자에게로 돌아가는 길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

로 미아 발생유형 Ⅰ-4에 해당하는 미아 사례를 보면, 보호자 공간의 부족 및 배치

의 원인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4건, 보행밀도 원인이 3건, 시각적 장

애물의 원인이 1건, 디자인 차별성 원인이 4건, 공간구조 원인이 1건 있었다. 

■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유희공간으로는 공공시설로 개방한 무료 유희시설과 키즈

카페와 같은 상업용 유료 유희시설이다. 또한 유희시설 내에서 아동의 놀이를 관찰

할 수 있는 보호자 휴식공간 또한 해당 공간의 설계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유

희공간에서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친 보호자의 부주의와 아동 이탈, 환경원인들을 

미아 사례 빈도로 정리하고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면 다음 [그림 4-32]

와 같다. 유희공간의 미아 환경원인을 통해, 미아예방 환경요소로는 크게 흥미공간

/요소, 시각적 장애물, 보행밀도, 조명, 아동 관찰공간, 디자인 차별성, 시설 경계, 

전이공간으로 도출하였다. 

“흥미공간/요소(attraction)”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다른 유희시설(놀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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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음매장(디저트), 장난감매장(장난감)’과 ‘조형물, 영상’ 등이 있다. 아동이 있

는 유희시설 인근에 또 다른 유희시설이나 장난감매장 등과 같은 흥미공간 또는 요

소가 있는 경우, 아동이 이탈하기 쉬울 수 있다. 최소영(2017)의 연구에 의하면, 유

희시설끼리 인접하여 배치된 시설에서 미아발생률이 높았고, 보행 시뮬레이션 미아 

에이전트의 시설 이탈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희시설 간 분리배치를 

통해 아동의 시설이탈률 및 미아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에서도 유희시설 배치 시, 다른 유희시설, 장난감매장 등 흥미공간과 인

접하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하여 배치함으로써, 아동이 다른 흥미요소에 의해 이탈

할 가능성을 낮추도록 권고하고자 한다(5-a). 그리고 키즈카페와 같은 유료 시설의 

경우, 계산대에서 보호자가 계산할 때 아동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최재필 외

(2020a)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보호자가 계산대에서 대기를 할 때는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을 통제하지만, 계산을 하는 순간이 오면 보호자가 순간적으

로 아동의 손을 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되지 않은 몇몇 아동의 경우, 옆에

서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이동을 하는 등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185) 국제편집부(1994)의 설계 개론서에서는 매장 계산대 근처에 애니메이션 영

상을 틀어줌으로써 아동의 흥미를 끄는 설계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유료 유희시설 계산대에 eye-catch용 영상, 모형 등을 설치함으로

써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여 이탈을 방지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단, 통로에서는 

해당 영상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5-b). 

“시각적 장애물”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펜스의 높이/재료의 투명성’, ‘놀

이기구 입면(재료)의 투명성’, ‘가구, 입간판, 조형물 등의 높이/배치’, ‘기둥 폭/배

치’, ‘바닥구조’ 등이 있다. 최소영(2017)의 연구에 의하면, 유희시설 휴식공간의 시

각적 접근도가 낮거나, 놀이공간의 시각적 노출도가 낮은 경우에 미아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희시설 휴식공간의 가시성이 높고 놀이공간의 노출도가 높

으면,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기 용이하고 아동 또한 노는 모습이 잘 노출될 수 있

다. 따라서 유희공간 계획 시, 놀이기구나, 펜스, 바닥구조 등에 의해 아동이 가려

지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미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투명 패널 및 수직 간살형 등과 같은 투시성이 높은 펜스나 유리창을 

185) 행태조사 결과, 계산대 앞에서 보호자가 대기 중 아동의 손을 잡거나 안음으로써 아동의 이동이 통제된 

비율은 75.0%인 반면, 보호자가 구매 중 아동이 통제된 비율은 9.4%에 불과하였으며 90.6%의 아동은 이동

이 통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있는 아동 중, 이동이 통제되지 않은(손잡지 않은) 아동의 경우, 

67.7%가 대기하였으나, 29.0%가 놀이나 장난(19.4%)을 쳤고, 주위를 이동(6.5%)하며 구경(3.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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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으로써, 펜스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2-a). 그리고 투시성이 

높은 네트, 간살형 등의 놀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2-a). 또한 바닥구조가 시각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 보호자의 아동관찰이 

용이하도록 한다(2-a).

“보행밀도”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쇼핑몰 내 동선상 시설 위치’, ‘시설과 

이동 동선의 경계 여부’, ‘출입로 통로 폭’, ‘시설 규모’ 등이 있다. 최소영(2017)의 

연구에 의하면, 보행밀도가 높아 혼잡한 환경일수록 사람에 의해 아동이 가려질 가

능성이 높고, 보호자가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만

큼 보호자가 아동을 시각적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혼잡한 환경일수록 미아 발

생이 더욱 유도될 수 있다.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서도, 보행밀도가 더 높고 

인접하는 동선이 더 많은 유희시설에서 미아 발생률이 더 높았다. 특히, 보행밀도

는 단순 이용객수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선 수와도 밀접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3개의 동선이 만나는 결절점 중앙에 위치한 유희시설이, 2개의 동선이 직교하는 곳

에 벽면을 따라 위치한 유희시설에 비해 보행밀도가 1.48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관점에서 아동이 주 이용자인 유희시설은 동선상 혼잡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

는 것이 좋다. 또한 아동이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휩쓸리지 않도록, 유희시설의 경

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희시설을 통로의 결절점 등 

이동 동선과 중첩하여 배치하지 않거나, 시설 외부의 적정 통로 폭을 확보하여, 아

동이 통행객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권고하고자 한다(7-b).

“조명”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조도’, ‘조명 설치 위치/간격’, ‘조명 기구(광

원)종류’ 등이 있다. 김현철(1999)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시설 유희공간의 조도를 

보통 날은 300 lx, 밝은 날은 600 lx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

(KAST)에서는 유희시설의 조도범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아동 관련 시

설(아동용품점 등)의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는 300-400-600lx로 제시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희공간 미아예방 환경설계에서도 조도범위를 

300-400-600lx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자 한다(3-a). 또한 조명을 사각지대 없

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음영이 생기는 곳 없이 균일한 조도값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3-a). 그리고 눈부심이 많이 생기지 않으며, 밝은 색의 

백색계열 광원을 사용하도록 한다(3-a).

“아동 관찰공간”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보호자 휴식공간의 규모 대비 수/

종류’, ‘보호자 휴식공간의 설치 위치/방향’ 등이 있다. 유희시설에서 아동의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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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및 미아(이탈)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비를 위해, 보호자 휴식공간은 아동의 모습

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다수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변기동 외, 2018). 같

은 관점으로 미아 사례조사 통계 결과, 유희시설 내 아동 관찰공간(벤치)이 부족하

거나 멀리 배치되어있어, 원거리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며 미아가 된 경우가 

19.4%이었다. 즉, 유희공간에는 규모 대비 적정한 수의 보호자 휴식공간이 필요하

다. 그리고 이러한 휴식공간은 아동관찰이 용이한 방향과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하면, 휴식공간의 배치방식에 따라 보호자의 아동관

찰 행태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놀이공간 방향으로 배치된 휴식공간에서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아동을 관찰하였지만(72.9%), 놀이공간 역방향으로 배치된 휴식공간에

서는 일부 보호자만 아동을 관찰하였다(25.0%). 즉, 대다수의 보호자들이 아동을 

관찰하지 않고(75.0%),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인과 대화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하였다. 이는 놀이공간 역방향의 휴식공간(벤치)이 정방향의 휴식공간(벤치)에 비

해 가시적으로 아동관찰이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희시설 

내 휴식공간(쇼파, 벤치) 배치 시, 유희공간이 잘 보이도록 경계부나 벽면에 정방향

으로 배치함으로써, 보호자의 아동관찰영역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1-a). 그리고 

놀이터 경계부에 벤치형 펜스를 설치하는 것 또한,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1-a).

“디자인 차별성”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시설 바닥, 벽, 천장 등의 색채/재

료/ 이미지/패턴/장식 등’, ‘테이블, 쇼파 등 가구의 종류/디자인’, ‘조명, 조형물 등

의 랜드마크적 요소’ 등이 있다. 안은희(2004)와 황지연(2012) 등 다수의 연구자에 

의하면, 디자인적 차별성은 아동의 길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재료/이미지/패턴/장식을 사용하여, 이동통로와 시설, 

시설 내 세부영역들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8-a). 그리고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식별성이 좋은, 원색을 사용한다(8-a).

“시설 경계”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벽체, 유리창, 펜스, 매대’, ‘출입구 수/

폭/종류(개방형, 여닫이문, 버튼식 자동문)’ 등이 있다.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하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개방된 구조의 유희시설이, 벤치형 펜스에 의해 폐

쇄적인 구조를 가진 유희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의 놀이활동으로 인한 시설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6) 즉, 유희공간이 구조적으로 개방되어있으면 아

186) 해당 연구에 의하면, 유희공간의 경계형성 정도(개방 정도)에 따라 아동의 놀이 활동범위(이탈범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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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놀이행태가 유희공간을 벗어나 이동공간으로 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본 연구는 유희시설의 경계를 유리창, 펜스, 벤치형 펜스 등을 활용하여 최

대한 폐쇄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아동의 이탈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

다. 단, 출입 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90cm 이상으로 한다(4-a). 그리고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

하며,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펜스 문, 버튼식 자동문)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한다(4-a).

“전이공간”과 관련 세부 환경요소로는 ‘시설과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이

터와의 인접성’ 등이 있다. 미아 사례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있는 공간이 전이공간

과 인접하면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며, 미아 발견

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과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

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계획함으로써, 아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건축법에 의거한 피난 보행거리는 확보한다(6-b).

르게 나타났다. 개방된 영역이 6.7%밖에 되지 않은 놀이터에서 아동이 시설을 이탈한 비율은 2.2%였다. 하

지만 이동공간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전면 개방된 놀이터에서의 이탈 비율은 12.5%였다.



제 4장  복합상업시설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239

[그림 4-32] 유희공간의 미아 발생 원인에 따른 미아 예방 환경설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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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식공간

■ 이용객 행태 및 미아 원인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서 집계된 휴식공간의 행태 통계를 크게 일반 휴식공

간과 독서 겸 휴식공간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공간 및 유희공간 내 벤치

와 같은 ‘일반 휴식공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용객 행태로는 보호자의 경우, 

휴식(49.7%), 원거리 아동 관찰(27.5%), 아동관찰 목적으로 있으나 아동을 보지 

않는 행태(15.2%), 독서(4.1%) 등이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행태 또한 휴식

(82.8%), 독서(10.3%), 장난(3.4%), 식사(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

서매장 내 위치한 ‘독서 겸 휴식공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용객 행태로는 보

호자의 경우, 독서(54.4%), 휴식(18.9%), 아동 케어(12.1%), 이동(9.7%) 등이 있

었다. 그리고 아동의 행태는 독서(80.4%), 휴식(7.7%), 이동(6.4%), 구경(3.8%)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미아 사례조사에서도,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가 가장 많이 행하고 있

던 행태로는 휴식/아동관찰(20.0%), 현장 부재(20.0%), 다른 아동케어(20.0%), 상

품·흥미요소 구경(13.3%), 찾기/정리/채비(13.3%) 등이 있었다. 아동의 행태로는 

대기가 21.4%, 휴식, 놀이, 이동, 상품·흥미요소 구경, 관람이 각 14.3%, 독서 

7.1%로 나타났다.

미아 사례조사 202건 중, 휴식공간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16건(7.9%)으로 나타

났다.187) 그리고 휴식공간에서의 주된 미아 발생 유형은 보호자가 다른 일하는 사

이 아동이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유형Ⅰ-1)가 사례 16건 중 10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때 보호자가 행한 다른 일로는 휴식/아동관찰, 찾기/정리/채비, 흥

미요소 구경, 대화 등이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와 아동이 거리를 두고 이동하여 미

아가 된 경우(유형Ⅰ-2)는 2건(12.5%)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아동이 한 보호자와 

함께 있다가 다른 보호자에게로 가는 과정에서 두 보호자가 아동을 보지 못하면서 

미아가 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이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유형Ⅰ-3)는 4건(25.0%) 있었다. 그 이외의 Ⅰ-4, Ⅰ-5, Ⅱ 유형은 발생

하지 않았다. 

휴식공간에서 아동이 이탈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흥미요소를 보고 이탈한 경우

(4건, 25.0%)였다. 이때 휴식공간 인근에 장난감매장이나 영상물, 동물 등 인접 배

187) 202건의 미아 사례 중 쇼핑몰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총 32건이며, 그중 휴식공간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3건(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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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지 않아도 되는 흥미요소가 인접하여 배치됨으로써 미아 발생에 영향을 준 경

우는 3건(18.8%)이었다. 그리고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 이동하거나 무의식

적으로 직진하여 이탈한 경우가 각 1건(6.3%)씩 있었다. 또한 아동 키보다 높은 책

장이나 기둥 등의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아동의 시야가 가려짐으로써 근처에 있는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해 이동하기도 하였다(4건, 25.0%) 그리고 보호자 또한 시각

적 장애물에 가려진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였다(3건, 18.8%).188) 또한 시각

적 장애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아 높은 보행밀도 의해 아동이 가려져서 보호자가 

못 보기도 하였다(3건, 18.8%). 그리고 아동이 이동할 때, 해당 시설의 경계가 명

확하지 않아 아동이 시설 밖으로 이탈한 경우가 3건(18.8%) 있었으며, 해당 시설

이 에스컬레이터 등의 전이공간과 인접배치됨에 따라 아동이 외부로 완전히 이탈

한 경우도 1건(6.3%) 있었다. 또한 아동이 이탈할 때, 휴식공간의 조명이 너무 어

두워 보호자가 아동의 이동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아가 된 경우도 있었다(1건, 

6.3%). 

■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

일반적으로 휴식공간이라고 하면, 동선 내 배치된 휴식공간, 유희시설 내 휴식공

간, 독서공간(공공 독서 라운지, 도서매장 내 휴식공간), 카페테리아 등이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의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전략)에서 제시하는 휴식공간은 독서를 위

한 휴식공간(독서공간)으로 한정지었다. 이러한 휴식(독서)공간에서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친 보호자의 부주의와 아동 이탈, 환경원인들을 미아 사례 빈도로 정리하

고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면 다음 [그림 4-33]과 같다. 휴식공간의 미

아 환경원인을 통해, 미아예방 환경요소로는 크게 흥미공간/요소, 시각적 장애물, 

보행밀도, 조명, 디자인 차별성, 시설 경계, 전이공간으로 도출하였다. 

“흥미공간/요소(attraction)”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유희시설(놀이기구), 

식음매장(디저트), 장난감매장(장난감)’과 ‘조형물, 영상’ 등이 있다. 아동이 있는 휴

식공간 인근에 유희시설, 장난감매장 등과 같은 흥미공간이나 요소가 있는 경우, 

아동이 이탈하기 쉬울 수 있다. 최소영(2017)의 미아 보행 시뮬레이션 연구결과에 

의하면, 휴식공간 인근에 유희시설이 있는 경우, 휴식공간에서 유희시설로 미아 에

이전트가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시뮬레이션의 실

제 대상지인 휴식공간의 미아 통계에서도, 실제로 다른 휴식공간에 비해 미아발생

188) 시각적 장애물에 영향을 받아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총 5건(31.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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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휴식공간이 유희

공간, 장난감매장 등 흥미공간과 인접하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하여 배치함으로써, 

아동이 다른 흥미요소에 의해 이탈할 가능성을 낮추도록 권장하고자 한다(5-a). 

“시각적 장애물”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펜스의 높이/재료의 투명성’, ‘책

장 종류/높이/배치’, ‘가구, 입간판, 조형물 등의 높이/배치’, ‘기둥 폭/배치’, ‘바닥구

조’ 등이 있다. 미아 사례조사에 의하면, 휴식공간에서 미아 발생에 가장 영향을 많

이 미친 환경요소는 시각적 장애물이었으며, 이 요소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경우는 

31.3%였다. 이는 보호자와 아동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시야의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인근의 가구적 요소들이 시각적 장애물 역

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벽면이 아닌 중앙에 배치된 가구가 아동의 

키보다 높으면 아동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공간 중앙에는 

높은 가구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2-a).189) 그리고 투명 패널/수직 

간살형 등과 같은 투시성이 높은 펜스나 유리창을 사용함으로써, 펜스에 의해 아동

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2-a). 또한 기둥이 시설의 측면에 위치하도록 경계를 형

성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기둥에 의해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현상을 최소화한다

(2-b). 바닥구조가 시각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 보호자의 아동관찰이 용이

하도록 한다(2-b).

“보행밀도”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시설 규모’, ‘동선상 시설 위치’ 등이 있

다. 최소영(2017)의 연구에 의하면, 보행밀도가 높아 혼잡한 환경일수록 사람에 의

해 아동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가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보호자가 아동을 시각적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혼잡한 환

경일수록 미아 발생이 더욱 유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식(독서)공간 

배치 시, 통로의 결절점 등 이동 동선과 중첩하여 배치하지 않거나, 시설 외부의 적

정 통로 폭을 확보하여, 아동이 통행객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권고하고자 

한다(7-b).

“조명”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조도’, ‘조명 설치 위치/간격’, ‘조명 기구(광

원)종류’ 등이 있다. 국가기술표준원(KAST)에 의하면, 학교 내 도서열람실의 조도

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는 600-1000-1500 lx 이상으로, 주택 내 도서공간의 

189) 추후 해당 내용은 전문가 검토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전면형 책장은 벽면에 두고, 중앙

부의 책장은 아동의 키를 고려하여, 높이 1m 내외의 책장을 배치한다.’ ; 2017년 질병관리본부의 아동 신장 

통계에 따르면, 미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 3세 아동의 평균 신장은 남아가 99.5cm, 여아가 98.4cm로 

약 1m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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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범위는 300-400-600 lx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국부조명을 

사용하여 기준 조도에 맞추는 것 또한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김현철(1999)의 연구

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아동 관련 공간의 조도를 보통 날은 300 lx, 밝은 날은 600 

lx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휴식공간(독서공간)의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 

또한 300-400-600 lx 이상으로 권고하고자 한다(3-a). 또한 조명을 사각지대 없

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음영이 생기는 곳 없이 균일한 조도값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3-a). 그리고 눈부심이 많이 생기지 않으며, 밝은 색의 

백색계열 광원을 사용하도록 한다(3-a).

“디자인 차별성”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시설 바닥, 벽, 천장 등의 색채/재

료/ 이미지/패턴/장식 등’, ‘테이블, 쇼파 등 가구의 종류/디자인’, ‘조명, 조형물 등

의 랜드마크적 요소’ 등이 있다. 안은희(2004)와 황지연(2012) 등 다수의 연구자에 

의하면, 디자인적 차별성은 아동의 길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재료/이미지/패턴/장식을 사용하여, 이동통로와 시설, 

시설 내 세부영역들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8-a). 그리고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식별성이 좋은, 원색을 사용한다(8-a).

“시설 경계”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벽체, 유리창, 펜스, 벤치형 펜스’, ‘출

입구 수/폭/종류(개방형, 여닫이문, 버튼식 자동문)’ 등이 있다. 최재필 외(2020a)

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개방된 구조의 경우, 폐쇄적인 구

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의 시설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0) 이러한 관

점에서 본 연구는 휴식공간의 경계를 유리창, 펜스, 벤치형 펜스 등을 활용하여 최

대한 폐쇄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아동의 이탈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

다. 단, 출입 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90cm 이상으로 한다(4-a). 그리고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

하며,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펜스 문, 버튼식 자동문)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한다(4-a).

“전이공간”과 관련 세부 환경요소로는 ‘시설과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이

터와의 인접성’ 등이 있다. 미아 사례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있는 공간이 전이공간

과 인접하면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며, 미아 발견

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과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

190) 해당 연구에 의하면, 유희공간의 경계형성 정도(개방 정도)에 따라 아동의 놀이 활동범위(이탈범위)가 다

르게 나타났다. 개방된 영역이 6.7%밖에 되지 않은 놀이터에서 아동이 시설을 이탈한 비율은 2.2%였다. 하

지만 이동공간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전면 개방된 놀이터에서의 이탈 비율은 1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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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계획함으로써, 아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건축법에 의거한 피난 보행거리는 확보한다(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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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휴식공간의 미아 발생 원인에 따른 미아 예방 환경설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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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음공간

■ 이용객 행태 및 미아 원인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하면, 식음공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용객 

행태로는 보호자의 경우, 식사(90.8%), 이동(4.2%), 주문/계산(3.3%), 메뉴판 보기

(1.7%)가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행태로는 식사(84.6%), 이동(7.7%), 서있음

(3.8%), 휴식(3.8%)이 있었다.

본 연구의 미아 사례조사에서도,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가 가장 많이 행하고 있

던 행태로는 주문/계산(64.3%), 식사(21.4%), 테이블 정리(14.3%)가 있었다. 아동

의 경우 대기(78.6%), 이동(14.3%), 식사(7.1%)의 행태가 있었다.

미아 사례조사 202건 중, 식음공간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14건(6.9%)으로 나타

났다.191) 그리고 식음공간에서의 주된 미아 발생 유형은 보호자가 다른 일하는 사

이 아동이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유형Ⅰ-1)가 사례 14건 중 9건(64.3%)으로 가

장 많았다. 이때 보호자가 행한 다른 일로는 주문/계산, 식사, 테이블 정리가 있었

다. 그리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이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유형Ⅰ-3)

는 4건(28.6%) 있었다. 또한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하면서 미아가 된 경우(유형Ⅱ)

는 1건(7.1%) 있었다. 그 이외의 Ⅰ-2, Ⅰ-4, Ⅰ-5 유형은 발생하지 않았다.

식음공간에서 아동이 이탈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흥미요소를 보고 이탈한 경우

(4건, 28.6%)였다. 이때 휴식공간 인근에 유희시설 등 흥미공간이 인접 배치되어 

있음에 따라 미아 발생에 영향을 준 경우가 1건(7.1%)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가 과

거 흥미요소를 기억해서 이동한 경우도 1건(7.1%) 있었다. 한편, 아동이 자아중심

성에 의해 보호자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동한 경우와 보호자와 비슷한 사람을 따

라간 경우,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 이동한 경우가 각 1건(7.1%)씩 있었다. 이처럼 

아동이 이탈할 때 해당 식음공간의 시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아동이 시설 밖으로 

이탈한 경우가 5건(35.7%) 있었고, 해당 시설이 전이공간과 인접함에 따라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한 경우가 3건(21.4%) 있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의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동이 사람들에 의해 휩쓸려 이탈하거나 보호자가 제대로 아

동을 보지 못하면서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4건, 28.6%). 또한 아동이 식사 중, 화

장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혼자 식당 밖을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식당

의 디자인적 차별성이 없거나(3건, 21.4%) 시설의 공간구조가 복잡해서(3건, 

191) 202건의 미아 사례 중 쇼핑몰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총 32건이며, 그중 식음공간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3건(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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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사인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아(1건, 7.1%) 길찾기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가 식기를 반납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물을 마시기 위해 식수

대로 이동한 아동이 넓은 기둥에 가려져 보호자가 발견하지 못하면서 미아가 되기

도 하였다(1건, 7.1%). 또한 보호자가 계산하는 사이, 옆에서 대기 중인 아동이 이

탈하였는데, 주위 조도가 어두워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1건, 7.1%).

■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

본 연구에서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식음공간은 아동

시설 인근의 식음매장으로, 식사류나 디저트 및 음료를 파는 매장을 의미한다. 그

리고 식음공간은 매장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본적인 

형태로 특정 시설 경계에 의해 하나의 단위공간으로 구획되는 매장형 식음공간이 

있다. 그리고 특정한 경계 없이 통로 측면에 위치한 통로형 매장이 있다. 해당 매장

은 계산대가 통로와 인접하여 있어, 주문 및 계산하는 공간과 대기하는 공간이 일

반 이동통로(동선)와 중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식음공간에서 미아 발

생에 영향을 미친 보호자의 부주의와 아동 이탈, 환경원인들을 미아 사례 빈도로 

정리하고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면 다음 [그림 4-34]와 같다. 식음공간

의 미아 환경원인을 통해, 미아예방 환경요소로는 크게 흥미공간/요소, 시각적 장

애물, 보행밀도, 조명, 디자인 차별성, 시설 경계, 전이공간으로 도출하였다. 

“흥미공간/요소(attraction)”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유희시설(놀이기구), 

식음매장(디저트), 장난감매장(장난감)’과 ‘조형물, 영상’ 등이 있다. 아동이 있는 식

음공간 인근에 유희시설, 장난감매장 등과 같은 흥미공간이나 요소가 있는 경우, 

아동이 이탈하기 쉬울 수 있다. 미아 사례조사에 의하면, 식음공간에서는 보호자가 

음식을 주문하거나 계산할 때, 옆에서 대기 중이던 아동이 홀로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식음공간에서 발생한 미아 사례 중, 계산대에서 보호자가 구매하는 사

이 미아가 발생한 경우는 42.9%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재필 외(2020a) 연구에서

도, 대부분의 보호자가 계산대에서 대기를 할 때는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

을 통제하지만, 계산을 하는 순간이 오면 보호자가 순간적으로 아동의 손을 놓고 

통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되지 않은 몇몇 아동의 경우, 옆에서 보

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이동을 하는 등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192) 국제편집부(1994)의 설계 개론서에서는 매장 계산대 근처에 애니메이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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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틀어줌으로써 아동의 흥미를 끄는 설계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식음공간 계산대에 eye-catch용 영상, 모형 등을 설치함으로써 아

동의 흥미를 유도하여 이탈을 방지하도록 권장하고자 한다. 단, 통로에서는 직접적

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5-b).

“시각적 장애물”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가구, 입간판, 조형물 등의 높이/

배치’, ‘기둥 폭/배치’ 등이 있다. 식음공간에서도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

이 이동하면, 가구나 기둥 등에 의해 가려져서 보호자가 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퇴식구, 정수기 등 높은 가구 및 기기는 벽면에 두고 중앙부에는 

테이블만 배치함으로써, 아동이 이동하더라도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2-a).

“조명”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조도’, ‘조명 설치 위치/간격’, ‘조명 기구(광

원)종류’ 등이 있다. 국가기술표준원(KAST)에 의하면, 레스토랑, 간이음식점의 식

사공간(테이블) 및 계산대의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는 300-400-600 lx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식음공간 미아예방 환경설계에서도 조

도범위를 300-400-600lx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자 한다(3-a). 또한 조명을 사

각지대 없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음영이 생기는 곳 없이 균일한 조도값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3-a). 그리고 눈부심이 많이 생기지 않으며, 밝

은 색의 백색계열 광원을 사용하도록 한다(3-a).

“디자인 차별성”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시설 바닥, 벽, 천장 등의 색채/재

료/ 이미지/패턴/장식 등’, ‘테이블, 쇼파 등 가구의 종류/디자인’, ‘조명, 조형물 등

의 랜드마크적 요소’ 등이 있다. 안은희(2004)와 황지연(2012) 등 다수의 연구자에 

의하면, 디자인적 차별성은 아동의 길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재료/이미지/패턴/장식을 사용하여, 이동통로 및 다른 

매장과 시설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8-a).

“시설 경계”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벽체, 유리창, 펜스, 벤치형 펜스’, ‘출

입구 수/폭/종류(개방형, 여닫이문, 버튼식 자동문)’ 등이 있다. 최재필 외(2020a)

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개방된 구조의 경우, 폐쇄적인 구

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의 시설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3) 그리고 해

192) 행태조사 결과, 계산대 앞에서 보호자가 대기 중 아동의 손을 잡거나 안음으로써 아동의 이동이 통제된 

비율은 75.0%인 반면, 보호자가 구매 중 아동이 통제된 비율은 9.4%에 불과하였으며 90.6%의 아동은 이동

이 통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있는 아동 중, 이동이 통제되지 않은(손잡지 않은) 아동의 경우, 

67.7%가 대기하였으나, 29.0%가 놀이나 장난(19.4%)을 쳤고, 주위를 이동(6.5%)하며 구경(3.2%)하였다. 

193) 해당 연구에 의하면, 유희공간의 경계형성 정도(개방 정도)에 따라 아동의 놀이 활동범위(이탈범위)가 다

르게 나타났다. 개방된 영역이 6.7%밖에 되지 않은 놀이터에서 아동이 시설을 이탈한 비율은 2.2%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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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구의 관찰조사에서도 식음매장 인근의 이벤트홀에서 공연 시작 소리에 학령

전기 아동이 혼자 개방된 매장을 뛰쳐나가고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아동이 흥미요소에 의해 혼자 시설을 이탈할 수 있으니, 명

확한 시설의 경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음공간의 입구는 최소한으로 하

며, 펜스 등으로 경계를 형성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아동의 이탈을 방지하고 아

동이 공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한다(4-a).

“전이공간”과 관련 세부 환경요소로는 ‘시설과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이

터와의 인접성’ 등이 있다. 미아 사례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있는 공간이 전이공간

과 인접하면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며, 미아 발견

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과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

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계획함으로써, 아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건축법에 의거한 피난 보행거리는 확보한다(6-b).

지만 이동공간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전면 개방된 놀이터에서의 이탈 비율은 1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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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식음공간의 미아 발생 원인에 따른 미아 예방 환경설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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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의공간

■ 이용객 행태 및 미아 원인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하면, 편의공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용객 

행태로는 보호자의 경우, 문의(47.4%), 찾기/정리/채비(15.8%), 목적 없는 서있음

(15.8%), 대기(10.5%), 이동(10.5%)이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행태로는 목적 없는 

서있음(66.7%), 대기(22.2%), 장난(11.1%)이 있었다.

본 연구의 미아 사례조사에서도, 미아 발생 당시 보호자가 가장 많이 행하고 있

던 행태로는 화장실 사용(42.9%), 문의(28.6%), 찾기/정리/채비(14.3%), 휴대전화 

사용(14.3%)이 있었다. 아동의 경우 대기(85.7%), 상품·흥미요소 구경(14.3%)의 

행태가 있었다.

미아 사례조사 202건 중, 편의공간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7건(3.5%)으로 나타났

다.194) 그리고 편의공간에서의 미아 발생 유형은 보호자가 다른 일하는 사이 아동

이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인 유형Ⅰ-1만 발생하였다. 편의공간에서 행한 보호자

의 다른 일 행태로는 화장실 사용 또는 손씻기, 안내데스크나 유모차 대여소에서의 

문의, 찾기/정리/채비, 휴대전화 사용이 있었다. 이처럼 보호자가 제대로 아동을 관

찰하지 못할 때, 아동은 흥미요소, 무의식적인 직진, 장난 등 다양한 이유로 이탈하

였다. 그리고 아동이 이탈할 때 시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밖으로 이탈하기

도 하였다(4건, 57.1%). 사례에서는 화장실의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

나 자동문으로 되어있어, 아동이 쉽게 이탈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

의 출입문이 외부로 연결되어있는 경우, 아동이 외부로 이탈하게 되고 보호자의 아

동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기도 하였다(1건, 14.3%). 또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규모 대비 너무 많아, 아동이 사람들에게 휩쓸려 이탈하기도 하

고, 보호자가 아동의 이탈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였다(3건, 42.9%). 또한 편의공

간의 대기 겸 휴식공간인 쇼파가 시설 내부에 위치하지 않고, 시설 외부의 통로에 

위치함에 따라, 아동이 쉽게 다른 곳으로 이탈하기도 하였다(2건, 28.6%). 그리고 

편의공간이 유희공간 등 흥미요소와 인접하여 있어, 아동이 홀로 흥미공간으로 이

동하면서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1건, 14.3%). 이렇게 이탈한 아동은 보호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시도하기도 했었지만, 해당 시설의 공간구조가 복잡하거나(2건, 

28.6%) 아동 키보다 높은 시각적 장애물이 많아(1건, 14.3%) 아동이 길찾기를 실

194) 202건의 미아 사례 중 쇼핑몰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총 32건이며, 그중 편의공간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3건(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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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하기도 하였다.

■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

본 연구의 편의공간은 안내센터, 유모차 대여소, 유아 휴게실, 문화센터, 화장실 

등 쇼핑몰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의공간에서 미아 발

생에 영향을 미친 보호자의 부주의와 아동 이탈, 환경원인들을 미아 사례 빈도로 

정리하고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면 다음 [그림 4-35]와 같다. 편의공간

의 미아 환경원인을 통해, 미아예방 환경요소로는 크게 흥미공간/요소, 조명, 아동 

관찰공간, 시설 경계, 전이공간으로 도출하였다.

“흥미공간/요소(attraction)”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유희시설(놀이기구), 

식음매장(디저트), 장난감매장(장난감)’과 ‘조형물, 영상’ 등이 있다. 아동이 있는 편

의공간 인근에 유희시설, 장난감매장 등과 같은 흥미공간이나 요소가 있는 경우, 

아동이 이탈하기 쉬울 수 있다. 따라서 유희공간, 장난감매장 등 흥미공간과 인접

하지않도록 적절히 분산하여 배치함으로써, 아동이 다른 흥미요소에 의해 이탈할 

가능성을 낮춘다(5-a). 또한 안내 데스크에서 보호자가 문의할 때, 옆에서 대기 중

이던 아동이 홀로 이탈하면서 미아가 되기도 한다.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

하면, 유모차 대여소 앞에서 보호자가 대기하고 있을 때, 동반한 아동의 이동이 통

제된 비율은 80.0%였지만, 문의 중 통제된 비율은 20.0%, 정리 중 통제된 비율은 

0%였다. 그리고 대여소 앞에 있는 아동 중, 이동이 통제되지 않은(손잡지 않은) 아

동의 경우, 75.0%가 대기하였으나, 25.0%가 장난을 쳤다. 즉, 유모차 대여소에서

는 보호자가 대기하는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고 아동에게 크게 집중할 수 없기 때

문에, 아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손을 잡고 통제를 한다. 하지만 문의

하는 순간이 오거나, 유모차 등의 짐을 정리할 때는 순간적으로 아동의 손을 놓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통제되지 않은 몇몇 아동은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움직인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안내 데스크에 eye-catch용 영상, 그림, 모형 

등을 설치함으로써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여 이탈을 방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

다. 단, 통로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5-b).

“조명”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조도’, ‘조명 설치 위치/간격’, ‘조명 기구(광

원)종류’ 등이 있다. 국가기술표준원(KAST)에 의하면, 백화점(상업시설) 내 화장실

의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는 150-200-300 lx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안내공간의 조도범위는 600-1000-1500 lx 이상으로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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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국부조명을 사용하여 기준 조도에 맞추는 것 또한 허용하고 있다. 남민영

(2011)의 연구에 의하면, 시력이 발달하는 9세 미만의 아동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시력이 떨어지고 눈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높은 조도는 지양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미아예방 환경설계에서는 아동의 이용이 빈

번한 유모차 대여소, 문화센터 라운지 등의 조도범위를 아동 관련 시설과 같은 

300-400-600 lx로 기준을 제시하고, 화장실은 150-200-300 lx 이상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3-a). 또한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음영

이 생기는 곳 없이 균일한 조도값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3-a). 그리

고 눈부심이 많이 생기지 않으며, 밝은 색의 백색계열 광원을 사용하도록 한다

(3-a). 한편, 유아 휴게실의 경우, 보호자와 아동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유, 기

저귀 교환 등 시설 내 이용 용도에 맞게 구역별로 적절한 조명계획이 필요하므로, 

별도로 전반 조명계획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동 관찰공간”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관찰공간의 규모 대비 수’, ‘관찰

공간의 설치 위치/방향’, ‘1인용 공간 규모(아동 동반 가능 규모)’ 등이 있다. 휴식

공간은 아동관찰이 용이한 방향과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 관찰공간(벤치)의 배치방식에 따라 보호자의 아동관찰 행태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놀이공간 방향으로 배치된 아동 관찰공간(벤치)에서는 대부분

의 보호자들이 아동을 관찰하였지만(72.9%), 놀이공간 역방향으로 배치된 아동 관

찰공간(벤치)에서는 일부 보호자만 아동을 관찰하였다(25.0%). 즉, 대다수의 보호

자들이 아동을 관찰하지 않고(75.0%),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인과 대화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하였다. 이는 놀이공간 역방향의 아동 관찰공간(벤치)이 정방향의 아

동 관찰공간(벤치)에 비해 가시적으로 아동관찰이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호

자가 아동을 관찰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편의공간에서는 

아동의 놀이활동과 같은 활발한 행태가 나타나지 않지만, 대기하는 과정에서 아동

의 이동이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편의공간 내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

(쇼파, 벤치)은 시설 내부가 잘 보이도록 경계부나 벽면에 정방향으로 배치함으로

써, 보호자의 아동 관찰영역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1-a). 그리고 보호자가 화

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칸막이(큐비클)가 작아, 아동이 칸막이 밖에서 기다리다

가 이탈하며 미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화장실 중 일부는 아동 동반이 가능한 넓

은 칸막이(큐비클) 혹은 가족용 화장실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1-b).

