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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park and playground is a public place available 

connoting a place needed for modern people. Children’s 

playground can satisfy space occupancy only when it includes 

convenient facilities and playing facilities as interactive space 

between children and adults. For children, play is natural and the 

most important matter in life. Play provides various experience to 

children and through it, imagination and creativity are developed 

with physical, emotional, social growth. Playground creation is 

what matters since this kind of play takes place in it actively. 

Due to rapid social changes and economic changes, children have 

lost freedom to enjoy play. Children’s lives have changed to lives 

of learning scheduled by adults’ plans or those subject to it and 

they enjoy play inside house such as electronic or computer 

games rather than play outside. Likewise, it is our realit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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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is much more accentuated than desirable physical and 

spiritual development for modern children. To add, most 

playgrounds are composed of standardized playing facilities to 

meet formal and legal regulations solely, not being able to give 

children interest, as well as deterring desire of curiosity and 

exploration. Besides, there are frequent safety accidents in 

playgrounds not subdivided by age. This is how importance of 

outside playing is gradually weakening with the number of 

children playing in playground getting less and less. Children’s 

play helps holistic development, facilitates perceptive and 

cognitive ability, also providing pleasure. Children at the age of 

6~8 who are active in voluntary outside activities tend to improve 

ability to use perceptual motor function already acquired more 

technologically and overcome perceptual dependency and 

egocentrism in deciding objects also in perceptual aspect. Not to 

mention, there is a need for place for various kinds of activities 

since widening in the scope of children’s activities expand to that 

of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lso in social environment. 

Thu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developmental theories for 

children in designing playground, to confirm concepts and features 

of it, analyze configuration of playground and play facilities in 

creating playground to improve creativity, thereby understanding 

present condition of playground. It examines types and basic 

conditions of current playground design for practical playground 

design. Researcher could see that it is based on developmental 

play behavior and psychological theory of infants in planning 

playground environment design. As time has passed, there has 

been a need felt for a study and more accurate sample survey 

through changes in play behavior and body of children. And new 

standard must be provided because current standard of 

establishing playground I our country only meets formal and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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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Finally, in designing playground, it was shown that 

play facilities and space suitable for play demand of children 

considering eye level and perspective of children, free from 

design plan of adults in designing playground. 

Keywords: playground, configuration of play space, creativity 

improvement, 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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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의 급속한 산업 발달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린이의 놀이방법

과 형태는 변모하여 왔다. 1997년 등장한 조기교육의 영향과 가족구성

원의 변화, 컴퓨터의 보급 등이 놀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컴

퓨터가 보급되기 이전에 실외의 자연환경 및 놀이터에서 활동하던 어린

이들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TV, 미디어 게임, 전자게임 등과 같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즐기게 되었다. 또한 교육의 집중도가 높

아짐에 타라 놀이의 방향이 순수하게 어린이의 흥미와 활동보다는 교육

적인 부분에 치중되며 지적중심의 선행학습 미디어를 이용한 학습놀이 

등의 형태가 나타났다. 어린이의 놀이는 신체적, 사회성, 인지, 창의성, 

언어, 정서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놀이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의 놀이공간의 놀이구조물들은 어린이들의 흥미 자극 및 상

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린이의 성장에 있어 아이 스스로 적

극적 행위가 가능하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놀이공

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5년 이내 어린이의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 되어 서울시에 중점적

으로 어린이 놀이공간의 개선을 통한 어린이 놀이터향상 사업 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실외의 어린이 놀이 환

경 및 놀이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상상력을 증진을 위

해 신설 된 근래 서울시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상상력증진을 위해 재

조성 된 상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서 계획된 어린이공원을 직접 

방문조사 하였으며, 각 어린이 놀이터의 구성과 놀이시설물의 특성을 파

악하고 유형을 분리하여, 이를 어린이 발달특성의 관점에서 평가 분석하

였다. 또한 국내, 해외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존 서울시 어린이 공원에서

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린이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의 재연 및 활성화 되게끔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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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어린이 놀이터의 현황의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어

린이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어린이 놀이터 구성 및 놀이시설물을 분석하

기 위한 것으로 국. 해외의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놀이터의 성격과 유

형 및 구성에 대해 분류하려 한다. 연구대상지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

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어린이 창의성과 상상력 증진을 위하여 재활

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조성된 놀이터와 2010년 이후 조성된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어

린이 놀이공간 리모델링 사업에서 어린이의 창의성, 상상력을 바탕으로 

계획 된 8곳의 대상지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2곳을 선정하였다.

