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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stract: As Korea enters a rapidly aging society, the issue of universal tourism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While preserving the special value of cultural heritage sit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ultural heritage site, and to create a universal environment such as a barrier-free space that can be used by all citizens

beyond disability, age, and gend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to create a barrier-free space

that can be used by everyone, such as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in considerati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of palaces,

tombs, and Jongmyo Shrine.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problems of space movement and access, and the level

of various human services through a survey on the status of the universal viewing environment of cultural heritage facilities and

interviews with manager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ircular viewing

path so that you can move and view the entire cultural heritage site, and it is important to remove all steps in the movement

path. It is desirable to install ramps and wheelchair lifts in consideration of materials and colors that do not feel different from

cultural properties, such as stone or wood,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damage the cultural property landscape. Various

sensory services should be provided in terms of responding to various disorders such as vision and hearing. Conveniences

such as hand-touchable miniature models, audio guides including easy commentary, and professional human services such a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hould be provid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uidance system for information on the

physical environment, access methods of various services, and the scope of convenienc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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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적 안전에 대

한 인식과 사회약자에 대한 보편적 관광 향유 등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1)에는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5조2)에서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kilee@syu.ac.kr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문화유적지 무장애공

간 등 보편적 관람환경 조성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발

간등록번호11-1550265-000024-01)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문화ㆍ예

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이에 기존 문화유적지에도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문화유적지별 특성상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의 모두를 위한 이용편의를 충분히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
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
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
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
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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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저자 제목 내용

관광

노영순
(2012)

접근가능한 관
광의 정책방향
과 과제

주요 정책자료, 학술논문 및 각종 미디어
분석과 사례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해 ‘접근
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적 의
의를 제시함. 각종 제약조건을 가진 사회집
단(장애인·노인 등)의 관광활동에 요구되는
특수한 물리적 환경 및 서비스 특성의 분
석을 통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관광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
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

김영은
외 2명
(2006)

서울시내 관광
지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에 관한 연구

서울 및 서울 근교 지역의 관광지를 대상
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을 기초로 한 상세
표준도에 근거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함. 현황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
여 차후 적용 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과
편의시설 개선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시.

문화재

주성돈
(2015)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매장문화재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기본자세,
대상, 역할 등을 논하고, 이를 담론적 측면
에서 매장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
안을 제시.

이건하
외 2명
(2012)

성곽문화재 보
존환경을 고려
한 장애인 편
의시설 디자인
에 관한 연구

문화재 보존환경을 고려한 선진 영국 성곽
문화재 활용사례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
설 및 접근성 방안을 도출함. 특히, 국내
성곽의 축성술에서 산성과 읍성이 자연 및
주변 환경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와 유사한 석축축성술로 구성.

서왕우
(2010)

문화재의 배리
어프리의 정비
에 관한 일본
의 사례연구

일본의 국가지정 사원, 민가, 성곽 건축물
등의 건조물 문화재와 사적, 명승의 기념물
의 배리어 프리 정비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재의 배리어프리정비의 과제를 제시.

강병근
외 8명
(2010)

궁·능·유적기
관 장애인 편
의시설 실태분
석에 관한 연
구

관광문화재 유형별 장애인이용자 측면과
문화재 이용자의 편의시설 이용 수준적 측
면에의 분석을 통해 국내 궁·능·유적기관
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 및 문
제점을 도출함.

<표 1> 선행연구의 분류 및 내용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

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편의시설 정

비와 물리적 접근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률적인

편의시설 설치는 문화유적지 보존 가치를 낮출 뿐만 아니

라 다양한 문화유적지 관람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서비스 및 관람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문화유적지의 특수한 가치를 보존하면서 각각의 문

화유적지 특성을 반영하고 장애, 연령, 성별 등을 넘어서

전 국민이 모두 불편과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무장애공간

등 보편적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시대의 궁, 능, 종묘를 대상으로 문

화재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노인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이

용 가능한 무장애관람환경 조성에 대한 방안 제시를 목적

으로 한다. 문화유적지의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에 따른 문

화유적지에 대한 관람 및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 증가, 문화재 가치 증가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문화유적지의 보편적 관람환경의 현황분석을 위해 조선

시대의 궁 능 종묘 등 10개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관람환경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연

구와 주요 개념을 정리한 후 관련 법규에 대해 고찰한다.