“시설 경계”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벽체, 유리창, 펜스, 벤치형 펜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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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수/폭/종류(개방형, 여닫이문, 버튼식 자동문)’ 등이 있다. 특히 안내 데스크나 

유모차 대여소의 경우, 막다른 길에 위치하지 않고 통로 중앙에 시설 경계 없이 개

방형으로 위치하면 아동이 쉽게 이탈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화장실은 진입로가 두 

번 이상 꺾여있는 경우,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면 

외부로부터 시야는 차단되지만, 아동은 쉽게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편의시설의 경계를 유리창, 펜스, 벤치형 펜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폐

쇄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아동의 이탈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단, 

출입 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휠체어

가 통과할 수 있는 90cm 이상으로 한다(4-a). 그리고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하며,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펜스 문, 버튼식 자동문)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이탈

을 방지하고자 한다(4-a).

“전이공간”과 관련 세부 환경요소로는 ‘시설과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이

터와의 인접성’ 등이 있다. 미아 사례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있는 공간이 전이공간

과 인접하면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며, 미아 발견

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과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

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계획함으로써, 아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건축법에 의거한 피난 보행거리는 확보한다(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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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편의공간의 미아 발생 원인에 따른 미아 예방 환경설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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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동공간

■ 이용객 행태 및 미아 원인

최재필 외(2020a)의 연구에 의하면, 이동공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용객 

행태로는 보호자의 경우, 이동(56.0%), 근거리 아동 케어(9.8%), 목적 없는 서있음

(9.5%), 상품·흥미요소 구경(7.6%), 원거리 아동 관찰(6.1%), 대기(4.7%), 찾기/정

리/채비(1.7%), 이정표 보기(1.7%) 등이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행태는 이동

(45.3%), 상품·흥미요소 구경(18.2%), 목적 없는 서있음(12.4%), 놀이(11.1%), 대

기(5.8%), 장난(4.0%), 휴식(1.8%) 등이 있었다. 이처럼 이동공간에서는 이동의 행

태뿐만 아니라 구경, 아동 케어 및 관찰, 대기, 놀이 등 다른 기능적 공간의 주된 행

태들이 많이 나타나는 등 전체 기능적 공간 중에서 가장 다양한 행태(16가지)가 나

타났다. 즉, 이동통로에서는 단순한 이동뿐만 아니라, 인근의 기능적 공간에서의 행

태가 연장된다고 볼 수 있다. 유희공간 인근의 통로에서는 놀이와 아동관찰의 행태

가 연장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판매공간 인근의 통로에서는 구경하거나 대기하는 

행위 혹은 아동이 보호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탈하여 장난치는 행위가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이동 중, 놀이터, 캔디매장, 인형매장, 조형물 등의 흥미요소를 발견하

면서 혼자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195)

본 연구의 미아 사례조사에서도, 미아 발생 당시 이동 행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호자가 주로 행하고 있던 행태로는 이동

(40.0%), 다른 아동케어(20.0%), 상품·흥미요소 구경(15.6%), 대화(6.7%) 등이 있

었다. 그리고 아동의 경우 이동(63.6%), 대기(18.2%), 상품·흥미요소 구경(11.4%), 

놀이(6.8%)의 행태가 있었다.

미아 사례조사 202건 중, 이동공간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47건(23.3%)으로 판

매공간에 이어 두 번째로 미아가 많이 발생하였다.196) 그리고 이동공간에서의 주

된 미아 발생 유형은 보호자와 아동이 거리를 두고 이동하여 미아가 된 경우(유형

Ⅰ-2)가 사례 47건 중 26건(55.3%)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보호자가 다른 일하

는 사이 아동이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유형Ⅰ-1)는 15건(31.9%) 이었다. 이때 

보호자가 행한 다른 일로는 다른 아동케어, 상품 또는 흥미요소 구경, 대화, 찾기/

정리, 대화, 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이 이탈하여 미

195) 최재필 외 (2020a), 논문.

196) 202건의 미아 사례 중 쇼핑몰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총 32건이며, 그중 이동공간에서 미아가 발생한 

사례는 7건(2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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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된 경우(유형Ⅰ-3)도 2건(4.3%) 있었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고 있

었지만 아동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이탈하여 미아가 된 경우(유형Ⅰ-5)도 2건

(4.3%) 있었다. 그리고 아동이 길찾기를 실패하면서 미아가 된 경우(유형Ⅱ)도 2건

(4.3%) 있었다.

이동공간에서 아동이 이탈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흥미요소를 보고 이탈한 경우

(11건, 23.4%)였다. 또한 독립성 및 자주성에 의해 아동이 혼자 먼저 이동한 경우

도 9건(19.1%)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 또는 직진 방향으로 무의식

적으로 이동하여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8건, 17.0%). 한편, 통로에서 아동이 다른 

아동과 함께 뛰어가며 장난치다가 이탈하여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4건, 8.5%). 그

리고 아동이 보호자와 떨어져 걷다가 보호자를 시각적으로 놓친 경우, 보호자와 비

슷한 옷 입은 사람을 보호자로 착각하고 따라가다가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2건, 

4.3%). 또한 아동의 시야에서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 보호자를 찾아 이동하면서 미

아가 된 경우도 2건(4.3%) 있었다. 그리고 자리 비운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 

이동하거나, 자아중심성에 의해 보호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동이 혼자 이동하여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각 1건, 2.1%).

이처럼 이동공간에서 아동이 이탈하였을 때, 사람이 많아 보행밀도가 높으면 아

동이 가려져서 보호자가 아동의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11건, 

23.4%). 그리고 거리를 두고 이동한 아동이 기둥이나 벽, 높은 가구 등 시각적 장

애물에 가려지면서 보호자가 아동을 찾지 못하기도 하였다(6건, 12.8%). 또한 주위

가 어두워서 보호자가 아동의 이동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였다(1건, 2.1%). 그리

고 이탈한 아동이 먼저 길을 찾아가거나 보호자에게 돌아가고자 했지만, 해당 이동

공간의 구조 및 동선이 복잡하거나(7건, 14.9%) 동선 또는 공간 간 디자인적 차별

성이 없어서(4건, 8.5%), 길찾기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동공간의 특성상 에

스컬레이터나 주출입구와 같은 전이공간과 직접 연결돼 있어,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2건, 4.3%).

■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

본 연구의 이동공간은 일반 동선에 해당하는 쇼핑몰의 주동선, 부동선에 해당하

는 통로와 주 출입 공간을 의미하며, 판매공간 등 특정 단위공간 내 통로는 이동공

간으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이동공간에서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친 보호자의 부주

의와 아동 이탈, 환경원인들을 미아 사례 빈도로 정리하고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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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면 다음 [그림 4-36]과 같다. 이동공간의 미아 환경원인을 통해, 미아예

방 환경요소로는 크게 시각적 장애물, 보행밀도, 조명, 공간구조(동선), 디자인 차

별성, 시설 경계, 전이공간으로 도출하였다. 

“시각적 장애물”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가구, 입간판, 조형물 등의 높이/

배치’, ‘기둥 폭/배치’ 등이 있다. 이동공간에서는 벽이나 기둥 등 구조적인 요소와 

통로 내 매대 등과 같은 가구적 요소에 의해 아동이 가려짐으로써, 미아가 되는 경

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간 중앙에는 높은 가구(매대, 사인물 등)에 의해, 아동이 가

려지지 않도록 한다(2-a). 그리고 장방형보다는 정방형 혹은 원기둥으로 계획하여,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2-b).

“보행밀도”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쇼핑몰 통로 폭’ 등이 있다. 특히, 매장 

간 통로 폭은 이용객들의 동선이 빈번하게 겹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규모 및 방

문객 수에 맞는 적정 통로 폭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 관련 매장의 경우 유모

차 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도근 외(2008)의 설계 개론서에 의하면 몰의 주통

로, 홀, 엘리베이터/계단/에스컬레이터 앞, 주출입구, 그리고 이 공간들을 연결하는 

통로는 배후에 최소한 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고객들의 일반 이동통로로 이용되는 몰의 주통로 폭은 최소 3.3m, 부통로 폭은 

최소 2.6m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몰의 주통로 폭은 최소 3.3m, 부통

로 폭은 최소 2.6m 이상으로 계획하여 적정 보행밀도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이 사

람들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권장하고자 한다(7-a).

“조명”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조도’, ‘조명 설치 위치/간격’, ‘조명 기구(광

원)종류’ 등이 있다. 주출입구의 경우, 외부의 주광과 거리 조명의 조도 영향을 많

이 받는다. 그리고 이동 통로 또한 주변의 매장 등의 공간에 따른 조도 영향을 받는

다. 따라서 이동공간에 대해 별로도 조도 기준을 제시하는 것 보다, 각 공간 및 구

역의 조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명(조도)을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에 다음과 같이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전략)을 도출하였다. 주출입구, 통로 

등에 충분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아동의 이탈을 발견하기 용이하도록 한다(3-a).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음영이 생기는 곳 없이 균일한 

조도값을 갖도록 한다(3-a). 눈부심이 많이 생기지 않으며, 밝은 색의 백색계열 광

원을 사용한다(3-a).

“공간구조(동선)”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쇼핑몰 평면 구조/동선’, ‘에스컬

레이터 종류/배치’ 등이 있다. 최상헌 외(1998)의 연구에 의하면, 평면 공간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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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하게 하고 규칙적인 통로로 동선체계를 구성하면 길찾기의 용이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통로의 동선체계를 방사형태가 아닌 직각체계에 의한 

네트워크식으로 구성하면 길찾기의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주동선(주

통로)과 부동선(부통로)이 서로 구분되고 동선 간 위계가 있으면 이용객의 공간 식

별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박민지 외(2016)의 연구에 의하면, 길찾기에서의 결절

점은 길을 선택하는 선택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절점에서 나타나는 갈

림길의 수가 많을수록 길찾기의 방해 요인이 된다. 그리고 김소연(2003)의 연구에 

의하면, 방향을 전환하는 횟수가 많은 동선일수록 길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방향 전환이 발생하는 결절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평면구성이 길

찾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갈림길이 많은 복잡한 몰 형태

보다, 단순하고 명쾌한 몰 형태로 계획하는 것이 권장된다(9-a). 그리고 불가피하

게 방사형 등 복잡한 몰 형태로 계획하는 경우, 주통로와 부통로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역별로 공간적 차별성을 부여하여,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9-b). 또한 연속승강이 가능하도록 에스컬레이터를 계획함으로써, 아

동이 동선을 명확히 인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9-a).

“디자인 차별성”과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시설 바닥, 벽, 천장 등의 색채/재

료/ 이미지/패턴/장식’, ‘테이블, 쇼파 등 가구의 종류/디자인’, ‘조명, 조형물 등의 

랜드마크적 요소’ 등이 있다. 안은희(2004)와 황지연(2012) 등 다수의 연구자에 의

하면, 디자인적 차별성은 아동의 길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바닥, 벽, 천

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재료/이미지/패턴/장식을 사용하여, 이동통로 및 다른 매

장과 시설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8-a).

“시설 경계”와 관련된 세부 환경요소로는 ‘주출입구 종류(개방형, 여닫이문, 버튼

식 자동문)’ 등이 있다. 쇼핑몰의 주출입구가 개방형이거나 자동문이면, 아동이 쉽

게 외부로 이탈할 수 있다. 따라서 주출입구는 버튼식 자동문, 여닫이문 등과 같이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을 사용하여 아동이 혼자 힘으로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한다. 단, 소방법에 의거하여 피난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4-a).

“전이공간”과 관련 세부 환경요소로는 ‘조형물과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

이터와의 인접성’, ‘주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엘레베이터와의 인접성’, ‘주출입구 

구조’ 등이 있다. 미아 사례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있는 공간이 전이공간과 인접하

면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며, 미아 발견까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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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조형물 또

한 통로 내 배치될 때, 전이공간과 인접하면 아동이 다른 층이나 외부로 이탈할 가

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조형물 배치 시,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이

터 등과 인접하여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이 조형물로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

는 외부나 다른 층으로의 이탈 가능성을 감소시키도록 한다(6-a). 또한 에스컬레이

터나 엘리베이터가 외부와 직결된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있으면, 아동이 외부로 더

욱 쉽게 이탈할 수 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를 주 출입구와 바로 인접하여 배치

시키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외부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단, 건축법에 의거한 피난 

보행거리는 확보한다(6-a). 그리고 주 출입구는 전실을 둔 이중 문 구조로 계획하

여, 아동의 외부 이탈 가능성을 낮추도록 한다(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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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이동공간의 미아 발생 원인에 따른 미아 예방 환경설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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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미아 대처 방법 (길찾기 및 발견 방법)에 따른 미아 대처 환경

설계 기법 도출

  

(1) 미아 대처 방법

미아 사례조사에 의하면, 미아 대처 방법은 주체에 따라 크게 아동(미아)과 보호

자·타인,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아동(미아)의 경우, 스스로 이탈 전

의 장소, 고객센터/미아보호소, 집/차 등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과 행인과 직원 등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보호자를 찾아 배회하거나 제자리에서 보호자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다. 미아 사례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길찾기를 하여 미아 상황

을 극복한 경우는 202건 중 15건(7.8%)이었으며,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1건(10.8%)이었다. 그리고 보호자를 찾아 배회한 경우가 93건(48.0%), 제자리에

서 가만히 보호자를 기다리는 경우는 20건(10.3%)이었다. 그리고 배회하거나 제자

리에서 기다린 경우, 당시 아동이 울고 있어서 보호자나 타인(직원, 행인 등)에게 

발견되면서 미아 상황을 타개하기도 하였다.197)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는 

타인이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주거나 아동과 함께 기다린 후에 보호자에게 인계

하기도 하였고, 고객센터/미아보호소나 경찰서로 인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호자나 직원/경찰의 수색 또는 지나가는 행인(시민)에 의해 미아가 발

견되어지면서 미아 상황을 타개하기도 한다. 미아 사례조사에서는 아동이 사라진 

후, 보호자가 주변을 찾으면서 발견하는 경우가 202건 중 83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이 혼자 배회하고 있거나 울고 있는 미아를 발견하여 

고객센터/미아보호소로 인계해주거나 보호자를 직접 찾아주는 경우도 51건

(25.2%)으로 빈번하였다. 또한 보호자로부터 미아 신고가 접수되어, 직원이나 경찰

이 CCTV 및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미아를 발견하는 경우가 20건(9.9%) 있었다. 

종합해보면 미아가 보호자와 재회하는 방법으로는 영유아 및 학령전기 아동일 

경우, 보호자나 타인에 의해 발견되어지며 미아 상황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학령전기 이상에서는 대체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길을 스스로 찾

아가면서 미아 상황을 극복하였다. 길찾기에 성공한 미아(사례 17건)는 대부분 익

숙한 길이어서 찾아올 수 있었던 경우(46.2%)가 많았다. 그리고 걸어온 길을 기억

하고 돌아온 경우(23.1%)도 있었으며, 사인시스템을 보고 고객센터나 집을 찾아간 

197) 울면서 배회하거나 가만히 서 있었던 경우는 202건 중 70건(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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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15.4%)도 있었다. 또한 멀리서 보호자나 차 등이 보여 찾아온 아동(각 7.7%)

도 있었다.198) 미아의 길찾기 방법을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고찰해보면, 미아가 걸

어온 길을 기억하고 찾아온 경우는 공간구조 및 동선의 단순성이나 공간의 디자인

적 차별성이 중요한 환경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간의 바닥, 벽, 천장 

등의 색채/재료/이미지/패턴/장식 등과 테이블, 쇼파와 같은 가구, 조명, 조형물 등

의 랜드마크적 요소 등에 의해 미아가 공간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길을 찾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랜드마크적 요소는 공간의 정체성을 부여해줄 수 있

다는 점에서, 미아가 특정 사물을 보고 찾아온 경우에도 적용되는 환경요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구조(동선)와 디자인 차별성의 환경요소는 ‘미아 예방 

환경설계 기법’에서 미아 발생 유형 Ⅱ의 특성에 따라 각 기능적 공간별로 설계 기

법(전략)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2)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

미아 대처 방법으로는 크게 미아의 길찾기와 수색 등을 통한 발견이 있다. 이러

한 미아 대처 방법은 공간별로 상이하지 않고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아대처 환경설

계 기법은 공간 전반에 적용하고자 하며, 사인시스템, CCTV, 미아보호소 및 미아 

제도 운영시스템에 관한 환경요소를 기준으로 설계 기법(전략)을 도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아 사례조사에서, 미아가 사인시스템을 보고 고객센터

나 집을 찾아간 경우가 15.4% 있었던 만큼, 사인시스템의 계획도 미아의 대처 전

략 및 길찾기에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인시스템의 계획으로는 ‘설

치 위치’, 연속적인 ‘설치 간격’, 그리고 형태, 색, 크기, 패턴 등의 ‘디자인’과 이러

한 디자인의 통일성, 공간과의 일치성, 연속성 등이 있다. 또한 픽토그램, 숫자, 문

자 등을 이용한 사인시스템의 ‘내용’도 계획요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복합상업시

설 사인시스템은 일반 성인 위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을 고

려한 사인물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신체 및 인지 발달

특성에 맞춘 사인시스템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나 층의 사인물은 아동이 발견하기 용이하도록, 천장이 아닌 기둥이나 벽의 아동 

눈높이 지점 혹은 바닥에 설치(부착)할 필요가 있다(10-a). 그리고 조도가 낮거나 

사인을 설치하기 힘든 지점에는 바닥조명 사인(로고 라이트)을 사용할 수도 있다

(10-a). 또한 사인물에 미아보호소, 놀이터, 유아 휴게실, 유모차 대여소, 화장실 

198) 가족끼리 외출하여 미아가 되었을 때, 차가 주차된 장소/차를 찾아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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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아동 관련 공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이 해당 공간을 찾아가기 

용이하도록 한다(10-a). 그리고 공간에 대한 안내는 글자와 함께 픽토그램으로 표

시함으로써, 아동이 기억하기 쉽도록 한다(10-a). 또한 사인물의 색이 주변 배경색

과 대비를 이룸으로써, 식별성을 갖도록 한다(10-a).199) 그리고 아동 시설별 고유 

색채나 이미지를 사인물에 사용하여, 아동이 공간을 인식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10-a).

현재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코드아담제에 의하

면, 미아가 발생하면 안내방송을 포함한 미아 경보를 발령하고, 시설 곳곳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며 CCTV 수색과 병행함으로써 미아를 10분 내에 조기 발견하는 것

을 의무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범위인 복합상업시설 또

한 코드아담제를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미아 발생 시, 안내방송 (실종경보)

을 실시하고 시설 주출입구를 봉쇄하여, 미아를 수색하는 코드아담제 내용을 미아

예방 환경설계 기법(전략)에 포함하였다(12-b). 또한 CCTV 계획은 미아 발생 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미아 대처 환

경설계 기법(전략)으로 CCTV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주출입구 및 

아동 관련 시설 CCTV는 외부로의 이동 동선 파악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화장실, 유아휴게실은 출입구 외측 상부에 설치한다(11-a). 아동 시

설 중, 명확한 경계가 없는 시설은 내부 CCTV 감시범위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11-a). 쇼핑몰 내 아동의 전반적인 동선 파악이 가능하도록 CCTV는 통로 곳곳에 설

치한다(11-a).

또한 코드아담제에서 미아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미아가 발생

하면 상황을 통제하고 미아를 보호할 시설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아 사례조사에 의

하면, 외부를 제외한 특정 시설 내에서 발생한 미아 사례 127건 중에서, 시민(행

인)이나 직원이 미아보호소로 아동을 인계하거나(21.4%) 아동이 직접 미아보호소

를 방문함으로써(4.8%), 미아보호소(고객센터)를 이용한 미아의 비율은 33.1%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시설 내에서의 미아보호소 등의 운영도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진다. 비록 미아보호소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더라도, 고객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미아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전략)으로, 미아보호소는 유아 휴게실 또는 고객센터와 병행하거나 인근에 단

199) 사인시스템의 가시성, 가독성, 사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탕색과 문자색 사이의 대비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Karen E. Claus & R. James Claus, 1978). 즉, 원거리에서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색상 

간의 분명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4장  복합상업시설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265

독설치하고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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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미아 대처 방법 (미아 길찾기 및 발견 방법)에 따른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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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해당 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종합하여, 설계 가이드라

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

는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실무자들이 계획요소별·계획부문별·공간별로 접근이 가능한 ‘실무 지향의 가이드라

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 항목을 동선계획, 평면계획 등의 계

획유형 및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하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계획부문(건

축, MD, 인테리어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항목별로 해당

하는 기능적 공간(판매공간, 유희공간 등)을 가이드라인에 표기하고자 한다.200) 둘

째, 신축·리모델링, 업종에 따라 ‘상업시설에서 상황별로 접근 가능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복합상업시설이나 일반상업시설의 설계 단계에서 본 가이드

라인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미 준공된 기존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도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건축, 인테리어 등의 계

획부문별로 구분되어 있고, 해당하는 기능적 공간이 표기되어 있음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셋째, 건축법, 장애인 등 편의법, 실종아동 예방지침 등 ‘관련 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 작성 시 법률 내용을 반영

하며,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넷째, ‘기존 상업시설 설계방식 및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역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에 맞추어, 개발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가이드라인 항목의 분류 기준이 될 분류체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때 복

합상업시설의 설계 프로세스와 계획요소에 근거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4.4절에서 도출한 설계 기법을 재분류 및 종합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합

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항목별로 법적, 상업목적 

등과의 상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아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실제 적용

에 문제가 있는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 및 보완, 추가함으로써 최종 미아예방 환

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간이 아닌 계획요소 기준의 공통 항목으로 구성된 통합 가이드라인으로서, 추후 평

가모델을 통해 각 공간에 해당하는 평가영역별로 항목을 재분류하여 적용함으로써, 설계 적용 또는 평가의 

용이성 및 실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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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가이드라인 분류체계 설정 및 설계기법 종합 (통합 가이드라인 초안)

(1) 가이드라인 분류체계 설정

앞서 4.2.1절에서 도출한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에 대하여 상업시설 설계 전문

가와 연구자의 검토를 거친 후,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분류체계를 설정하였다. 이

때, 가이드라인 항목에 해당하는 계획요소들을 실제 상업시설 설계 프로세스에 따

라 연관된 요소끼리 재분류함으로써 설정하였다. 설계 프로세스는 미국, 유럽, 아시

아 등 해외 전역에서 많은 복합상업시설 설계를 진행한 저드 파트너쉽(The Jerde 

Partnership)의 ‘Armature(골조) diagram’을 활용하였다. Armature diagram은 

건축물의 골격이 되는 동선을 주 출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요 공간이나 도착지

점까지 경험의 순서대로 계획하고, 이 동선구조 사이의 남은 영역에 다른 공간들을 

계획(배치)하여 결합시키는 방식이다.201)202)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실제 국내 복

합상업시설의 설계 또한 해당 방식과 같은 프로세스로 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 항목 분류 시, 우선적으로 동선계획(보행공간)에 

대한 내용과 공간계획(단위공간)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동선계획은 일반 보

행공간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공간계획은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등 각 단위공간의 개별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각 계획공간에 대

하여 유사한 계획요소를 분류함으로써, 설계 시 관련된 계획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계획요소 중, 본 가이드라인과 연관성이 약한 요

소는 제외하였다. 옥외공간 계획요소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설계범위

가 건물 내부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203) 그리고 몰형태를 가이드라인으

로 제시하는 것은 설계 시 창의적인 디자인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몰형태를 지정하기보다는 미아 예방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으로 제안하고자 하였

다. 엘레베이터 및 계단계획 또한 상업시설 설계에서 전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아 예방 측면에서만 설계를 제안하기 어렵고, 미아 예방의 효과 또한 적

을 것이라 예상되어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가이드라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가구계획에 놀이기구 요소를 추가하였다. 또한 설계가 아닌 전기 분야에 

201) Kliment, S. A., & Barr, V. (2004). Building type basics for retail and mixed-use facilities. John 

Wiley & Sons.

202) 추후,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의 평가영역 분류 기준시, 이탈방지선을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때 아동이 특정 공간에서 외부로 이탈하는 경험의 순서가 골조 다이어그램의 순서와 역행한다고 볼 수 있

다. 즉, 맥락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방식의 적용이 또한 적합하다 사료된다.

203) 단, 옥외놀이터는 유희공간으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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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CCTV가 미아 발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CCTV 계획도 추

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상업시설 설계 프로세스 및 계획요소에 근거하여 설정한, 본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분류체계는 다음 [표 4-8]과 같다.

공간 유형 계획 유형 계획 요소
상업시설 계획부문

건축 MD/인테리어

보행공간

(일반 동선)

동선계획

주 출입구 ●

몰 ● ●

통로 ●

기둥 ●

에스컬레이터 ●

매장 배치계획
매장 배치 ●

매장 내 통로 ●

단위공간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

평면 계획

공간배치 ●

공간구조 ●

공간구성요소 ● ●

시설경계(출입문, 펜스) ● ●

실내디자인 계획
색채/재료 ●

이미지/패턴 ●

가구 계획
가구집기 ●

놀이기구 ●

조명 계획
설치위치 ●

조도 ●

사인시스템 계획
설치위치 ●

내용/디자인 ●

설치물(랜드마크 및 

어트랙션)계획

조형물 ●

이미지/영상 ●

CCTV 계획 설치위치 ●

[표 4-8]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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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기법 종합을 통한 통합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앞서 설정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전략)을 재분류함으

로써 가이드라인 항목 및 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표 4-9]와 같

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공간에 적용하기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

간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공간

별로 분류하면, 추후 전문가 검토단계에서 항목별 내용 검토 및 우선순위(중요성 

점수) 평가 시, 동일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요소 기준의 공통 항목으로 통합 가이드라인을 먼저 작성

한 후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추후 평가모델을 통해 공간별로 가이드라인 내용과 

점수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204)

204) 단, 평가모델에서의 항목별 점수는 공간별 미아예방 효과성에 대한 가중치가 반영되어, 같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영역(공간)에 따라 추후 점수가 상이하게 배점될 수 있다. 즉, 동일 계획요소의 항목이라도 미

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간(평가영역)일수록, 점수가 높게 배점된다.

계획 

유형

계획 

요소

적용

공간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계획

부문

기본

원칙일

반

아

동

보행공간 (일반 동선)

동선

계획

주 

출입구
● 01

주 출입구는 전실을 둔 이중 문 형식으로 계획하여, 아

동의 외부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Ar 6-b

몰

● 02
갈림길이 많은 복잡한 몰 형태보다, 단순하고 명쾌한 몰 

형태로 계획한다.
Ar 9-a

● 03

방사형 등 복잡한 몰 형태로 계획하는 경우, 주통로와 

부통로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간적 차별성을 부

여하여,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Ar

/In
9-a

통로 ● 04
몰의 주통로 폭은 최소3.3m이상, 부통로 폭은 최소2.6m

이상으로 계획한다.
Ar 7-a

기둥 ● 05
장방형보다는 정방형 기둥으로 계획하여, 시각적으로 가

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한다.
Ar 2-b

에스컬

레이터

● 06
연속승강이 가능하도록 에스컬레이터를 계획함으로써, 

아동이 동선을 명확히 인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
Ar 9-a

● 07

에스컬레이터를 주 출입구와 바로 인접하여 배치시키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외부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단, 건

축법에 의거한 피난 보행거리는 확보)

Ar 6-a

매장 

배치

계획

매장 

배치

● 08
차별성 있는 매장 배치계획 및 명확한 동선계획으로, 아

동이 위치 및 동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MD 9-a

● 09
직각/사행/방사형 배치처럼 공간의 차별성이 떨어져 아동

이 위치를 인식하기 어려울 경우, 바닥패턴, 진열대 등을 

MD

/In
8-a

[표 4-9]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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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동선과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줌으로써, 아동이 공

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매장내 

통로
● 10

매장 내 주통로 폭은 최소1.8m이상, 부통로 폭은 최소

1.4m이상으로 계획한다.  
MD 7-a

단위공간 (기능적 공간 :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

평면 

계획

공간

배치

● 11

아동 관련 공간은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이터 등

과 인접하지 않도록 계획함으로써, 아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Ar 6-a

● 12

[유희] 다른 유희공간, 장난감매장 등 흥미공간과 인접하

지않도록 적절히 분산하여 배치함으로써, 아동이 다른 

흥미요소에 의해 이탈할 가능성을 낮춘다.

Ar 5-a

● 13

[유희] 유희공간을 다수 배치 시, 유희공간이 서로 보이

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하여 배치함으로써, 아동이 다른 

흥미요소에 의해 이탈할 가능성을 낮춘다.

Ar 5-a

바닥

구조
● 14

바닥구조가 시각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 보호자

의 아동관찰이 용이하도록 한다.
Ar 2-b

공간

구성

요소

● 15

[유희/편의] 시설 내 쇼파(휴식공간) 배치 시, 시설 내부

가 잘 보이도록 경계부나 벽면에 정방향으로 배치함으로

써, 보호자의 아동관찰영역을 최소화 시킨다. 

In 1-a

● 16
[판매] 성인복 매장의 피팅룸 중 일부는 아동도 동반 가

능한 크기로 계획한다. 
In 1-b

● 17
[편의] 화장실 중 일부는 아동 동반이 가능한 넓은 칸막

이(큐비클) 혹은 가족용 화장실로 계획한다.

Ar

/In
1-b

시설

경계

● 18
아동 관련 공간의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하여, 아동의 이

탈 가능성을 낮춘다.

Ar

/In
4-a

● 19

[유희/휴식/편의] 출입구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

(펜스 문, 버튼식 자동문)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이탈

을 방지한다.

Ar

/In
4-a

● 20

아동 관련 공간의 시설경계는 최대한 폐쇄적으로 형성하

되, 펜스에 의해 형성되는 출입 너비는 90cm 이상으로 

함으로써, 아동의 이탈가능성을 낮춘다.

Ar

/In
4-a

● 21

펜스 사용 시, 투명 패널/수직 간살형 등과 같은 투시성

이 높은 펜스를 사용함으로써, 펜스에 의해 아동이 가려

지지 않도록 한다.

In 2-a

● 22

투시성이 높은 펜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펜스의 높

이는 1m이하로 펜스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지 않는 높이

로 계획한다.

In 2-a

● 23

통로의 결절점 등 이동 동선과 중첩하여 배치하지 않거

나, 시설 외부의 적정 통로 폭을 확보하여, 아동이 통행

객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한다.

In 4-b

● 24

[판매] 매장 입구를 최소한으로 하며, 유리창/펜스/진열

대 등으로 경계를 형성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아동의 

이탈을 방지하고 아동이 공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

도록 한다.

MD

/In

4-a

4-b

● 25
[유희] 놀이터 경계부에 벤치형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보

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이 쉽게 이탈하지 
In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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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도록 한다.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

재료

● 26

공간마다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 및 재료

를 사용하여,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간을 명확

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In 8-a

● 27
아동공간에는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식별성이 좋은, 원

색을 사용한다.
In 8-a

이미지

/

패턴

● 28

공간마다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이미지 및 패

턴을 사용하여,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간을 명

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In 8-a

가구 

계획

가구

집기

● 29
공간 중앙에는 높은 가구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

록 한다.
In 2-a

● 30

[판매]아동복 매장의 경우, 전면형 매대는 벽면에 두고, 

중앙부의 매대는 아동의 키를 고려하여, 높이 1m 내외

의 매대를 배치하거나 하부가 개방된 매대를 사용한다.  

In 2-a

놀이

기구
● 31

투시성이 높은 네트, 간살형 등의 놀이기구를 사용함으

로써,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In 2-a

조명 

계획

설치

위치

● 32
주출입구, 통로 등에 충분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아동

의 이탈을 발견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In 3-a

● 33
조명의 사각지대 없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음

영이 생기는 곳 없이 균일한 조도값을 갖도록 한다.
In 3-a

조도

● 34
눈부심이 많이 생기지 않으며, 밝은 색의 백색계열 광원

을 사용한다.
In 3-a

● 35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는 유희/휴식(독서)/식음/편의

공간이 300-400-600lx, 판매공간이 600-1000-1500lx, 

화장실이 150-200-300lx가 되도록 한다.

In 3-a

사인

시스템 

계획

설치

위치

● 36
기둥/벽의 아동 눈높이 지점 혹은 바닥에 사인물을 설치

(부착)하여, 아동이 사인물을 쉽게 인식하도록 한다.
In 10-a

● 37
조도가 낮고, 사인을 설치하기 힘든 지점에는 바닥조명 

사인(로고 라이트)을 사용한다. 
In 10-a

내용

/

디자인

● 38
미아보호소, 놀이터, 유아휴게실, 유모차 대여소, 화장실 

등 아동 관련 공간에 대한 안내를 사인물에 포함한다. 
In 10-a

● 39
공간을 글자와 함께 픽토그램으로 표시함으로써, 아동이 

기억하기 쉽도록 한다.
In 10-a

● 40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식별성이 좋은, 원색을 사용한다. In 10-a

● 41
아동 시설별 고유 색채나 이미지를 사인물에 사용하여, 

아동이 공간을 인식하기 쉽도록 한다.
In 10-a

설치물

계획

조형물 ● 42

조형물을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엘레베이터 등과 인접하

여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이 흥미요소인 조형물로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나 다른 층으로의 이탈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In 6-a

이미지

/

영상

● 43

[판매] 아동 관련 매장의 계산대 근처에 영상, 모형 등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하여 아동의 이탈

을 방지한다. (단, 통로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In 5-b

● 44

[편의] 유모차 대여소 등 안내 데스크에 영상, 그림 등 

아동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아동의 이

탈을 방지한다.

In 5-b



제 4장  복합상업시설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273

CC

TV

계획

설치

위치

● 45
CCTV는 출입구, 주차장, 통로 등 곳곳에 설치하되, 시

야가 확보된 높은 곳에 조명과 함께 설치한다.
Ar-E11-a

● 46
아동 관련 공간에서 CCTV 감시범위는 사각지대가 없어

야 한다.
Ar-E11-a

* 아동 관련 공간 : 아동의 이용빈도가 높은 공간(아동 매장, 놀이터, 유아휴게실, 유모차 

대여소, 문화센터, 아동 관련 공간 인근 식음매장 등) 

* 상업시설 계획부문 : Ar (건축), MD, In (인테리어 디자인), Ar-E (전기 설비)

* 단위공간 내 이동공간 : 동선계획이 아닌, 단위공간 자체로서 이동공간 내 실내계획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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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전문가 검토를 통한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 

(1) 전문가 검토 개요

가이드라인 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항목별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건축분

야에서 미아 전문가는 없기에, 상업시설 관련 전문가와 아동환경 전문가 7명에게 

심층인터뷰와 설문을 실시하였다. 검토는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에는 인터

뷰 및 설문을, 2차에는 수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1차 인

터뷰는 2020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자문회의 형

식으로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상업시설 건축설계’분야 전문가는 3명으로, 국내

에서 다수의 복합쇼핑몰을 설계한 종합설계사무소 수석급 실무자 2명과 복합쇼핑

몰 설계 경험이 있는 건축학과 교수 1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경력은 15.4년이

다. ‘상업시설 인테리어’분야 전문가는 2명으로 대규모 쇼핑몰의 MD 및 인테리어 

업무와 함께 운영총괄 및 미아 관련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이며, 평균 경력

은 14.5년이다. ‘아동환경’ 분야 전문가는 2명으로 아동 시설 및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연구자로서, 평균 경력은 22.0년이다. 이렇게 총 7명

의 전문가와 각 분야별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자문을 통해 환경

설계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 및 내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

한 중요도 평가(우선순위에 따른 필수, 권장, 선택)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받았다. 