대상지 형태 위치 조성년도

하계 상상어린이공원 공원  노원구 하계동 273-3 2010

서교 어린이놀이터 공원 마포구 양화로 11길 21 2013

양평 상상어린이공원 공원 영등포구 양평동 4가 301-7 2016

잠실 어린이탐험공원 공원 송파구 잠실동 1-1 2014

달님 어린이놀이터 공원 강동구 길동 405-21 2016

난우 어린이놀이터 공원 관악구 천중로 40길 66 2016

미림 어린이놀이터 공원 관악구 호암로 20길 79-1 2016

꿈틀 상상 어린이공원 공원 광진구 매헌로 99 양재동 236 2015

힐스테이트 아파트 서초구 신반포로 16길 15-20 2011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마포구 서교동 489 2012

[표 1-1] 어린이놀이터 사례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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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어린이 놀이의 정의 및 중요성과 놀이와 발달과 관련하여 분

석하고 창의성 상상놀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놀이 유형에 대하여 분

석한다. 

둘째,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의 구성 및 놀이시설물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하여 어린이 놀이터의 구성요소를 분석 및 요

약한다. 앞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창의성 증진을 위한 놀이터 구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구성요소들을 사례분석의 틀을 도출한다.

셋째, 연구대상지를 선정하고, 연구한 이론을 바탕으로 도출 한 분석

의 틀에 따라서 대상지의 시설물과 놀이구조물이 어린이 발달 특성에 따

른 놀이시설을 분석한다.

넷째, 연구대상지의 분석을 나열이후 서울과 해외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을 비교 분석하여 공원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섯째, 조사·분석한 종합소결로 국내. 해외의 비교분석을 통해 어린

이 놀이터의 구성과 놀이시설물의 필요점과 문제를 파악하고 결론에서 

놀이공간 구성의 중요점과 주안점에 논하고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며 연

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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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흐름도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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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어린이 놀이와 특성

1. 놀이의 정의와 역할
  1-1 놀이의 의의

놀이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행위에서 탈퇴된 영역으로 ‘자기 목적

적인 활동으로 자발성을 띤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무엇보

다도 놀이는 하고 싶을 때 행하여지고, 놀고 싶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는 자유로운 조건하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있어서 놀이는 성장과정의 동화와 적응의 형태로 표현되며, 

어른에게 놀이란 오락과 휴식이며 일에서는 탈피이다.1)

이에 비해 어린이에게 있어 놀이는 어린이가 경험과 지식을 얻는 수

단으로, 이를 통해 사회성 및 가치형성, 창조력 증진, 안정된 정서형성, 

신체활동기능의 발달 등의 경험의 습득을 가능케 한다.2) 피아제는 어린

이들에게 놀이는 지각적,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부

분이며, 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 배

우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있어 놀이란 그 자체가 즐

거움이며 목적인 동시에 놀이의 결과가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라는 비의

도적 발달 과정이다.3) 이러한 내용으로 어린이에게 있어 놀이공간은 놀

이와 오락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어린이의 신체적 발육과 경험의 

학습 및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학습의 장소로서 어린이의 전인적 교

육의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 RichardDattner, 어린이 놀이환경디자인,기문당, 1995, p.8~16

2) 성옥련·김수정·이지연,『BarryJ. Word word worth,'피아제‘의 인지적·정의적 발달』, 중앙적성출판

사,1998,p33~35

3) 김상회, 도시 주거의 골목길에서 놀이를 주제로 한 주민 커뮤니티(communuty)공간연구: 파사드

(Facade)와 담장을 매개로,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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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놀이의 역할 
첫째, 놀이는 학습의 시간이다.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 및 세계와 

접촉하는데 아이 스스로 놀이에 대한 활동을 내적으로 받아들여 활동하

며 경험을 통한 학습을 한다.

둘째, 어린이가 놀이시간은 즐거운 학습시간으로 능동적, 활동적인 

다양한 경험을 포함하면서 탐구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효과를 제공한다. 

셋째, 놀이시간은 평가시간으로서 놀이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신의 정서 상태는 물론 신체적ㆍ사회적인ㆍ정서적ㆍ인지적인 모든 발

달이 놀이에 반영되어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으로 활용된다.

넷째, 놀이시간은 정서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며 놀이를 통해 어린이

의 다양한 감정이 표현 및 표출되는데 이로 인해 어린이의 분노나 부정

적 감정, 문제행동이 놀이과정 중에서 숙달되거나 동화되어 해결됨으로

써 자연스럽게 치료된다. 