면접조사에서는 조사대상시설의 관리자 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에게 관람제약 요소로 판단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무장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점 및 프로그램 등 필요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시

설을 포함한 서비스 영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현

황과 시설이용제약요소 및 주요 문제점을 검토한다. 문화재

청 관할의 관리소를 두고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궁 2개

소와 능 7개소, 종묘 1개소 총 10개의 시설에 대해 현장조

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통해 문화유적지 항

목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 고찰

조선시대의 궁과 능,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만큼 이동과 접근

에 큰 역할을 할 무장애공간 등 보편적 관람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그동안 문화재와 장애인편의시설, 관광서비

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문화유적지 이용환경

의 현황과 문제들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관광시설의 무장애 환경과 관련한 연구 중 노영순

(2012)은 주요 정책자료, 학술논문 및 각종 미디어 분석과

사례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해 ‘접근 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적 의의를 제시하였다.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관광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정

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인식 제고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영은(2006)은 서울 및 서울 근

교 지역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을 기초로

한 상세표준도에 근거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제 이

용자의 이용정도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편의시

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차후 적용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과 편의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와 관련한 연구 중 주성돈(2015)은 매장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건하(2012) 는

영국 성곽문화재 활용 사례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및

접근성 방안을 석축축성술로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서왕우(2010)는 일본의 국가지정 사원, 민가, 성곽 건축물

등의 건조물 문화재와 사적, 명승의 기념물의 배리어 프리

정비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재에 있어서 배리어프리정비

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강병근(2010)은 관광문화재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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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률 및
제도명

주요내용

문화재

문화재보호
법

제1조(목적)
문화재를 보존하며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
으로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제1조(목적)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
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
자인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재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 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

장애인ㆍ노
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
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
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디자인
공공디자인
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교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
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
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도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
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표 2> 문화유적지의 무장애 관련환경 관련 법률 및 제도

장애인이용자 측면과 문화재 이용자의 편의시설 이용 수준

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국내 궁·능·유적기관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는 문화유적지의 물리적 무장애환경의 문제점 도출을 포함

하여 유적지 관리자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측면의

문제점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타 연구와 차별을

기한다.

2.2 문화유적지의 개념 및 종류

김사현(2016)은 ‘문화유적 안내정보 모델 연구’에서 문화

유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합성어인 ‘문화(文化)’ 와 ‘유적(遺

跡))’의 의미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문화유적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국립

국어원의 표준대사전에서 “‘문화(文化)’는 자연 상태에서 벗

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

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

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ㆍ정신적 소득

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유적(遺跡)’이란 남

아 있는 자취, 건축물이나 싸움터 또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

어졌던 곳이나 패총을 뜻하며 유적이 있는 곳(site)를 유적

지라 한다. 유적지(遺跡地)란 유적이 있는 곳(site)를 말한

다. 문화 유적을 분류하며 문화는 문화유적이 지닌 역사 예

술, 문화 등의 ‘가치’를 유적은 문화유적의 ‘형태’를 지칭하

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유적지는 별도로 정의되지는 않으

나 해당 법령에서의 문화재에 대해 제 2조(정의)1항의 1의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과 같은 조 1항의 3의 기념물 중 가

목에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

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3)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이 중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시설인 궁, 능, 종묘는 기념

물에 해당되며,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궁궐의 왼쪽에는 임금이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

내는 사당인 종묘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땅을 다스리는 신

인 사(社)와 곡식을 다스리는 신인 직(稷을) 모셔 놓고 제

사를 지내는 사직단을 세웠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궁궐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

궁, 덕수궁 등 5대 궁궐이 있으며, 궁궐은 왕과 왕족 및 궁

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국가 통치를 위

한 건물과 시설물들이 있고, 왕의 권위와 격식을 상징하며

정치와 문화가 집결된 곳이다.

조선시대 왕실의 묘소는 그 품격에 따라 능⋅원⋅묘로

구분되며, 왕과 왕후, 추존왕의 능이 42기, 왕의 사친이나

왕의 후궁⋅왕세자 및 그 빈의 묘소인 원이 13기, 대군⋅공

주⋅폐위왕의 묘소인 묘가 64기가 있으며 대부분 왕조의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의 ①항 3호의 가

도성인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일원(고양시, 광명시, 남

양주시, 구리시, 파주시, 화성시, 김포시 등)에 분포되어 있

다. 42기의 능 가운데 북한 개성에 있는 제릉(태조 원비 신

의왕후의 능), 후릉(정종과 정안왕후의 능)을 제외한 40기

의 능이 남한에 있다4).

2.3 관련 법령 및 제도

본 연구와 관련된 문화재, 장애인, 건축, 디자인, 교통,

도로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 관련 법률 및 제도로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

공디자인 지침 이 있다. 문화재보호법 은 문화재를 보존하

며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4) 이병유 외, 왕에게 가다, 지오마케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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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편의시설 설치 의견

궁

․바닥마감(판석 등) 상
부 관람동선 내 일정
부분 데크 설치

․단차 제거를 위한 경사로 설치 필요
․문화재 훼손 없이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

․관람가능한 고건물 기
단부분 단차제거용 경
사로 설치

․일부 고건물은 설치 필요
․부정, 기단이 높아 경사로가 길어지면 비장애
인 통행 불편 및 경관 훼손 우려

능

․정자각으로의 우회 접
근로 확보

․현재 지반상태를 유지한 상태 혹은 경관을 훼
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로 확보 필요
․문화재 경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동리프트
설치 제안