먼저, 세 분야 전문가 모두에게 기본원칙 및 구성방식이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설계에 적용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계획요소들의 위계가 적합

한지를 검토받았다. 그리고 세부 항목(내용)의 경우, 전문 분야별 상충성을 검토받

았다. 상업시설 전문가의 경우, 해당 항목이 기존 상업 설계방식 및 목적(판매 이

윤, 홍보,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과 상충되는지를 검토받았다. 그리고 ‘건축법’, ‘장

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규와 상충되는지, 또한 

해당 설계방안(항목 내용) 적용 시, 디자인의 자율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지를 검

토받았다. 아동환경 분야 전문가의 경우, 해당 항목을 실제 상업시설에 적용했을 

때 미아 예방의 효과가 있을지, 일반 사용편의 및 안전과 상충되는지 검토받았다. 

그리고 항목이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유도함으로써 아동의 정서ㆍ인지ㆍ신체적 

발달과 상충되는지도 검토받았다. 또한 해당 항목을 추후, 3가지의 우선순위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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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를 구분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에서 항목별 중요도를 3점 리커트 척도 형식으

로 평가받았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 항목의 내용이 ‘미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설계상 법적 및 의무적인 계획기법’이라고 판단되면 ‘1순위(3점)’로, 

‘설계 범위(규모) 및 비용 대비, 미아발생률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기법(경

제성, 효과성)’이라고 판단되면, ‘2순위(2점)’으로, ‘그 이외에 미아 예방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계획기법’이라고 판단되면, ‘3순위(1점)’으로, 그리고 미아예방에 실효

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표기하고 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1차 검토 및 항목별 중요도 평가(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먼저, 설문조사가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항목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가 0.861

로, 0.60이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설문결과는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항목별 중요도(우선순위) 및 상충성 검토 결과, 몇몇 항목 및 내용은 수정

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었다. CCTV 계획은 미아 발생 후, 아동 수색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평균 중요도가 2.8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간구성 요소 

전문가

자문 분야

상업시설
아동 환경 2인

건축 설계 3인 MD / 인테리어 2인

환경설계

기본원칙

Ÿ 가이드라인 항목 및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포괄하고 있는지

Ÿ 설계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Ÿ 원칙 간 일관성이 있는지

가이드라인

항목

(구성체계)

Ÿ 구성체계의 적합성 및 용이성

: 설계 실무자가 계획부문별/공간별로 파악해서 실용화 가능한지

(실제 설계에 적용하기 용이한지)

Ÿ 항목(계획요소)별 위계 적합성    

가이드라인

항목

(내용)

Ÿ 기존 상업 설계 방식 및 목적(판매 이윤, 브랜

드 아이덴티티, 홍보 등)과의 상충성

Ÿ 건축법/피난법/소방법/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등

법적 문제와의 상충성

Ÿ 창의적 디자인 저해성

Ÿ 종합적인 관점에서,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의 

실용화 가능성

Ÿ 미아예방 실효성

Ÿ 사용 편의(UD), 

안전 문제, 아동

발달과의 상충성

[표 4-10] 전문가의 가이드라인 검토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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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족용 화장실 계획은 평균 2.86점, 유희공간 내 휴식공간 배치계획은 평균 

2.2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는 구성요소 자체가 기존 설계에서도 일반적으

로 사용되며, 차지하는 영역도 작아 배치에 있어서 상업목적 및 디자인 자율성과도 

크게 상충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인시스템 계획은 전체 항목 평균 2.10점으

로 중요도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이는 기존 사인 디자인 방식에

서 아동 관련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

문이다. 하지만 미아 중 학령전기 이상의 아동 길찾기에 주로 도움이 되고, 영유아

에게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측면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실

내디자인 계획과 가구 계획의 경우, 디자인 자율성 저해 우려와 브랜드 본사와 협

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체 항목의 점수 평균이 각 1.67점, 1.81점으로 중요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동선계획은 주출입구 계획을 제외한 항목에서 평균 

1.29~2.0점으로 나왔다. 이는 몰 형태, 통로 폭, 에스컬레이터 배치 등이 상업시설 

설계 시 공간 조닝 또는 쇼핑몰 컨셉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가이

드라인으로서 설계방안(기준)을 마련할 경우 실무자가 설계 시 제약이 많이 작용하

기 때문이다.

계획

유형
계획요소

항목

(No.)

중요도 

평균

전문가 분야별 상충성(%)

상업시설 분야(5인) 아동환경 분야(2인) 평균

(%)a b c d e f g

동선

계획

(1.80)

주 출입구

(2.57)
1 2.57 　 　 　 50 　 　 100 21.4

몰

(1.86)

2 2.00 60 　 　 　 　 50 15.7

3 1.71 60 　 20 　 　 　 　 11.4

통로

(2.00)
4 2.00 40 　 　 100 　 　 　 20.0

기둥

(1.29)
5 1.29 　 　 　 50 100 50 100 42.9

E/S

(1.50)

6 1.00 60 　 　 50 50 50 100 44.3

7 2.00 20 　 　 　 　 　 50 10.0

매장 

배치

계획

(2.00)

매장 배치

(2.07)

8 2.14 　 　 　 　 　 50 　 7.1

9 2.00 　 　 20 50 　 50 　 17.1

매장 통로

(1.86)
10 1.86 　 　 　 100 　 　 100 28.6

평면 

계획

공간 배치

(1.90)

11 2.14 40 　 20 　 50 50 50 30.0

12 1.71 60 　 20 　 　 　 50 18.6

13 1.86 　 　 40 50 50 50 　 27.1

[표 4-11] 항목별 중요도 및 상충성 (1차 전문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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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바닥 구조

(1.71)
14 1.71 60 　 60 　 50 50 　 31.4

내부공간

구성요소

(2.43)

15 2.29 20 　 20 　 50 50 　 20.0

16 2.14 40 　 40 　 　 　 　 11.4

17 2.86 20 　 20 　 　 　 　 5.7

시설 경계

(1.96)

18 2.57 　 60 　 　 50 50 　 22.9

19 1.86 20 　 　 50 50 50 27.1

20 1.29 40 40 　 50 　 50 25.7

21 1.86 20 40 　 50 　 　 15.7

22 2.00 　 20 　 50 　 50 17.1

23 2.00 　 20 　 50 　 50 17.1

24 1.86 40 40 　 50 50 　 28.6

25 2.29 　 20 　 50 　 50 17.1

실내

디자인

계획

(1.67)

색채/재료

(1.50)

26 2.00 　 　 40 　 　 50 　 12.9

27 1.00 　 　 60 50 50 50 100 44.3

이미지/패턴

(2.00)
28 2.00 　 　 40 　 　 50 　 12.9

가구

계획

(1.81)

가구집기

(1.71)

29 1.57 40 　 60 　 50 　 　 21.4

30 1.86 40 　 20 　 　 50 　 15.7

놀이기구

(2.00)
31 2.00 　 　 20 　 50 　 　 10.0

조명

계획

(2.29)

설치 위치

(2.43)

32 2.29 　 　 　 50 　 　 50 14.3

33 2.57 　 　 　 　 　 　 　 0.0

조도

(2.14)

34 2.14 20 　 40 50 　 　 50 22.9

35 2.14 40 　 40 50 　 　 　 18.6

사인

시스템

계획

(2.10)

설치 위치

(2.00)

36 2.14 　 　 　 　 　 　 　 0.0

37 1.86 　 　 　 50 50 100 50 35.7

내용/디자인

(2.15)

38 3.00 　 　 　 　 　 　 　 0.0

39 2.57 　 　 　 　 　 　 　 0.0

40 1.29 　 　 　 50 50 50 100 35.7

41 2.00 　 　 　 　 　 50 　 7.1

설치물

계획

(1.76)

조형물(1.57) 42 1.57 60 　 20 　 50 50 　 25.7

이미지/영상

(1.86)

43 1.71 　 　 20 　 50 50 　 17.1

44 2.00 　 　 20 　 50 50 　 17.1

CCTV

계획

(2.86)

설치 위치

(2.86)

45 2.86 　 　 20 　 50 　 50 17.1

46 2.86 　 　 20 　 50 　 50 17.1

평균 2.01 17.4 1.4 18.7 16.3 27.2 23.9 28.3 19.1

* (    ) : 요소별 중요도 평균

* 중요성 : 3점 리커트 척도, 상충성: 백분율(%)

* a : 기존 상업 설계방식 및 목적 상충, b : 관련 법 상충, c : 디자인 자율성 상충,

  d : 미아예방 효과없음, e : 사용편의 상충, f : 안전 상충, g: 아동발달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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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 (항목 변경/삭제/추가)

중요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46개 항목 중,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항목도 있었지

만, 다양한 문제에 의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항목도 있었다. 이처럼 상충성이 과

도하게 높은 항목, 실제 적용 시 미아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필요 없는 항목, 실적

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은 변경하거나 삭제하였다. 5번 통로 기둥 

항목에서 장방형보다 정방형의 기둥 형태를 제안하는 내용에서, 현실적인 통로의 

가시성 확보 방안으로 기둥을 최대한 매장 안으로 배치함으로써 통로에서 기둥을 

최소한 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8번 항목에서 아동(유희/편의)공간

의 출입구를 하나로 하는 방식은 규모에 따라 건축법(소방법)에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평소에는 출입구 하나만 사용하되, 별도의 피난용 출입구 

계획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19번 항목에서 아동(유희/편의)공간의 출입구

에 수동 개폐문(펜스문, 버튼식자동문)을 사용하는 방식은 피난 시 대피 및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출구에 센서에 의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함으로서 

피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였다.205) 그리고 34, 35번 항목에서 조명 및 

조도범위에 대한 제안을 전체 판매공간에 제시하는 것은 공간별 컨셉 및 분위기 등

의 차별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관련 판매공간으로 적용대상을 한정 

짓고 조도범위 또한 일반 판매공간의 600-1000-1500 lx에서 육아용품점 등에 적

합한 300-400-600 lx 수준으로 변경하였다.206) 그리고 40번 항목에서 사인시스

템 색채 적용 시 식별성이 좋은 원색을 제안하기보다는, 사인의 색이 주변 배경색

과 대비를 이룸으로써 식별성을 갖고 디자인적인 자율성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변

경하였다. 한편, 6, 14, 27, 42번 항목은 에스컬레이터 종류, 바닥구조, 아동공간 

색, 조형물 배치를 제시하는 항목으로서 기존 상업시설의 목적성과 디자인의 자율

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미아 예방 효과 또한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제하였

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해당 항목 및 내용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중요도 및 상충성 평가를 추가로 진행

하였다. ‘주출입구 CCTV 설치방향(감시방향)’은 기존 CCTV 관련 항목에서 다루

진 않았지만, 미아 수색 시 이동 동선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205) 쇼핑몰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자동개폐장치를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206) KS기준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 국가기술표준원(K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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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였다. 전문가 중 쇼핑몰 운영 및 미아 관련 담당자와 상의하여, ‘미아대응(운

영)계획’이라는 새로운 범주 유형을 만들고, ‘미아보호소 설치 위치’와 ‘코드아담제 

운영 여부’를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항목을 수정 및 삭제, 추가함으

로써 수정한 2차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계획

유형

계획

요소

적용
공간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계획

부문

기본

원칙

수정 
및

추가
여부

일
반

아
동

보행공간 (일반 동선)

동선

계획

주 
출입구

● 1
주 출입구는 전실을 둔 이중 문 형식으로 계획하여, 

아동의 외부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Ar 6-b

몰

● 2
갈림길이 많은 복잡한 몰 형태보다, 단순하고 명쾌

한 몰 형태로 계획한다.
Ar 9-a

● 3

방사형 등 복잡한 몰 형태로 계획하는 경우, 주통로

와 부통로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역별로 공

간적 차별성을 부여하여,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

식할 수 있도록 한다.  

Ar

/In
9-a

통로
● 4 몰의 주통로 폭은 최소3.3m이상으로 계획한다. Ar 7-a

● 5 몰의 부통로 폭은 최소2.6m이상으로 계획한다. Ar 7-a

기둥 ● 6

기둥은 통로 중앙보다는 최대한 매장 경계(통로 측

면)에 배치함으로써, 통로에서 기둥에 의해 시각적

으로 가려지는 현상을 최소화한다.

Ar 2-b수정

에스컬
레이터

● 7

에스컬레이터를 주 출입구와 바로 인접하여 배치시

키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외부 이탈 가능성을 낮춘

다. (단, 건축법에 의거하여 보행 피난거리는 확보)

Ar 6-a

단위공간 (기능적 공간 :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

평면

계획
공간
배치

● 8

아동 관련 공간은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

지 않도록 계획함으로써, 아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

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Ar 6-a

● 9

[유희/휴식/편의] 공간 배치 시, 통로의 결절점 등 

이동 동선과 중첩하여 배치하지 않거나, 시설 외부

의 적정 통로 폭을 확보하여, 아동이 통행객들에 의

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한다.

Ar 7-b

● 10

[유희] 유희공간, 장난감매장 등 흥미공간 다수 배치 

시, 흥미공간이 서로 보이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하

여 배치함으로써, 아동이 다른 흥미요소에 의해 이

탈할 가능성을 낮춘다.

Ar 5-a

● 11

[식음] 통로형 식음공간 배치 시, 유희공간에 대한 

시각적 장애물이 없는 곳에 테이블을 설치함으로써, 

아동이 기둥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Ar

/In

2-a

2-b
추가

[표 4-12]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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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간

구성
요소

● 12

[유희/편의] 쇼파 배치 시, 시설내부가 잘 보이도록 

경계부나 벽면에 정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보호자

의 아동관찰영역을 최소화 시킨다. (대규모 키즈카

페의 경우, 휴식공간에 CCTV 설치로 대체 가능)

In 1-a

● 13

[유희/편의] 다수의 쇼파를 배치하여, 보호자의 아동

관찰을 용이하게 한다. (정방향 아닌 경우) (12번 

하위단계 대안)

In 1-a 추가

● 14
[편의] 화장실 중 일부는 아동 동반이 가능한 넓은 

칸막이(큐비클) 혹은 가족용 화장실로 계획한다.

Ar

/In
1-b

● 15

[편의] 화장실의 세면공간, 파우더룸 등에 유아용시

트를 설치하여,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의 이탈을 방지한다.

In 1-b추가

● 16

[편의] 화장실의 세면공간, 파우더룸의 거울은 내부

가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

이하게 한다.

In 1-a 추가

시설
경계

● 17

경계없이 통로에 면한 시설은 이동통로와 동선이 중

첩되지 않도록 고정형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아동이 통행객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한다.(아동이탈 불가한 패널, 간살형 

펜스)

In 4-b

● 18

경계없이 통로에 면한 시설에서 고정형 펜스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임시펜스를 사용한다. (17번 하위

단계 대안)

In 4-b추가

● ● 19

[판매/유희/휴식/식음] 기둥이 시설의 측면에 위치하

도록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기둥에 의

해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현상을 최소화한다. (시설 

내 기둥이 없는 경우도 포함)

Ar

/In
2-b추가

● ● 20

[유희/식음] 시설 내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을 중심

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함으로써, 기둥이 동선 내 시

각적 장애물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한다. (19번 하위

단계 대안)

In 2-b추가

● 21

[판매] 매장 입구를 최소한으로 하며, 진열대와 투시

성이 높은 유리창, 펜스 등으로 경계를 형성하고 명

확하게 구분하여, 아동의 이탈을 방지하고 아동이 

공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In 4-a
4-b

● 22

[유희/편의/휴식(독서)] 시설경계는 유리창, 펜스, 벤

치형 펜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폐쇄적으로 형성하

되, 출입 너비는 90cm 이상으로 함으로써, 아동의 

이탈가능성을 낮춘다.

Ar

/In
4-a

● 23

[유희/편의/휴식(독서)]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하여, 

아동의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단, 규모에 따라 별

도의 피난용 출입구 계획 가능)

Ar

/In
4-a

● 24

[유희/편의/휴식(독서)] 출입구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펜스 문, 버튼식 자동문)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이탈을 방지한다.(자동개폐장치 설치가능)

Ar

/In
4-a

● ● 25투명 패널/수직 간살형 등과 같은 투시성이 높은 펜 In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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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 유리창을 사용함으로써, 펜스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별도 펜스가 없는 경우, 펜

스역할하는 놀이기구 외면으로 판단)

시설 
내 

통로

● 26
[판매] 시설 내 통로 폭은 최소 1.2m이상으로 계획

한다.
MD 7-a

● ● 27
[판매/식음/편의] 계산대, 안내데스크 전면부 통로

(대기공간 포함) 폭은 최소 1.5m이상으로 계획한다.
MD
/In 7-a 추가

● 28
[편의] 화장실 세면대 전면부 통로 폭은 최소 1.5m

이상으로 계획한다.

Ar

/In
7-a 추가

● 29

[편의] 칸막이(큐비클) 전면부 통로 폭은 최소 1.2m

이상으로 계획한다.(편측 통로일 경우 최소 1.0m 

이상)

Ar

/In
7-a 추가

● 30
[휴식(독서)] 책장과 책장, 쇼파 사이의 통로 폭은 

최소 1m이상으로 계획한다.
MD
/In 7-a 추가

가구

계획

가구
집기

● 31

[판매/휴식(독서)] 전면형 매대/가구는 벽면에 두고, 

중앙부의 매대/가구는 아동의 키를 고려하여, 높이 

1m 내외의 매대/가구를 배치하거나 하부가 개방된 

매대를 사용한다. 

In 2-a

● 32

[판매] 시설 내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을 중심으로 

매대를 배치하고 세부영역을 구분함으로써, 기둥이 

동선 및 시각적 장애물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한다.

MD
/In

2-b추가

● 33
[식음] 퇴식구, 정수기 등 높은 가구 및 기기는 벽면

에 두고, 중앙부에는 테이블만 배치한다.
In 2-a 추가

● ● 34

[판매/휴식/식음] 공간 내에서 단일화된 가구가 아닌 

다양한 가구 또는 색을 사용하여 차별성을 줌으로

써, 아동이 영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In 8-a 추가

● 35
공간 중앙에는 높은 가구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In 2-a

● 36

[이동] 통로 내 휴식용 벤치(쇼파)는 동선과 중첩되

지 않도록 측면에 배치하여, 아동이 통행객들에 의

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한다. (단, 양측으로 최소 

통로 폭 2.6m를 확보한 경우, 중앙에 벤치 설치 가

능)

In 7-b추가

놀이
기구

● 37
투시성이 높은 네트, 간살형 등의 놀이기구를 사용

함으로써,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In 2-a

● 38

[유희/휴식] 동일 시설 내 놀이기구, 쇼파 등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아동이 밀집되는 현상을 최소화 한

다.

In 7-a 추가

　

조명

계획

설치
위치

● ● 39

조명의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음영이 생기는 곳 없이 균일한 조도값을 갖도록 한

다.

In 3-a

조도

● 40

[판매/유희/휴식(독서)/식음/편의] 조도범위(최저-표

준-최고조도)가 300-400-600 lx 되도록 한다. (화

장실150-200-300 lx) 

In 3-a 수정

● 41

[이동] 출입구, 통로 등에 충분한 조명설비를 설치하

여(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아동의 이탈을 발견하

기 용이하도록 한다.

In 3-a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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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물

계획

이미지
/

영상

● 42

[판매/식음] 아동 관련 매장의 계산대 근처에 영상, 

모형 등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하

되, 통로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In 5-b

● 43

[편의] 유모차 대여소 등 편의 데스크에 영상, 그림 

등 아동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아

동의 이탈을 방지한다.

In 5-b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

재료
● ● 44

공간마다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

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In 8-a

이미지
/

패턴
● ● 45

공간마다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이미지/

패턴/장식을 사용하여,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In 8-a

사인

시스템 

계획

설치
위치

● 46

통로 중간에 설치하지 않고, 기둥/벽의 아동 눈높이 

지점 혹은 바닥에 사인물을 설치(부착)하여, 아동이 

사인물을 쉽게 인식하도록 한다.

In 10-a

● 47

조도가 낮고, 사인을 설치하기 힘든 지점에는 바닥

조명 사인(로고 라이트)을 사용한다. (46번 하위단

계 대안)

In 10-a

내용
/

디자인

● 48

미아 보호소, 놀이터, 유아 휴게소, 유모차 대여소, 

화장실 등 아동 관련 공간에 대한 안내를 사인물에 

포함한다. 

In 10-a

● 49
공간을 글자와 함께 픽토그램으로 표시함으로써, 아

동이 기억하기 쉽도록 한다.
In 10-a

● 50
사인물의 색이 주변 배경색과 대비를 이룸으로써, 

식별성을 갖도록 한다. 
In 10-a수정

● 51
아동 시설별 고유 색채나 이미지를 사인물에 사용하

여, 아동이 공간을 인식하기 쉽도록 한다.
In 10-a

CCTV

계획
설치
위치

● 52

주출입구 및 아동 관련 시설 CCTV는 외부로의 이동 

동선 파악이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화장실, 유아휴

게소는 출입구 외측 상부에 설치)

Ar

-E
11-a추가

● 53
아동 관련 시설 중, 명확한 경계가 없는 시설은 내

부 CCTV 감시범위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Ar

-E
11-a수정

● 54
쇼핑몰 내 아동의 전반적인 동선 파악이 가능하도록 

CCTV는 통로 곳곳에 설치한다.

Ar

-E
11-a수정

미아

대응

(운영)

계획

미아
보호소

● 55
미아보호소는 유아 휴게실 또는 고객센터와 병행하

거나 인근에 단독설치하고,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운영12-a추가

코드
아담제

● 56

미아발생시, 안내방송(실종경보)을 실시하고 시설 주

출입구를 봉쇄하여, 미아를 수색한다. (다중이용시설 

법적 필수)

운영12-b추가

* 본 설계는 전체 공간이 아닌, 아동 관련 공간과 해당 공간을 포함한 층 및 주출입구에 

한하여 적용

* 아동 관련 공간 : 아동의 이용빈도가 높은 공간 (아동 관련 매장, 놀이터, 유아 휴게실, 

유모차 대여소, 문화센터, 아동 관련 공간 인근 식음매장 등) 

* 상업시설 계획부문 : Ar (건축), MD, In (인테리어 디자인), Ar-E (전기 설비)

* 단위공간 내 이동공간 : 동선계획이 아닌, 단위공간 자체로서 이동공간 내 실내계획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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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수정 및 보완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전문가의 2차 검토 및 항목별 중요도 평가

를 진행하였다. 검토 결과, 항목 및 내용상의 수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항목별 중요도 평가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가 0.78로 나타났다. α값이 0.60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설문 결과가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중요도 점수를 토대로 추후 5장에서 평가모델 개발 시,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

고자 한다. 한편, 수정 및 추가된 항목 중에서 상충성이 과도하게 높은 항목은 없었

기에, 2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그대로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반영하였다.

계획

유형
계획요소

항목

(No.)

중요도 

평균

전문가 분야별 상충성(%)

상업시설 분야(5인) 아동환경 분야(2인) 평균

(%)a b c d e f g

동선
계획

(2.06)

주 출입구

(2.57)
1 2.57 50 100 21.4

몰

(1.86)

2 2.00 60 50 15.7

3 1.71 60 20 11.4

통로

(2.00)

4 2.00 40 100 20.0

5 2.00 40 100 20.0

기둥

(2.14)
6 2.14 0.0

E/S

(2.00)
7 2.00 20 50 10.0

평면 
계획

(2.05)

공간 배치

(1.99)

8 2.14 40 20 50 50 50 30.0

9 1.71 60 20 50 18.6

10 1.86 40 50 50 50 27.1

11 2.25 0.0

내부공간
구성요소

(2.33)

12 2.29 20 20 50 50 20.0

13 2.25 0.0

14 2.86 20 20 5.7

15 2.75 0.0

16 1.50 0.0

시설 경계

(1.95)

17 2.00 20 50 50 17.1

18 2.00 50 50 50 21.4

19 2.00 0.0

20 2.14 0.0

21 1.86 40 20 40 50 50 28.6

22 1.29 40 40 50 50 25.7

23 2.57 40 50 50 20.0

[표 4-13] 항목별 중요도 및 상충성 (2차 전문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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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86 20 20 50 50 50 27.1

25 1.86 20 40 50 15.7

시설 내 통로

(2.00)

26 1.86 100 100 28.6

27 2.14 0.0

28 2.00 0.0

29 2.00 50 7.1

30 2.00 0.0

가구
계획

(2.05)

가구집기

(2.07)

31 1.86 40 20 50 15.7

32 2.25 0.0

33 2.25 0.0

34 2.00 0.0

35 1.57 40 60 50 21.4

36 2.50 0.0

놀이기구

(2.00)

37 2.00 20 50 10.0

38 2.00 0.0

조명 
계획

(2.43)

설치위치

(2.57)
39 2.57 0.0

조도

(2.36)

40 2.14 40 40 11.4

41 2.57 0.0

설치물 
계획

(1.86)

이미지/영상

(1.86)

42 1.71 20 50 50 17.1

43 2.00 20 50 50 17.1

실내
디자인
계획

(2.00)

색채/재료

(2.00)
44 2.00 40 50 12.9

이미지/패턴

(2.00)
45 2.00 40 50 12.9

사인
시스템
계획

(2.26)

설치 위치

(2.00)

46 2.14 0.0

47 1.86 50 50 100 50 35.7

내용/디자인

(2.39)

48 2.83 0.0

49 2.57 0.0

50 2.14 0.0

51 2.00 50 7.1

CCTV

계획
(2.95)

설치 위치

(2.95)

52 3.00 0.0

53 2.86 20 2.9

54 3.00 20 2.9

미아 
대응

(운영) 
계획

(2.92)

미아보호소

(2.00)
55 2.83 0.0

코드아담제

(2.00)
56 3.00 0.0

평균 2.17 10.7 1.4 10.4 8.0 14.3 13.4 11.6 10.0

* (    ) : 요소별 중요도 평균

* 중요성 : 3점 리커트 척도, 상충성: 백분율(%)

* a : 기존 상업 설계방식 및 목적 상충, b : 관련 법 상충, c : 디자인 자율성 상충,

  d : 미아예방 효과없음, e : 사용편의 상충, f : 안전 상충, g: 아동발달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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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최종안 제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한 최종 설계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으며, 해

당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설계 실무자는 미아를 유발하는 환경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가이드라인은 항목을 공간이 아닌 계획요소를 기준으로 정리한 공

통 항목의 통합 가이드라인으로서, 추후 평가모델에서는 각 공간에 해당하는 평가

영역별로 항목을 재분류하여 적용함으로써 실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계획

유형

계획

요소

적용
공간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계획

부문

기본

원칙일
반

아
동

보행공간 (일반 동선)

동선

계획

주 

출입구
● 1

주 출입구는 전실을 둔 이중 문 형식으로 계획하여, 아동의 

외부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Ar 6-b

몰

● 2
갈림길이 많은 복잡한 몰 형태보다, 단순하고 명쾌한 몰 형

태로 계획한다.
Ar 9-a

● 3

방사형 등 복잡한 몰 형태로 계획하는 경우, 주통로와 부통

로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역별로 공간적 차별성을 

부여하여,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2번 항목 대안)

Ar

/In
9-a

통로
● 4 몰의 주통로 폭은 최소3.3m이상으로 계획한다. Ar 7-a

● 5 몰의 부통로 폭은 최소2.6m이상으로 계획한다. Ar 7-a

기둥 ● 6

기둥은 통로 중앙보다는 최대한 매장 경계(통로 측면)에 배

치함으로써, 통로에서 기둥에 의해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현

상을 최소화한다.

Ar 2-b

에스컬

레이터
● 7

에스컬레이터를 주 출입구와 바로 인접하여 배치시키지 않

음으로써, 아동의 외부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단, 건축법

에 의거하여 보행 피난거리는 확보)

Ar 6-a

단위공간 (기능적 공간 :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

평면

계획

공간

배치

● 8

아동 관련 공간은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지 않도

록 계획함으로써, 아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는 것

을 방지한다.

Ar 6-a

● 9

[유희/휴식/편의] 공간 배치 시, 통로의 결절점 등 이동 동

선과 중첩하여 배치하지 않거나, 시설 외부의 적정 통로 폭

을 확보하여, 아동이 통행객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

록 한다.

Ar 7-b

● 10

[유희] 유희공간, 장난감매장 등 흥미공간 다수 배치 시, 흥

미공간이 서로 보이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하여 배치함으로

써, 아동이 다른 흥미요소에 의해 이탈할 가능성을 낮춘다.

Ar 5-a

[표 4-14]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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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식음] 통로형 식음공간 배치 시, 유희공간에 대한 시각적 

장애물이 없는 곳에 테이블을 설치함으로써, 아동이 기둥이

나 에스컬레이터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Ar

/In

2-a

2-b

내부

공간

구성

요소

● 12

[유희/편의] 쇼파 배치 시, 시설내부가 잘 보이도록 경계부

나 벽면에 정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보호자의 아동관찰영

역을 최소화 시킨다. (대규모 키즈카페의 경우, 휴식공간에 

CCTV 설치로 대체 가능)

In 1-a

● 13
[유희/편의] 다수의 쇼파를 배치하여,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한다. (정방향 아닌 경우)(12번항목 대안)
In 1-a

● 14
[편의] 화장실 중 일부는 아동 동반이 가능한 넓은 칸막이

(큐비클) 혹은 가족용 화장실로 계획한다.

Ar

/In
1-b

● 15

[편의] 화장실의 세면공간, 파우더룸 등에 유아용시트를 설

치하여,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의 이탈을 

방지한다.

In 1-b

● 16
[편의] 화장실의 세면공간, 파우더룸의 거울은 내부가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한다.
In 1-a

시설

경계

● 17

경계없이 통로에 면한 시설은 이동통로와 동선이 중첩되지 

않도록 고정형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하고 아동이 통행객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한다.

(아동이탈 불가한 패널, 간살형 펜스)

In 4-b

● 18
경계없이 통로에 면한 시설에서 고정형 펜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시펜스를 사용한다. (17번항목 대안)
In 4-b

● ● 19

[판매/유희/휴식/식음] 기둥이 시설의 측면에 위치하도록 경

계를 형성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기둥에 의해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현상을 최소화한다. (시설 내 기둥이 없는 경우도 포함)

Ar

/In
2-b

● ● 20

[유희/식음] 시설 내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을 중심으로 세

부영역을 구분함으로써, 기둥이 동선 내 시각적 장애물 역

할을 하지 않도록 한다. (19번항목 대안)

In 2-b

● 21

[판매] 매장 입구를 최소한으로 하며, 진열대와 투시성이 

높은 유리창, 펜스 등으로 경계를 형성하고 명확하게 구분

하여, 아동의 이탈을 방지하고 아동이 공간을 명확하게 인

지할 수 있도록 한다.

In 4-a
4-b

● 22

[유희/편의/휴식(독서)] 시설경계는 유리창, 펜스, 벤치형 펜

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폐쇄적으로 형성하되, 출입 너비

는 90cm 이상으로 함으로써, 아동의 이탈가능성을 낮춘다.

Ar

/In
4-a

● 23

[유희/편의/휴식(독서)]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하여, 아동의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단, 규모에 따라 별도의 피난용 출

입구 계획 가능)

Ar

/In
4-a

● 24

[유희/편의/휴식(독서)] 출입구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펜스 문, 버튼식 자동문)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이탈을 

방지한다.(자동개폐장치 설치가능)

Ar

/In
4-a

● ● 25

투명 패널/수직 간살형 등과 같은 투시성이 높은 펜스나 유리

창을 사용함으로써, 펜스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별도 펜스가 없는 경우, 펜스역할하는 놀이기구 외면으로 판단)

In 2-a

시설 

내 

통로

● 26 [판매] 시설 내 통로 폭은 최소 1.2m이상으로 계획한다. MD 7-a

● ● 27
[판매/식음/편의] 계산대, 안내데스크 전면부 통로(대기공간 

포함) 폭은 최소 1.5m이상으로 계획한다.
MD
/In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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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편의] 화장실 세면대 전면부 통로 폭은 최소 1.5m이상으

로 계획한다.

Ar

/In
7-a

● 29
[편의] 칸막이(큐비클) 전면부 통로 폭은 최소 1.2m이상으

로 계획한다.(편측 통로일 경우 최소 1.0m 이상)

Ar

/In
7-a

● 30
[휴식(독서)] 책장과 책장, 쇼파 사이의 통로 폭은 최소 1m

이상으로 계획한다.
MD
/In 7-a

가구

계획

가구

집기

● 31

[판매/휴식(독서)] 전면형 매대/가구는 벽면에 두고, 중앙부

의 매대/가구는 아동의 키를 고려하여, 높이 1m 내외의 매

대/가구를 배치하거나 하부가 개방된 매대를 사용한다. 

In 2-a

● 32

[판매] 시설 내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을 중심으로 매대를 

배치하고 세부영역을 구분함으로써, 기둥이 동선 및 시각적 

장애물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한다.

MD
/In 2-b

● 33
[식음] 퇴식구, 정수기 등 높은 가구 및 기기는 벽면에 두

고, 중앙부에는 테이블만 배치한다.
In 2-a

● ● 34

[판매/휴식/식음] 공간 내에서 단일화된 가구가 아닌 다양한 

가구 또는 색을 사용하여 차별성을 줌으로써, 아동이 영역

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In 8-a

● 35
공간 중앙에는 높은 가구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In 2-a

● 36

[이동] 통로 내 휴식용 벤치(쇼파)는 동선과 중첩되지 않도

록 측면에 배치하여, 아동이 통행객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

지 않도록 한다. (단, 양측으로 최소 통로 폭 2.6m를 확보

한 경우, 중앙에 벤치 설치 가능)

In 7-b

놀이

기구

● 37
투시성이 높은 네트, 간살형 등의 놀이기구를 사용함으로

써,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In 2-a

● 38
[유희/휴식] 동일 시설 내 놀이기구, 쇼파 등을 분산배치함

으로써, 아동이 밀집되는 현상을 최소화 한다.
In 7-a

　

조명

계획

설치

위치
● ● 39

조명의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음영이 

생기는 곳 없이 균일한 조도값을 갖도록 한다.
In 3-a

조도

● 40

[판매/유희/휴식(독서)/식음/편의] 조도범위(최저-표준-최

고조도)가 300-400-600 lx 되도록 한다.

(화장실150-200-300 lx) 

In 3-a

● 41

[이동] 출입구, 통로 등에 충분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충

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아동의 이탈을 발견하기 용이하도

록 한다.

In 3-a

설치

물

계획

이미지

/

영상

● 42

[판매/식음] 아동 관련 매장의 계산대 근처에 영상, 모형 등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하되, 통로에서 직접

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In 5-b

● 43

[편의] 유모차 대여소 등 편의 데스크에 영상, 그림 등 아

동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아동의 이탈을 

방지한다.

In 5-b

실내

디자

인

계획

색채

/

재료

● ● 44

공간마다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

지할 수 있도록 한다.

In 8-a

이미지

/

패턴

● ● 45

공간마다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이미지/패턴/장

식을 사용하여,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간을 명확

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In 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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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시스

템 

계획

설치

위치

● 46

통로 중간에 설치하지 않고, 기둥/벽의 아동 눈높이 지점 

혹은 바닥에 사인물을 설치(부착)하여, 아동이 사인물을 쉽

게 인식하도록 한다.