다섯째, 놀이는 융통성 있는 활동으로 흥미에 요구로 현실의 변형을 

통해 상징놀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실현해 보고 상

상세계를 창조해 나타내면서 많은 가상경험을 이룬다.

이렇듯 놀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아이 스스로 감정들을 표현하

며 의사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아이의 심리적 신체적 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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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성장별 놀이특성
  2-1 연령별 놀이특성

어린이들은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해나

간다. 어린이는 연령의 차이에 따라 연령대에 발달과 적합한 놀이의 종

류가 나뉘는데 어린이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놀이를 함으로써 성장이 촉

진되고 성장 발달에 따라 다양한 행위를 지원 할 놀이 환경이 필요하다.  

 성장단계에 따라 [표 2-2][표 2-3][표 2-4]4)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영아기(0세~만2세)

어린이

발달특징

Ÿ 감각기관 단계

Ÿ 물체의 연속성을 알게 됨

Ÿ 육체활동에 전념

Ÿ 이행운동 : 뒤집기, 앉기, 걷기, 물건 집기나 들어올리기 등(단독 행위)

놀이종류

Ÿ 상징적 이해의 발달 → 언어 발달단계

Ÿ 기거나 걷거나 뛰고 올라가는 연습을 하는 단계-언어와 인지, 사회 기술을 발달

Ÿ 새로운 환경, 물체, 사람을 탐색하는 놀이

Ÿ 실천놀이: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 만족감을 느낌

Ÿ 장난감 가지고 놀기

 놀이특징

Ÿ 주위의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만지면서 느낀다. 지속성은 낮음

Ÿ 간단한 관찰로써, 놀이에 접촉 방식이 단순함

Ÿ 장난감을 등을 혼자서 놀고 어른의 흉내를 내며 서서히 그룹놀이를 배우게 된다.

Ÿ 놀이와 놀이 환경을 대하는 방법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임

[표 2-1] 영아기의 놀이형태 단계

4) 신상미, 이정교, 어린이의 놀이 특징을 적용한 실외 놀이터에 관한 연구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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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만3세~만5세)

어린이

발달특징

Ÿ 사회적 행위 발달

Ÿ 아동기의 운동(놀이) 놀이=학습과정

Ÿ 독립적이며 자신의 외부행위를 스스로 판단 결정함

놀이종류
Ÿ 단순 기능 놀이, 규칙이 있는 게임

Ÿ 집단 놀이,협동 놀이

 놀이특징

Ÿ 4살 정도의 어린이들은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놀이는 주로 개인적이다.

Ÿ 환경 인지력 발달 : 또래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흥미,놀이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진다.

Ÿ 직접적인 체험: 사물 범위 → 추상적인 상상: 간접체험의 물리적 현상  

Ÿ 상징이해: 타인의 행위를 모방하고 말을 배우는 능력이 발달한다.

[표 2-2] 유아기의 놀이 형태 단계

유아기 어린이의 놀이는 상상과 탐색에 의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상징 

및 구상놀이를 주로 하게 된다. 또 또래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규칙

이 있는 집단놀이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

아동기(만6세~만11세)

어린이

발달특징

Ÿ 사회적 성격의 성장 , 언어 능력의 발달 

Ÿ 자기중심적 → 다른 아이를 의식, 행동 모방

Ÿ 사회적 행동의 학습 및 실천, 상호 이해 발달 

놀이종류

Ÿ 상징 놀이 / 가상 놀이

   (예:소꿉놀이, 인형놀이, 흉내놀이 등)

Ÿ 조작 놀이, 병행 놀이

   (예:2인이 각자의 행위에 전념하는 놀이)

Ÿ 유년전기(5~8세)  : 규칙놀이     

Ÿ 유년후기(9~11세) : 집단놀이 

   (동적인 야구축구 공놀이를 시작)

 놀이특징

Ÿ 놀이 환경-흥미와 관심이 더욱 높아짐 (옥외기구 이용, 수 및 시간의 개념 이해)    

Ÿ 놀이접근방법: 직접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화, 놀이 행태의 다양한 변화

Ÿ 규칙놀이-강한 관심: 사회적 협동단계이며, 팀과 같은 그룹작업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때이다.