․정자각 건물 내부 진
입 경사로 설치

․제향 빈도 수와 동선을 검토한 후 설치
․건물 진입까지 시설물 설치 시 제향 등 행사
제약, 경관 훼손 우려

․능침 접근 우회 데크
설치

․현재 상태에서 설치 가능여부 검토하여 선택
적 설치
․일반인 출입 불가 구역 다수 존재하므로 필요
성 낮음

<표 4> 문화유적지별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문화재 원형 유지가 기본

원칙이며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 등의 접근성

및 문화 향유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관련 법률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있으며, 편의증진 및 건축 관련 법률

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이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은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함에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과 대상시

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구조 및 재

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건물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등이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는

시설을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하고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사항을 ‘의무’

와 ‘권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문화유적지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디자인 관련 법률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있으며, 교통 및 도로에 관한 관련 법률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있다.

현행 법률 및 제도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보

호법 및 관련 법률에서 문화유적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

설 설치를 의무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장애인, 노

인, 임산부 등 모든 관람객에게 차별 없이 문화 향유·접근

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적지 특성에 맞는 적절한

무장애공간 관람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3. 시설 및 서비스 현황조사 분석

3.1 조사 개요

본 연구의 조사대상시설인 2개의 궁 및 7개의 능, 종묘

의 소장 및 관련 업무자(관리소 담당자 및 관리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종합하였다. 조

사대상 관리자 일반사항은 다음 <표 3>과 같다.

연번 성별 연령 담당업무 업무 담당 기간 전공 분야

1 여 40대 시설관리(기술직) 3년 이상 건축

2 남 40대 시설관리(기술직) 3년 이상 건축

3 남 50대 시설관리(기술직) 3년 이상 건축

4 여 40대 시설관리(기술직) 1년 이상 2년 미만 조경(전통조경)

5 여 40대 시설관리(기술직) 3년 이상 조경(전통조경)

6 남 40대 시설관리(기술직) 3년 이상 경영

7 남 40대 시설관리(기술직) 3년 이상 경영

8 남 40대 시설관리(기술직) 3년 이상 경영

9 남 40대 시설관리(기술직) 3년 이상 건축

10 남 40대 시설관리(기술직) 3년 이상 조경(전통조경)

<표 3> 관리자 일반사항

10명 중 3명이 여성으로, 나머지 7명이 남성으로 구성되

었으며, 담당업무는 10명 모두 시설관리(기술직)으로 조사

되었다. 업무 담당 기간은 1명 1년 이상 2년 미만을 제외하

고 모두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공분야는 건

축, 4명, 조경(전통조경) 3명, 경영 3명으로 나타났다. 10명

의 조사대상자 중 4명이 무장애공간 및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6명은 ‘보

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연간 장애인 관람객 수, 관람객 요구사항, 인적서비스 현황

및 인력구성, 셔틀버스 운행여부, 장애인 이용관련 직원 및

도우미 교육 시행 여부(응대요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현

황, 해당 문화유적지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무장애공간

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하는 데에 발생하는 애로사

항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3.2 시설 및 서비스 현황분석

(1) 시설 설치 현황 분석

궁에서 관람동선 내 일정부분 데크 설치에 대해 단차 제

거를 위해 경사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문화재 훼손

없이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관람 가능한 고건물에 대해 단차 제거용 경사로 설치

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경사로로 인한 통행 불

편과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나타났다.

능의 경우, 정자각으로의 우회 접근로 확보에 대해 경관

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회 접근로 확보 반대 의견도 있었다. 정자각 건물

내부 진입 경사로 설치에 대해 제향 빈도수와 동선을 검토

한 후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제향 등 행사에 제약이

되고 경관 훼손의 우려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능침 접

근을 위한 우회 데크 설치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설치 가

능 여부 검토 의견과 일반인 출입 불가한 구역으로 우회

데크 설치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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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등 이용현황 분석

조사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연간 장애인 관람객 수는 평균

4.4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장애인 관람객 수가 가장 많

은 문화유적지는 덕수궁으로 연간 약 1.1만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인 관람객 수가 극소수라고

답변한 문화유적지도 나타났다.