In 10-a

● 47
조도가 낮고, 사인을 설치하기 힘든 지점에는 바닥조명 사

인(로고 라이트)을 사용한다. (46번항목 대안)
In 10-a

내용

/

디자인

● 48
미아 보호소, 놀이터, 유아 휴게소, 유모차 대여소, 화장실 

등 아동 관련 공간에 대한 안내를 사인물에 포함한다. 
In 10-a

● 49
공간을 글자와 함께 픽토그램으로 표시함으로써, 아동이 기

억하기 쉽도록 한다.
In 10-a

● 50
사인물의 색이 주변 배경색과 대비를 이룸으로써, 식별성을 

갖도록 한다. 
In 10-a

● 51
아동 시설별 고유 색채나 이미지를 사인물에 사용하여, 아

동이 공간을 인식하기 쉽도록 한다.
In 10-a

CC

TV

계획

설치

위치

● 52

주출입구 및 아동 관련 시설 CCTV는 외부로의 이동 동선 

파악이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화장실, 유아휴게소는 출입

구 외측 상부에 설치)

Ar

-E
11-a

● 53
아동 관련 시설 중, 명확한 경계가 없는 시설은 내부 CCTV 

감시범위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Ar

-E
11-a

● 54
쇼핑몰 내 아동의 전반적인 동선 파악이 가능하도록 CCTV

는 통로 곳곳에 설치한다.

Ar

-E
11-a

미아

대응

(운영)

계획

미아

보호소
● 55

미아보호소는 유아휴게실 또는 고객센터와 병행하거나 인근

에 단독설치하고,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운영 12-a

코드

아담제
● 56

미아발생시, 안내방송(실종경보)을 실시하고 시설 주출입구

를 봉쇄하여, 미아를 수색한다. (다중이용시설 법적 필수)
운영12-b

* 본 설계는 전체 공간이 아닌, 아동 관련 공간과 해당 공간을 포함한 층 및 주출입구에 

한하여 적용

* 아동 관련 공간 : 아동의 이용빈도가 높은 공간(아동 매장, 놀이터, 유아휴게실, 유모차 

대여소, 문화센터, 아동 관련 공간 인근 식음매장 등) 

* 상업시설 계획부문 : Ar (건축), MD, In (인테리어 디자인), Ar-E (전기 설비)

* 단위공간 내 이동공간 : 동선계획이 아닌, 단위공간 자체로서 이동공간 내 실내계획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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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공간 동선계획

주출입구는 전실을 둔 이중문(버튼식 자동문) 형식으로 계획하여, 아동의 외부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그리고 갈림길이 많은 복잡한 몰 형태보다, 단순하고 명쾌

한 몰 형태로 계획한다. 만약 방사형 등 복잡한 몰 형태로 계획하는 경우, 주통로와 

부통로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역별로 공간적 차별성을 부여하여, 아동이 공

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몰의 주통로 폭은 최소 3.3m이상, 부통로 폭

은 최소 2.6m이상으로 계획한다.207) 그리고 기둥은 통로 중앙보다는 최대한 매장 

경계(통로 측면)에 배치함으로써, 통로에서 기둥에 의해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현상

을 최소화한다. 에스컬레이터는 주 출입구와 바로 인접하여 배치시키지 않음으로

써, 아동의 외부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단, 건축법에 의거하여 보행 피난거리는 확

보한다.

[그림 4-38] 전실을 둔 이중문(버튼식 자동문) 형식의 주출입구 

[그림 4-39] 동선은 단순하고 명쾌한 몰 형태로 계획

(O: 좌, X: 우 - 갈림길이 많은 복잡한 몰형태) 

    

207) 윤도근 외 (2008). 건축설계·계획. 문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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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기둥은 통로 중앙보다는 최대한 시설 경계(통로 측면)에 배치

(O: 좌, X: 우 – 통로 중앙의 기둥이 시각적 방해요소)

■ 단위공간 평면계획

평면계획 중 공간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 관련 공간

은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계획함으로써, 아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아동의 활동성이 많은 유희공간과 휴식공

간, 편의공간 배치 시, 통로의 결절점 등과 같은 이동 동선과 중첩하여 배치하지 않

도록 하여, 아동이 통행객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결절점 등에 

위치할 경우, 시설 외부의 적정 통로 폭을 확보한다. 또한 유희공간, 장난감매장 등 

흥미공간을 다수 배치할 때, 흥미공간이 서로 보이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하여 배치

함으로써, 아동이 다른 흥미요소에 의해 이탈할 가능성을 낮춘다. 그리고 통로형 

식음공간 배치 시, 유희공간에 대한 시각적 장애물이 없는 곳에 테이블을 설치함으

로써, 아동이 기둥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그림 4-41] 통로형 식음공간은 유희공간에 대한 시각적 장애물이 없는 곳에 배치

(O: 좌, X: 우 – 식음공간에서 에스컬레이터와 기둥에 의해 유희공간이 가려짐) 

  

 

내부공간 구성요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유희공간 및 편의공간 내 

쇼파를 배치할 때는 시설 내부가 잘 보이도록 경계부나 벽면에 정방향으로 배치함

으로써, 보호자의 아동관찰영역을 최소화시킨다. 단, 대규모 키즈카페의 경우,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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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대체 가능하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다수의 쇼파

를 배치하는 것 또한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다. 그리고 화장실 중 일부는 아동 동반이 가능한 넓은 칸막이 혹은 가족용 화장실

로 계획함으로써, 아동의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화장실의 세면공간, 파우더룸 

등에 유아용시트를 설치하여,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의 이탈을 

방지한다. 화장실의 세면공간, 파우더룸의 거울은 내부가 잘 보이도록 설치하는 것 

또한,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4-42] 휴식공간(벤치)은 시설 내부가 잘 보이도록 경계부에 배치

(O: 좌 - 정방향 벤치, X: 우 - 역방향 벤치)

그리고 시설 경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경계없이 통로에 면한 시

설은 이동통로와 동선이 중첩되지 않도록 고정형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경계를 명

확하게 구분하고 아동이 통행객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한다. 이때 펜스는 

아동이탈이 불가한 패널이나 간살형 펜스를 사용한다. 만약, 고정형 펜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펜스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설의 경계를 형성할 때, 

기둥이 시설의 측면에 위치하도록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기둥에 의해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현상을 최소화한다. 만약 시설 내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을 

중심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함으로써, 기둥이 동선 내 시각적 장애물 역할을 하지 않

도록 한다. 그리고 판매공간의 경우, 매장 입구를 최소한으로 하며, 진열대와 투시

성이 높은 유리창, 펜스 등으로 경계를 형성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아동의 이탈

을 방지하고 아동이 공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유희/편의/휴식(독서)

공간의 경우, 시설경계는 유리창, 펜스, 벤치형 펜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폐쇄적

으로 형성함으로써, 아동의 이탈가능성을 낮춘다. 단,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하

여, 펜스에 의해 형성되는 출입 너비는 90cm 이상으로 한다. 또한 유희/편의/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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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공간의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하며,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펜스 문, 버

튼식 자동문)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단, 건축법에 의거하

여 규모에 따라 별도의 피난용 출구 계획이 가능하다. 그리고 출구에 센서에 의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함으로 피난에 대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리적 경계는 투명 

패널/수직 간살형 등과 같은 투시성이 높은 펜스나 유리창을 사용함으로써, 경계요

소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이때 수직 펜스의 난간살의 간격은 아동

의 손이 끼이지 않는 간격으로 한다. 만약 투시성이 높은 펜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

우, 펜스의 높이는 1m 이하로 펜스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그림 4-43] 시설경계를 유리창, 펜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폐쇄적으로 형성

(O : ①투명 패널 펜스, ②벤치형 펜스, ③수직 간살형 펜스 / X : ④경계 없음) 

 

 

시설 내 통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판매공간 내 통로 폭은 최소 

1.2m이상으로 계획한다. 그리고 판매/식음공간의 계산대나 편의공간의 안내데스크

의 전면부 통로 폭은 대기공간을 포함하며 최소 1.5m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화

장실 세면대 전면부 통로 폭은 최소 1.5m이상, 큐비클(칸막이) 전면부 통로 폭은 

최소 1.2m이상으로 계획한다. 단, 큐비클 영역이 편측 통로일 경우 최소 1.0m 이

상으로 계획한다. 휴식(독서)공간의 책장과 책장, 쇼파 사이의 통로 폭 또한 최소 

1m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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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계획

아동 관련 판매공간과 휴식(독서)공간의 경우, 전면형 매대/가구는 벽면에 두고, 

중앙부의 매대/가구는 아동의 키를 고려하여, 높이 1m 내외의 매대/가구를 배치하

거나 하부가 개방된 매대를 사용한다. 만약 매장 내 기둥이 있는 경우, 기둥을 중심

으로 매대를 배치하고 세부영역을 구분함으로써, 기둥이 동선 및 시각적 장애물 역

할을 하지 않도록 한다. 식음공간 내 퇴식구, 정수기 등 높은 가구와 기기는 벽면에 

두고, 중앙부에는 테이블만 배치한다. 즉, 일반적으로 공간 중앙에는 높은 가구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판매/휴식/식음공간 내에서는 단일화된 가구

가 아닌 다양한 가구 또는 색을 사용하여 차별성을 줌으로써, 아동이 영역을 명확

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동 통로 내 휴식용 벤치(쇼파)는 동선과 중첩

되지 않도록 측면에 배치하여, 아동이 통행객들에 의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한

다. 단, 양측으로 최소 통로 폭 2.6m를 확보한 경우에는 중앙에 벤치 설치하는 것

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희공간에서는 투시성이 높은 네트, 간살형의 놀이기구를 사

용함으로써,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유희/휴식공간 내 놀이기구, 쇼파 등은 

분산배치함으로써, 아동이 밀집되는 현상을 최소화한다.

[그림 4-44] 아동 매장의 중앙에는 낮은 매대나 하부가 개방된 매대 사용(O: 좌, X: 우) 

  

[그림 4-45] 통로 내 벤치(쇼파)는 동선과 중첩되지 않도록 측면에 배치 (좌)

단, 양측으로 최소 통로 폭 2.6m를 확보한 경우에는 중앙 설치 가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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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 설치물 / 실내디자인 계획

조명은 사각지대 없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음영이 생기는 곳 없이 균일

한 조도값을 갖도록 한다. 아동 관련 판매/유희/휴식(독서)/식음/편의공간의 조도범

위(최저-표준-최고조도)는 300-400-600 lx, 화장실은 150-200-300 lx가 되도

록 한다.208)

아동 관련 매장과 식음공간의 계산대 근처에는 영상, 모형 등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아동의 이탈을 방지한다. 단, 통로에서 해당 흥미요

소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유모차 대여소 등 편의 데스크에도 영

상, 그림 등 아동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아동의 이탈을 방지한다.

공간마다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재료/이미지/패턴/장식 등을 사

용하여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아동이 공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46] 차별성 있는 실내디자인으로 영역을 구분

(O: 좌 – 동선/시설따라 다른 바닥패턴, X: 우 – 동선/시설 구분 없이 바닥 동일) 

■  사인시스템 / CCTV / 미아 대응(운영) 계획

아동 사인물의 경우, 통로 중간에 설치하지 않고 기둥/벽의 아동 눈높이 지점이

나 바닥에 설치(부착)하여, 아동이 사인물을 쉽게 인식하도록 한다. 조도가 낮고, 

사인을 설치하기 힘든 지점에는 바닥조명 사인(로고 라이트)을 사용한다. 그리고 

미아보호소, 놀이터, 유아휴게실, 유모차 대여소, 화장실 등 아동 관련 공간에 대한 

안내를 사인물에 포함한다. 이러한 공간은 글자와 함께 픽토그램으로 표시함으로

써, 아동이 기억하기 쉽도록 한다. 그리고 사인물의 색이 주변 배경색과 대비를 이

룸으로써, 식별성을 갖도록 한다. 또한 아동 시설별 고유 색채나 이미지를 사인물

에 사용하여, 아동이 공간을 인식하기 쉽도록 한다.

208) KS 기준 조도범위, 국가기술표준원(K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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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사인물은 아동이 쉽게 인식하도록 눈높이 지점이나 바닥에 설치

(조도가 낮고 사인을 설치하기 힘든 지점에는 로고 라이트 활용 가능)

[그림 4-48] 사인물이 식별성을 갖도록 주변 배경색과 대비 부여

(O: 좌 – 주변과 대비도 되며 영역별로 색 구분, X: 우 – 주변과 유사해 식별성 부족) 

주출입구 및 아동 관련 시설 CCTV는 외부로의 이동 동선 파악이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단, 프라이버시로 인해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 유아휴

게실 등의 공간은 출입구 외측 상부에 설치한다. 그리고 아동 관련 시설 중, 명확한 

경계가 없는 시설은 내부에 CCTV 감시범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쇼핑몰 내 아동의 전반적인 동선 파악이 가능하도록 CCTV는 통로 곳곳에 설치한

다.

미아보호소는 유아휴게실 또는 고객센터와 병행하거나 인근에 단독설치하고 일

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미아 수색의 용이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코드아담제를 실시한다. 즉, 미아 발생 시, 안내방송

(실종경보)을 실시하고 시설 주출입구를 봉쇄하여, 미아를 수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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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결

4장에서는 복합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설계 방법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

법론 도구(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프로세스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 고찰한 미아 관련 특성을 참고하여 설계의 기본 요소가 되는 미

아예방 환경설계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복합상업시설 관련 해외 설계지

침과 설계 각론(개론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를 도출

하였다. 그리고 미아과정 단계별 영향요소, 즉 미아 발생, 미아 길찾기, 미아 발견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를 미아 사례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로는 보행밀도, 평면구성, 시설경계, 시각적 장애물, 

디자인 차별성, 사인시스템, 조명(조도)가 있다. 그리고 미아(아동)의 길찾기에 영

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로는 평면구성의 명료성(단순성), 건축적 차별성, 랜드마크, 사

인시스템, 시각적 접근성(개방감)이 있다. 미아 발견 요소는 보호자나 타인이 미아를 

발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아 발견 요

소를 도출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취지의 CPTED기법의 

원리 중 일부(감시 강화,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기법)를 차용하였다. 즉, 가시성 확

보 측면으로 입면요소(펜스, 가구, 기둥 등), 조명, 보호자 휴식공간(아동관찰공간) 

등을, 기계적 감시의 측면으로 CCTV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접근통제-출입

통제 측면으로 출입문/펜스 설치와 전자식 출입 통제 장치를, 영역성 강화 측면으

로 출입구, 펜스 등의 경계요소와 표지판, 조명 등의 설치물, 바닥재 등을 도출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미아 발생, 길찾기, 발견 관련 요소들을 공통된 속성으로 그룹화

하여 재분류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요소들은 크게 평면적 

요소 (평면구성), 입면적 요소 (시각적 접근 및 노출성), 인테리어적 요소 (디자인 

차별성), 설비적 요소, 사인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아가 발

생하고 길을 찾으며 발견되는 과정 즉, 발생, 길찾기, 발견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미아예방 방향을 목표로 설정하고, 미아예방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다. 즉, 미아예방

의 첫 번째 목표로 ‘보호자의 아동 관찰 및 발견의 용이성 향상’과 두 번째 목표로 

‘아동의 이탈 방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미아의 극복 방법으로, 미아의 길찾기와 

타인에 의한 미아의 발견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세 번째 목표인 ‘아동의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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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색 용이성 향상’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목표별 미아 예방 방안으로서 12가지 

설계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이후, 미아가 발생하고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크게 미아 발생 원인과 미아 대

처 방법(미아의 길찾기, 보호자 및 타인의 발견)으로 구분하고 이에 의거하여, 미아 

예방 및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전략)을 도출하였다. 먼저, 각 기능적 공간별 미

아 발생 원인을 보호자 및 아동의 행태원인과 환경원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이

에 대한 환경요소를 도출함으로써 복합상업시설 아동 관련 기능적 공간별 미아예

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아 발생 후 아동(미아) 및 보호자·타인

(직원, 행인 등)이 행할 미아 대처 방법(미아 길찾기 및 발견 방법)을 근거로 하여, 

영향 요소를 세부적으로 도출하고, 각 요소별로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

였다. 이때 미아 발생은 각 공간별로 주로 발생하는 미아 유형이 상이하다는 점에

서, 판매, 유희, 휴식, 식음, 편의, 이동공간별로 구분하고, 미아예방 환경요소를 활

용하여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전략)을 제시하였다. 반면, 미아 대처 방법의 경우, 

공간별로 상이하지 않고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아대처 환경설계 기법(전략)은 공간 

전반에 적용되며, 사인시스템, CCTV, 미아보호소 및 제도에 관한 환경요소를 기준

으로 설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기법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앞서 도출한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를 참고하여 복합상업시설 미아

예방 환경설계의 계획요소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기법을 재분

류하고 종합함으로써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때 건축법,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등 상업시설 관련 법규도 함께 참고하였다. 그리고 상

업시설 건축설계, 상업시설 인테리어, 아동환경, 세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

이드라인의 구성체계와 설계요소, 항목 및 내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우선순위에 따른 중요도 평가도 함께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검토 내용을 반영하

여 미아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실제 적용에 문제가 있는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계획요소 기준의 공통 항목으로 구성된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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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미아 예방의 새로운 방안으로서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

발하였다. 하지만 해당 설계 가이드라인이 실제 공간에 적용되고 실용화되기 위해

서는, 먼저 ‘환경설계를 통한 미아 사전예방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가이

드라인 내용 기반의 평가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앞서 개발한 가

이드라인의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전환하고 항목별로 점수화함으로써 설계 평가모

델을 개발하고 해당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공간이 아닌 계획요소 기준의 공통 항목으로 

구성된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평가항목이 공간별로 분류되어 있으

면 설계안이나 시설 평가 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모델 개발 시, 

공간에 해당하는 평가영역별로 평가항목을 재분류함으로써 설계 평가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구분되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모델을 통해 설계안이나 시설의 미아 예방 가능성/효과성을 평

가할 수 있으려면, 항목이 중요도에 따라 구분되고 점수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가이드라인 항목별로 미아 예방 가능성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점수를 배

점하고자 한다. 이때 4장 가이드라인 전문가 검토단계에서 실시한 항목별 중요도 

평가 점수와 3장의 미아 사례조사 결과 및 선행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점수화하고

자 한다. 궁극적으로 미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간(평가영역)일수록, 그리고 미아

를 유발하거나 예방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요소(평가항목)일수록, 점수를 높게 배점

함으로써 미아 예방 가능성/효과성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한 평가모델이 실제로 유효하고, 미아 예방의 가

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방식의 연구 과정을 통해, 환경설계를 통한 미아 사전예방의 가

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내용이 실용화 및 제도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자 한다.

[그림 5-1] 가이드라인에서 평가모델로의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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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 개념 및 평가체계

5.1.1. 평가모델 개념 및 목적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은 미아가 발생하고 길을 찾으며 발견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미아에게 미치는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모델이

다. 즉, 평가모델을 통해 각 기능적 공간별로 미아 유발 환경요소에 대한 설계를 평

가하고 점수화함으로써 미아 발생 또는 예방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미아

가 된 후 길을 찾거나 발견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도 함께 평가하고자 

한다. 단, 미아 길찾기와 발견은 특정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공간 전반에 적용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평가모델의 목적은 복합상업시설 내 아동 관련 공간의 미아예방 

환경조성을 통해, 사전에 미아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아가 발생하더라도 발견 소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장기 실종을 예방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미아예방 환경설

계를 평가함으로써 본 모델이 지향하는 바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자의 아

동 관찰과 발견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둘째, 아동의 이탈을 방지하는 환

경을 설계하고자 한다. 셋째, 아동(미아)의 길찾기 용이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미아 발생한 후 미아 상황을 타개하는 대처 방법으로, 관리자(직원)에 의

한 미아 수색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평가모델을 통해 복합상업시설 준공 전, 설계안을 자체 평가하고 미아 유발 

환경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통해 미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으며, 운영 중인 

복합상업시설의 현 환경을 평가함으로써 미아 예방 측면의 리모델링을 제안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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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평가모델 개념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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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평가대상 및 평가영역

(1) 평가대상 및 평가영역 기준 설정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은 복합상업시설 내 아동 관련 공간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아동 관련 공간으로는 크게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독서)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이 있으며, 공통 설비 및 운영시스템 또한 포함하고 있다.209) 미

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의 평가영역 기준 설정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

의 평가영역 기준을 참고하였다. CPTED학회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는 외

부 침입(범죄)으로부터 주거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선’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즉, 3차 방어선을 기준으로 외부와 주거단지를 구분함으로써, 단지 경계에 접한 외

부공간을 ‘공적공간’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차 방어선을 기준으로, 단

지 경계부터 주동 출입구 앞까지 단지 내 공용공간을 ‘반공적공간’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1차 방어선을 기준으로, 주동 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반사적공

간’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해당하는 요소인 감시

카메라, 안내표지판 항목을 ‘공통설비’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CPTED는 외부로부터 침입(범죄)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외부설계가 중요하다. 

반면, 미아예방 환경설계는 내부공간에서 아동이 외부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설계가 중요하다. 즉, 아동이 복합상업시설 내부 특정 공간에서 

외부로 이탈하기 전까지의 공간에 대한 환경설계가 중요하다.210) 이런 측면에서 

본 설계 평가모델의 평가 대상(범위)은 복합상업시설 내 아동 관련 시설 및 층(통

로)과 주출입구 층,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평가영

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이탈방지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1차 이탈방지선은 아동이 이용 중인 공간과 통로를 구분하는 선으로서, 문과 

펜스 등이 경계선 역할을 한다. 2차 이탈방지선은 아동이 있는 층과 다른 층을 구

분하는 선으로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레베이터 등이 경계선 역할을 한다. 3차 이탈

방지선은 건물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선으로서, 주출입구 등이 경계선 역할을 한

다. 이러한 이탈방지선을 기준으로 평가영역이 되는 방지공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방지공간은 시설(단위공간)에 해당하는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

209) 2장에서 복합상업시설 공간을 분류한 결과, 크게 보행공간(동선)과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공간, 식음공

간, 편의공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210) 이는 앞서 5.3절에서 언급한 Armature diagram 방식, 즉 건축물의 골격이 되는 동선을 주 출입구에서부

터 시작하여 주요 공간이나 도착지점까지 경험의 순서대로 계획하는 방식과 순서상 역행하는 방식으로 맥락

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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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이다. 그리고 2차 방지공간은 보행공간에 해당하는 

통로이며, 3차 방지공간은 주출입구에 해당하는 건물 출입공간이다. 또한 각 공간

에 대하여 물리적 환경 특성에 따라 세부 공간으로 분류함으로써, 평가영역을 세분

화하여 설계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복합상업시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사인시스템과 CCTV, 미아대응 운영시스템을 추가 평가영역으로 구

분하였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학회)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

가

영

역

 

기

준

방어선 이탈방지선

평

가

영

역

(출처 : CPTED학회)

Ÿ 3차 방어선 (공적공간) : 단지의 경계 

및 단지경계에 접한 외부공간

Ÿ 2차 방어선(반공적공간) : 단지경계 내 

공용공간으로 주동 출입구까지

Ÿ 1차 방어선 (반사적공간) : 주동 내 

공용공간

Ÿ 공통설비 :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

Ÿ 1차 방지선 : 이용중인 공간과 통로 

(문, 펜스 등이 경계선 역할)

Ÿ 2차 방지선 : 이용중인 층과 다른 층 

(E/S, E/V 등이 경계선 역할)

Ÿ 3차 방지선 : 건물 내부와 외부 

(주출입구 등이 경계선 역할)

Ÿ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 :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

[표 5-1]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평가영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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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영역 세부 공간 설정

판매공간(A)의 세부 공간으로는 소규모 아동 관련 매장(A-1), 중·대규모 아동 관

련 매장(A-2)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유희공간(B)은 휴식공간을 포함한 놀이영역

이며, 세부 공간으로는 무료 놀이터(B-1), 유료 놀이터(B-2)를 설정하였다. 휴식공

간(C)은 아동 이외의 일반 성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아동이 주로 이용

하는 무료 아동 독서공간(C-1)으로 한정지어 설정하였다. 식음공간(D)은 아동시설 

인근 매장(D-1)과 아동시설 인근 통로형 매장(D-2, 계산대가 통로와 인접한 매장)

으로 구분하였다. 편의공간(E)은 유모차 대여소와 문화센터 라운지(E-1), 유아 휴

게실(E-2)과 아동시설 인근 화장실(E-3)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이동공간(F)은 

통로에 해당하는 보행공간(F-1)과 주출입구에 해당하는 건물 출입공간(F-2)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G)은 사인시스템(G-1), 

CCTV(G-2), 미아 대응 시스템(G-3)으로 구분하였다. 단위공간 및 동선으로서 물

리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A~F 평가영역은 각 공간 개소별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복합상업시설의 공통설비 및 운영 시스템인 G 평가영역은 전반적인 특

성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방지공간 평가영역 세부 평가영역 비고

1차

방지공간

A. 판매공간

A-1. 소규모 아동 관련 매장 소형점: 10~20평 전후211)

A-2. 중·대규모 아동 관련 매장
중형점: 20~100평

대형점: 100평 전후212)

B. 유희공간
B-1. 무료 놀이터 보호자 휴식공간을 포함한

놀이공간B-2. 유료 놀이터

C. 휴식공간 C-1. 무료 아동 독서공간
쇼핑몰 단독형과 대형서점 

부속형 모두 포함

D. 식음공간
D-1. 아동시설 인근 매장

D-2. 아동시설 인근 통로형 매장 계산대가 통로와 인접한 매장

E. 편의공간

E-1. 유모차 대여소, 문화센터 라운지

E-2. 유아 휴게실

E-3. 아동시설 인근 화장실

2차
방지공간

F. 이동공간
F-1. 보행공간(통로) 아동시설 있는 층

3차
방지공간

F-2. 건물 출입공간

설비 및 
운영

G.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

G-1. 사인시스템

G-2. CCTV

G-3. 미아 대응 시스템

[표 5-2] 평가영역 설정 

211) 국제편집부 (1994). 판매점 설계의 실제.

212) 국제편집부 (1994). 판매점 설계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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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분류

4장에서 개발한 통합 가이드라인은 설계유형 및 요소를 기준으로 전체 공간의 

공통 항목을 통합하여 작성하였다. 하지만 평가항목이 공간별로 분류되어 있으면 

설계 평가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공간에 해당하는 평가영역별로 

평가항목을 재분류함으로써 설계 평가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

유형

평가

요소

평가

항목

판매 유희
휴식
(독서)

식음 편의 이동
설비

운영

A-1 A-2 B-1 B-2 C-1 D-1 D-2 E-1 E-2 E-3 F-1 F-2 G

동선

계획

주 출입구 1 ●

몰
2 ●

3 ●

통로
4 ●

5 ●

기둥 6 ●

E/S 7 ●

평면

계획

공간배치

8 ● ● ● ● ● ● ● ● ● ●

9 ● ● ●

10 ● ● ● ● ●

11 ●

내부공간

구성요소

12 ● ● ● ●

13 ● ● ● ●

14 ●

15 ●

16 ●

시설경계

17 ● ●

18 ● ●

19 ● ● ● ● ●

20 ● ●

21 ● ● ●

22 ● ● ● ●

23 ● ● ● ● ● ●

24 ● ● ● ● ● ● ●

25 ● ● ●

시설 내 통로

26 ● ●

27 ● ● ● ● ● ● ●

28 ●

29 ●

30 ●

가구

계획
가구집기

31 ● ● ●

32 ●

[표 5-3]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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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4 ● ● ● ● ●

35 ●

36 ●

놀이기구
37 ● ●

38 ● ● ●

　

조명

계획

설치위치 39 ● ● ● ● ● ● ● ● ● ● ●

조도
40 ● ● ● ● ● ● ● ● ●

41 ● ●

설치물

계획
이미지/영상

42 ● ● ● ● ●

43 ● ●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재료 44 ● ● ● ● ● ● ● ●

이미지/패턴 45 ● ● ● ● ● ● ● ●

사인

시스템 

계획

설치위치
46 ●

47 ●

내용/디자인

48 ●

49 ●

50 ●

51 ●

CCTV

계획
설치위치

52 ●

53 ●

54 ●

미아

대응

(운영)

계획

미아보호소 55 ●

코드아담제 56 ●

총 평가항목 수 (개) 12 12 15 16 16 11 11 11 7 10 10 5 10

* 하위단계 대안인 항목은 총 항목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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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항목별 배점 및 가중치 부여방법 설정

5.2.1.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방법

(1) 기존 건축분야 관련 인증제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방법 고찰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점수 배점과 평가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 기존 건축분야 관

련 인증제의 평가모델을 고찰해보았고, 크게 평가항목별 배점 방법과 평가점수 부

여방식, 평가방법을 중점으로 보았다.213)

먼저 세 인증제 모두, 평가항목별 배점은 상이하였고,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차

등 배점하였다. 건축물 BF 인증제의 경우, [표 5-4]와 같이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최고점을 10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구분하고 배점하였다.214) 그리고 

평가 시, 각 항목을 크게 최우수, 우수, 일반, 3단계로 차등화하여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여기서 각 항목별 점수 차등화의 근거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CPTED 인증제 역시,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3점, 2점, 1점으로 구분하였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비용효과성이 높은 

항목은 3점(중요도A)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은 2점(중요도B)으로, 적용 시 

방범안전에 부가적인 도움 및 혜택이 기대되는 권장항목은 1점(중요도C)으로 배점

하였다. 이 점수는 각 항목별 최고 점수에 해당하며, 항목별 설치계획에 따라 3명

의 평가위원이 차등 배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등 배점에 대한 근거 기준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평가항목을 정량평가 

항목과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그중 정량평가 항목의 경우, 각 항목의 특

성과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최고점을 3점, 2점, 1점으로 구분하였고, 그 기준은 다

음과 같다. 먼저, 해당 항목이 어린이의 안전성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면, 가장 높은 점수인 3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중요도가 비교적 높고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항목이면 2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권장 사항 수준의 기본적인 항목이면 1점을 부여하였다. 그리

고 평가 시, BF인증과 CPTED인증이 평가항목별로 계획 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

화하여 평가하는데 반해,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은 적합/부적합(O/X) 형식으로, 

요건 충족 시에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13) 인증제도의 세부 내용은 2.3.4절에 서술하였다.

214) BF 인증제의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 차등화에 대한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최고점(최우수) 배점에 대한 기

준이나 근거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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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의 경우, BF인증과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은 평가영역의 항목별로 진

행되며, 평가항목(평가대상)이 하나인 경우 항목별 해당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하여 평가함으로써 점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BF인증의 

평가항목 중 복도 유효폭 항목의 경우, 모든 복도의 유효폭이 1.5m 이상이면 3.0점

(최우수)을, 1.2m 이상이면 2.4점(우수)을 부여하게 되어있다. 만약 평가하는 시설

의 복도 중 가장 좁은 폭이 1.3m라면, 해당 시설의 복도 폭 항목의 점수는 2.4점이 

된다. 반면 CPTED 인증의 경우, 평가영역(장소)이나 대상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장

소별 평균 점수(항목점수의 합÷장소의 개수)를 적용한다.

최종 평가점수 산정의 경우, 건축물 BF인증은 평가항목의 총점인 288점에서 심

사위원의 종합평가점수(평가항목 총점기준의 5%)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CPTED 인증은 평가영역별 합산점수와 공통설비 점수를 합산한 후, 100점으로 환

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은 정량평가 총점을 70점으로 환산

한 후, 정성평가 점수 30점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때 정성평가는 정량적으로 평

가하기 어렵거나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3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215)

(2)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방법 설정

앞선 세 인증제 고찰을 통해,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방법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평가항목별 배점은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최고

점을 다르게 부여하고자 하였다.216) 기존에 4.5.2절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항목별 

중요도 평가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서 선행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때 근거가 된 기준

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항목(가이드라인 항목)의 내용이 ‘미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설계상 법적 및 의무적인 계획기법’이라고 판단되면 ‘1순위(3점)’로, 

‘설계 범위(규모) 및 비용 대비, 미아발생률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기법(경

제성, 효과성)’이라고 판단되면, ‘2순위(2점)’로, ‘그 이외에 미아 예방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계획기법’이라고 판단되면, ‘3순위(1점)’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추후, 5.3절에서 앞선 설문조사(항목별 전문가 평가점수)와 미아 사례조사 결과, 선

행연구, 법규 등을 종합하여, 항목별 최종 중요도 점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215) 정성평가 항목별 인증기준은 2.3.4절에 서술하였다.

216) 이때 배점은 미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간(평가영역)일수록, 미아를 더 많이 유발하는 환경요소(평가항목)

일수록, 점수를 높게 배점함으로써 미아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을 다음 절에서 가중치로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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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요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최종 배점하고자 한

다.217)

그리고 항목별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평가 시, 점수 부여는 적합/

부적합(O/X) 형식으로, 요건 충족 시에만 점수를 부여하고자 한다.218) 그리고 평가

영역(장소)이 1개소인 경우 항목별 해당 점수를 부여하고, 2개소 이상인 경우 장소

별 평균 점수(항목점수의 합÷장소의 개수)를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 평가점

수 산정의 경우, 평가영역별 합산점수와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한 총

점을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하고자 한다.