[표 2-3] 아동기의 놀이 형태 단계



- 9 -

아동기에는 놀이와 과정부터 결과를 중요시 하며,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

짐에 따라 게임에 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런 특징에 따라 기

존의 규칙을 바탕으로 타입과 상호협상과 보다 융통성으로 적용해 나가

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연 령  실외놀이 기구 및 시설물

생후 7개월∼12개월  안전그네, 기어오르는 낮은 연단(platforms) 및 대형 스폰지 블록

1세
 낮은 미끄럼틀, 단순하고 낮은 기어오름대, 안전그네, 링터널, 탈 수 

 있는 바퀴 달린 자동차,모래놀잇감(모래삽, 갈퀴, 모래통 등)

2세
 기어오름대, 미끄럼틀, 그네, 운전대, 손수레, 유모차,

 발로밀고 다니는 자동차, 흔들배, 아기농구대, 물·모래놀잇감

3∼5세 이상

 복합놀이시설, 그네, 미끄럼틀, 시소, 놀이집, 게임 도구(공, 골대, 

 고리던지기), 트램플린, 훌라우프,자전거, 평균대, 널빤지, 사다리, 

 물·모래놀잇감,속이 빈 블록이나 대형 플라스틱 블록

[표 2-4] 어린이연령에 적합한 실외놀이 기구 및 시설물 5)

명  칭 연령 놀이의 유형

실천 놀이  0~2세
 단순한 블록 쌓기, 징검다리, 건너뛰기 등과 같은 감각적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 단순한 신체적 기능을 되풀이 한다.

상징 놀이  2~7세

 가상과 가장의 요소로 소꿉놀이, 인형놀이와 같은 역할놀이, 

 흉내놀이 등을 포함하며,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고 기억적 조작이 가능해지면 사라지게 된다.

규칙이 있는 놀이  7~11세
 규칙과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를 의미한다. 사회화 된 제도로서의 

 규칙이 중요시되며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규칙이 있다.6)

[표 2-5] 놀이유형 분류 

5) 윤승환, 아동의 놀이 행태 및 환경심리를 고려한 놀이터 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

원, 2009

6) 이보경, 어린이 행태 특성에 따른 놀이 환경 디자인 제안:어린이와 보호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하교 디자인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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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놀이를 통한 어린이 발달특성 
놀이와 어린이 발달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얻으며 지식의 확장 및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으며 

성장한다. 놀이는 어린이로 하여금 하나의 축소된 세계이며 놀이를 통해

서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장 및 발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발달의 개념을 기초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 발달 

놀이를 함으로써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신체 조절 능력을 터득하고 

운동능력을 발달시킨다. 놀이과정 중에 얻게 되는 다양한 놀이동작은 어

린이의 신체 성장 발달을 촉진시켜 주는 뿐만 아니라 신체를 이용한 몸

의 표현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2) 인지 발달 

놀이를 하면서 자발적인 인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놀이대

상 또는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해 놀이 활동을 하는 동안 이용하는 사물

의 물체, 색상, 크기, 질감 등의 물리적 현상을 관찰하고 학습하며, 나아

가 여러 가지 논리적, 수리적,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7)

(3) 언어 발달 

놀이와 언어는 상호 간의 강화의 관계에 해당된다. 즉 놀이는 언어 

발달의 수단이 되며 놀이 진행에 필수적인 매체의 역할이 언어인 것이

다. 놀이를 진행 하며 상황 속의 대화에서 다양한 어휘의 습득과 상황 

및 역할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놀이 상대와 사회적 관계

을 맺음으로써 자기중심적 언어에서 벗어나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

해하며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습득하게 된다.

(4) 사회성 발달 

어린이는 놀이를 진행하면서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어린이는 자신들의 작은 세계를 조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회경

7) FEGUS P. HUGHES, 놀이와 아동발달, 시그마 프레스, 2006, p.3~12-참고,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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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교우관계 즉, 사이좋게 

놀고, 서로 배우며, 함께 협동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경험을 통해 친구들

과의 관계에서 지혜와 소통방식을 배우고 도덕적 기준이나 규칙과 같은 

사회학습 및 선행학습을 하게 된다.

(5) 정서 발달 

어린이는 언어적 사용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나 생각들을 놀이를 통해 나타내는 경우가 많

다. 특히 어려운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놀이경험의 기쁨을 주는 순

기능을 통하여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 방식으로 표출한다. 또 

놀이를 함으로써 흥미적 스릴, 자율성, 자아개념, 인내심, 성취감 등의 

건전한 정서를 형성하게 된다. 