장애인 이용 항목 의견

해당 문화유적지
의 개선점

․고르지 않는 바닥
(휠체어 이동로 개선)
․출입구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기울기가 급한 경사로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 확대
설치
․도우미 등 인적서비스 확충

․시설정보 음성안내
서비스 개선
․장애인 관람동선 확보 및
안내판 설치
․휴게시설이나 휴식공간 확보
․교통시설(노선, 운행 등) 안
내 정보 제공

관리 측면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문화재 환경의 손상
․관람로 바닥면 정비
․장애인편의시설 및
서비스 정보 부족

․역사문화관 내부 실제 체감
형 콘텐츠 등을 구비하여 왕
릉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편의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
도 등

․화장실, 역사문화관 등 점자
블록 적정 설치 필요,
화장실 개선 필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교육 필요
․편의시설 설치 시 주변 경
관과의 조화를 검토하여 무
장애공간 조성 필요
(재료, 색상 등의 기준 설정 등)

․장애인 방문 수 대비 편의시
설 설치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전문 인력 등 활용방안 필요
․전문 도우미 필요
(물리적 환경 개선 한계 시)
․주요 문화재는 전문인력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부대
시설 등은 무장애공간을 필
수로 확충

<표 5> 해당 문화유적지에 대한 장애인 이용 관련 주요 의견

해당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는 장애인 관람객이 요구하는

사항은 4개소에서는 “계단·경사로 이용관련”이라고 답변하

였다. 1개소에서는 “시설내 이동로 개선”이라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5개소에서는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문화유적지별 운영하고 있는 인적서비스에 대해 6개소에

서는 시설이용 안내 도우미라고 답변하였고, 2개소에서는

유적 설명 도우미, 나머지 2개소에서는 기타(휠체어 제공,

관람안내)라고 표기하였다. 시각장애인 및 노인, 휠체어사

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도우미,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해설 등의 인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전무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필요시 마다 현장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다양한 업무를 대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대상시설 별 장애인 이용관련 직원 및 도우미

교육(응대요령 등) 실시 여부에 대해 10개소 중 1개소에서

만이 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고 답변하였다. 나머지 9개소

에서는 교육 미실시로 답변하였다.

해당 문화유적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시설 중 가장

많은 답변은 “출입구의 문턱제거를 위한 경사로 설치”, “화

장실 내의 편의시설(대변기 손잡이 등)”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많은 답변은 휠체어가 이동가능한 보행로 연속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확보, 장애인주차구역의 적

정규격 및 안내표시 설치로 나타났다. 이외 운영하고 있는

편의시설 종류로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표지

설치, 휠체어, 스쿠터 등 대여, 판매기·음료대 시설, 시설정

보 음성안내서비스 실시, 장애인관람동선 확보 및 안내판

설치, 휴게시설이나 휴식공간 확보, 노선과 운행시간 등 교

통시설 안내 정보제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해 개선점

을 묻는 질문항목에 대해 “고르지 않은 바닥 등 휠체어 이

동로 개선”, “출입구의 문턱제거를 위한 경사로 설치”, “기

울기가 급한 경사로”,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 확대 설치”,

“도우미 등 인적서비스 확충”, “시설 정보 음성안내 서비스

개선”, “장애인 관람동선 확보 및 안내판 설치”, “휴게시설

이나 휴식공간 확보”, “교통시설 안내 정보 제공” 항목들로

답변하였다.

각 유적지에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

램을 확충 시 생기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8개소에서 문화재 환경의 손상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답

한 곳이 3개소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정보의 부

족이라고 응답한 곳이 1개소로 조사되었다.

관리적 측면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문화

재 경관 훼손”이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관

람로 바닥면 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정보 부족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역사

문화관 내부 실제 체감형 콘텐츠 등을 구비하여 왕릉을 체

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당 문화유적지 편의증진 업무수행을 하며 느낀 고충과

개선해야 할 제도에 대한 질문에서, 화장실, 역사문화관 등

에 점자블록을 적정설치하고 화장실 내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교육이 필요

하다는 의견과 주변 재료나 색상 등 경관과의 조화를 검토

하여 무장애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 방문 인원수와 편의시설 정비 예산을 고려하면 전

문인력 채용과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리

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할 때 전문인력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요 문화재는 인적서

비스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부대시설 등은 무장애 공간

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4. 관람환경 실태조사·분석

4.1 조사개요

현장조사에서는 문화재청 관할의 관리소를 두고 직접 관

리·운영하고 있는 궁 2개소와 능 7개소, 종묘 1개소 총 10

개의 시설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내용으로는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시설이용제약요소 및 주요 문제점을 검토한다.

문화유적지 현장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

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화유적지 내부 장애요소의 기

본 현황,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조사는 구조화된 점검

표5)를 이용하여 세부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각 문화유적지

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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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시기

예비
조사

기초자료 수집,
현장관찰 조사기
법

기본 현장 조사(장애요소 파악)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검토
사진 자료 수집

궁 2개소
능 6개소
종묘 1개소

2019년 6
월~7월

본조사
구조화된 점검표
를 이용한 현장
관찰 조사기법

편의시설 설치 현황
세부 현장조사
관람동선(해설사 동선 등) 파
악

궁 2개소
능 7개소
종묘 1개소

2019년 8
월~9월

<표 6> 조사개요

시설명 시설유형 소재지

창경궁 궁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창경궁

덕수궁 궁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덕수궁

동구릉 능 경기 구리시 인창동 66-1

서오릉 능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32

서삼릉 능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융건릉 능 경기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1

파주 삼릉 능 경기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김포 장릉 능 경기 김포시 장릉로 79

여주 영릉 능 경기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종묘 종묘 서울 종로구 종로 157

<표 7> 조사대상 시설

구분 설치율(%) 적정 설치율(%) 차이 값(%)

편의시설
종류별

매개시설 85.0 49.3 35.7

이용시설 55.7 31.0 24.7

위생시설 91.2 58.2 33.0

안내시설 33.3 11.7 21.6

기타시설 37.0 23.3 13.7

전체 평균 67.1 39.4 27.7

<표 8> 조사대상시설의 설치율

의 관람동선을 파악하고 세부 조사 항목에 대한 사진 자료

를 수집하였다.