217)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18) 미아예방 환경설계와 유사한 해외 평가모델이나 인증제도가 부재하고, 관련 연구 및 자료와 법적 근거 또

한 많이 부족하므로, 항목 내에서 점수를 차등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수 차등 부여 방안은 추후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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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모
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CPTED인증)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
(추후 인증제로 개발가능)

항

목

별 

배

점 

기

준

항목별 상이 (중요도에 따라 최고점 상이)

항목별 최고 배점은 

최우수 점수임
(최우수 점수의

중요도 근거는 공개X)

항목최우수우수 일반

평가

점수

차등

부여

10 8 7

6 4.8 4.2

5 4 3.5

4 3.2 2.8

3 2.4 2.1

2 1.6 1.4

1 0.8 0.7

ex) 평가항목-복도 폭: 

최우수(3.0점)-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우수(2.4점)-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중요도A(3점): 

비용효과성이 높고 

매우 중대한 항목, 

항목별 설치 계획에 

따라 0~3점 차등부여

•중요도B(2점): 

상대적으로 중대한 

항목, 항목별 

설치계획에 따라 

0~2점 차등부여

•중요도C(1점): 

적용시 방범안전에 

부가적인 도움/혜택이 

기대되는 권장항목, 

0.5~1점 차등부여

•3점: 어린이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항목

•2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항목

•1점: 어린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권장 

수준의 기본적인 항목

공간 및 요소별 가중치와

전문가 중요도 점수 종합

[중요도 점수] 

•1순위(3점): 

미아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설계상 

법적 및 의무적인 

계획기법

•2순위(2점): 

설계범위(규모) 및 

비용 대비, 

미아발생률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기법(경제성, 

효과성)

•3순위(1점): 그 

이외에 미아 

예방으로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계획기법

평

가

점

수

부

여

항목 내 점수 차등 부여
적합/부적합(O/X) 형식으로 요건

충족 시에만 이분법적으로 점수 부여

차등화 근거 기준 有
차등화 근거 기준 無

(심사위원 판단)
-

정성적인 평가항목 

중, 다른 설계 옵션이 

있는 경우, 하위단계 

대안 설정(해당 

항목은 기존 항목 

점수의 절반을 배점)

평

가

방

법

평가항목의 

평가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평가하여

점수 부여

평가영역(장소)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장소별 평균 점수

(항목점수의 합÷

장소의 개수)를 적용

평가항목의 

평가대상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종합평가하여

점수 부여

평가영역(장소)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장소별 평균 점수

(항목점수의 합÷

장소의 개수)를 적용

만점(총점)

= 항목별 합산점수

+ 종합평가 점수

(심사위원 정성적평가)

만점(환산점수100점)

= 영역별 합산점수

+공통설비 점수

만점(환산점수100점)

= 정량평가 점수(70점) 

+ 정성평가 점수(30점)

만점(총점)

= 영역별(A~F) 합산점수

+공통설비(G) 점수

[표 5-4]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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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점수산정 방법 설정

앞서 고찰한 CPTED 인증제(CPTED 학회)와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의 평가

모델(평가체계)은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중요성)에 의한 가중치를 별로도 산정

하지 않고, 임의로 중요도를 1~3점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BF 인증제는 평

가항목별 점수 차등화에 대한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가중치 산정 기준이나 근거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평가모델의 가중치 및 점수산정 방법은 세 인증제 

이외의 다른 건축분야 평가모델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평가모델 개발 시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AHP 기

법’219)을 빈번하게 활용하였다. AHP 기법은 다수의 전문가가 의사결정과정에 참

여함으로써 평가지표(항목) 간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법은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자 하는 ‘미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해 기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없기에, 

단순히 AHP 기법만으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평가모델과 접근방식이 유사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범죄위험평가 이론 및 모델을 참고하고자 한다. 즉, CPTED 설계 시 활용되는 ‘범

죄위험 평가(모델)’의 개념을 차용하여, 미아 위험도를 산정함으로써 평가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점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1) CPTED 관련 평가모델 - 범죄위험평가

■ 위험평가와 범죄위험 평가모델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위험의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위험이 미칠 영

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 즉, 위험평가는 ‘위험을 예측, 확인, 분석하

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제표준 ISO/IEC 31010 Risk management - Risk 

assessment techniques (위험관리 - 위험평가 기법)에 따르면 위험평가 기법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체크리스트, 위험 매트릭스, 확률적 위험성 분석, 브레인스토

밍, 인터뷰 등이 있다.220) 그리고 범죄위험 평가는 대상 지역에서 과거 발생한 범

219)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 기법이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지표(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 방법론이다 (Thomas Saaty, 1980). 즉, 의사결정 문제가 다수의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평가기준을 계층화한 후 계층에 따라 중요도를 설정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Multi-Criteria Analysis)이

다. 전문가 설문을 통해 평가지표(항목) 간 쌍대비교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지표 

간 상대적인 중요도로 도출한다. 이때 다수의 대안 혹은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절대적인 평가가 아닌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통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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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패턴을 분석하고 범죄에 대한 환경의 취약성을 평가하

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CPTED 설계 및 전략 계획 시, 범죄위험평가를 활용하는 경우

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 New South Wales주의 범죄영향평가제도를 

들 수 있다. NSW주는 2001년 환경계획평가법에 의거하여 범죄위험영향(crime 

risk impact)을 평가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물리적 환경 및 사회경제적 영향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실제 설계에 적용하면 [그림 5-7]과 같이 위

험평가 결과(좌측 사진)로 확인된 위험수준에 따라 CPTED 전략 옵션(우측 사진)

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위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는 계획 단계에서 저비

용의 자연적인 CPTED 전략(조경, 창문 등 건축물 설계 등)이나 무급의 자율방범

대원을 활용하고, 위험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방범 CCTV나 정규경찰관 등과 같은 

전자기계적이고 고비용의 조직화된 전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221)

[그림 5-7] 평가된 위험 수준에 따른 다양한 셉테드 기법의 활용

(출처 : NSW Police Force, 2007 ; 박경래 외, 2012)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환경 및 여건에 맞는 CPTED 설계지침을 체계화, 정량화, 

표준화하기 위해, 2009년 ‘서울시 재정비 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지침’을 개발하고 범죄위험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다. 그리고 범죄위험 정

도(유해구역, 일반구역)를 기준으로 CPTED 지침의 적용기준을 설정하였다. 해당 

지침과 범죄위험평가는 뉴타운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220) 박경래 외 (2012).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

책연구원 연구총서

221) 박경래 외 (2012).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

책연구원 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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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비사업 등에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범죄위험 평가모델로 CRIMECAST 모

델이 있다. 해당 모델은 미국의 CAP Index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위험성 예측 

및 범죄 억제 대책 평가모델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공식 지표 통계들을 컴퓨

터로 계측하여 거시적인 지역부터 미시적인 장소별 범죄위험도를 다양한 시간 단

위(과거, 현재, 미래)로 평가 및 예측하여 제시한다.222) 평가방식은 지역사회의 인

구통계(인종, 종교, 성별은 제외), 범죄통계, 범죄 관련 지표의 데이터베이스를 분

석하여 해당 지역의 범죄위험성을 정량적인 점수로 도출하고, 전국 평균, 주(state) 

평균, 군(county)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평가한다. 분석결과에는 

해당 대지의 전반적인 범죄위험성, 범죄유형별 위험도, 범죄발생 현황 및 미래 위

험도, 주변의 범죄위험지점 정보 등이 포함된다.223)

222) 조영진 외 (2015).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그림 5-8] 서울시 재정비 촉진(뉴타운)사업 CPTED 설계 절차

(출처 : 조영진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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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평가기법/모델 - 위험 매트릭스

위험평가기법(Risk Assessment Techniques) 중 하나인 위험 매트릭스(Risk 

Matrix)는 위험의 정도(Risk level)는 발생가능성(Likelihood)과 영향(결과, 

Consequences)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기초로 측정되는 정량적 방법이

다. 즉, ‘위험(Risk) = 사건이 발생할 확률(Probability) × 결과의 심각성

(Severity)]’의 간단한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Hess, 2009). 또한 위험 매트릭스

는 3×3 / 4×4 / 5×5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위험의 수준을 3~5개 단계로 구분하

고, 각 위험 단계별로 대책 등을 수립하거나 평가항목 및 기준 옵션을 다르게 설정

할 수 있다.224) CPTED의 범죄위험평가를 비롯하여, 홍수, 재난 등 다양한 위험관

리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 5-9] 위험 매트릭스 

(2) 미아위험평가 - 범죄위험평가 차용

본 연구에서는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본 설계와 접근

방식이 유사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범죄위험평가를 차용하고자 한다. CPTED의 

범죄위험평가는 CPTED 계획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수행하는 것으로서, 범죄 두

223) 신의기 외 (2014). 범죄유발 지역 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I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24) 매트릭스에 의한 위험 수준의 단계 구분은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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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 등의 범죄 위험정도(Crime Risk Level, CRL)와 범죄 발생장소(Crime 

Generating Spots, CGS), 범죄 유발요인(Crime Generating Factors, CGF)이라

는 3대 요소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평가를 통

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기 위한 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된다.225) CPTED에서 범죄위험평가를 통해, 범죄에 취약한 장소와 요소, 

특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하는 계획을 세운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미아 발

생에 취약한 장소와 미아 유발요인, 특성 등을 반영하여 미아위험도를 파악하고 미

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 점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즉, 범죄 위험평가의 3대 요소

를 미아 위험평가 요소로 차용하여 미아 위험정도, 미아 발생장소, 미아 유발요인

으로 설정하고, 미아가 어느 장소(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어느 환경요소에 

의해 미아가 더 많이 유발하는지 파악하여 가중치로 반영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미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간(평가영역)일수록, 미아를 더 많이 유발하는 환경요

소(평가항목)일수록, 점수를 높게 배점함으로써 미아 예방 가능성/효과성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가영역 공간별 (판매, 유희, 휴식, 식음, 

편의, 이동공간) 미아 발생 가능성 및 미아 결과/영향(심각성)정도에 따라 평가영역

(공간)별 미아 위험도를 산정하고, 각 공간별로 미아 발생 또는 발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가중치로 산

정하고자 한다.

225) 박현호 (2017).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와 범죄과학. 박영사.

[그림 5-10] 범죄 위험평가 및 미아 위험평가 3대 요소

(좌측 이미지 출처 : 조영진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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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위험평가 3대 요소 가중치

미아

위험정도

5단계 위험도 : 매우 안전(1등급), 안전(2등급), 

보통(3등급), 위험(4등급), 매우 위험(5등급)

공간별

미아 위험도
 

(위험 매트릭스)미아

발생장소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독서)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 (전체공간)

공간별

미아예방 환경요소
  

(공간별 각 요소에 

의한 미아 발생비율)

미아

유발요인

아동관찰공간, 시각적 장애물, 조명, 시설경계, 

흥미공간/요소 배치, 전이공간 배치, 보행밀도

(공간규모), 디자인 차별성, 공간구조(동선)

※추후, 미아예방 환경요소로, 미아 길찾기/발견 

요소인 사인시스템, CCTV, 미아보호소 및 제도

(미아 대응) 추가

[표 5-6] 미아 위험평가 3대 요소의 가중치 적용

미아 위험도는 위험평가의 대표적인 기법/모델로 사용되는 ‘위험 매트릭스’를 활

용하여 산출하고자 한다. 즉, 미아 발생 가능성과 미아 결과의 심각성으로 구성된 

미아 위험 평가지표로부터, 공간별 미아 위험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미아 위험지

수는 5×5 위험 매트릭스로 구분하여, 평가영역별(공간별) 미아 위험도를 크게 매

우 안전(1등급), 안전(2등급), 보통(3등급), 위험(4등급), 매우 위험(5등급)의 5단계

의 미아 위험도로 구분하고자 한다.

등급 1 2 3 4 5 등급 위험도

5 5 매우 위험

4 4 위험

3 3 보통

2 2 안전

1 1 매우 안전

결과/영향

발생

가능성

[그림 5-12] 미아 위험 매트릭스 포맷 

미아 위험도 산정을 위한 미아 위험 평가지표는, 범죄위험 평가지표 산출을 통해 

특정 지역의 범죄 위험평가를 실시한 박경래 외(201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도

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범죄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범죄특성에서 4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8개, 물리/상황적 특성에서 8개, 사회경제적 영향에서 2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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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영향에서 1개로, 총 23개의 지표를 [표 5-7]과 같이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범죄위험 평가지표를 차용하여, [표 5-8]과 같은 미아 위험 평가지표

를 설정하였다. 단, 물리/상황적 특성은 기존 공간의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라는 점

에서, 차용 시 삭제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발생

가능성

(3)

범죄 특성

(4)

인구대비 범죄건수, 1만명당 관내 우범자 수,

인구대비 112신고 건수, 피해경험율

인구사회학적 특성

(8)

인구밀도, 비경제활동 인구, 인구 연령 분포, 외국인비율,

가족 구성, 주거 안정성(5년 이상 거주),

주민간 결집력 및 친숙도, 교육수준

물리/상황적 특성

(8)

가디언쉽, 감시, 접근통제, 활동성 촉진, 유지관리,

부정적 토지이용, 주택유형, 지역의 노후도

결과/

영향

(2)

사회경제적 영향

(2)
범죄예방 비용, 범죄피해 비용

심리적 영향

(1)
범죄의 두려움

[표 5-7] 범죄 위험 평가지표 (출처 : 박경래 외, 201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발생

가능성

(6)

미아발생 특성

(1)
미아발생률

인구/행태 특성

(5)

보호자 미동반비율

이동 미통제 비율(손잡지 않은 비율)

면적대비 아동수 비율

면적대비 총 인원수 비율(보행밀도)

면적대비 동적행태 인원수 비율 (동적 보행밀도)

결과/영향 (심각성)

(2)

미아발견 소요시간

직원수색 / 미아방송

[표 5-8] 미아 위험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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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점수산정 방법 설정

■ 평가영역별 점수 배점 방법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은 설계안이나 기존 시설에 대한 미아 발생 위험성 

또는 미아 예방 가능성/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이다. 따라서 평가항목별 배점

은 미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간(평가영역)일수록, 그리고 미아를 유발하거나 예

방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요소(평가항목)일수록, 점수를 높게 배점함으로써 미아 예

방 가능성/효과성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평가영역별 미아 위험도 가중치’에, ‘평가영역별 미아예방 환경요소 가중치’

를 곱하여 나온 가중치를 배점 산정 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 가중치를 평가항목

의 설계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에 곱하고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재배분함

으로써, 평가영역 및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고자 하였다.226) 이때 평가영역별 점수

를 배점하는 방법으로 단순가중치법을 적용하였다. 단순가중치법(SAW, Simple 

Additive Weighting Method)은 다속성 의사결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으로

서,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 표준화된 지표(속성)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총점을 

비교하는 기법이다. 즉, 평가영역의 총 점수()는 각 평가영역 항목의 설계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하고자 한다. 여기서 

가중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가영역별 미아 위험도 가중치’와 ‘평가영역별 

미아예방 환경요소 가중치’를 곱하여 나온 가중치이며, A~G 평가영역 전체 가중치

의 합은 1로 정규화하였다. 그리고 각 평가영역(A~G)의 점수를 총합함으로써, 평

가시설의 총 점수를 계산하고자 한다.227)

공간별 미아 위험도 가중치는 미아 사례조사와 행태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근거

로 위험 매트릭스를 통해 도출하였다. 그리고 공간별 미아예방 환경요소 가중치는 

미아 사례조사에서 공간별로 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례 비율로 산정하여 반

영하였다. 중요도 점수는 가이드라인 검토 단계에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중 항

목별 중요도 평가점수와 미아 사례조사, 선행연구, 법규 등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226) 가중치를 평가항목이 아닌, 설계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다음 장

(p.320)에서 서술하였다.

227) 단, 세부 평가영역이 구분된 경우(A-1, A-2 등), 평가영역(A, B 등)의 점수는 세부 평가영역들의 평균값

으로 표준화하였다. 원래는 가중치를 세부 평가영역별로 구분해야 맞지만, 가중치를 산출한 미아 사례 등의 

데이터 근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종합 평가영역(A, B 등)으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점수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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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평가영역별 점수 배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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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의 항목별 점수 배점 방법 (미아예방 환경요소 기준 배점)

평가영역의 항목별 점수는 미아예방 환경요소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평균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배점하고자 한다. 만약, 환경설계요소 기준이 아닌, 각 평가항목의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배점을 계산한다면, 항목 수에 따라 총점이 달라지게 된

다. 특정 요소의 항목이 다양하다는 것은 평가 기준이 상세하다는 것이지, 특정 요

소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점수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미 각 공간(평가영

역)별로 미아 발생 또는 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산정된, 공간별 미아예방 환

경요소를 기준으로 배점하고자 한다. 특정 공간에서 미아예방 환경요소에 대한 상

대비(가중치)와 요소의 평균 중요도 점수로 평가 총점의 점수를 계산하고, 요소별 

점수를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재배분함으로써 항목별 최종 점수를 배점하고자 한

다.

[그림 5-14] 평가영역의 항목별 점수 배점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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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점수 산정

5.3.1. 평가영역의 항목별 가중치 산정

(1) 평가영역별 미아 위험도 가중치

■ 미아위험 평가지표

본 연구에서 진행한 미아 사례조사와 행태조사 관련 선행연구228) 등을 통해, 미

아 발생 가능성 및 결과/영향과 연관이 깊은 특성을 미아위험 평가지표로 설정하였

다. 미아 발생 가능성은 미아발생 특성과 인구/행태 특성 지표로 구분하여 설정하

였다. 그중 미아발생 특성은 미아 사례조사에서 쇼핑몰 사례 31건에 대한 공간별 

미아발생률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인구/행태 특성은 보호자 미동반 비율과 이동 미

통제 비율(손잡지 않은 비율), 면적대비 아동수 비율, 면적대비 총 인원수 비율(보

행밀도), 면적대비 동적행태 인원수 비율(동적 보행밀도)229)을 반영하였다. 여기서 

보호자 미동반 비율은 미아 사례조사 202건에 대한 공간별로 보호자와 아동이 동

반하지 않은 사례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도출하였으며, 나머지 지표는 행태조

사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했다. 그리고 미아 결과/영향(심각성)은 미아발견 소요시

간과 직원수색/미아방송 비율 지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3장에서 파악한 것과 

같이, 미아발견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아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230) 아동이 외부로 이탈하면 사고나 범죄 가능성 또한 증가할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아발견 소요시간을 미아 결과/영향 지표로 설정하였다. 또

한 미아 발생 시, 직원이 수색하고 미아 방송을 한다는 것은 보호자가 바로 아동을 

찾지 못했고 미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직원수색/미아방송 비

율도 미아 결과/영향 지표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미아 결과/영향 지표는 미아 사례

조사 중 시설 이용사례 127건에 대한 공간별 수치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시설은 길

거리나 집이 아닌, 직원에게 도움 요청이 가능한 특정 시설을 의미한다.

228) 최재필 외 (2020a)의 행태조사 데이터를 재편집 및 활용하여, 지표값으로 반영하였다.

229) 최소영 (202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균 보행밀도와 동적 보행밀도가 미아 발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30) 3장 미아 사례조사 연구결과 중, 미아발견 소요시간별 타공간 이동율 : 5분 이내 60.0%, 10분 이상~30분 

미만 80.7%, 1시간 이상~하루 미만 90.9%, 일주일 100%

즉, 발견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발견 소요시간에 따른 타공간 

이동율의 상관분석 결과, r값은 0.943 (p=0.005), R2값은 0.816 (p=0.014)로, 발견 시간과 아동의 타공간 

이동률 사이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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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위험 평가지표
자료 수집 

방법
대상

발

생

가

능

성

(6)

미아발생

특성(1)
미아발생률 미아

사례조사

쇼핑몰 사례 31건

인구/

행태

특성

(5)

보호자 미동반비율 전체 사례 202건

이동 미통제 비율(손잡지 않은 비율)

선행연구

(행태조사)

쇼핑몰 내

아동 공간에서의

보호자 및 아동

행태관찰 사례

면적대비 아동수 비율

면적대비 총 인원수 비율(보행밀도)

면적대비 동적행태 인원수 비율

(동적 보행밀도)

결과/영향 

(심각성)

(2)

미아발견 소요시간 미아

사례조사

시설 이용사례 127건

(길거리 및 집이 아닌, 직원

도움 요청 가능한 특정 시설)직원수색 / 미아방송

[표 5-9] 미아위험 평가지표 

■ 미아위험 평가지표 점수

공간별 미아위험 평가지표 점수는 다음 [표 5-10]과 같다. 미아 사례조사 및 행

태조사의 공간별 수치에서 탑승공간과 관람공간을 제외하고, 판매, 유희, 휴식(독

서), 식음, 편의, 이동공간에 대한 사례 및 수치만 분류하여 점수화하였다. 이때 각 

공간에 대한 지표별 수치(절대값)를, 6개의 전체 공간에 대한 각 공간별 상대비로 

변환하였다. 단, 미아발생률은 사례조사 통계 결과가 공간별로 비율화(상대비)되어

있어, 그대로 반영하였다.

미아 위험 평가지표
판매

공간

유희

공간

휴식

(독서)

식음

공간

편의

공간

이동

공간
합계

발

생

가

능

성

미아

발생

특성

미아발생률 0.452 0.032 0.097 0.097 0.097 0.226 1.00 

인구/

행태

특성

보호자 미동반비율 0.049 0.346 0.299 0.205 0.000 0.102 1.00 

이동 미통제 비율(손잡지 않은 비율) 0.173 0.199 0.209 0.179 0.106 0.133 1.00 

면적대비 아동수 비율 0.064 0.439 0.205 0.103 0.158 0.031 1.00 

면적대비 총 인원수 비율(보행밀도) 0.072 0.277 0.279 0.170 0.153 0.048 1.00 

면적대비 동적행태 인원수 비율

(동적 보행밀도)
0.147 0.525 0.109 0.030 0.061 0.128 1.00 

결과/

영향 

(심각성)

미아발견 소요시간 0.177 0.190 0.163 0.157 0.145 0.168 1.00 

직원수색 / 미아방송 0.252 0.178 0.196 0.000 0.224 0.149 1.00 

*휴식공간: 사례에서는 휴식공간 전체, 행태에서는 독서공간만 산정

* 면적대비 아동수 비율 : 연령별 미아발생 가중치 적용하여 합산

(영유아 0.500, 학령전기 0.416, 학령기 0.084)

[표 5-10] 공간(평가영역)별 미아위험 평가지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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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미통제비율 지표 절대값

공간별

상대비로 변환

상대비

판매공간 0.817 0.173

유희공간 0.940 0.199

휴식(독서)공간 0.987 0.209

식음공간 0.846 0.179

편의공간 0.500 0.106

이동공간 0.628 0.133

합계 4.718 1.000

[표 5-11] 미아위험 평가지표 값의 공간별 상대비 변환 예시 

■ 미아 위험 매트릭스를 통한 공간별 미아 위험도 도출

Hess(2009)의 ‘위험=발생가능성×결과’ 방정식을 이용하여, [표 5-12]와 같이 

공간별 미아 위험 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때도 역시 전체 공간에 대한 각 공간의 상

대비로 표준화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아 위험 지수를 5×5 위험 매트릭

스로 구분하면, [그림 5-16]과 같다. 미아 위험 매트릭스 결과, 미아 위험성이 5등

급인, 즉 ‘매우 위험’한 곳으로 평가된 곳은 유희공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등급

으로 ‘위험’한 공간은 휴식(독서)공간과 판매공간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공간과 

이동공간은 미아 위험성이 2등급으로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평가되었다. 그리

고 식음공간은 1등급으로 ‘매우 안전’한 곳으로 평가되었다. 최종적으로 각 공간별 

미아 위험 지수를 전체 공간에 대한 상대비로 다시 변환하면 [그림 5-17]과 같다. 

해당 상대비는 추후, 각 공간에 해당하는 평가영역(A~F)별 배점 계산 시, 가중치로 

반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간이 아닌,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G)’ 평가영역은 복

합상업시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6개 전체 공간에 대

한 평균값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계산하고자 한다.

미아 위험 평가지표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독서)

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 합계

지수합계
발생가능성 0.957 1.819 1.198 0.784 0.575 0.669 6.000 

결과/영향 0.429 0.368 0.359 0.157 0.369 0.317 2.000 

표준화
발생가능성 0.159 0.303 0.200 0.131 0.096 0.111 1.000 

결과/영향 0.215 0.184 0.180 0.079 0.185 0.159 1.000 

미아 위험 지수 0.034 0.056 0.036 0.010 0.018 0.018 　

[표 5-12] 공간(평가영역)별 발생가능성 및 결과 지수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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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 2 3 4 5

등급 지수합계 0.157 0.225 0.293 0.361 0.429

5 1.819 유희

4 1.508 휴식(독서)

3 1.197

2 0.886 판매

1 0.575 식음 이동 편의

* 아동 특화 복합상업시설(쇼핑몰)에 한정된 미아 위험도

발생

가능성

결과/영향

[그림 5-16] 미아 위험 매트릭스 

 

위험성
(등급)

평가
위험
지수

상대비

0.036 0.209

0.034 0.200

0.018 0.103

0.018 0.103

합계 1.000

공간

5 매우 위험 유희공간 0.056 0.325

4 위험
휴식(독서)공간

판매공간

3 보통 -

2 안전
편의공간

이동공간

1 매우 안전 식음공간 0.010 0.060

[그림 5-17] 공간별 미아 위험도 



제 5장  복합상업시설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 개발 및 검증

325

■ 평가영역별 미아 위험도 가중치 도출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은 미아가 발생하고 길을 찾으며 발견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미아에게 미치는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모델이

다. 미아는 국부적인 장소(공간)에서 발생해 보호자를 찾으러 이동하며 해당 공간

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즉, 미아가 길을 찾거나 타인에 의해 발견되는 지점은 특

정 공간(발생지점)에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측

면에서 미아 발생 요소는 각 공간(평가영역)별로 평가하고, 미아 길찾기 및 발견과 

관련된 환경요소(사인시스템 등)는 공간 전반(G 평가영역)에 걸쳐 평가하고자 한

다. 따라서 G 평가영역의 미아 위험도는 전체 공간 미아 위험도의 평균값(0.167)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최종 평가영역별 미아 위험도 가중치는 기존 6개 공간

(A~F 평가영역)에 공간 전반(G 평가영역)의 미아 위험도를 포함하여, 총 7개의 평

가영역에 대한 미아 위험도 상대비로 산출하고자 한다.

공간별 미아 위험도 상대비

전체공간 

평균값을 

포함한

상대비로 

변환

평가영역별 미아 위험도 가중치

판매공간 0.200 A.판매공간 0.171

유희공간 0.325 B.유희공간 0.278

휴식(독서)공간 0.209 C.휴식(독서)공간 0.179

식음공간 0.060 D.식음공간 0.051

편의공간 0.103 E.편의공간 0.088

이동공간 0.103 F.이동공간 0.088

전체공간 평균

(공간 전반)
0.167

G.공통설비/운영

(공간 전반)
0.143

합계
1.000

(6개 공간)
합계

1.000

(7개 평가영역)

[표 5-13] 공간별 미아 위험도에서 평가영역별 미아 위험도 가중치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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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영역의 미아예방 환경요소별 가중치

평가영역의 미아예방 환경요소별 가중치는 미아 사례조사에서 평가영역(공간)별

로 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례 비율로 산정하여 반영하였다. 이 상대비(가중

치)는 각 공간별로 해당 환경요소가 미아 발생이나 길찾기, 발견 등의 미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 수치로 볼 수 있다.

(전체 미아사례 202건)A.판매공간B.유희공간
C.휴식

(독서)공간 D.식음공간E.편의공간F.이동공간

미아 발생 요소 빈
도

상대비
(가중치)

빈
도

상대비
(가중치)

빈
도

상대비
(가중치)

빈
도

상대비
(가중치)

빈
도

상대비
(가중치)

빈
도

상대비
(가중치)

1-a,b 아동관찰공간 0 0.000 7 0.152 0 0.000 0 0.000 2 0.167 0 0.000

2-a,b 시각적 장애물 22 0.333 5 0.109 5 0.263 1 0.056 1 0.083 6 0.146

3-a 조명 1 0.015 1 0.022 1 0.053 1 0.056 0 0.000 2 0.049

4-a,b 시설경계 14 0.212 12 0.261 3 0.158 5 0.278 4 0.333 1 0.024

5-a,b 흥미공간/요소 6 0.091 3 0.065 3 0.158 1 0.056 1 0.083 0 0.000

6-a,b 전이공간 4 0.061 3 0.065 1 0.053 3 0.167 1 0.083 2 0.049

7-a,b보행밀도(공간규모) 10 0.152 11 0.239 3 0.158 4 0.222 3 0.250 11 0.268

8-a,b 디자인 차별성 9 0.136 4 0.087 3 0.158 3 0.167 0 0.000 4 0.098

9-a 공간구조(동선) 0 0.000 0 0.000 0 0.000 0 0.000 0 0.000 15 0.366

* 추후, 미아 발생 요소별 가중치에 각 평가영역별(A~F) 미아 위험도를 곱하여 최종 가

중치로 산정

[표 5-14] 공간의 미아예방 환경요소별 가중치 (A~F 평가영역)

(해당 미아사례)
G.공통설비/운영

(전체 공간)
비고

미아 길찾기/

미아 발견 요소

사례

수
빈도 비율

가중

치

10-a 사인시스템 13 2 0.154 0.233
길찾기성공한 미아 

사례 (13건)중,

사인시스템 보고 찾아온 아동 

사례 비율

11-a CCTV 126 31 0.246 0.372 (직원 도움요청 

가능한) 특정 시설 

내에서 발생한 미아 

사례 (126건) 중, 

안내방송 및 직원수색한 사례 

비율

12-a,b

미아보호소

및 제도

(미아 대응)

126 33 0.262 0.396

미아보호소로 아동이 직접 

방문(6건)하거나 타인에 의해 

인계(27건)된 사례 비율

* 가중치는 G 평가영역 내 환경요소별 상대비를 의미하며, 해당 요소가 영역 내에서 가지

는 중요성의 정도라고도 볼 수 있음

* 추후, 최종 가중치 산정 시, 미아 길찾기 / 발견 요소별 가중치에 G평가영역의 미아 위

험도(0.143)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로 산정

* 해당 환경요소는 실질적으로 미아 발생 후의 대처와 관련된 환경요소임

[표 5-15] 공간의 미아예방 환경요소별 가중치 (G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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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영역의 설계요소별 최종 가중치 (위험도 가중치 × 환경요소 가중치)

‘평가영역별 미아 위험도 가중치’에, ‘평가영역별 미아예방 환경요소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영역의 설계요소별 최종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각 평가영역의 미아 

위험정도와 환경설계요소에 의한 미아 예방 가능성을 수치화하였다. 즉, 해당 가중

치는 복합상업시설(쇼핑몰 등) 내 각 평가영역(공간)에서 환경요소가 가지는 미아 

발생 위험성 또는 예방 필요성을 의미하며, 해당 가중치가 값이 높을수록 복합상업

시설 내 미아 발생 및 예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미아예방 환경설계요소는 4.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아 발생 요소와 미아 

길찾기 요소, 미아 발견 요소로부터 도출하였다. 이때 미아 사례조사를 기준으로 

환경요소 가중치 산정 시, 미아 발생 요소는 공간별로 명확하지만, 미아 길찾기 및 

발견 요소는 공간 전반에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한정지어 가중치를 산정하

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간별 미아 위험도에 환경요소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로 산정할 때, 미아 발생 요소 가중치는 각 공간(A~F 평가영역)별 미아 위

험도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로 산정하였고, 미아 길찾기 및 발견 요소인 G 평가영역

의 환경요소 가중치는 전체 공간의 평균 미아 위험도(0.143)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

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A~D 평가영역의 경우, 세부 평가영역 간 환경요소가 일치

하지만, E와 F 평가영역의 경우, 세부 평가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E-1, 

2, 3과 F-1, 2 평가영역별 환경요소 가중치는 각 세부 평가영역의 환경요소를 기

준으로 전체 요소의 가중치 합이 만점이 되도록 다시 표준화하였다. 또한 E 평가영

역 중 조명 요소의 경우, 편의공간에서 발생한 미아 사례 중 조명 원인으로 발생한 

사례가 없음에 따라 가중치는 ‘0’으로 산출되었다.231) 따라서 가중치는 전체 공간

에 대한 조명의 평균 가중치(0.004)를 활용하였다.232) 그리고 조명 가중치를 포함

시켜 세부 평가영역(E-1, 2) 내 전체 요소의 가중치를 다시 표준화함으로써, 해당 

영역 내 환경요소의 가중치 합을 처음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231) 본 연구에서 참고한 사례의 수가 적기 때문에, 편의공간 내 조명에 의한 미아 발생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의 항목 선정 시, 편의공간 내 조명설계 또한 미아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항목에 추가하였다.

232) A~F 평가영역에 대한 조명 가중치 (위험도 가중치 × 환경요소 가중치)의 평균값이며, 이는 전반 공간에

서 가지는 조명의 중요도(위험성, 미아 예방성 등)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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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평가영역의 설계요소별 최종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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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평가항목별 중요도 점수 설정

(1) 공통 평가항목별 기준 중요도 점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평가모델의 평가항목은 가이드라인의 내용(항목)을 전환

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평가모델의 항목별 기본 중요도 점수는 가이드라인 전문

가 검토단계에서 실시한 항목별 중요도 평가점수(설문)를 활용하였다. 가이드라인

에서 항목별 중요도 평가는 전문가 검토 및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

별로 재분류한 항목이 아닌 계획요소 기준의 공통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따

라서 56개의 공통 항목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최종 중요도 점수를 각각 설정

하였다. 해당 점수는 항목별 기본 중요도 점수이며, 추후 공간 및 요소별 미아 예방 

효과성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 항목별 점수로 배점하고자 한다.233)

그리고 평가항목별 기준 중요도 점수의 설정 근거는 [그림 5-20]과 같다. 전문

가 7인이 관련 분야 전문가이긴 하지만 미아 환경 관련 전문가는 아니기에, 전문가 

평가만으로 항목별 중요도 점수를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 평가

와 함께 본 연구에서 진행한 미아 사례조사와 선행연구(행태조사), 관련 법 등을 종

합하여, 미아 예방 측면의 항목별 중요도 점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앞서 4.5.2절에서 진행한 전문가의 항목별 중요도 평가 점수를 토대로 우

선순위 기준을 설정하였다. 중요도 평균 점수의 상위25%는 우선순위 1순위로, 중

위25%(평균점)는 2순위로, 하위25%는 3순위로 구분하고, 세 단계의 경계 구간은 

전문가 점수의 편차를 보고 더 적합한 중요도로, 1차적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각 

항목에 대하여, 미아 사례조사의 미아발생 환경요소 비율과 선행연구(행태조사)에

서 도출된 미아 유발 행태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 관련 법, 미아예방 실

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적으로 최종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전반적으

233) 즉, 해당 중요도 점수는 평가항목별 최종 점수가 아닌, 가중치 적용 전의 기준 점수이다. 따라서 동일 항

목(56개 공통 항목 중)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영역(공간)에 따라 추후 점수가 상이하게 배점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미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간(평가영역) 및 요소일수록, 점수를 높게 배점하였다.

[그림 5-20] 항목별 중요도 점수 설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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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계 적용 시 미아 예방에 효과적이며, 설계범위와 비용이 적어 실효성이 높은 

항목의 중요도는 높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미아 유발의 위험성이 낮으며, 설계범위

와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크고 상업목적 및 디자인 자율성과도 상충되는 항목의 중

요도는 낮게 설정하였다. 본 평가모델이 미아의 예방 가능성을 평가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아 의무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가모델의 실용화

를 장려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설계의 비용 대비 효과성과 상업목적과의 상충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항목의 최종 중요도 점수를 설정하였다.

  

평가

유형

평가

요소

평가

항목

(No.)

전문가

중요도 

평균

우선순위에 
따른

중요도 점수 중요도 점수 보정 근거

1차 2차
(최종)

동선

계획

주 

출입구
1 2.57 3 3

몰
2 2.00 2 2

3 1.71 - - (2번 항목 하위단계 대안)

통로
4 2.00 2 2

5 2.00 2 2

기둥 6 2.14 2 2

E/S 7 2.00 2 2

평면

계획

공간

배치

8 2.14 2 3 á
아동이 외부나 다른 층으로 이탈하면 미아 발견의 

소요시간이 길어짐.

9 1.71 2 2

10 1.86 2 1 â

공간 배치상, 아동 공간을 이격하여 배치하는 것은 

이용 편의상 불편할 수 있음.

그리고 각 공간의 시설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음.

11 2.25 2 2

내부

공간

구성

요소

12 2.29 2 3 á

행태조사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놀이터 정방향 

벤치에 앉은 보호자의 아동관찰 비율은 72.9%인 

반면, 놀이터 역방향 벤치에 앉은 보호자의 아동관찰 

비율 25.0%였음.

13 2.25 - - (12번 항목 하위단계 대안)

14 2.86 3 3

15 2.75 3 3

16 1.50 1 1

시설

경계

17 2.00 2 2

18 2.00 - - (17번 항목 하위단계 대안)

19 2.00 2 2

20 2.14 - - (19번 항목 하위단계 대안)

21 1.86 2 2

[표 5-16] 항목별 우선순위에 따른 최종 중요도 점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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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9 1 2 á

미아 사례(202건) 중 시설 경계의 원인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사례의 비율은 19.8%으로, 환경원인 

중 3번째로 높았음.

행태조사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희공간의 

시설경계가 6.7% 개방된 놀이터에서의 아동이탈율은 

2.2%인 반면, 전면 개방 놀이터에서의 이탈율은 

12.5%였음.

23 2.57 3 3

24 1.86 2 3 á (22번 항목과 동일 근거)

25 1.86 2 2

시설 

내 

통로

26 1.86 2 2

27 2.14 2 2

28 2.00 2 1 â 미아 사례(202건) 중 유희시설에서 발생한 경우는 

17.8%였던 반면, 화장실은 1.5%였음. 즉, 화장실은 

미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29 2.00 2 1 â

30 2.00 2 1 â
독서공간에서 미아가 발생한 경우는 2.5%였음.

즉, 독서공간은 미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

가구

계획

가구

집기

31 1.86 2 2

32 2.25 2 2

33 2.25 2 2

34 2.00 2 1 â

다양한 가구를 사용하는 것은 각 공간 또는 매장이 

지향하는 브랜딩 방식과 상충될 수 있음.

그리고 가구 이외의 다른 환경요소로도 차별성 

부여가 가능함.

35 1.57 1 2 á
미아 사례(202건) 중 시각적 장애물의 원인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사례의 비율은 20.3%으로, 환경원인 

중 2번째로 높았음.