놀이를 하면서 어린이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서 갈

등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또래 어린이들의 다양

한 정서표현 방법을 관찰하여 동일한 정서가 각기 다르게 표현될 수 있

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에 감정이입하게 된다.8)

이처럼 놀이는 어린이가 성장하는데 정서 발달적 측면, 신체 발달적 측

면, 사회 발달적 측면, 인지 발달적 측면, 언어 발달적 측면과 같은 발달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어린이 인지발달에 따른 놀이 특성을 분석한 이주현(2007)은 

놀이로 인한 발달로서 신체 및 운동기능, 정서, 사회성, 인지발달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표 2-2]에서는 위 4가지 형태에 언어발달을 더하

여 구분하였다.

8) FEGUS P. HUGHES, 놀이와 아동발달, 시그마 프레스, 2006, p.2 -참고,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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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 주요 특성 

신체발달

·대 근육 운동능력의 자극과 발달

·감각 지각 발달

·소 근육 통제력 및 협응력 발달

인지발달

·안정감, 성취감 발달

·상징적 표현 기회 제공

·논리적 사고 및 사물의 연결 능력발달

·기억력, 어휘력 등의 제반능력,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력 발달

정서발달

·안전 및 안정감, 성취감 발달

·자아개념 및 자존감 발달

·정서적 자기표현 발달, 정서 조절기능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적 규약 및 자기 통제력 발달

·대인관계의 원만성 발달

·개인의 정체성 발달

·언어전달 능력의 발달

언어 발달

·놀이진행의 필수적 매개 역할

·대화 능력의 습득-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상호강화 관계와 밀접

[표 2-6] 어린이 발달의 주요 특성 

 측면 놀이 프로그램 

신체 발달 달리기,오감체험 놀이,구르기.

인지발달 상징놀이, 물, 점토, 물감, 창의적 움직임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

사회성 발달 협동놀이

정서발달 역할놀이

언어 발달 역할놀이, 소꿉놀이, ,협동놀이, 규칙이 있는 게임

창의성 발달 역할놀이. 상상놀이

[표 2-7] 아동발달 영역별 놀이 프로그램9)

9) 송은우, 아동발달 및 통합놀이환경을 위한 상상어린이공원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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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창의성과 상상놀이
1. 창의성의 개념

김요섭(2013)은 개인의 잠재력을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발전적인 방

향으로 발휘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 말하였으며, 인지적 과정은 새롭

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진희(2010)은 창의력 향상을 위한 놀이시설을 연구하였으며 창의

성의 정의를 상상적 활동, 문제해결능력,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만들어 내

는 창작적 의욕,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정의하였

다.10)

 

연구자 내용

로저스

(Rogers)
 새로운 결과를 낳는 행동의 출현생활에서 생산되는 하나의 과정

길포트

 (Guilford)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만드는 힘, 사고를 생산해 내는 것

김요섭

(2013)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과정으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

김진희

(2010)

 상상적 활동,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만 

 들어내는 의욕,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표 2-8] 창의성 개념

이와 같이 놀이는 창의성 발달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신체발달로도 

이어진다. 교육학자와 발달심리 학자들은 놀이가 어린이의 창의성을 증

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어린이는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 및 탐색을 통해 기술

을 습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창의성이 증진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학자들은 놀이가 어린이의 구체적 사고력을 추상적 사고

10) 윤여란,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공간특성 연구조선대 석사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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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의성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고 주장한다.11)

즉, 구체적으로 사물 이외의 것에도 집중하고 스스로의 생각하는 등 

연상과정으로 창의성이 발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들을 선택하고, 

새로운 놀이를 창작하며 성공 혹은 실패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

법을 통해 신체능력 뿐만 아니라 감각운동적인 능력과 사회적 학습의 기

회와 정서적 발달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2. 상상놀이 개념 및 특성
어린이의 놀이조성에 있어 어린이공원사업이 어린이의 발달을 중요시하

여 상상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상상놀이가 대두되고 있

다. 상상놀이는 창의성과 연관된 어린이 발달에 있어 창의성 영역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놀이로서, 상상놀이는 흉내 내거나, 비실제적이거나, 

‘마치~처럼’행동하는 가작화 (Action of Make-believe) 놀이라고 

(Garvey,1977;신나리,1996)는 말하였으며 시간, 공간, 역할 및 사물이 

실제와 다르게 변형되는 놀이라고 정의하였다.12)

 발달학적 측면에서 어린이의 성장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서 

활용도가 높다. 상상놀이는 스스로의 역할과 행동들을 주변세계에서의 

개념과 상징적으로 동화시킨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상상놀이는 

환경 및 사물을 상상의 도구로써 이용하며 타인의 동작이나 활동을 모방

해서 흉내냄으로써 놀이를 진행하고 사실이 아닌 허구 즉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려 가장해서 행동하는 놀이로 정의된다. 어린이가 상상놀이를 하

는 이유는 어린이가 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

린이의 지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현실에 조절

하기보다 현실을 자신의 욕구에 동화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상

상놀이를 하게 된다.13) 상상놀이(ImaginativePlay)는 연구자들에 따라 

상징놀이(Symbolic Play), 공상놀이(Fantasy Play), 가상놀이(Make-be

11) 김요섭,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의 창의놀이 행태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41.