현장조사 대상시설은 다음 <표 7>와 같다. 궁 2개소, 능

7개소, 종묘 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과 종묘를 제외한

능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4.2 관람환경 현황

조사대상시설에 대해 조사 및 평가한 결과를 설치율6),

적정설치율7)로 나타냈다. 설치율은 조사대상시설이 장애

인등편의법 기준에 의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정도, 적

정설치율은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정도를 의미한다.

본 조사를 위해 작성된 점검표의 답변은 3단계로 구성되며

법적 기준에 적정할 경우 적정(3점), 미흡할 경우 미흡(2

점),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미설치(1점)로 구분된다.

문화유적지 내에 평가항목이 복수일 경우 모든 점수를 부

여한 후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적정-미흡-미설치를 표기하

였다. 예를 들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여러

개일 경우, 평균값으로 표기하였다.

편의시설 종류별 분류는 장애인등편의법의 분류에 따라

설정하였으나, 해당 문화유적지의 특성 상 내부시설의 용어

대신 이용시설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해당 대지에서 유적지

영역의 편의시설을 한정하여 의미하고 있음을 밝힌다.

조사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각각

67.1%, 39.4%로 나타났다<표 8>.

매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85.0%로 나타났으

며, 적정설치율은 49.3%로 나타났다. 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55.7%, 이 중 적정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31.0%로 조사되었다.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91.2%, 적정 설

세부 기준 참고.

6) 산출식: 설치율(%) = 설치수(적정설치수+미흡설치수)/전체시설수 × 100

7) 산출식: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수/전체시설수 × 100

치율은 58.2%로, 안내시설의 설치율은 33.3%, 적정설치율은

11.7%로 나타났다. 기타시설의 설치율은 37.0%, 적정설치율

은 23.3%로 나타났다.

이 중 차이 값이 가장 큰 항목은 매개시설(35.7%)과 위

생시설(33.0%)로 나타났으며, 차이값이 적은 항목은 안내시

설(21.6%), 기타시설(13.7%)로 조사되었으나 설치율 자체가

30%대의 낮은 점수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이용시설과 안

내시설, 기타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시급했으며 기존

설치된 편의시설들은 적정한 설치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4.3 관람환경의 문제점 분석

(1) 매개시설

매개시설에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인 항목은 90%의

주출입구접근로와 높이차이제거 항목이며 가장 낮은 항목

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66.7%로 나타났다.

<그림 1> 매개시설의 설치율

매개시설에서는 접근로의 바닥형태(평탄한 형태), 접근로

보도블록 등 이음새의 틈, 건물까지 이동하는 접근로의 단

차, 유효폭 및 기울기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능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능 주출

입구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조사대상지들이 다수 있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통행로가 미확보된 사례가 다수 조사되었다. 또한, 주

차구역 바닥안내표시와 입식안내표지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발생
․바닥안내표시 부적정 및 미설치, 주출입구까지 안전통행로 미확보
․주출입구까지 안전통행로의 바닥재질 부적정

<그림 2> 매개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출입문 높이차이제거를 위한 경사로의 수평참 및 추락방지턱 미설치
․추락 우려 구간에 추락방지턱 혹은 난간 미설치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이용·접근 불가(휠체어높이를 고려한 전시물 높이)
․보행로에서 휴게공간으로 접근시 경계석 단차로 접근 불가
․단차로 인한 정자각 내부 이용 불가

<그림 4> 이용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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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안내시설의 설치율

(2) 이용시설

이용시설에서는 복도 및 통로, 보행로 항목의 설치율이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적정설치율은 40%로 나타나

그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이용시설의 설치율

복도 및 통로, 보행로 항목에서는 특정 구간 단차가 발

생하거나 수목 가지의 웃자람으로 유효 높이 2.1m 가 확보

되지 않은 구간이 있었다. 또한, 일부 구간 추락방지턱 미

설치로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공간의

경우 벤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면 장애물이 발생하여 접

근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또한, 손잡이, 등받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에서 옮겨 앉기 어려우며, 측

면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조사되었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계단 항목으로 설치율과 적