36 2.50 3 2 â

미아 사례(202건) 중 사람이 많아 아동이 가려지거나 

휩쓸리면서 미아가 된 경우는 24.8%로 환경원인 중 

가장 높지만, 이동공간 내 벤치에서 아동이 이탈한 

경우는 5.0%였음.

놀이

기구

37 2.00 2 2

38 2.00 2 2

조명

계획

설치

위치
39 2.57 3 3

조도
40 2.14 2 3 á

해당 항목의 조도범위 기준은 KS기준으로 일반 

상업시설 설계에서 권장되는 기준임. 

41 2.57 3 3

설치물

계획

이미지

/영상

42 1.71 2 1 â

공간의 브랜드나 특성에 따라, 관련 영상이나 

어트랙션 요소가 없을 수도 있음. 그리고 각 공간의 

시설 경계를 명확히 하여 아동의 시설이탈을 방지함

으로써,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음.

43 2.00 2 2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재료

44 2.00 2 2

이미지
/패턴

45 2.0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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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의 설계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세부 평가영역의 항목별 점수를 최종 배점하기에 앞서, 5.1절에서 설정한 평가영

역별로 공통 평가항목을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세부 평가영역별 미아예방 환경

(설계)요소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항목들의 평균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추후, 

이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에 앞서 도출한 가중치를 곱하고, 항목별 중요도에 따

라 점수를 재배분함으로써, 최종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사인

시스템

계획

설치

위치

46 2.14 2 2

47 1.86 - - (46번 항목 하위단계 대안)

내용/

디자인

48 2.83 3 3

49 2.57 3 3

50 2.14 2 2

51 2.00 2 2

CCTV

계획

설치

위치

52 3.00 3 3

53 2.86 3 3

54 3.00 3 3

미아 

대응

(운영)

계획

미아 

보호소
55 2.83 3 3

코드

아담제
56 3.00 3 3  

중요도 평균
56개

항목
2.17 2.172.20

* 우선순위 : 미아예방 환경설계를 위해 필요한 항목 우선순위

- 1순위(3점): 미아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설계상 법적 및 의무적인 계획 기법

- 2순위(2점): 설계 범위(규모) 및 비용 대비, 미아발생률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 기법 (경제성, 효과성)

- 3순위(1점): 그 이외에 미아 예방으로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계획 기법

* 중요도 점수 보정 : 전문가 중요도 평균 점수에서 사례조사 및 선행연구 내용, 관련 법, 

미아예방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중요도를 보완하여 설정

-á : 기존 전문가 중요도 점수에서 한 등급 상향하여 설정

-â : 기존 전문가 중요도 점수에서 한 등급 하향하여 설정

* 하위단계 대안 항목은 추후 최종 배점시, 기존 항목에 대한 절반의 점수를 배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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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2-a,b 시각적 장애물
A-1.2 19 2

2
A-1.6 31 2

3-a 조명
A-1.8 39 3

3
A-1.9 40 3

4-a,b 시설경계 A-1.3 21 2 2

5-a,b 흥미공간/요소 A-1.10 42 1 1

6-a,b 전이공간 A-1.1 8 3 3

7-a,b
보행밀도

(공간규모)

A-1.4 26 2
2

A-1.5 27 2

8-a,b 디자인 차별성

A-1.7 34 1

1.7A-1.11 44 2

A-1.12 45 2

[표 5-17] A-1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A-2.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2-a,b 시각적 장애물
A-2.5 31 2

2
A-2.6 32 2

3-a 조명
A-2.8 39 3

3
A-2.9 40 3

4-a,b 시설경계 A-2.2 21 2 2

5-a,b 흥미공간/요소 A-2.10 42 1 1

6-a,b 전이공간 A-2.1 8 3 3

7-a,b
보행밀도

(공간규모)

A-2.3 26 2
2

A-2.4 27 2

8-a,b 디자인 차별성

A-2.7 34 1

1.7A-2.11 44 2

A-2.12 45 2

[표 5-18] A-2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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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1-a,b 아동관찰공간
B-1.4a 12 3

3
B-1.4b 13 -

2-a,b 시각적 장애물

B-1.5 19 2

2B-1.9 25 2

B-1.10 37 2

3-a 조명
B-1.12 39 3

3
B-1.13 40 3

4-a,b 시설경계

B-1.6 22 2

2.7B-1.7 23 3

B-1.8 24 3

5-a,b 흥미공간/요소 B-1.3 10 1 1

6-a,b 전이공간 B-1.1 8 3 3

7-a,b
보행밀도

(공간규모)

B-1.2 9 2
2

B-1.11 38 2

8-a,b 디자인 차별성
B-1.14 44 2

2
B-1.15 45 2

[표 5-19] B-1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B-2.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1-a,b 아동관찰공간
B-2.3a 12 3

3
B-2.3b 13 -

2-a,b 시각적 장애물

B-2.4a 19 2

2
B-2.4b 20 -

B-2.7 25 2

B-2.10 37 2

3-a 조명
B-2.12 39 3

3
B-2.13 40 3

4-a,b 시설경계

B-2.8a 17 2

2.7
B-2.8b 18 -

B-2.5 23 3

B-2.6 24 3

5-a,b 흥미공간/요소
B-2.2 10 1

1
B-2.14 42 1

6-a,b 전이공간 B-2.1 8 3 3

7-a,b
보행밀도

(공간규모)

B-2.9 27 2
2

B-2.11 38 2

8-a,b 디자인 차별성 B-2.15 44 2 2

[표 5-20] B-2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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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2-a,b 시각적 장애물

C-1.4 19 2

2C-1.8 25 2

C-1.10 31 2

3-a 조명
C-1.13 39 3

3
C-1.14 40 3

4-a,b 시설경계

C-1.5 22 2

2.7C-1.6 23 3

C-1.7 24 3

5-a,b 흥미공간/요소 C-1.3 10 1 1

6-a,b 전이공간 C-1.1 8 3 3

7-a,b
보행밀도

(공간규모)

C-1.2 9 2

1.7C-1.9 30 1

C-1.12 38 2

8-a,b 디자인 차별성

C-1.11 34 1

1.7C-1.15 44 2

C-1.16 45 2

[표 5-21] C-1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D-1.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2-a,b 시각적 장애물

D-1.2a 19 2

2D-1.2b 20 -

D-1.5 33 2

3-a 조명
D-1.7 39 3

3
D-1.8 40 3

4-a,b 시설경계 D-1.3 21 2 2

5-a,b 흥미공간/요소 D-1.9 42 1 1

6-a,b 전이공간 D-1.1 8 3 3

7-a,b 보행밀도(공간규모) D-1.4 27 2 2

8-a,b 디자인 차별성

D-1.6 34 1

1.7D-1.10 44 2

D-1.11 45 2

[표 5-22] D-1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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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2-a,b 시각적 장애물 D-2.2 11 2 2

3-a 조명
D-2.7 39 3

3
D-2.8 40 3

4-a,b 시설경계

D-2.3a 17 2

2D-2.3b 18 -

D-2.4 22 2

5-a,b 흥미공간/요소 D-2.9 42 1 1

6-a,b 전이공간 D-2.1 8 3 3

7-a,b 보행밀도(공간규모) D-2.5 27 2 2

8-a,b 디자인 차별성

D-2.6 34 1

1.7D-2.10 44 2

D-2.11 45 2

[표 5-23] D-2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E-1.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1-a,b 아동관찰공간
E-1.4a 12 3

3
E-1.4b 13 -

3-a 조명
E-1.9 39 3

3
E-1.10 40 3

4-a,b 시설경계

E-1.5 22 2

2.7E-1.6 23 3

E-1.7 24 3

5-a,b 흥미공간/요소
E-1.3 10 1

1.5
E-1.11 43 2

6-a,b 전이공간 E-1.1 8 3 3

7-a,b
보행밀도

(공간규모)

E-1.2 9 2
2

E-1.8 27 2

[표 5-24] E-1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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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1-a,b 아동관찰공간
E-2.3a 12 3

3
E-2.3b 13 -

4-a,b 시설경계
E-2.4 23 3

3
E-2.5 24 3

5-a,b 흥미공간/요소
E-2.2 10 1

1.5
E-2.7 43 2

6-a,b 전이공간 E-2.1 8 3 3

7-a,b 보행밀도(공간규모) E-2.6 27 2 2

[표 5-25] E-2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E-3.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1-a,b 아동관찰공간

E-3.2 14 3

2.3E-3.3 15 3

E-3.4 16 1

3-a 조명
E-3.9 39 3

3
E-3.10 40 3

4-a,b 시설경계
E-3.5 23 3

3
E-3.6 24 3

6-a,b 전이공간 E-3.1 8 3 3

7-a,b
보행밀도

(공간규모)

E-3.7 28 1
1

E-3.8 29 1

[표 5-26] E-3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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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2-a,b 시각적 장애물
F-1.4 6 2

2
F-1.5 35 2

3-a 조명
F-1.7 39 3

3
F-1.8 41 3

7-a,b
보행밀도

(공간규모)

F-1.2 4 2

2F-1.3 5 2

F-1.6 36 2

8-a,b 디자인 차별성
F-1.9 44 2

2
F-1.10 45 2

9-a 공간구조(동선)
F-1.1a 2 2

2
F-1.1b 3 -

[표 5-27] F-1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F-2.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3-a 조명
F-2.4 39 3

3
F-2.5 41 3

4-a,b 시설경계 F-2.3 24 3 3

6-a,b 전이공간
F-2.1 1 3

2.5
F-2.2 7 2

[표 5-28] F-2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G. 미아예방 환경요소
평가항목

코드

공통항목

번호

항목별

중요도 점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10-a 사인시스템

G-1.1a 46 2

2.4

G-1.1b 47 -

G-1.2 48 3

G-1.3 49 3

G-1.4 50 2

G-1.5 51 2

11-a CCTV

G-2.1 52 3

3G-2.2 53 3

G-2.3 54 3

12-a,b 미아 대응(운영)
G-3.1 55 3

3
G-3.2 56 3

[표 5-29] G-1, 2, 3 평가영역 항목의 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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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평가영역의 항목별 최종 점수 배점

(1) 평가영역의 평가항목별 최종 배점

평가영역의 항목별 최종 배점은 다음 표와 같으며, 5.2절의 [그림 5-14]와 같은 방

식으로 산출하였다. 궁극적으로 미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간(평가영역)일수록, 미아

를 유발하거나 예방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요소(평가항목)일수록, 점수를 높게 배점

함으로써 미아 예방 가능성(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평가영역 A-1. 판매공간 (소규모 아동 관련 매장)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 (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평면

계획

공간

배치
A-1.1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8 3.1점

시설

경계

A-1.2 기둥이 시설의 측면에 위치하도록 경계를 형성한다. 19 5.7점

A-1.3

매장 입구를 최소한으로 하며, 진열대와 투시성이 

높은 유리창, 펜스 등으로 경계를 형성하고 명확하

게 구분한다.

21 7.3점

시설 내

통로

A-1.4 시설 내 통로 폭은 최소 1.2m이상으로 계획한다.  26 2.6점

A-1.5
계산대 전면부 통로(대기공간 포함) 폭은 최소 1.5m

이상으로 계획한다.
27 2.6점

가구

계획

가구

집기

A-1.6

전면형 매대는 벽면에 두고, 중앙부의 매대는 아동

의 키를 고려하여, 높이 1m 내외의 매대를 배치하

거나 하부가 개방된 매대를 사용한다.  

31 5.7점

A-1.7
단일화된 가구가 아닌 다양한 가구 또는 색을 사용

하여 차별성을 준다.
34 0.8점

조명

계획

설치

위치
A-1.8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39 0.4점

조도 A-1.9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가 300-400-600 lx 

이상 되도록 한다.
40 0.4점

설치물

계획

이미지

/영상
A-1.10

계산대 근처에 영상, 모형 등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하되, 통로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42 1.6점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재료
A-1.11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

용하여, 이동통로 및 다른 매장과 시설을 구분한다.
44 1.6점

이미지

/패턴
A-1.12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이미지/패턴/장식

을 사용하여, 이동통로 및 다른 매장과 시설을 구분

한다.

45 1.6점

총 항목수 12개 총점 33.4점

[표 5-30]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A-1. 판매공간 : 소규모 아동 관련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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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소규모 판매공간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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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A-2. 판매공간 (중·대규모 아동 관련 매장)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 (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평면

계획

공간

배치
A-2.1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8 3.1점

시설

경계
A-2.2

매장 입구를 최소한으로 하며, 진열대와 투시성이 

높은 유리창, 펜스 등으로 경계를 형성하고 명확하

게 구분한다.

21 7.3점

시설 내

통로

A-2.3 시설 내 통로 폭은 최소 1.2m이상으로 계획한다.  26 2.6점

A-2.4
계산대 전면부 통로(대기공간 포함) 폭은 최소 1.5m

이상으로 계획한다.
27 2.6점

가구

계획

가구

집기

A-2.5

전면형 매대는 벽면에 두고, 중앙부의 매대는 아동

의 키를 고려하여, 높이 1m 내외의 매대를 배치하

거나 하부가 개방된 매대를 사용한다.  

31 5.7점

A-2.6
시설 내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을 중심으로 매대를 

배치하고 세부영역을 구분한다.
32 5.7점

A-2.7
단일화된 가구가 아닌 다양한 가구 또는 색을 사용

하여 차별성을 준다.
34 0.8점

조명

계획

설치

위치
A-2.8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39 0.4점

조도 A-2.9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가 300-400-600 lx 

이상 되도록 한다.
40 0.4점

설치물

계획

이미지

/영상
A-2.10

계산대 근처에 영상, 모형 등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하되, 통로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42 1.6점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재료
A-2.11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

용하여, 이동통로 및 다른 매장과 시설, 시설 내 세

부영역들을 구분한다.

44 1.6점

이미지

/패턴
A-2.12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이미지/패턴/장식

을 사용하여, 이동통로 및 다른 매장과 시설, 시설 

내 세부영역들을 구분한다.

45 1.6점

총 항목수 12개 총점 33.4점

[표 5-31]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A-2. 판매공간 : 중·대규모 아동 관련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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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B-1. 유희공간 (무료 놀이터)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 (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평면

계획

공간

배치

B-1.1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8 5.4점

B-1.2

통로의 결절점 등 이동 동선과 중첩하여 배치하지 

않거나, 시설 외부의 적정 통로 폭을 확보하여 배치

한다.

9 6.7점

B-1.3
다른 유희공간, 장난감매장 등 흥미공간과 인접하여 

배치하지 않는다.
10 1.8점

공간

구성

요소

B-1.4a
쇼파는 유희공간이 잘 보이도록 경계부나 벽면에 정

방향으로 배치한다.
12 12.7점

B-1.4b
다수의 쇼파를 배치하여,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

하게 한다. (정방향 아닌 경우)
13 6.4점

시설

경계

B-1.5
기둥이 시설의 측면에 위치하도록 경계를 형성한다. 

(시설 내 기둥이 없는 경우도 포함)
19 2.0점

B-1.6

시설경계는 유리창, 펜스, 벤치형 펜스 등을 활용하

여 최대한 폐쇄적으로 형성하되, 출입 너비는 90cm 

이상으로 한다.

22 4.8점

B-1.7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하여, 아동의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단, 규모에 따라 별도의 피난용 출입구 계

획 가능)

23 7.3점

B-1.8
출입구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펜스 문, 버튼

식 자동문)을 사용한다. (자동개폐장치 설치가능)
24 7.3점

B-1.9

투명 패널/수직 간살형 등과 같은 투시성이 높은 펜

스나 유리창을 사용한다. (별도 펜스가 없는 경우, 

펜스 역할하는 놀이기구 외면으로 판단)

25 2.0점

가구

계획

놀이

기구

B-1.10
투시성이 높은 네트, 간살형 등의 놀이기구를 사용

한다.
37 2.0점

B-1.11 놀이기구를 분산배치한다. 38 6.7점

조명

계획

설치

위치
B-1.12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39 0.9점

조도 B-1.13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가 300-400-600 lx 

이상 되도록 한다.
40 0.9점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재료
B-1.14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

용하여, 이동통로와 시설, 시설 내 세부영역들을 구

분한다.

44 2.4점

이미지

/패턴
B-1.15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이미지/패턴/장식

을 사용하여, 이동통로와 시설, 시설 내 세부영역들

을 구분한다.

45 2.4점

총 항목수 15개 총점 65.3점

[표 5-32]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B-1. 유희공간 : 무료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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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B-2. 유희공간 (유료 놀이터)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 (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평면

계획

공간

배치

B-2.1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8 5.4점

B-2.2
다른 유희공간, 장난감매장 등 흥미공간과 인접하여 
배치하지 않는다.

10 0.9점

공간

구성

요소

B-2.3a
쇼파는 유희공간이 잘 보이도록 경계부나 벽면에 정
방향으로 배치한다. (대규모 키즈카페의 경우, 휴식공
간에 CCTV 설치로 대체 가능)

12 12.7점

B-2.3b
다수의 쇼파를 배치하여,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하
게 한다. (정방향 아닌 경우)

13 6.4점

시설

경계

B-2.4a
기둥이 시설의 측면에 위치하도록 경계를 형성한다. 
(시설 내 기둥이 없는 경우도 포함)

19 2.0점

B-2.4b
시설 내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을 중심으로 세부영역
을 구분한다.

20 1.0점

B-2.5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하여, 아동의 이탈 가능성을 낮춘
다. (단, 규모에 따라 별도의 피난용 출입구 계획 가능)

23 7.3점

B-2.6
출입구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펜스 문, 버튼식 
자동문)을 사용한다.(자동개폐장치 설치가능)

24 7.3점

B-2.7
투명 패널/수직 간살형 등과 같은 투시성이 높은 펜스
나 유리창을 사용한다.

25 2.0점

B-2.8a
매표공간이 이동통로와 중첩되지 않도록 만입형/홀형
으로 하거나 고정형 펜스를 설치한다. (아동이탈 불가
한 패널, 간살형 펜스)

17 4.8점

B-2.8b
매표공간에서 고정형 펜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
시펜스를 사용한다.

18 2.4점

시설 내

통로
B-2.9

계산대 전면부 통로(대기공간 포함) 폭은 최소 1.5m
이상으로 계획한다.

27 6.7점

가구

계획

놀이

기구

B-2.10
투시성이 높은 네트, 간살형 등의 놀이기구를 사용한
다.

37 2.0점

B-2.11 놀이기구를 분산배치한다. 38 6.7점

조명

계획

설치

위치
B-2.12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39 0.9점

조도 B-2.13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가 300-400-600 lx 
이상 되도록 한다.

40 0.9점

설치물

계획

이미지

/영상
B-2.14

매표공간(계산대) 근처에 영상, 모형 등 아동의 흥미
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한다.

42 0.9점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재료
B-2.15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
하여, 이동통로와 시설, 시설 내 세부영역들을 구분한다.

44 2.4점

이미지

/패턴
B-2.16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이미지/패턴/장식을 사용
하여, 이동통로와 시설, 시설 내 세부영역들을 구분한다.

45 2.4점

총 항목수 16개 총점 65.3점

[표 5-33]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B-2. 유희공간 : 유료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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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유희공간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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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C-1. 휴식공간 (무료 아동 독서공간)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 (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평면

계획

공간

배치

C-1.1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8 2.9점

C-1.2

통로의 결절점 등 이동 동선과 중첩하여 배치하지 않

거나, 시설 외부의 적정 통로 폭을 확보하여 배치한

다.

9 1.9점

C-1.3
유희공간, 장난감매장 등 흥미공간과 인접하여 배치

하지 않는다.
10 2.8점

시설

경계

C-1.4
기둥이 시설의 측면에 위치하도록 경계를 형성한다. 

(시설 내 기둥이 없는 경우도 포함)
19 3.1점

C-1.5

시설경계는 유리창, 펜스, 벤치형 펜스 등을 활용하

여 최대한 폐쇄적으로 형성하되, 출입 너비는 90cm 

이상으로 한다.

22 1.9점

C-1.6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한다. (단, 규모에 따라 별도의 

피난용 출입구 계획 가능)
23 2.8점

C-1.7
출입구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펜스 문, 버튼

식 자동문)을 사용한다.(자동개폐장치 설치가능)
24 2.8점

C-1.8
투명 패널/수직 간살형 등과 같은 투시성이 높은 펜

스나 유리창을 사용한다.
25 3.1점

시설 내

통로
C-1.9

책장과 책장, 쇼파 사이의 통로 폭은 최소 1m이상으

로 계획한다.
30 0.9점

가구

계획

가구

집기

C-1.10
전면형 책장은 벽면에 두고, 중앙부의 책장은 아동의 

키를 고려하여, 높이 1m 내외의 책장을 배치한다.
31 3.1점

C-1.11
단일화된 가구가 아닌 다양한 가구 또는 색을 사용하

여 차별성을 준다.
34 0.9점

C-1.12 쇼파, 테이블 등을 분산배치한다. 38 1.9점

조명

계획

설치

위치
C-1.13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39 1.4점

조도 C-1.14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가 300-400-600 lx 

이상 되도록 한다.
40 1.4점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재료
C-1.15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

용하여, 이동통로와 시설, 시설 내 세부영역들을 구

분한다.

44 1.9점

이미지

/패턴
C-1.16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이미지/패턴/장식을 

사용하여, 이동통로와 시설, 시설 내 세부영역들을 

구분한다.

45 1.9점

총 항목수 16개 총점 34.7점

[표 5-34]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C-1. 휴식공간 : 무료 아동 독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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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D-1. 식음공간 (아동시설 인근 매장)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 (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평면

계획

공간

배치
D-1.1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8 2.6점

시설

경계

D-1.2a
기둥이 시설의 측면에 위치하도록 경계를 형성한다. 

(시설 내 기둥이 없는 경우도 포함)
19 0.3점

D-1.2b
시설 내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을 중심으로 세부영

역을 구분한다.
20 0.2점

D-1.3
매장 입구를 최소한으로 하며, 유리창, 펜스 등으로 

경계를 형성한다.
21 2.9점

시설 내

통로
D-1.4

계산대 전면부 통로(대기공간 포함) 폭은 최소 1.5m

이상으로 계획한다.
27 2.3점

가구

계획

가구

집기

D-1.5
퇴식구, 정수기 등 높은 가구 및 기기는 벽면에 두

고, 중앙부에는 테이블만 배치한다.
33 0.3점

D-1.6
단일화된 가구가 아닌 다양한 가구 또는 색을 사용

하여 차별성을 준다.
34 0.3점

조명

계획

설치

위치
D-1.7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39 0.4점

조도 D-1.8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가 300-400-600 lx 

이상 되도록 한다.
40 0.4점

설치물

계획

이미지

/영상
D-1.9

매장의 계산대 근처에 영상, 모형 등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하되, 통로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42 0.3점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재료
D-1.10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

용하여, 이동통로 및 다른 매장과 시설, 시설 내 세

부영역들을 구분한다.

44 0.6점

이미지

/패턴
D-1.11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이미지/패턴/장식

을 사용하여, 이동통로 및 다른 매장과 시설, 시설 

내 세부영역들을 구분한다.

45 0.6점

총 항목수 11개 총점 11.0점

[표 5-35]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D-1. 식음공간 : 아동시설 인근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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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D-2. 식음공간 (아동시설 인근 통로형 매장-계산대가 통로와 인접)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 (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평면

계획

공간

배치

D-2.1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한

다.
8 2.6점

D-2.2
유희공간에 대한 시각적 장애물이 없는 곳에 테이

블을 설치한다. 
11 0.7점

시설

경계

D-2.3a

계산대 전면부가 이동통로와 중첩되지 않도록 고정

형 펜스를 설치한다. (아동이탈 불가한 패널, 간살

형 펜스)

17 1.4점

D-2.3b
고정형 펜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시펜스를 사

용한다.
18 0.7점

D-2.4
식음공간의 입구는 최소한으로 하며, 펜스 등으로 

경계를 형성한다.
22 1.4점

시설 내

통로
D-2.5

계산대 전면부 통로(대기공간 포함) 폭은 최소 

1.5m이상으로 계획한다.
27 2.3점

가구

계획

가구

집기
D-2.6

단일화된 가구가 아닌 다양한 가구 또는 색을 사용

하여 차별성을 준다.
34 0.3점

조명

계획

설치

위치
D-2.7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39 0.4점

조도 D-2.8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가 300-400-600 

lx 이상 되도록 한다.
40 0.4점

설치물

계획

이미지

/영상
D-2.9

매장의 계산대 근처에 영상, 모형 등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한다.
42 0.3점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재료
D-2.10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 이동통로 및 다른 매장과 시설을 구분한

다.

44 0.6점

이미지

/패턴
D-2.11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이미지/패턴/장식

을 사용하여, 이동통로 및 다른 매장과 시설을 구분

한다.

45 0.6점

총 항목수 11개 총점 11.0점

[표 5-36]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D-2. 식음공간 : 아동시설 인근 통로형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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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E-1. 편의공간 (유모차 대여소, 문화센터 라운지)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평면

계획

공간

배치

E-1.1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한

다.
8 2.1점

E-1.2

통로의 결절점 등 이동 동선과 중첩하여 배치하지 

않거나, 시설 외부의 적정 통로 폭을 확보하여 배치

한다.

9 2.1점

E-1.3
유희공간, 장난감 매장 등 흥미공간과 인접하여 배

치하지 않는다.
10 0.4점

공간

구성

요소

E-1.4a
대기 및 휴식을 위한 쇼파는 시설내부가 잘 보이도

록 경계부나 벽면에 정방향으로 배치한다.
12 4.5점

E-1.4b
다수의 쇼파를 배치하여,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

하게 한다. (정방향 아닌 경우)
13 2.3점

시설

경계

E-1.5

시설경계는 유리창, 펜스, 벤치형 펜스 등을 활용하

여 최대한 폐쇄적으로 형성하되, 출입 너비는 

90cm 이상으로 한다.

22 1.9점

E-1.6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한다. (단, 규모에 따라 별도

의 피난용 출입구 계획 가능)
23 2.8점

E-1.7
출입구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버튼식 자동

문, 펜스문 등)을 사용한다.
24 2.8점

시설 내

통로
E-1.8

안내 데스크 전면부 통로(대기공간 포함) 폭은 최소 

1.5m이상으로 계획한다.
27 2.1점

조명

계획

설치

위치
E-1.9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39 0.6점

조도 E-1.10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가 300-400-600 

lx 이상 되도록 한다.
40 0.6점

설치물

계획

이미지

/영상
E-1.11

안내 데스크에 영상, 그림 등 아동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배치한다.
43 0.7점

총 항목수 11개 총점 20.6점

[표 5-37]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E-1. 편의공간 : 유모차 대여소, 문화센터) 



제 5장  복합상업시설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 개발 및 검증

349

[그림 5-23] 편의공간(유모차 대여소)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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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E-2. 편의공간 (유아 휴게실)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 (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평면

계획

공간

배치

E-2.1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8 2.1점

E-2.2
유희공간, 장난감 매장 등 흥미공간과 인접하여 배

치하지 않는다.
10 0.4점

공간

구성

요소

E-2.3a
대기 및 휴식을 위한 쇼파는 시설내부가 잘 보이도

록 경계부나 벽면에 정방향으로 배치한다.
12 4.5점

E-2.3b
다수의 쇼파를 배치하여, 보호자의 아동관찰을 용이

하게 한다. (정방향 아닌 경우)
13 2.3점

시설

경계

E-2.4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하여, 아동의 이탈 가능성을 

낮춘다. (단, 규모에 따라 별도의 피난용 출입구 계

획 가능)

23 4.4점

E-2.5
출입구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버튼식 자동문, 

펜스문 등)을 사용한다.
24 4.4점

시설 내

통로
E-2.6

안내 데스크 전면부 통로(대기공간 포함) 폭은 최소 

1.5m이상으로 계획한다.
27 4.4점

설치물

계획

이미지

/영상
E-2.7

안내 데스크에 영상, 그림 등 아동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아동의 이탈을 방지한다.
43 0.7점

총 항목수 7개 총점 20.9점

[표 5-38]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E-2. 편의공간 : 유아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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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E-3. 편의공간 (아동시설 인근 화장실)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평면

계획

공간

배치
E-3.1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와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8 2.4점

공간

구성

요소

E-3.2
화장실 중 일부는 아동 동반이 가능한 넓은 칸막이(큐

비클) 혹은 가족용 화장실로 계획한다.
14 1.7점

E-3.3 세면공간, 파우더룸 등에 유아용시트를 설치한다. 15 1.7점

E-3.4
세면공간, 파우더룸의 거울은 내부가 잘 보이도록 설

치한다.
16 0.6점

시설

경계

E-3.5 출입구는 하나로 운영한다. 23 5.0점

E-3.6
출입구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버튼식 자동문 

등)을 사용한다.
24 5.0점

시설

내

통로

E-3.7
세면대 전면부 통로 폭은 최소 1.5m이상으로 계획한

다.
28 1.3점

E-3.8
칸막이(큐비클) 전면부 통로 폭은 최소 1.2m이상으로 

계획한다.(편측 통로일 경우 최소 1.0m 이상)
29 1.3점

조명

계획

설치

위치
E-3.9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39 0.8점

조도 E-3.10
조도범위(최저-표준-최고조도)가 150-200-300 lx 

이상 이상 되도록 한다.
40 0.8점

총 항목수 10개 총점 20.6점

[표 5-39]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E-3. 편의공간 : 아동시설 인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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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F-1. 이동공간(보행공간, 통로)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동선

계획

몰

F-1.1a
갈림길이 많은 복잡한 몰 형태보다, 단순하고 명쾌한 

몰 형태로 계획한다.
2 6.6점

F-1.1b

방사형 등 복잡한 몰 형태로 계획하는 경우, 주통로와 

부통로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역별로 공간적 

차별성을 부여한다.  

3 3.3점

통로
F-1.2 몰의 주통로 폭은 최소3.3m이상으로 계획한다. 4 1.6점

F-1.3 몰의 부통로 폭은 최소2.6m이상으로 계획한다. 5 1.6점

기둥 F-1.4
기둥은 통로 중앙보다는 최대한 매장 경계(통로 측면)

에 배치한다.
6 1.3점

가구

계획

가구

집기

F-1.5
공간 중앙에는 높은 가구(매대, 사인물 등)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35 1.3점

F-1.6

통로 내 휴식공간(벤치)은 동선과 중첩되지 않도록 측

면에 배치한다. (단, 양측으로 최소 통로 폭 2.6m를 

확보한 경우, 중앙에 벤치 설치가능)

36 1.6점

조명

계획

설치

위치
F-1.7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39 0.6점

조도 F-1.8
통로에 충분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아동의 이탈을 

발견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41 0.6점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재료
F-1.9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

용하여, 이동통로를 구역별로 구분한다.
44 0.9점

이미지

/패턴
F-1.10

공간마다 바닥, 벽, 천장 등에 차별성 있는 이미지/패

턴/장식을 사용하여, 이동통로를 구역별로 구분한다.
45 0.9점

총 항목수 10개 총점 17.0점

[표 5-40]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F-1. 이동공간 : 보행공간,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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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이동공간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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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F-2. 이동공간(건물 출입공간)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 (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동선

계획

주 

출입구
F-2.1 주 출입구는 전실을 둔 이중 문 형식으로 계획한다. 1 5.3점

에스컬

레이터
F-2.2

에스컬레이터를 주 출입구와 바로 인접하여 배치시키지 

않는다. (단, 건축법에 의거하여 피난 보행거리는 확보)
7 3.5점

평면

계획

시설

경계
F-2.3

출입구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버튼식 자동문, 여닫

이문 등)을 사용한다.(자동개폐장치 설치가능)
24 5.4점

조명

계획

설치

위치
F-2.4 조명을 사각지대 없어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39 5.3점

조도 F-2.5
주출입구에 충분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아동의 이탈을 

발견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41 5.3점

총 항목수 5개 총점 24.8점

[표 5-41]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F-2. 이동공간 : 건물 출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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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G.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

평가

유형

평가

요소
코드 평가항목 (내용)

공통

항목

번호

배점

사인

시스템 

계획

설치

위치

G-1.1a
사인물은 통로 중간에 설치하지 않고 기둥/벽의 아동 

눈높이 지점 혹은 바닥에 설치(부착)한다.
46 1.3점

G-1.1b
조도가 낮고, 사인을 설치하기 힘든 지점에는 바닥조명 

사인(로고 라이트)을 사용한다. 
47 0.7점

내용/

디자인

G-1.2

미아 보호소, 놀이터, 유아 휴게소, 유모차 대여소, 화

장실 등 아동 관련 공간에 대한 안내를 사인물에 포함

한다. 

48 2.0점

G-1.3 공간을 글자와 함께 픽토그램으로 표시한다. 49 2.0점

G-1.4
사인물의 색이 주변 배경색과 대비를 이루어, 식별성을 

갖도록 한다. 
50 1.3점

G-1.5 아동 시설별 고유 색채나 이미지를 사인물에 사용한다. 51 1.3점

CCTV

계획

설치

위치

G-2.1

주출입구 및 아동 관련 시설 CCTV는 외부로의 이동 동

선 파악이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화장실, 유아휴게소

는 출입구 외측 상부에 설치)

52 5.3점

G-2.2
아동 관련 시설 중, 명확한 경계가 없는 시설은 내부 

CCTV 감시범위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53 5.3점

G-2.3
쇼핑몰 내 아동의 전반적인 동선 파악이 가능하도록 

CCTV는 통로 곳곳에 설치한다.
54 5.3점

미아

대응

(운영)

계획

미아

보호소
G-3.1

유아 휴게실 또는 고객센터와 병행하거나 인근에 단독

설치하고,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55 8.6점

코드

아담제
G-3.2

미아발생시, 안내방송(실종경보)을 실시하고 시설 주출

입구를 봉쇄하여, 미아를 수색한다.
56 8.6점

총 항목수 10개 총점 41.0점

[표 5-42]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G.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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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영역별 최종 점수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의 평가영역별 최종 점수는 다음 [표 5-43]과 같다. 

판매공간(A) 33.4점, 유희공간(B) 65.3점, 휴식(독서)공간 34.7점, 식음공간(D) 

11.0점, 편의공간(E) 20.7점, 이동공간(F) 20.9점, 공통설비 및 운영 시스템(G) 

41.0점으로 배점되었다.234) 총 146개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총점은 227.0

점으로 산정되었다.

평가영역 세부영역 배점(항목수)
영역별 

점수

공간+

설비

점수

최종 

점수　

A.판매공간
A-1. 소규모 아동 관련 매장 33.4점(12개)

33.4점

186.0점

227.0점

(146개)

A-2. 중·대규모 아동 관련 매장 33.4점(12개)

B.유희공간
B-1. 무료 놀이터 65.3점(15개)

65.3점
B-2. 유료 놀이터 65.3점(16개)

C.휴식(독서)

공간
C-1. 무료 아동 독서공간 34.7점(16개) 34.7점

D.식음공간
D-1. 매장 11.0점(11개)

11.0점
D-2. 통로형 매장 11.0점(11개)

E.편의공간

E-1. 유모차 대여소, 문화센터 라운지 20.6점(11개)

20.7점E-2. 유아 휴게실 20.9점(7개)

E-3. 아동시설 인근 화장실 20.6점(10개)

F.이동공간
F-1. 보행공간(통로) 17.0점(10개)

20.9점
F-2. 건물 출입공간 24.8점(5개)

G.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

G-1. 사인시스템 8.6점(5개)

41.0점 41.0점G-2. CCTV 15.9점(3개)

G-3. 미아 대응시스템 17.2점(2개)

[표 5-43] 평가영역별 최종 점수 

234) 세부 평가영역이 구분된 경우(A-1, A-2 등), 평가영역(A 등)의 점수는 세부 평가영역들의 평균값으로 표

준화하였다. 원래는 가중치를 세부 평가영역별로 구분해야 맞지만, 가중치를 산출한 미아 사례 등의 데이터 

근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종합 평가영역(A 등)으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점수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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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등급 설정

평가모델이 설계 점수만 있고 등급이 없으면 해당 설계안이 어느 정도의 미아 예

방 효과성이 있는지,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대상(설계안/시설)에 대한 미아 예방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등급을 설정하였다. 평가등급 기준은 BF 인증제와 CPTED 인증제, 육아안

심 공동주택 인증제 등 건축분야 인증제의 등급 평가 기준을 참고로 하였다.

BF 인증제는 평가항목별로 기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하여 평가하고 점수화하

였다. 그리고 모든 항목은 항목별 최소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항목의 점수 총점이 인증 기준 만점의 70% 이상 충족하여야 인증을 부여하며, 평

가에 따른 인증 등급은 다음과 같다. 인증 기준 만점의 90%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는 최우수 등급, 80% 이상 90% 미만일 때는 우수 등급, 70% 이상 80% 미만은 일

반 등급을 부여한다.

CPTED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 반공적, 반사적공간의 영역별 평가항목에 

대하여 7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영역별 합산점수와 공통설비 점수를 합

산한 단지 최종 점수 또한 7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즉, 영역별 합산점수와 단지

별 합산점수가 모두 70% 이상을 획득해야만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인증등급은 

디자인 인증과 시설 인증의 기준 평가항목의 종합점수(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70점 이상 85점 미만이면 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점수 산정은 정량평가 점수 70%와 정성평가 점수 

30%를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정량평가 총점은 인증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정량평

가 항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이를 7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한다. 정성평가 항목

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최

종적으로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인증

을 부여한다. 단, 정량평가 항목을 고르게 충족시키기 위해 각 구분(영역)별 최소 

70% 이상 점수 획득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해보면, 인증 조건으로 전체 항목(총점)에서 70~80% 이상을 충족해야 하

며, 평가영역별로도 최소 점수를 충족하는 등 과락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아

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 또한 평가영역별 최소 점수 기준과 전체 총점에 대한 최소 

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즉, 각 영역별 최소 점수와 

최종 점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할 시, 미아 예방 효과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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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평가 등급은 총점 90% 이상을 충족하

면 최우수, 80% 이상 90% 미만은 우수, 70% 이상 80% 미만은 일반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평가등급 기준은 추후에 미아예방 환경설계 인

증제도 개발 시, 인증등급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평
가
모
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CPTED인증)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
(추후 인증제로 개발가능)

평

가

영

역

및

항

목

1.매개시설

2.내부시설

3.위생시설

4.안내시설

5.기타시설

6.기타설비

(총 94개 항목)

1.공적공간

2.반공적공간

3.반사적공간

4.공통설비

(총 152개 항목)

1.주호전용

2.주호공용

3.외부공용

4.어린이 시설

5.소프트웨어 요소 
(정성평가)

(총 37개 항목)

1.판매공간

2.유희공간

3.휴식공간

4.식음공간

5.편의공간

6.이동공간

7.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

(총 146개 항목)

인

증

부

여

기

준

[항목별 최소 점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 

충족

(=교통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 준수)

[최종 점수]

만점의 70%이상

※항목별 최소 점수와 

최종 점수

모두 충족시 인증

[영역별 최소 점수]

공적, 반공적, 

반사적공간 

환산점수100점 

만점에 각 70점이상

[단지 최종 점수]

만점의 70점이상

만점 = 영역별 

합산점수+공통설비 

기준 점수

※영역별 최소 점수와 

단지 최종 점수

모두 충족시 인증

[영역별 최소 점수]

주호전용, 주호공용, 

외부공용, 어린이시설 

(정량평가 영역별)

최소 70% 이상

 

[최종 점수]

만점의 80점 이상

 

만점 = 정량평가 

점수(70점) + 

정성평가 점수(30점)

 

※영역별 최소 점수와 

최종 점수

모두 충족시 인증

[영역별 최소 점수]

영역별 최소기준

1차 방지공간(시설) : 
점수 충족 70%

2차 방지공간(통로) : 
점수 충족 80%

3차 방지공간
(주출입구) :

점수 충족 90%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 
: 점수 충족 90%

  

[최종 점수]

만점의 70%이상
  

※영역별 최소 점수와 
최종 점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할시, 

설계/시설 개선 권장

인
증
/
평
가
등
급

[본인증기준]

최우수(90%이상)

우수(80%이상 
90%미만)

일반(70%이상 
80%미만)

[시설인증기준]

최우수(85%이상)

우수(70%이상 
85%미만) 

[본인증기준]

등급X,

PASS or FAIL

(총점 80점 이상 시 
인증)

[평가기준]

최우수(90%이상)

우수(80%이상 
90%미만)

일반(70%이상 
80%미만)

[표 5-44] 인증/평가 등급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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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 검증

5.5.1. 대상지 선정 및 검증 개요

(1) 대상지 선정 및 현황

■ 대상지 개요

설계 평가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대상지로는 유희공간 등 아동 관련 시설을 다양

하게 포함하고 있는 국내 복합상업시설(쇼핑몰) 4곳을 선정하였다. A쇼핑몰은 

2011년 12월에 개점하였으며, 연면적이 314,000㎡이고 영업면적이 76,797㎡이

다.235) 쇼핑몰과 마트는 2개층으로, 백화점은 7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B쇼핑몰

은 2014년 11월 개점하였으며, 연면적이 234,000㎡이고 영업면적이 69,517㎡이

다.236) 쇼핑몰과 마트는 3개층으로, 백화점은 8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C쇼핑몰

은 2016년 12월 개점하였으며, 연면적이 160,000㎡이고 영업면적이 50,030㎡이

다.237) 쇼핑몰은 5개층, 마트는 2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D쇼핑몰은 2019년 9월 

개점하였으며, 연면적이 146,000㎡이고 영업면적이 47,042㎡이다.238) 쇼핑몰은 5

개층, 마트는 1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A와 B쇼핑몰은 각각 공항과 기차역에 연

계된 곳에 위치하여, 규모가 크며 쇼핑몰뿐만 아니라 백화점까지 함께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성인을 위한 시설부터 아동을 위한 시설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C와 D쇼핑몰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쇼핑몰로서, 가

족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아동 특화 쇼핑몰로 지어졌다. 따라서 대형 키즈카페를 

포함하여, 다수의 아동시설을 수반하고 있다.

이처럼 4개의 대상지는 물리적 속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전체 연면적

에서 공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검증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쇼핑

몰 및 마트의 영업면적은 약 40,000㎡ 내외로 유사하다. 그리고 층당 영업면적도 

A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약 10,000㎡ 내외로 유사하다. 또한 월 이용객 수도 C쇼핑

몰을 제외하고 약 60~83만명으로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아

동 관련 매장 및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토이저러스와 같은 대규모 장난감매장, 키

즈카페, 무료 놀이터, 무료 독서라운지 등 본 평가모델의 평가영역(대상)에 해당하

235) 영업면적 : 쇼핑몰 22,912㎡, 마트 18,132㎡, 백화점 35,752㎡ (영화관 면적 제외)

236) 영업면적 : 쇼핑몰 20,700㎡, 마트 11,817㎡, 백화점 37,000㎡ (영화관 면적 제외)

237) 영업면적 : 쇼핑몰 40,645㎡, 마트 9,385㎡ (영화관 면적 제외)

238) 영업면적 : 쇼핑몰 36,463㎡, 마트 10,579㎡ (영화관 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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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수의 아동시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증 대상지 A쇼핑몰 B쇼핑몰 C쇼핑몰 D쇼핑몰 비고

위치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개점 2011년 12월 2014년 11월 2016년 12월 2019년 9월

연면적 314,000m2 234,000m2 160,000m2 146,000m2

영업면적 41,045m2 32,517m2 50,030m2 47,042m2

쇼핑몰·마트
층당 영업면적

(층수)

20,523m2

(2개층) 

10,839m2

(3개층)

10,006m2

(5개층)

9,408m2

(5개층)

월 평균 이용객수 603,225명 833,057명 1,259,583명 648,484명
2019년 기준

쇼핑몰·마트
월 평균 미아수 9.4명 4.2명 3.9명 5.0명

[표 5-45] 평가모델 검증 대상지

■ 대상지 이용객 및 미아 현황

4개의 쇼핑몰은 모두 게이트에 인원체크 센서가 없어, 매출 등을 토대로 일일 이

용객을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상지 이용객 통계는 2019년의 주중 및 

주말 일일 추정 이용객 데이터를 제공받아, 월 평균 이용객수로 환산하여 비교하였

다.239) 미아 통계는 쇼핑몰의 미아기록대장을 제공받아 활용하였으며, 검증범위를 

고려하여 백화점에서 발생한 미아는 제외하고, 쇼핑몰 및 마트에서 발생한 미아 통

계만 연구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A, B, C쇼핑몰은 2019년 이전에 개점하여 오랜 기간 통계 데이터가 존

재하지만, D쇼핑몰은 2019년 9월에 개점하여 통계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

히 2019년 9월의 경우 개점 특성상 이용객과 미아가 매우 많아, 일반적인 쇼핑몰

의 이용 행태로 보기 어렵다. 즉, 실질적으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D쇼핑몰의 통

계는 2019년 10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20년 1월까지, 4개월 뿐이

다. 하지만 산정된 데이터 기간이 길수록 편차가 적은 표준화된 통계값을 얻을 수 

239) 쇼핑몰에서는 일일 구매객과 이용객을 구분하여 통계화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용객 데이터를 활용하

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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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더욱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주된 데이터 산정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3개월의 기간으

로 보며, D쇼핑몰만 개점 이후인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개월의 데이

터를 활용하고자 한다.240)

대상지별 이용객 및 미아 현황을 보면, [표 5-46]과 같다. A와 B, D쇼핑몰의 월 

이용객 수는 약 60~83만명으로 서로 유사하지만, C쇼핑몰은 이용객 수가 상대적

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월 미아 수는 B, C, D쇼핑몰이 3.8~5.3명으로 유

사하지만, A쇼핑몰은 다른 쇼핑몰에 비해 2배 이상 미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용객 및 미아현황(명) A쇼핑몰 B쇼핑몰 C쇼핑몰 D쇼핑몰 비고

월 평균 이용객수 605,317 835,982 1,263,077 656,906 

2019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전

A, B, C쇼핑몰 : 
2019.1~2020.1(13개월)

D쇼핑몰 : 
2019.10~2020.1(4개월)

월 평균 미아수 9.5 4.2 3.8 5.3

2019년

미아수

1월 11 4 4 -

2월 9 3 3 -

3월 10 6 3 -

4월 4 3 5 -

5월 8 8 4 -

6월 9 3 3 -

7월 8 8 6 -

8월 13 3 5 -

9월 12 4 2 22 D쇼핑몰 개점

10월 10 2 3 6

11월 6 2 4 0

12월 13 4 5 9

2020년

미아수

1월 10 5 2 6

2월 0 0 2 5

코로나19로 이용객수 

30~35% 감소

3월 2 1 3 0

4월 1 2 1 1

5월 4 2 2 1

[표 5-46] 쇼핑몰별 이용객 및 미아 현황 

240) 마지막 검증단계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개월의 데이터 또한 활용하여, 평가모델을 추가

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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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범위

해당 설계 평가모델은 아동 관련 공간을 대상으로 미아예방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 범위 또한 아동 공간으로 한정지어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옥

상 놀이터 등과 같이 특정 기간에만 이용객이 있는 실외 공간을 검증 시 포함하면,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41) 따라서 계절 또는 날씨,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이용객수가 이용하는 실내공간에 한정지어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평가모델에

서 제시하는 아동 관련 공간으로는 크게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독서)공간, 식음

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이 있으며,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공간(A)은 세부 공간으로 소규모 아동 관련 매장(A-1)과 중·대규모 

아동 관련 매장(A-2)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희공간(B)은 무료 놀이터(B-1)와 유료 

놀이터(B-2)로 구분하였다. 휴식공간(C)은 무료 아동 독서공간(C-1)으로 한정지

었으며, 식음공간(D)은 아동시설 인근 매장(D-1)과 아동시설 인근 통로형 매장

(D-2)으로 구분하였다. 편의공간(E)은 유모차 대여소와 문화센터 라운지(E-1), 유

아 휴게실(E-2)과 아동시설 인근 화장실(E-3)로 구분하였다. 이동공간(F)은 보행

공간(F-1)과 건물 출입공간(F-2)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공통설비 및 운영시

스템(G)은 사인시스템(G-1), CCTV(G-2), 미아 대응 시스템(G-3)으로 구분하였

다. 단위공간 및 동선으로서 물리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A~F 평가영역은 각 

공간 개소별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며, 복합상업시설의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인 

G 평가영역은 전반적인 특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자 한다.

(3) 검증 방법 및 지표

■ 검증 방법

설계 평가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각 쇼핑몰 평가영역(공간)의 물리적 환경

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쇼핑몰의 ‘평가영역(공간)별 평가점수’

와 이 점수들을 합한 ‘총점’을 미아발생률과 상관분석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본 설

계 평가모델이 현실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였다.242)

241) 옥외 놀이터는 비 오는 날, 저녁, 여름철, 겨울철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으며, 날씨가 좋은 봄, 가을철에만 

주로 이용객이 있다. 즉, 평가점수가 낮아도 이용객이 없어, 미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실외 아

동 공간은 평가모델의 평가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모델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제외하였다.

242) 기존의 계획으로는 각 평가영역 공간별로 아동수를 파악하여, 해당 공간에서 발생한 미아수와 비교함으로

써, 각 평가영역의 항목과 배점 또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을 포함한 이용객수가 대폭 감소하여 인원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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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별 평가점수와 비교할 때, 미아발생률은 각 쇼핑몰 총 미아수 대비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미아수의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정확하게는 각 장소를 이용하

는 아동수 대비 미아수 비율로 계산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 장소의 일반

적인 이용 인원을 현장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워, 전체 쇼핑몰에서 발생한 미아수 대

비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미아수 비율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총점과 비교할 때, 미아발생률은 전체 이용객수가 아닌 아동 이용객수를 

추정하여 산정함으로써, 지표값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243) 즉, 검증 지표로 

‘아동 이용객 대비 미아 비율’을 ‘추정 미아발생률’로 새롭게 정의하였다.244) 이 지

표는 쇼핑몰을 방문하는 아동이 미아가 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쇼핑몰 월 미아수 

÷ (쇼핑몰 월 이용객수 × 쇼핑몰 인근 행정동 아동 인구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쇼핑몰 인근 행정동 아동 인구 비율은 생활권의 범위를 적용하여 설정하였

다.245) 생활권은 크게 소·중·대 생활권이 있으며, 그 중 지구중심 쇼핑센터를 기준 

범위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 중생활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2차 생활권인 중생활

권은 지역순환교통을 이용하여 10~15분이 소요되는 이동 범위에 해당하므로,246) 

본 연구에서는 쇼핑몰을 중심으로 반경 3km 내 행정동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즉, ‘쇼핑몰 인근 아동 인구 비율’ 지표는 쇼핑몰을 중심으로 중생활권(2차 생활권) 

내 행정동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 대비 만 0~9세의 아동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검증 지표 (아동 이용객 대비 미아 비율)

대상지별 인근 중생활권 범위에 해당하는 행정동 및 인구 현황은 [표 5-47]과 

같다. 각 대상지 거주 인구는 일반적인 중생활권 인구에 해당하는 5~30만명 인구 

내에 속하며,247) 인구수도 대상지 간 서로 비슷하다. 하지만 아동 인구 비율에 있

243) 전체 이용객수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아동 이용객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대상지별로 아동 이용

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쇼핑몰이 있을 것이고, 또 적은 쇼핑몰도 있을 것이다. 아동이 많으면 그만큼 미아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이용객수와 미아수의 절대값으로 비교하는 것은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쇼핑몰별 전체 이용객수에서 아동 이용객수를 추가로 산정하여, 미아수와 비교함으

로써, 아동수 대비 발생한 미아수의 상대비 지표로 검증하고자 한다.

244) 백분율(%)이 아닌, 단순 비율이다.

245) 생활권이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통학이나 통근, 쇼핑, 오락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활동범위를 의미한

다. 이러한 생활권의 범위는 규모 위계에 따라 소, 중, 대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각 생활권별로 범위와 필요시

설 및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24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8). 단지계획. 보성각.

247) 오병록 (2012).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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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D쇼핑몰 인근 행정동의 아동 인구 비율이 0.100으로 

가장 높았고, A쇼핑몰이 0.084, C쇼핑몰이 0.073, 그리고 B쇼핑몰이 0.063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지별 아동 인구 비율을 쇼핑몰의 월 평균 이용객

수에 대입하면, [표 5-48]과 같이 쇼핑몰별 아동 이용객수를 추정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추정된 아동 이용객 대미 미아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쇼핑몰별 미아발생률

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된 미아발생률은 A쇼핑몰이 0.000186으로 가장 높았으며, 

B와 D쇼핑몰이 0.000080으로 동일했고, C쇼핑몰이 0.000041로 가장 낮았다.

행정동 거주인구 A쇼핑몰 B쇼핑몰 C쇼핑몰 D쇼핑몰 비고

총 거주 인구수(명) 192,909 234,172 255,973 247,251 주민등록 인구수

총 아동 인구수(명) 16,179 14,862 18,709 24,759 
만 0~9세

아동전체 대비 아동 인구 비율 0.084 0.063 0.073 0.100

행정동

가양1동

공항동

발산1동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

고등동

매교동

매산동

서둔동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지동

평동

행궁동

화서1동

화서2동 

갈현1동

갈현2동

대조동

불광1동

불광2동

삼송동

진관동

창릉동

효자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쇼핑몰 중심

중생활권 내

행정동 기준

(반경 3km)

[표 5-47] 쇼핑몰 인근 행정동 거주인구 현황

아동 이용객 및 미아 현황 A쇼핑몰 B쇼핑몰 C쇼핑몰 D쇼핑몰

월 평균 아동수(명) 50,767 53,057 92,318 65,781 

월 평균 미아수(명) 9.5 4.2 3.8 5.3

추정 미아발생률
(아동 이용객 대비 미아 비율)

0.000186 0.000080 0.000041 0.000080 

[표 5-48] 쇼핑몰별 추정 미아발생률 (아동 이용객 대비 미아 비율, 백분율X)



제 5장  복합상업시설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 개발 및 검증

365

5.5.2. 대상지 현장조사 및 평가점수 검토

(1) 쇼핑몰별 현장조사 범위 및 평가 방법

각 쇼핑몰별 검증 대상 공간인 현장조사 영역(범위)을 정리하면, [표 5-49]와 같

다. A쇼핑몰의 조사 영역은 3개층/40개소였으며, B쇼핑몰은 4개층/39개소, C쇼핑

몰은 5개층/43개소, D쇼핑몰은 5개층/57개소 였다. 단 A와 B쇼핑몰의 문화센터는 

백화점 구역에 있지만, 단독(1개소)으로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검증 대상에 포함하

였다. 그리고 C쇼핑몰의 9층은 아동 전용층이지만, 스포츠 아카데미 교실은 평가모

델의 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화장실만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248) 

평가 시, 점수 부여는 적합/부적합(O/X) 형식으로, 요건 충족 시에만 점수를 부

여하였다. 그리고 평가영역(장소)이 1개소인 경우 항목별 해당 점수를 부여하고, 2

개소 이상인 경우 장소별 평균 점수(항목점수의 합÷장소의 개수)를 적용하였다.

검증 공간 (개소) A쇼핑몰 B쇼핑몰 C쇼핑몰 D쇼핑몰

A. 판매공간
A-1. 소규모 아동 매장 7 10 11 23

A-2. 중·대규모 아동 매장 1 1 2 1

B. 유희공간
B-1. 무료 놀이터 2 1 2 1

B-2. 유료 놀이터 3 3 2 5

C. 휴식공간 C-1. 무료 아동 독서공간 1 1 1 1

D. 식음공간
D-1. 아동시설 인근 매장 5 1 4 2

D-2. 아동시설 인근 통로형 매장 1 1 1 3

E. 편의공간

E-1. 유모차 대여소, 문화센터 라운지 2 3 2 2

E-2. 유아 휴게실 2 1 1 1

E-3. 아동시설 인근 화장실 5 4 4 3

F. 이동공간
F-1. 보행공간(통로, 층) 2 3 3 3

F-2. 건물 출입공간 6 7 7 9

G.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

G-1. 사인시스템 1 1 1 1

G-2. CCTV 1 1 1 1

G-3. 미아 대응 시스템 1 1 1 1

합계 40 39 43 57

[표 5-49] 쇼핑몰별 현장조사 범위 (검증 대상)

248) 스포츠 교실은 수강생만 입장 가능하며 직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에 따라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평가모델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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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A쇼핑몰 현장조사 범위(검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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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B쇼핑몰 현장조사 범위(검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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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C쇼핑몰 현장조사 범위(검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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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D쇼핑몰 현장조사 범위(검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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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쇼핑몰별 평가점수 및 점수충족률 비교 

쇼핑몰별 평가 총점을 비교해보면, C쇼핑몰이 161.7점으로 가장 높았고, B쇼핑

몰이 157.8점, D쇼핑몰이 155.1점으로 서로 비슷했고, A쇼핑몰이 144.7점으로 가

장 낮았다. 이를 만점 대비 점수 충족 비율로 환산해보면, 각각 71.2%, 69.5%, 

68.3%, 63.7%로, C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설 개선(70% 미만)이 요구되는 

총점이다. 하지만 평가영역별 최소 점수 기준 부합 여부를 살펴보면, 네 쇼핑몰 모

두 전체 영역에 대하여 최소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A, B쇼핑몰에서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영역은 7개로, C, D 쇼핑몰은 6개로 나타났다.

방지공간별로 평가점수 충족률을 비교해보면,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G)’은 평

균 94.1%, 3차 방지공간인 ‘건물 출입공간(F-2)’은 평균 98.0%로, 최소 점수 충족 

기준인 90%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2차 방지공간인 ‘보행공간(통로, F-1)’은 평균 

77.4%이지만, 10년 전에 준공된 A쇼핑몰을 제외하면 평균 90.8%로, 최소 점수 기

준인 80%를 상회하였다. 하지만 1차 방지공간인 ‘시설(A~E)’ 평가영역에서는 ‘유

아 휴게실(E-2)’만 네 쇼핑몰 모두 70%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였고, 이외의 평가영

역에서는 대체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 쇼핑몰에서 공통적으로 동선과 주출입구 계획, CCTV 계획, 화장실 계

획, 유아 휴게실 계획 등은 미아 예방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

당 계획요소들이 과거부터 쇼핑몰의 필수 계획요소 및 대상으로서 오랜 기간 축적

된 쇼핑몰 설계지침을 기반으로 설계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미아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무료 놀이터와 키즈카페, 아동 독서라

운지 등은 최근 5년 이내 아동 특화 쇼핑몰이 생겨나면서 함께 나타난 공간으로서, 

현재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환경 또한 미아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적은 설계가 나타나, 점수 충족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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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영역
A쇼핑몰 B쇼핑몰 C쇼핑몰 D쇼핑몰

세부영역 

평균

평가영역 

평균

평가점수

만점

A-1 11.0
12.6 

15.3
19.2 

16.7
18.5 

16.5
19.8 

18.1
19.9 

33.4
33.4

A-2 14.1 23.0 20.2 23.0 21.6 33.4

B-1 46.3
46.6 

49.7
48.9 

37.1
39.5 

40.5
44.9 

42.2
43.8 

65.3
65.3

B-2 46.9 48.1 41.8 49.2 45.5 65.3

C-1 11.4 10.3 22.7 9.5 16.1 34.7

D-1 8.0
5.9 

9.7
6.8 

7.9
7.1 

7.1
6.3 

7.0
6.5 

11.0
11.0

D-2 3.7 3.8 6.3 5.5 5.9 11.0

E-1 10.8

14.6 

9.7

14.5 

15.1

16.0 

12.7

15.3 

14.7

15.9 

20.6

20.7E-2 18.0 20.2 19.8 17.6 18.7 20.9

E-3 15.1 13.5 13.2 15.6 14.4 20.6

F-1 6.3
15.3 

14.8
19.8 

15.4
19.6 

16.1
20.3 

18.2
21.2 

17.0
20.9

F-2 24.2 24.8 23.8 24.4 24.1 24.8

G 38.4 38.4 38.4 39.1 38.8 41.0

총점 144.7 157.8 161.7 155.1 162.1 227.0

[표 5-50] 쇼핑몰 공간별 평가점수 비교

  

세부

평가영역
A쇼핑몰 B쇼핑몰 C쇼핑몰 D쇼핑몰

평가영역별 평가점수

충족률 기준

A-1 32.9% X 45.8% X 50.0% X 49.4% X

1차 방지공간(70%)

A-2 42.2% X 68.9% X 60.5% X 68.9% X

B-1 70.9% ○ 76.1% ○ 56.8% X 62.0% X

B-2 71.8% ○ 73.7% ○ 64.0% X 75.3% ○

C-1 32.9% X 29.7% X 65.4% X 27.4% X

D-1 72.7% ○ 88.2% ○ 71.8% ○ 64.5% X

D-2 33.6% X 34.5% X 57.3% X 50.0% X

E-1 52.4% X 47.1% X 73.3% ○ 61.7% X

E-2 86.1% ○ 96.7% ○ 94.7% ○ 84.2% ○

E-3 73.3% ○ 65.5% X 64.1% X 75.7% ○

F-1 37.1% X 87.1% ○ 90.6% ○ 94.7% ○ 2차 방지공간(80%)

F-2 97.6% ○ 100% ○ 96.0% ○ 98.4% ○ 3차 방지공간(90%)

G 93.7% ○ 93.7% ○ 93.7% ○ 95.4% ○ 설비 및 운영(90%)

충족 7개 영역 7개 영역 6개 영역 6개 영역 전체 영역

미충족 6개 영역 6개 영역 7개 영역 7개 영역 -

최종 점수

충족률
63.7% 69.5% 71.2% 68.3% 최우수(90%이상)

우수(80%~90%미만)

일반(70%~80%미만)최종 평가 개선 권장 개선 권장 개선 권장 개선 권장

○ : 기준 점수 충족,  X : 기준 점수 미충족 (설계안/시설 개선 권장)

[표 5-51] 쇼핑몰 공간별 평가점수 충족률 비교



미아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372

5.5.3. 검증 결과

(1) 평가영역별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관계 분석

먼저 각 쇼핑몰 평가영역(장소)별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249)의 상관분석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평가영역별로 항목 및 점수 배점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였

다. 즉, 평가점수가 낮아 미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 실제로 미

아도 많이 발생하였는지 검토해보았다. 그리고 미아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어떤 환

경요소(요인)나 원인에 의해, 미아가 발생하였는지 함께 고찰해 보았다.

하지만 네 곳의 쇼핑몰 모두 미아기록대장의 작성 방식과 제공 범위가 상이하여, 

모든 평가영역(장소)에 대하여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D쇼핑몰의 경우, 월별 

미아 통계만 제공받고, 미아 발생장소 자료는 제공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C쇼핑몰 

미아기록대장의 경우, 판매공간과 식음공간에서 발생한 미아 장소에 대하여, 특정 

매장의 명칭을 기재한 것이 아닌, ‘3층 매장 내’ 또는 ‘4층 식당가’와 같이 장소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미아가 발생한 화장

실의 위치를 기재한 것이 아닌, ‘3층 고객 화장실’과 같이 장소를 불분명하게 기재

하였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평가영역 내에서 장소별 평가점수와 미아발

생률을 비교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판매공간 및 식음공간 등은 장소

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검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평가영역 대상 장소

는 미아기록대장에서 발생장소가 분명하게 표기된 장소에 한하여, 검토를 진행하였

다. 모든 쇼핑몰에서 미아 발생장소가 분명하게 기재된 장소로는 대규모 장난감 매

장, 놀이터, 독서공간, 유모차 대여소와 같이 시설 수가 소수이고 장소성이 특화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유료 놀이터, 유아휴게실, 문화센터 등은 출입구에 직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며, 업무상 아동의 행태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동의 시설 이탈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제함으로써, 미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출입구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장소는 물리적 환경특성만

으로 평가한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검증대상으로 판매공간(대규모 장난감 매장), 유희공간(무료 

놀이터), 휴식공간(무료 아동 독서공간), 이동공간(동선)을 설정하였다. 이동공간의 

경우, 미아 발생장소로 ‘동선 내’로 기재된 것과 함께 ‘OOO(특정 시설) 앞’이라고 

기재된 것 또한 이동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류하여 미아 통계에 포함하였다. 그

249) 미아발생률 : 각 쇼핑몰 총 미아수 대비 해당 장소 발생 미아수 백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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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동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층별로 설계 및 디자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평

가대상을 동일 쇼핑몰 내에서 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선으로 통합하여, 쇼

핑몰별로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을 비교하였다.250)

■ 판매공간

판매공간(A-2) 중 하나인 대규모 장난감 매장의 평가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C쇼

핑몰 매장이 24.6점(73.7%)으로 가장 높았으며, B와 D쇼핑몰 매장이 23.0점

(68.9%)으로 동일하였고, A쇼핑몰 매장이 14.1점(42.2%)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

고 미아발생률은 C쇼핑몰 매장(2.0%), B쇼핑몰 매장(9.1%), A쇼핑몰 매장(13.8%) 

순으로 낮았다. 즉, 평가점수가 낮아짐에 따라, 미아발생률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쇼핑몰 매장이 점수가 낮게 평가된 연유를 살펴보면, 먼저 시설경계와 출

입구를 들 수 있다. 시설경계가 명확하고 단독 출입구에 출입장치 또한 설치된 다

른 쇼핑몰 매장과 다르게, A쇼핑몰 매장은 출입구가 2개이며 별도의 출입장치 없

이 개방되어 있었다.251) 그리고 바닥, 천장, 벽 등 인테리어 요소가 다른 시설과는 

차별성이 있었으나, 매장 내에서 구역별로 디자인적인 차별성이 없었다.252) 반면, 

점수가 높게 나온 C쇼핑몰 매장은 다른 시설과 디자인적 차별성도 있었으며, 매장 

내에서도 구역별로 차별성이 있었다. 장난감 구역에 따라 경계라인이 색으로 구분

되어 있었고, 장난감 종류에 따라 관련 이미지 또한 바닥에 부착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판매공간(중·대규모 매장)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 결과, r값이 –0.880, R2값이 0.774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확률이 0.315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분석대상 수가 적음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며, 장난

감 매장 특유의 환경적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장난감 매장은 대규모 

매장이고 매대 높이 또한 높아, 아동이 매장을 이탈하지 않고 매장 내 다른 구역에 

있어도 보호자는 아동이 미아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미아 신고를 하게 될 수도 있

250) 동일 쇼핑몰 내에서 이동공간(동선)의 환경은 층별로 설계나 디자인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이동공

간(동선)에서 발생한 미아는 해당 층에 위치한 시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아동 공간의 수나 활동 특성

(놀이터-동적, 독서공간-정적) 등에 따라 층별로 미아 발생 수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층별

로 비교하지 않고 쇼핑몰별로 하나의 통합된 이동공간(동선) 환경으로 비교하는 것이, 환경조건의 차이를 최

소화하고 이동공간(동선)의 설계나 디자인적인 측면이 미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된

다. 

251) 3장 미아 사례 202건 중, 펜스(경계)가 없는 개방된 구조에서 미아가 발생한 경우는 19.8%였다. 

252) 3장 미아 사례 202건 중, 건축적 차별성이 없어 아동이 위치 인식을 못 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는 

1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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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보호자가 보이지 않는 아동 또한 스스로 미아가 되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아 사례조사에서, 장난감매장 내 발생한 미아 사례 14건 중, 동일 

매장 내에서 미아를 발견한 경우가 8건(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난감 매

장 특유의 대규모 공간과 시각적 장애물이 많은 환경 특성때문에, 평가점수와 미아

발생률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평가점수가 

낮음에 따라 미아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본 평가모델의 판매공간 평가영역이 

미아 발생의 경향성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몰 A쇼핑몰 B쇼핑몰

사진

점수 14.1 / 33.4점 (42.2%) 23.0 / 33.4점 (68.9%)

미아 17 / 123명 (13.8%) 5 / 55명 (9.1%)

환경

출입구가 2개이며, 별도의 출입장치 없이 
개방되어 있음.

바닥패턴 등이 다른 시설과는 차별성이 
있으나, 시설 내에서는 차별성이 없음.

출입구가 1개이며, 출입장치가 있음.

바닥패턴 등이 다른 시설과는 차별성이 
있으나, 시설 내에서는 차별성이 없음.

몰 C쇼핑몰 D쇼핑몰

사진

점수 24.6 / 33.4점 (73.7%) 23.0 / 33.4점 (68.9%)

미아 1 /49명 (2.0%) (미아 발생장소 제공 X)

환경

출입구가 1개이며, 출입장치가 있음.

다른 시설과 디자인적 차별성도 있으며, 
시설 내에서도 이미지 패턴 및 경계라인을 

형성하여 차별성을 주었음.

출입구가 1개이며, 출입장치가 있음.

바닥패턴 등이 다른 시설과는 차별성이 
있으나, 시설 내에서는 차별성이 없음.

[표 5-52] 쇼핑몰 판매공간(A-2, 대규모 장난감 매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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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판매공간(A-2)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 상관분석

[그림 5-30] 판매공간(A-2)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 선형 그래프

(단, 유의확률이 0.315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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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공간

유희공간 중 무료 놀이터(B-1)의 평가점수는 C쇼핑몰의 유아 놀이터(55.2점, 

84.5%), B쇼핑몰 놀이터(49.7점, 76.1%), A쇼핑몰 놀이터(42.6점, 65.2%), C쇼핑

몰의 아동 놀이터(18.9점, 28.9%)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미아발생률은 C쇼핑몰의 

유아 놀이터(2.0%), B쇼핑몰 놀이터(9.1%), A쇼핑몰 놀이터(10.6%), C쇼핑몰의 

아동 놀이터(20.4%) 순으로 낮았다. 특히 C쇼핑몰의 유아 놀이터(c)와 아동 놀이

터(d)의 경우, 동일한 쇼핑몰 내 같은 층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 및 미아

발생률에 있어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평가점수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 

2.9배 높았고, 미아발생률은 후자가 전자보다 10배 더 많았다. 하지만 최재필 외 

(2020a)의 행태조사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놀이터의 평균 이용객수, 보행밀도, 아

동수 및 아동 연령별 비율 등 전반적인 인구 및 행태특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253) 즉, 두 놀이터의 미아 발생에는 행태적인 측면보다 환경적인 측면이 지대적

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유아 놀이터(c)는 미아 예방에 효과적

인 환경이지만, 아동 놀이터(d)는 미아에 취약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 놀이

터(c)의 경우, 출입구가 하나이며 시설의 영역이 주요 동선으로부터 분리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벤치형 펜스를 통해 시설의 경계를 명확하게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벤치는 보호자가 놀이터 정방향으로 앉아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용이하다. 

반면, 아동 놀이터(d)는 통로의 결절점 등 이동 동선과 중첩하여 배치되어있다. 이

로 인해 아동은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휩쓸려 나갈 수 있고, 높은 보행밀도에 의해 

보호자가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해 미아가 될 수도 있다.254) 그리고 펜스 

등 시설의 경계가 없는 점 또한, 아동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255) 또한 보호자의 휴

식공간(벤치)이 정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도 이루어져 있는데, 역방향으로 앉은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는 빈도가 적음에 따라 아동 이탈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미

아가 발생할 수 있다.256)

253) 최재필 외 (2020a)의 행태조사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재편집하여 활용하였다.

254) 3장 미아 사례 202건 중에서, 사람이 많아 아동이 가려지거나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미아가 된 경우는 

24.8%였다.

255) 3장 미아 사례 202건 중, 펜스(경계)가 없는 개방된 구조에서 미아가 발생한 경우는 19.8%였다. 그리고 4

장 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출구만 개방된 놀이터(유아 놀이터)에서의 아동 이탈율은 2.2%였던 반면, 전면 개

방 놀이터(아동 놀이터)의 아동이탈율은 12.5%였다. 즉, 시설이 개방되어 있을수록, 아동이 이탈할 확률이 

높다.