정설치율이 각각 30%와 13.3%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

을 알 수 있다. 경사로의 경우, 경사로의 휴식참, 기울기,

양측면 손잡이, 추락방지턱 등이 미흡하였다. 또한, 경사로

와 바닥면의 틈새가 벌어져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능의 정자

각 상단부분까지 접근가능도록 경사로를 설치한 사례도 있

었지만 박석, 잔디 등으로 경사로까지 접근이 어렵거나, 경

사로의 기울기 및 양측면 손잡이 등의 설치가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다. 능에 위치한 역사문화관8)의 전시시설에서는

안내시설물의 높이가 높아 어린이, 휠체어사용자 등이 사용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8) 해당 능에 대한 정보와 역사, 해당 능의 왕이 후손에게 남긴 업적 등
을 포함한 전시시설

(3) 위생시설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세 항목 모두 85% 이상으로 양호

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세면대의 적정설치율이 25%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 5> 위생시설의 설치율

문화유적지 지형의 특성상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위생시

설로의 접근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위생

시설로 향하는 접근로의 경사가 높아 접근할 수 없는 사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안내표시를 통해 접근

이 입구에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미설치한 시설이 다수로

나타났다. 화장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거나

단차발생으로 접근이 어려운 시설도 있었다. 내부 안전손잡

이 등은 법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위생시

설도 있었다. 세면대의 경우 휠체어사용자의 무릎공간을 위

한 하부깊이가 확보되지 않아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수도꼭지는 냉·온수 점자표기가 미설치된 사례가

다수 조사되었다.

․점자블록의 유도 및 설치 부적정
․대변기 측면공간 미확보 및 안전손잡이 부적정 설치
․소변기 안전손잡이 부적정 설치 및 미설치

<그림 6> 위생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4) 안내시설

안내시설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

으며 점자블록과 유도 및 안내설비가 45%의 설치율을, 경

보 및 피난설비는 10%의 설치율로 조사되었다.

점자블록은 화장실 전면에만 주로 설치되고 있었으며,

유도안내시설인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지, 유도신호

장치 중 촉지도식 안내판을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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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마감 및 재료로 접근이 어려움
․점자만 표기되어 비장애인, 외국인 사용 어려움
․시설명은 기재하였으나 도달거리 미포함

<그림 8> 안내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휠체어사용자 접근 불가(하부공간 미확보 등)
․전면 단차 발생 및 조작설비 높이 부적정
․음수대 바닥면으로 인한 접근 불가

<그림 10> 기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었다. 하지만 이 또한 점자만 표기되어 있어 비장애인 혹은

외국인 등이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비상벨 연속 설치),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경

광등, 시각경보기 연속 설치)를 포함한 경보 및 피난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기타시설

접수대의 설치율은 45%, 적정설치율은 25%로 나타났다.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및 비치용품의 설치율은 약36%로 유

사하게 조사되었으나 매표소 등의 적정설치율은 15.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기타시설의 설치율

접수대 및 매표소의 경우 휠체어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부공간을 비롯

하여 접수대의 높이, 하단 높이 등이 미흡하여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기 역시 동전투입구, 상품 출구, 조작

버튼 높이 등이 부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음료대의

경우 판석위에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하기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4 관람환경 개선방안

(1) 매개시설

접근로는 대지 경계선부터 주출입구에 이르는 길로 대상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확보와 단차 제거, 바닥면 평탄화,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로의 유

효폭은 전체구간 1.8m 이상 설치를 기본으로 한다. 접근로

상의 단차는 융건릉과 김포 장릉의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

로 평탄한 지형이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기울기를 1/18 (5.56%/3.18°)이하로 설치한다. 건

축물 특성으로 인해 주출입구에 기둥이 있을 경우, 장애물

에 대한 접근방지용 표시가 필요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는 휠체어사용자가 이동에 부

담을 느끼지 않도록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식별이 용이한 안내체계가 구축

되어야 하며, 장애인 등이 승하차 후 차로를 거치지 않고

보행안전통로를 통해 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김

포 장릉과 파주 삼릉의 경우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

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도록 보완한다.

항목 문제점 개선방안

주출
입구
접근로,

높이차
이제거,

경사로

․접근로 및 관람 동선상에 설
치된 배수구 틈새, 단차 등

․양방향 2㎝ 미만의 덮개로 변경
․문화유적지별 디자인그레이팅 등을
개발하여 적용

․배수구 단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바닥 마감재 (박석) 등 단차
발생 및 균일성에 따른 문제

․일정 구간 무단차 보행로 지정

․관람동선의 이원화 및 단절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

․회랑 등을 (관리동선) 이용한 동선체
계 구축
․전기차 이용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현행 관련법 에 따른 법적
기준 미준수
․보행안전통로 미확보

․ 장애인등편의법 에 근거하여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출입구가 떨
어져 있는 경우 연속적인 안내표시
설치