256) 최재필 외 (2020a)의 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놀이터 정방향 벤치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한 비율은 

72.9였던 반면, 놀이터 역방향 벤치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한 비율은 25.0%였다. 즉, 75.0%가 아동을 

관찰하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 대화 등 다른 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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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A쇼핑몰 (a) B쇼핑몰 (b)

위치

a

b

사진

점수 42.6 / 65.3점 (65.2%) 49.7 / 65.3점 (76.1%)

미아 13 / 123명 (10.6%) 5 / 55명 (9.1%)

환경

출입구가 2개이며, 별도의 출입장치가 없음.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펜스 사용.

벤치가 정방향으로 보호자의 아동관찰 용이.

출입구가 2개이며, 별도의 출입장치가 없음.

벤치형 펜스로 가시성도 확보되고, 
보호자의 아동관찰이 용이.

몰
C쇼핑몰

유아 놀이터 (c) 아동 놀이터 (d)

위치
c d

사진

점수 55.2 / 65.3점 (84.5%) 18.9 / 65.3점 (28.9%)

미아 1 / 49명 (2.0%) 10 / 49명 (20.4%)

평균 
이용객수 21명 26명

보행밀도 0.433 인/m2 0.541 인/m2

평균 
아동수

9명 (51% / 32% / 17%) 11명 (42% / 35% / 24%)

(영유아/학령전기/학령기)

환경

출입구가 하나이며, 시설의 영역이 주요 
동선으로부터 분리 배치됨.

 벤치형 펜스를 통해 시설의 경계를 형성.

벤치가 정방향으로 보호자의 아동관찰 용이.

통로의 결절점 등 주요 동선과 중첩 배치.

 펜스 등 시설의 경계가 없음.

보호자 휴식공간(벤치)이 정방향 및 
역방향(역방향에서는 아동관찰 불리).

* 평균 이용객수(1 time), 보행밀도(면적대비 이용객수), 평균 아동수 통계는 ‘최재필 

외 (2020a)의 행태조사 데이터’를 재편집하여 활용하였음.

* C쇼핑몰의 두 놀이터는 인구 및 행태적 특성은 유사함.

[표 5-53] 쇼핑몰 유희공간(B-1, 무료 놀이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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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유희공간(무료 놀이터)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r값이 –0.968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의확률이 0.032로 통

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형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R2값이 

0.937(p=0.0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 평가모델의 

유희공간 평가영역이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31] 유희공간(B-1)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 상관분석 

  

[그림 5-32] 유희공간(B-1)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 선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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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독서)공간

휴식공간(C-1, 무료 아동 독서공간)의 평가점수는 C쇼핑몰(22.7점, 65.4%), A

쇼핑몰(11.4점, 32.9%), B쇼핑몰(10.3점, 29.7%), D쇼핑몰(9.5점, 27.4%)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미아발생률은 A쇼핑몰과 B쇼핑몰은 각각 1.6%, 1.8%로 비슷하였

으며, C쇼핑몰에서는 미아가 발생하지 않았다. 미아에 매우 취약한 환경인 것으로 

평가된 B쇼핑몰 아동 독서공간의 경우, 명확한 시설 경계 없이, 일반 이동공간(동

선) 상에 중첩하여 배치되어, 아동의 이탈을 유발한 것으로 예측된다.257) 그리고 

높은 책장이 시설의 측면이 아닌 중앙에 위치하여 시각적 장애물 역할을 한 점 또

한 미아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258) 이러한 공간에서 보호자가 

독서를 하는 동안 아동이 이동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가려진 아동을 발견하기 어

려울 수 있다. 또한 해당 공간은 주출입구와 인접하고 있어, 아동이 외부로 이탈할 

수도 있다. 아동이 외부로 이탈하면, 발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범죄 및 장

기 실종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공간은 위치적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C쇼핑몰의 아동 독서공간은 비록 펜스 등 시설의 경계 없이 개방되

어 있기는 하지만, 책장이 시설의 측면에 위치하여 가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아동관찰이 용이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휴식공간(무료 아동 독서공간)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값이 –1.000으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의확률이 0.010으로 통

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형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R2값이 

1.000(p=0.01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 평가모델의 

휴식(독서)공간 평가영역이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7) 3장 미아 사례 202건 중에서, 펜스(경계)가 없는 개방된 구조에서 미아가 발생한 경우는 19.8%였다. 그리

고 사람이 많아 아동이 가려지거나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미아가 된 경우는 24.8%였다.

258) 3장의 미아 사례 202건 중에서,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경우는 2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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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A쇼핑몰 B쇼핑몰

사진

점수 11.4 / 34.7점 (32.9%) 10.3 / 34.7점 (29.7%)

미아 2 / 123명 (1.6%) 1 / 55명 (1.8%)

환경

두꺼운 기둥이 시설 측면이 아닌 중앙에 

위치히여 시각적 장애물 역할.

명확한 시설 경계 없이, 다른 도서코너와 

연결됨.

명확한 시설 경계 없이, 일반 

이동공간(동선) 상에 중첩하여 배치.

높은 책장이 시설의 측면이 아닌 중앙에 

위치히여 시각적 장애물 역할.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위치.

몰 C쇼핑몰 D쇼핑몰

사진

점수 22.7 / 34.7점 (65.4%) 9.5 / 34.7점 (27.4%)

미아 0 / 49명 (0%) (미아 발생장소 제공 X)

환경

명확한 시설 경계 없이, 다른 도서코너와 

연결됨.

책장이 시설의 측면에 위치하여 전반적인 

가시성 확보

높은 책장이 시설의 측면이 아닌 중앙에 

위치히여 시각적 장애물 역할.

명확한 시설 경계 없이, 다른 도서코너와 

연결됨.

좁은 통로 폭(최소 0.45m~).

[표 5-54] 쇼핑몰 휴식공간(C-1, 무료 아동 독서공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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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휴식독서공간(C-1)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 상관분석 

[그림 5-34] 휴식독서공간(C-1)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 선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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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공간

편의공간의 유모차 대여소, 유아 휴게실, 화장실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의

미한 검증을 실시하기 힘든 공간이다. 하지만 유모차 대여소의 경우, 환경이 미아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

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편의공간(E-1) 중 유모차 대여소의 평가점수는 C쇼핑몰(12.4점, 60.2%), A쇼핑

몰(6.9점, 33.5%), D쇼핑몰(5.8점, 28.2%), B쇼핑몰(3.7점, 18.0%) 순으로 높았

다. 그리고 미아발생률은 B쇼핑몰이 10.9%로 가장 높았으며, A와 C쇼핑몰에서는 

미아가 발생하지 않았다. B쇼핑몰 유모차 대여소(안내데스크 겸용)에서 미아가 많

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시설이 동선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스 

등의 경계 없이 개방된 구조인 점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보호자가 문의를 하는 

동안, 통제되지 않은 아동은 다른 곳으로 쉽게 이탈할 수 있다.259) 또한 유모차 대

여소가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아동이 외부로 이탈할 가능성 또한 높

아진다. 아동이 외부로 이탈하면, 발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범죄 및 장기 

실종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유모차 대여소는 위치적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C쇼핑몰의 유모차 대여소의 경우, 평가점수 충족률이 59.5%로 최

소 점수 충족 기준에 부합하진 않지만 타 쇼핑몰에 비해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비록 C쇼핑몰 유모차 대여소 또한 펜스 등 시설의 경계는 없지만, 주출입구 및 주

요 동선과 분리되어, 코너에 유모차 대여소만의 구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

이 미아 예방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편의공간(유모차 대여소)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값이 –0.781, R2값이 0.609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확률이 

0.430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결과가 이렇게 나

타난 이유는 분석대상 수가 적음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유모차 대여소에 

항상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특성때문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즉, 직원이 상주

하지 않는 다른 공간에 비해, 유모차 대여소는 직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 데스크 

맞은 편에 있는 아동의 이탈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제하기 용이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에 따라 물리적 환경특성만으로 평가한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관계가 

259) 최재필 외 (2020a)의 연구에 의하면, 안내데스크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이동을 통제한 비율은, 대기 시 

76.5%였고, 문의 시에는 10.3%였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아동의 28.6%가 이동하거나 장난을 쳤다. 즉, 

문의를 할 때, 대부분의 보호자는 아동을 주시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은 아동을 이탈하여 미아가 될 가능

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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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A쇼핑몰 B쇼핑몰

위치

사진

점수 6.9 / 20.6점 (33.5%) 3.7 / 20.6점 (18.0%)

미아 0 / 123명 (0%) 6 / 55명 (10.9%)

환경

아동의 흥미를 끄는 유희공간과 인접하고 
있어, 아동 이탈의 위험이 있음.

펜스 등 시설 경계가 없음.

동선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스 등의 경계 없이 개방된 구조.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위치.

몰 C쇼핑몰 D쇼핑몰

위치

사진

점수 12.4 / 20.6점 (60.2%) 5.8 / 20.6점 (28.2%)

환경 0 / 49명 (0%) (미아 발생장소 제공 X)

환경
펜스 등 시설의 경계는 없지만,

주출입구 및 주요 동선과 분리되어, 
코너에 유모차 대여소만의 구역을 형성

동선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스 등의 경계 없이 개방된 구조.

[표 5-55] 쇼핑몰 편의공간(E-1, 유모차 대여소) 비교 



미아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384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B쇼핑몰에

서 미아발생률이 매우 높았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C쇼핑몰에서 미아 발생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 설계 평가모델의 편의공간 평가영역이 미아 발생의 경향성 정

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5] 편의공간(E-1, 유모차대여소)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 상관분석

[그림 5-36] 편의공간(E-1, 유모차대여소)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 선형 그래프

(단, 유의확률이 0.430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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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공간

이동공간(F-1, 동선)의 평가점수는 D쇼핑몰(16.1점, 94.7%), C쇼핑몰(15.4점, 

90.6%), B쇼핑몰(14.8점, 87.1%), A쇼핑몰(6.3점, 37.1%)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미아발생률은 C쇼핑몰(20.4%), B쇼핑몰(21.8%), A쇼핑몰(61.8%) 순으로 낮았다. 

A쇼핑몰 이동공간의 평가점수가 낮고 미아발생률이 높았던 이유는 동선구조가 원

형의 순환형 동선으로 아동의 길찾기 및 위치 인식에 어렵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구조와 함께 구역별로 바닥 패턴 등 디자인의 차

별성 또한 크지 않은 특성 때문에, 아동이 공간적 차별성을 통해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260) 또한 기둥이 동선의 측면보다는 중앙에 많

이 위치하고 있고, 동선 내 높은 광고판, 매대 등 시각적 장애물 또한 많은 점도 미

아를 유발한 환경요소로 보인다. 아동과 보호자가 거리를 두고 이동할 때, 이러한 

시각적 장애물에 가려지면 서로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261) 반면 평가점수가 매

우 높은 B, C, D쇼핑몰의 이동공간(동선)은 직선형의 순환형 동선으로 아동이 길찾

기가 용이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구역별로 바닥 패턴/색 등 디자인적 차별

성이 있어, 아동이 위치를 인식하기에도 용이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둥이 

매장과 동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동선 내 시각적 장애물이 없었다는 점 또한 

보호자와 아동이 서로를 주시하기 용이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동공간(동선)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값이 –1.000

으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의확률이 0.018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형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R2값이 0.999(p=0.0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 평가모델의 이동공간(동선) 평가영역

이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60) 3장의 미아 사례 202건 중에서, 구조가 복잡해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해 미아가 된 경우는 8.4%, 건축적 

차별성이 없어 아동이 되돌아오지 못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는 12.9%였다.

261) 3장의 미아 사례 202건 중에서, 시각적 장애물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경우는 2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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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A쇼핑몰 B쇼핑몰

평면

사진

점수 6.3 / 17.0점 (37.1%) 14.8 / 17.0점 (87.1%)

미아 76 / 123명 (61.8%) 12 / 55명 (21.8%)

환경

원형의 순환형 동선으로 길찾기 어려움.

구역별로 바닥 패턴/색 등 디자인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회색계열).

기둥이 동선의 측면보다 중앙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 동선 내 높은 광고판, 

매대 등 시각적 장애물이 많음.

직선형의 순환형 동선으로 길찾기 용이함.

구역별로 바닥 패턴/색 등 디자인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회색계열).

기둥이 매장과 동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동선 내 시각적 장애물이 없음.

몰 C쇼핑몰 D쇼핑몰

평면

사진

점수 15.4 / 17.0점 (90.6%) 16.1 / 17.0점 (94.7%)

미아 10 /49명 (20.4%) (미아 발생장소 제공 X)

환경

직선형의 순환형 동선으로 길찾기 용이함.

구역별로 바닥 패턴/색 등 디자인의 차별화를 주어 위치인식 용이함.

기둥이 매장과 동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동선 내 시각적 장애물이 없음.

[표 5-56] 쇼핑몰 이동공간(F-1, 동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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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이동공간(F-1)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 상관분석

[그림 5-38] 이동공간(F-1)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 선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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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평가모델 총점과 추정 미아발생률의 상관관계 분석

쇼핑몰별 평가 총점과 추정 미아발생률262)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 r값은 –0.987로 평가 총점과 미아발생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

며,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의확률 또한 0.013으로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쇼핑몰별 평가 총점과 추정 미아발생률에 대

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정계수 R2값이 0.974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그리고 분산분석(ANOVA)에서 통계량 F가 76.051, 유의확률 p값이 0.013

으로, 주어진 회귀식(회귀모형)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귀계수에 대한 유

의확률도 0.013으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 평가모델이 유의미하고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263)

본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미아 예방 측면에서 쇼핑몰의 물리적 환경을 평가하고 

점수화한 평가 총점이 높을수록 미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쇼핑몰의 환경특성에 따라 미아가 유발될 수도 혹은 방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

가모델은 특정 쇼핑몰의 공간에 대한 미아 발생 또는 예방 가능성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설계안이나 운영 중인 시설을 자체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미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증 비교 지표 A쇼핑몰 B쇼핑몰 C쇼핑몰 D쇼핑몰

평가 총점 144.7점 157.8점 161.7점 155.1점

추정 미아발생률

(아동이용객 대비 미아 비율, 백분율X)
0.000186 0.000080 0.000041 0.000080 

[표 5-57] 쇼핑몰별 평가 총점 및 추정 미아발생률

262) 쇼핑몰 월 미아수 ÷ (쇼핑몰 월 이용객수 × 쇼핑몰 인근 행정동 아동 인구 비율)

263) 해당 분석의 데이터 산정 기간은 5.5.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C 쇼핑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3개월의 데이터를, D쇼핑몰은 개점 이후인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개월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미아 데이터를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개의 쇼핑몰 모두 동일한 4개

월 간의 추정 미아발생률과 평가 총점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했을 때도 r값이 –0.992(p=0.008), R2값이 

0.985(p=0.008)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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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쇼핑몰별 평가 총점과 추정 미아발생률에 대한 상관분석 

[그림 5-40] 쇼핑몰별 평가 총점과 추정 미아발생률 선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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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쇼핑몰별 평가 총점과 추정 미아발생률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제 5장  복합상업시설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 개발 및 검증

391

5.6. 소결

5장에서는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배점함

으로써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먼저, CPTED의 방어선 개념을 차용하여 ‘이탈방

지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평

가대상 및 평가영역을 설정하였다. 평가 대상은 복합상업시설 내 아동 관련 공간으

로 한정지었으며, 평가영역은 크게 판매공간, 유희공간, 휴식(독서)공간, 식음공간, 

편의공간, 이동공간과 공통설비 및 운영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장 가이드라인의 공통 설계항목을 각 공간(평가영역)별로 재분류함으로

써,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점수를 배점하는 방법으

로 단순가중치법을 적용하였다. 가중치로는 위험 매트릭스를 통해 도출된 평가영역

별 미아위험도 가중치와 평가영역별 미아예방 환경요소 가중치를 곱하여 나온 가

중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해당 가중치를 평가항목의 설계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

수에 곱하고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재배분함으로써, 평가영역 및 항목별 점

수를 산정하였다. 궁극적으로 미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간(평가영역)일수록, 그

리고 미아를 유발하거나 예방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요소(평가항목)일수록, 점수를 

높게 배점함으로써 미아 예방 효과성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최종

적으로,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의 평가항목은 총 146개이며, 총점은 227.0점

으로 산정되었다. 평가영역별 점수는 판매공간(A)이 33.4점, 유희공간(B)이 65.3

점, 휴식(독서)공간이 34.7점, 식음공간(D)이 11.0점, 편의공간(E)이 20.7점, 이동

공간(F)이 20.9점, 공통설비 및 운영 시스템(G)이 41.0점으로 배점되었다. 등급평

가 기준은 BF 인증제와 CPTED 인증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등 건축분야 

인증제의 등급평가 기준을 참고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

은 총점 90% 이상을 충족하면 최우수, 80% 이상 90% 미만은 우수, 70% 이상 

80% 미만은 일반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 최소 

점수와 최종 점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할시, 설계를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서 개발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이 실제로 유효한지 5.5절에서 

검증하였다. 다양한 아동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4곳의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쇼핑몰의 평가영역별 점수와 총 점수를 미아발생률과의 상관분석

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검증하였다. 평가영역별 검증 대상 장소는 미아기록대장에서 

발생장소가 분명하게 표기된 장소에 한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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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규모 장난감 매장), 유희공간(무료 놀이터), 휴식공간(무료 아동 독서공간), 

이동공간(동선)을 설정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유희공간(무료 놀이터)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값

은 –0.968(p=0.032), R2값은 0.937(p=0.032)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휴식공간(무료 아동 독서공간)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분

석에서도, r값이 –1.000(p=0.010), R2값이 1.000(p=0.01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동공간(동선)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값이

–1.000(p=0.018), R2값이 0.999(p=0.018)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 평가모델의 유희공간(무료 놀이터), 휴식공간(무

료 아동 독서공간), 이동공간(동선)에 대한 평가모델이 미아 발생 및 예방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매공간(중·대규모 매장)의 경우, 평가점수와 미아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값이 –0.880, R2값이 0.774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확률이 0.315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난감 매장 특유의 대규모 공간과 시각적 장애물이 많은 환

경 특성때문에,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평가점수가 낮음에 따라 미아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본 평

가모델의 판매공간 평가영역이 미아 발생의 경향성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편의공간(유모차 대여소)의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분석에

서도, r값이 –0.781, R2값이 0.609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

의확률이 0.430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모차 대

여소에 항상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특성때문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즉, 직원

이 상주하지 않는 다른 공간에 비해, 유모차 대여소는 직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 

데스크 맞은 편에 있는 아동의 이탈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제하기 용이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물리적 환경특성만으로 평가한 평가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쇼핑

몰에서 미아발생률이 매우 높았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쇼핑몰에서는 미아 발

생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 평가모델의 편의공간 평가영역이 미아 발생의 경향성 정

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쇼핑몰별 평가 총점과 추정 미아발생률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r값은 –0.987(q=0.013), R2값은 0.974(q=0.013)로 평가 총점과 미아발생률 

사이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 평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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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의미하고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미아 예방 측면에서 쇼핑몰의 물리적 환경을 평가하고 

점수화한 평가 총점이 높을수록 미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쇼핑몰의 환경특성에 따라 미아가 유발될 수도 혹은 예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

가모델은 특정 쇼핑몰의 공간에 대한 미아 발생 또는 예방 가능성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설계안이나 운영 중인 시설을 자체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미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환경설계를 통한 미아 사전예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추후, 해당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이 미아 사전예방 방안으로서 실용화 및 제도화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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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의 종합

미아는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유괴에 비해 그 수도 훨씬 많지만, 

대부분 48시간 내에 발견된다는 점 때문에 미아 연구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 미아가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범죄에 연루

되거나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가급적 처음부터 미아가 발생하

지 않도록, 사전에 미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미아 연구는 미아의 사후대처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

며, 미아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예방책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미아 관련 제도들 또한 미아 발생 후, 경보를 

발령하고 수색을 통해서 미아를 찾는 사후대처방안에 불과하다. 즉, 세계적으로 사

전에 미아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와 제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아 사전예방의 새로운 방안으로서 ‘미아예방 환경설계’를 제시하

였으며,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도구로 설계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 과정을 통해, 환경설계를 통한 미아 사전예방의 가능성을 확인함으

로써 해당 내용이 제도화 및 법제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자 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설계 가이드라인과 평가모델의 우선 적용대상으로는 미아 발생이 가장 

빈번하고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합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3장에서 설계방안의 근거가 될 미아 발생 원인과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202건의 미아 사례조사(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아 발생경위를 고찰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행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미

아 발생원인을 도출하였다. 보호자 부주의 중에서는 구매나 문의 등 다른 일을 하

거나, 혼자 이동, 자리를 비우는 행위 등이 미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아동특성에 의한 미아 발생의 경우, 아동이 흥미요소를 보고 혼자 이

동하거나 자아중심성 또는 독립성에 의해 혼자 이동할 곳으로 먼저 이동하면서, 혹

은 놀이의 연장으로 이탈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환경특성에 의한 미아

발생의 경우, 높은 보행밀도나 시각적 장애물 등에 의해 아동이 가려지거나 아동이 

나가기 쉬운 공간구조에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구조가 복잡하거나 건

축적 차별성이 없어, 아동이 길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미아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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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아 발생 원인 간 ‘동시발생 매트릭스’ 등을 통해, 어떤 원인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어떤 원인들이 조합을 이뤄 함께 미아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평균 2.8개 원인, 즉 2~3가지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미아가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미아는 보호자 부주의와 아동특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환경특성이 기폭제역할을 함으로써 미아 발생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보호자의 미아 발견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건의 미아 사례를 바탕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순차연관

규칙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아 발생 원인들이 조합되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규

칙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총 137개의 규칙(패턴)들이 도출되었고, 이 규칙들을 공

통된 속성을 가진 유형들로 그룹화함으로써, 미아 발생 유형과 그 과정을 체계화하

였다. 미아 발생 유형은 크게는 3가지, 세부적으로는 7가지로 도출되었다. 가장 빈

번하게 나타난 유형(Ⅰ)은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있었지만, 갑작스런 아동의 이탈

에 의해 미아가 발생한 경우이다. 그리고 유형Ⅰ은 또다시, 미아 발생의 시발점이 

되는 보호자의 행태에 따라 세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 유형으로는 보호

자가 다른 일하는 사이 아동이 이동하며 미아가 되는 유형(Ⅰ-1), 보호자와 아동이 

서로 거리를 두고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는 유형(Ⅰ-2),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이 이동하며 미아가 되는 유형(Ⅰ-3), 보호자가 멀리서 관찰하는 사이 아동이 

이동하면서 미아가 되는 유형(Ⅰ-4), 보호자가 관찰하고 있었음에도 아동이 갑작스

럽게 이탈하면서 미아가 되는 유형(Ⅰ-5)이 있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연령의 아동

에게서 나타나는 유형(Ⅱ)으로, 보호자 허락 하에 아동이 이탈한 뒤 보호자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길찾기를 실패하면서 미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은 특수

한 유형(Ⅲ)으로, 엘리베이터나 전철, 버스 등이 갑작스럽게 이동하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 미아 과정을 미아 발생, 미

아 길찾기, 미아 발견의 단계로 구분하고 체계화하였다.

4장에서는 복합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설계 방법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설계 방

법론의 도구(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 개발 프로세스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 고찰한 미아 관련 특성을 참고하여 설계의 기본 요소가 되는 미

아예방 환경설계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복합상업시설 관련 해외 설계지

침과 설계 각론(개론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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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미아과정 단계별 영향요소, 즉 미아 발생, 미아 길찾기, 미아 발견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를 미아 사례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이 요소들을 공통된 속성으로 그룹화하여 재분류함으로써 미아예방 환경요소를 도

출하였다. 이 요소들은 크게 평면적 요소 (평면구성), 입면적 요소 (시각적 접근 및 

노출성), 인테리어적 요소 (디자인 차별성), 설비적 요소, 사인시스템으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아가 발생하고 길을 찾으며 발견되는 과정 즉, 발생, 길

찾기, 발견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미아예방 방향을 목표로 설정하고, 미아예방 기

본원칙을 설정하였다. 즉, 미아예방의 첫 번째 목표로 ‘보호자의 아동 관찰 및 발견

의 용이성 향상’과 두 번째 목표로 ‘아동의 이탈방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미아의 

극복 방법으로, 미아의 길찾기와 타인에 의한 미아의 발견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

여 세번째 목표인 ‘아동의 길찾기 및 수색용이성 향상’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목표

별 미아예방 방안으로서 10가지 설계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이후, 미아 발생 원

인을 기능적 공간(판매, 유희, 휴식, 식음, 편의, 이동공간)별로 구분하여, 미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아의 길찾기’와 수색 등에 해당하는 ‘미아 

발견 방법’, 즉 ‘미아 대처 방법’을 근거로 하여, 공간 전반에 적용되는 미아 대처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계 기법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

다. 먼저, 앞서 도출한 복합상업시설 계획요소를 참고하여 복합상업시설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계획요소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

성하였다. 이때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등 상업시설 관

련 법규도 함께 참고하였다. 그리고 상업시설 건축설계, 상업시설 인테리어, 아동환

경, 세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와 설계요소, 항목 및 내

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우선순위에 따른 중요도 평가도 함께 진행하였

다. 그리고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미아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실제 적용에 문제가 

있는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계획요소 기준의 공통 항목으로 

구성된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배점함

으로써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먼저, CPTED의 방어선 개념을 차용하여 ‘이탈방

지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미아예방 환경설계의 평

가대상 및 평가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공통 설계항목을 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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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공간)별로 재분류함으로써,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가영역별 평가

항목 점수를 배점하는 방법으로 ‘단순가중치법’을 적용하였다. 가중치로는 ‘위험 매

트릭스’를 통해 도출된 평가영역별 미아위험도 가중치와 평가영역별 미아예방 환경

요소 가중치를 곱하여 나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해당 가중치를 평가항목

의 설계요소별 평균 중요도 점수에 곱하고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재배분함

으로써, 평가영역 및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였다. 궁극적으로 미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간(평가영역)일수록, 그리고 미아를 유발하거나 예방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

요소(평가항목)일수록, 점수를 높게 배점함으로써 미아 예방 효과성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의 평가항목은 

총 146개이며, 총점은 227.0점으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앞서 개발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이 실제로 유효한지 검증하였다. 

다양한 아동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4곳의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

며, 각 쇼핑몰의 평가영역별 점수와 총 점수를 미아발생률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비

교함으로써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유희공간(무료 놀이터), 휴식공간(무료 아동 독

서공간), 이동공간(동선)의 평가영역별 점수와 미아발생률의 상관분석 결과, R2값

이 각각 0.937(p=0.032), 1.000(p=0.010), 0.999(p=0.018)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즉, 평가모델의 해당 평가영역들은 미아 발생 및 방지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판매공간(중·대규모 매장)과 편의공간(유모차 대여소)의 경우, 

상관분석 결과 R2값이 각각 0.774, 0.609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가점수가 낮음에 따라 미아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서, 해당 평가영역들이 미아 발생의 경향성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쇼핑몰별 평가 총점과 추정 미아발생률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r값은 –0.987(q=0.013), R2값은 0.974(q=0.013)로 평가 총점과 미아발생률 

사이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 평가모델

이 유의미하고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미아 예방 측면에서 쇼핑몰의 물리적 환경을 평가하고 

점수화한 평가 총점이 높을수록 미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쇼핑몰의 환경특성에 따라 미아가 유발될 수도 혹은 방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

가모델은 특정 쇼핑몰의 공간이 미아 발생을 유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설계안이나 운영 중인 시설을 자체 평가하고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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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미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기존 미아 관련 연구는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사후 미아 찾기 등의 사후대

처방안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미아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예방

하는 대책을 제시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 

서도 사후 대처방안의 제도들이며, 사전에 미아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는 세계적으

로 없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환경적 측면의 미아 발생 및 방지 특성을 도출하고, 

환경조성을 통해 미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을 최

초로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미아 예방안을 제시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궁극적

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가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202건의 다양한 미아 사례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미

아 발생 원인을 보호자 및 아동의 행태, 환경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이

는 기존의 미아 발생 원인을 보호자 및 아동의 부주의로 간주하던 일반적인 관념을 

탈피하고, 환경특성이 미아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환경적인 원인도 함

께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순차연관

규칙 분석을 통해 미아 사례별 원인의 조합을 분석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미아 발생

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발생 유형별로 미아가 발생하고 보호자와 재회하는 일련

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미아 발생 유형과 미아 과정 도출 연

구는 아동학 및 건축학 분야를 포함해 기존 국내외 연구에서 진행된 적이 없는 연

구이다. 즉, 본 연구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미아 관련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립

한 선도적인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 내용은 추후 

다양한 분야의 미아 관련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기능적 공간별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미아 유발 환경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공간별 미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그 

내용을 항목별로 점수화함으로써 설계 평가모델로 발전시켰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설계 실무자 또는 시설 운영자가 미아 발생 환경을 이해하고 복합상업시설을 설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평가모델은 설계안이나 기존 시설에 대한 미아

예방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고 개선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복합상업시설은 일반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상업적인 목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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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계가 이루어지기에, 미아를 유발하는 환경요인이 다수 산재해 있다. 하지만 

국내외에 미아 예방 환경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이나 평가모델(평가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미아 발생 환경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체 설계를 진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실무자가 본 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복합상업시

설을 설계하고 그 설계안을 자체 평가하여 미아 유발 환경을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미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또한 시설 운영자(관리자)가 운영 중인 복합상

업시설의 현 환경을 평가함으로써 미아 예방 측면의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단순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설계안이

나 기존 시설의 미아 발생 및 예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함께 개발

함으로써, 적용성 및 실용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평가모델 

개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쇼핑몰 4곳을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함으로써 모

델 예측력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과정을 통해 평가모델 검증

뿐만 아니라, 환경설계를 통한 미아 사전예방의 가능성 또한 객관적으로 검증하였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모델 적용 대상에 관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아예방 환경설계 평가모델은 복합상업시설 내 아동 관련 공간

을 대상으로 미아예방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검증 범위 또한 아동 공간

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미아가 아동 관련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공간, 주

차공간, 외부공간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간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복합상업시설의 전반적인 공간에 대해 일반 이용객들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선 내에서, 미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아예방 환경설

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추후 해당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델이 보완되어 인증제로 발전하고 실용화 및 법

제화된다면, 코드아담제도와 함께 미아 예방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이다. 즉, 복합상업시설에서의 미아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미아가 사고 또는 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 또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

다. 그리고 미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동과 보호자가 미아 상황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 아픔과 트라우마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실종

의 장기화로 인한 가정해체와 경제적 피해 등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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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children get lost frequently around us, however, importance of the 

research on lost children has been relatively underrated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the lost children are found within 48 hours. Nevertheless, child loss 

accidents can lead to serious ones or even death, and there remains a risk 

of causing some criminal implications or long-term missing. Therefore, 

society needs plans and regulations to prevent children from being lost in 

the first place if possible. However, most of the lost children’s studies at 

home and abroad focused on the follow-up measures. There still lacks 

studies for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causes of child loss, and for the 

preventive measures. Even though developed countries have executed some 

lost child-related systems, the systems are mere follow-up measures that 

alarm child loss and search a child. It basically means that there exists no 

researches and regulations for prevention of child los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 “Child Loss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d develops design guidelines and evaluation model as a tool to realize 

such environment. It further aims to form the basis on whic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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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can be institutionalized and legalized by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child loss prevention through an environmental design. As the 

application subject of the design guidelines and evaluation model, the 

research concentrates on complex commercial facilities, where children get 

lost the most often and its number has continued to increase nowadays. 

Methods and contents of the study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ly in Chapter 3, it examines the details of child loss accidents 

through ‘a study on 202 cases of the lost children (surveys and interviews)’, 

and derives the causes of children getting lost from the behavior of 

guardians and children and environment. And through the 'Co-Occurence 

Matrix' for the lost children cas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auses of 

child loss is identified. The result shows that child gets lost by a 

combination of 2 or 3 causes (an average of 2.8 causes). A majority of lost 

child has occurred mainly due to negligence of guardians and breakaway of 

children.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cted as a catalyst to increase 

occurrence of lost children and made it even more difficult for guardians to 

find their lost children. Based on the 202 cases of lost children, the study 

also adopts a ‘Sequential Association Rule’ analysis, one of data-mining 

techniques, to derive at the common rules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various causes for child loss. As a result, a total of 137 rules (patterns) 

were derived, grouped into types with common attributes and finally 

concluded with three major types of child loss. In order to systemize the 

process of how a child gets lost, each type of child loss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1) A child getting lost, 2) The child finding a way back, and 3) 

Discovering the lost child.

In Chapter 4, it presents ‘Environmental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Lost Child’ developed for an application in the complex commercial 

facilities. The study first establishes the development process for 

environmental design guidelines and evaluation model for the prevention of 

lost child by considering the previous design methodology. Next, it seeks 

environmental element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loss, which become 



- iii -

planning elements of the guidelines, and finally sets a purpose of the study 

with the directions of child loss prevention required at each stage of child 

loss process (occurrence, wayfinding, and discovery). Based on the 

environmental elements, preventive measures for child loss are accordingly 

set as 10 basic design principles applicable for each purpose. The causes of 

lost children are classified by functional space to derive environmental 

design techniques (strategies) for preventing lost children. And based on 

the methods of coping with the lost child (wayfinding and discovery), 

environment design techniques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lost child are 

derived that is applied to the entire space. Consequently, the research 

proposes one comprehensive guidelines that have integrated all the above 

mentioned techniques. Experts on the related fields have further reviewed 

the guidelines, and evaluated the importance of each item (content) in 

priority order. Accordingly, the guidelines have been supplemented by 

deleting or revising some contents that are not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child loss or difficult for actual implementation.

Chapter 5 continues to suggest ‘Design Evaluation Model’ that assess 

possibility or effectiveness of child loss pre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guidelines. First, it newly defines the concept so called ‘Line for 

Prevention of Breakaway’, borrowed from the idea of defense line in 

CPTED. This concept then becomes a standard for setting the evaluation 

subjects and area. As a method to score the items for each evaluation area, 

the study also applies a ‘simple weighting method’. The applied weighted 

value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weights of child loss risks obtained 

from ‘risk matrix’ and those of the environmental elements for child loss 

prevention in each evaluation area. Afterwards, the evaluation scores for 

each area and item are estimated by multiplying the calculated weighted 

value with an average importance level of each environmental element of 

the evaluation item, and by reallocating the level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respective item. It ultimately targets to improve accuracy of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on child loss prevention by distributing higher 



- iv -

points if the space (evaluation area) has more risks of child loss, and if the 

environmental element (evaluation item) is more likely to cause or prevent 

child loss. It follows with field investigations of four different complex 

commercial facilities to verify this evaluation model is actually valid. 

Moreover, a correlation analysis is used to compare each area score and 

total scores of the shopping malls with the rate of occurrence of lost 

children. It has been consequently verified that the design evaluation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has some significance and predict the possibility of 

child loss.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Environmental Desig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Loss’ as a precautionary measurements, and ultimately 

has the following academic values and significance. Before this study, it has 

been lacking globally of the basic studies on lost child, including the field of 

Child Education. There has also remained a tendency of regarding the lost 

child occurs simply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guardian and child, rather 

than approaching the causes of lost child from a multilateral perspective. 

Rather than sticking to these general notions, this study draws the causes 

and types of child loss, and how a child gets lost by considering about the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simultaneously.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valuable in terms of the fact that it plays a leading role in 

systemizing the basic researches on lost child, which have not yet been 

constructed well. Furthermore, the research contents can become a great 

source for the lost child-related studies in various areas. This study has 

also significance in providing new preventive measurements. Not until this 

study presents the solutions,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es and policies 

on lost child only deals with post-child loss. In addition, there have existed 

almost no studies and policies that prevent child loss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rives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 loss and develops design guidelines and evaluation 

model for the first time as a new method to prevent lost children. If the 

guidelines and evaluation models are developed and put into practice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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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system, it will be able to help reduce the number of child loss 

in complex commercial facilities along with the Code Adam policy.

Keywords : Lost Child, Missing Child, Prevention of Lost Child, Cause of 

Lost Child, Design Guideline, Evaluation Model, Complex Commercial 

Facility, Sequential Association Rule, Design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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