<표 9> 매개시설의 개선방안

(2) 이용시설

이용시설 중 복도 및 통로, 보행로에는 단차 및 보행장

애물이 없어야 하며, 추락요소로부터 안전을 위한 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 방지 경

계물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화유적지 경

관 훼손을 하지 않도록 석재, 목재 등 문화재와 이질감이

없는 재료로 하되, 주변 시설물과는 다른 소재의 경계물을

설치한다. 보행동선에 있는 2.1m 이하의 수목의 가지는 가

지치기하여 보행 중 충돌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휠체어사용자도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 등

장애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며, 노인·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벤치로 옮겨 앉을 수 있도록 등받이와 손잡이가 설치되어

야 한다. 의자 바닥의 높이는 0.4m로 설치하고 벤치 측면

에는 보조기기 등을 세워둘 수 있는 활동공간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이용시설 중 역사문화관에서는 전시실 내

부 안내시설물의 높이가 높고 잘못된 조명 설치로 인해 난

반사가 심해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이와

장애인 등 모두의 관람 편의성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명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난반사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바닥의 판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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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제점 개선방안

출입구
(문)
단차

․솟을대문, 재실 등 출입문 바
닥틀로 인하여 높이차이 발생

․간이경사로의 경우 연속적으
로 설치되지 않거나 참부분
이 없어 단차 발생

․기존 설치된 경사로를 연속적으로 연
장하여 설치

․최고점 반드시 수평참 설치
․솟을대문이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
연계하여 높이차이 제거방안 강구

․인적 서비스 제공

통로 및
보행로
(산책로
포함)

․낙상사고 예상지역 측면 난간
미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보행동선 상 2.1m 이하 가지
로 안전사고 발생

․교각 측면 추락방지턱 및 안전난간
(손잡이) 설치

․가지치기 등 조경관리에 대한 지침 강구

높이
차이
및
경사로

․월대, 정자각 등 주요 문화
재 높이차이로 인한 접근 불
가

․시각적인 방해가 되지 않고 문화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여 우회 경사로
또는 수직형 리프트 설치

․인적서비스를 통해 중요 문화재 가까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계단
․계단에 손잡이, 점형블록 미
설치

․문화재 외 역사문화관, 화장실 등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에 손잡이 및 점
형블록 등 설치

휴게
시설

․경사로 및 나무뿌리, 단차가
발생하는 곳에 그늘 쉼터와
벤치 설치로 접근 불가

․벤치에 등받이, 손잡이 미설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그늘 쉼터 및
벤치 설치,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
록 주변 정비 필요

․등받이와 손잡이가 포함된 벤치 설치

<표 10> 이용시설의 개선방안

신도는 바닥이 고르지 않아 보행기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

이 있으므로 고건물 돌계단 주변에 우회 경사로를 설치하

는 대책이 요구된다. 이때 문화재의 마감재와 비슷한 색상

과 재질 또는 자연친화적 재료로 경사로를 설치하며 입면

상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경사로 설치를 통해 모

든 사람의 이용을 우회진입로로 유도하여 기존 이용하는

계단의 마모도 줄일 수 있다.

(3) 위생시설

문화유적지의 위생시설로 접근 시 단차가 전혀 없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할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

모두가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능의 경우, 경사로가

완만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횡단구배가 없어야 한다. 또한,

화장실 내부의 위치와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과 일반화장실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남·여 구분하여 설

치되어야 한다. 대변기 활동공간은 기본적으로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부득이한 경우, 폭

1.6m×깊이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

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

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변기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호

출벨을 설치하여야 하며 등받이를 설치하고,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대

변기의 측면 손잡이를 포함하여 세면대 및 소변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편의시설 적정

설치에 대한 교육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안내시설

점자블록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색

으로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

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유적지 내 안내시설은 대체적으로 보행로 측면 배치

되고 전면에 단차가 있거나 접근이 불편한 바닥 재질로 설

치되어 있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안내물의 경우 글자크

기가 작고 어려운 용어로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시인성과 가독성에 불편함이 있다.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고딕체와 같은 읽기 좋은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 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

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글자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바닥면으로부터 1.0m ~ 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

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인, 어

린이, 청각·발달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체계가 구

비되어야 한다. 주차장, 화장실, 경사로, 계단, 접수대 등 주

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

며, 현재 위치에서 주요 문화재까지의 거리 정보를 함께 병

기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점자는 반구

형으로 제작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시

각·청각 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벨 또는 음성

안내 등 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항목 문제점 개선방안

점자
블록

․점자블록 미설치
․계단, 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위험한 장소의 0.3m 전
면 등에 설치

안내판
및
안내
기기

․글자크기 및 색상 등으로 인
하여 인지성이 낮음

․모두가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씨체와 문자의 비율, 색상 대비 등
을 규정하여 설치

․다양한 외국어 포함하여 설치

․점자, 촉지도 등 미설치 ․점자 및 촉지도 안내판 설치

․이용 가능한 관람동선 정보
제공 부족 및 관람시설에 대
한 종합 정보제공 방식 미흡
․관람지까지로의 거리 정보
미제공

․무장애로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인지
할 수 있는 지도 및 정확한 정보 제공
지도 설치

․관람지까지로의 거리를 포함한 정보 제공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표기해
주는 안내지도 설치

․점자가 적용된 안내책자 제작 및 비치

․인지성이 높고 쉬운 설명이 포함된 시
각안내표시 설치

․픽토그램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 제시(외국인)

․위급상황에 대한 안내서비스
없음

․현재 소화전 설치 위치에 시각경보기
추가설치

․해설이 한문 등과 기재되어
이해하기 어렵고, 내용이 많음

․정보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내용 단순
화

․안내판 및 안내기기 높이가
높음
․역사문화관 내부 안내 및 설
명 판넬 등 난반사 심함
․하부공간 미확보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 가능한 높이에
안내판 및 안내기기 설치

․조명 및 각도 조절로 난반사 제거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하도록 안내
판 및 안내기기 전면 활동공간 확보,
하부공간 확보

․문화시설에 대한 규모 및 형
태 등을 인지하기 어려움

․문화재별 Hands-On 프로그램을 통해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문화재를 촉각
체험을 통해 인지

․궁·능 전용 어플을 통해 공간별, 유적
지별 해설 서비스 제공

<표 11> 안내시설의 개선방안

(5) 기타시설

접수대 및 매표소의 데스크는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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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제점 개선방안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단차(판석 위에 설치됨)
․전면 활동공간 부족

․단차제거
․활동공간 확보

․점자안내 미비 ․점형블록 및 점자안내 설치

비치
용품

․다양한 보조기기 부족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문화유
적지 물리적 환경에 따른 다양한
보조기기 구비

․점자안내 책자 미비
․점자전시
안내책자 등 구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
양한 안내책자 미비

․쉬운 해설 안내 미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안
내책자 제공

․쉬운 해설 안내 제공

<표 12> 기타시설의 개선방안

능한 형태로 설치되거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

사용자 모두 편리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매표소

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판매대의 경우 전면에 단차가 있어 접근

하기 어렵다. 판매대를 이용하기 위해 판매대 주변 단차를

제거하여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어린이, 어린이, 휠체어사

용자 등을 배려하여 조작버튼 및 상품출구의 높이가 0.4 ~

1.2m로 설치한다. 시각장애인도 사용가능하도록 조작버튼

의 점자표시를 설치한다. 문화유적지 내 산책로 및 통로 등

에 설치된 음료대의 경우 판석 위에 설치되어 있어 단차가

발생하거나 바닥 재료로 인한 접근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

었다. 어린이와 휠체어사용자가 쉽게 음수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차 없이 접근하도록 한다. 음수대 분출구의 높이

는 0.7 ~ 0.8m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문화유적지에는 기본적으로 미취학 아동 동반 가족, 노

인, 휠체어사용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유모

차, 휠체어, 보청기, 음성안내 헤드셋, 점자안내책자 및 큰

문자안내책자 등을 구비하여 필요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문화유적지 내부 공간과 형상에 대한 묘사와 역사를 상

세하게 음성으로 제공이 필요하며,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언어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궁 능 종묘 등 문화유적지 시설의 관리자를 대

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보편적 관람환경 현황조사를 통해 문

화유적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이동 및 접근,

각종 인적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이용가능 수준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문화유적지 전반을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도

록 해설사 동선에 따른 순환가능 관람로의 조성이 필요하

며 해당 동선에 있는 기본 단차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과 종묘는 공통적으로 주요 문화재 기단 상단부분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능의 경우 최소 한 개 이상의 능에

모두가 관람·이용이 가능하도록 순환동선을 계획하고 정자

각 상단부분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

재로의 접근을 위해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편의시설은 이

동형 또는 탈부착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문화재 경관을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재나 목재와 같이 문화재

와 이질감이 없는 재료와 색상을 고려하여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재로의 물리적 접근 뿐 아니라 시 청각 등 다양한

장애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다양한 체감형 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할 것이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축소모형이나

쉬운 해설을 포함한 오디오 가이드 제공, 수어통역 등의 전

문 인적서비스와 같은 편의가 제공 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역사문화

관, 위생시설, 접수대 및 음료대, 판매대, 휴게소 등과 같은

부대시설을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차

제거를 위한 경사로와 같은 시설물과 단단하고 평탄한 바

닥재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의 접

근방법 및 편의제공 범위에 대한 안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적지의 시설 현황조사와 관리자의

면접조사를 통해 무장애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궁 능 종묘 등 문화유적지 전반을 대

상으로 한 큰 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분석을 함으로써

세부적인 개선대안 제시에 한계가 있는 바 향후 연구에서

는 각 문화유적지 유형 및 세부시설 별 구체적인 개선모델

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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