12) 가작(假作)화_거짓으로 꾸며서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 네이버 국어사전

13) 류진순,｢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실외 상상놀이에 관한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03,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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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vePlay), 극화놀이(DramaticPlay)등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Piaget(1962)가 말하길 상상놀이는 18개월부터 나타나서 3-4세에 

가장 많이 적용되며, 7-8세가 되면 쇠퇴하는 단계로 발달하며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상상놀이의 유형 및 참여율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어린

이가 상상놀이를 하는 이유는 성인이 지배하는 세상 안에 머물기 때문에 

유아의 지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따라

서 현실을 자신의 욕구에 일체화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상상

놀이를 진행하게 된다.

Smilansky(1968)는 상상놀이의 발달단계를 기능놀이(FunctionalPla

y)로 시작해서 건설(구성)놀이(ConstructivePlay), 극적놀이(DramaticPl

ay),규칙놀이(Gameswithrules)로 발전한다고 설명하였다.14)

즉, 상상놀이(ImaginativePlay)는 놀이기구 및 시설물 등에서 연상되

는 상황 및 환경에 대한 놀이로, 어린이의 의도와 놀이의 필요에 따라 

공간을 변화하는 과정과 사용할 때의 형태들에서 창의성이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

명 칭 대표 놀이 기능 및 이점

   실천 놀이

 (Practice play)

     0~2세

 기능

 놀이

-물건을 이용하는 놀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놀이

-징검다리, 건너뛰기

- 감각운동기능 향상에 필요한 

  단순 근육활동

- 반복 행동,모방-새로운 행동시도

 건설

(구성)

 놀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놀이. 단순한 블록 쌓기

- 구성활동을 통해 창작하고 

  스스로를 창조자로 인식함

- 창의적 활동을 시도하고 장난

  감의 다양한 사용법을 배움

   상징 놀이

(Symbolic play)

     2~7세

 상징

 놀이

-욕구에 의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놀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무언가를 먹거

 나 입는 시늉하는 상상력이 작용됨

 극적

 놀이
-역할놀이, 흉내놀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표현

 하는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Game with rules)

        7~11세

-최고수준에 도달한 놀이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 발달놀이로 

 미리 규정한 규칙에 따른,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

[표 2-9] 상상놀이 분류 및 특성15)16)

14) 김온기,｢유아의 상상놀이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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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상놀이와 발달의 관계
상상놀이는 유아에게 있어 사회성, 정서, 인지발달의 발달적 영역을 

촉진하는 좋은 매체로서 놀이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신분

석적 이론과 인지발달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신분석적 이론에서 유아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

는데, Freud(1962; 이형경, 2008)는 상상놀이가 유아의 욕구에 관한 정

보가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인형놀이, 군대놀이 등을 통해서 유아의 갈

등, 불만,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분이 

정서적 발달에서 치료의 목적과 진단의 가치가 있는데, 상상놀이의 과정

에서 불쾌하거나 극단적인 경험이나 감정이 표출되고 자연스레 해소되기 

때문에 치료적 기능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인지발달 이론은 상상놀이를 유아의 인지발달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Piaget(1962; 이형경, 2008)에 의하면 전 조작기의 유아는 주변

의 물리적인 세계를 잘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놀이를 통하여 그들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다고 하였다. 유아의 인지는 자기중심적이고 경

험위주인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하였다.

류진순(2003)은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나 어려운 역할을 놀이

를 통하여 해 봄으로써 정서적으로 성숙해지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사회적인 사고를 습득해 나가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조작하는 가운데 유

아의 사고력과 창의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상상놀이는 가작화를 이용 한 놀이로 발달학적 측면에서 인지, 사회

성, 정서발달 뿐만 아니라 놀이의 진행수단이 언어로 표현의 기회와 또

래와의 의사소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언어의 개념적인 이해와 상황에 따

른 언어 및 행위 그리고 상징화하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어린이 발달의 주요 특성으로 신체 및 운동기능,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로 구분17) 하였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체발달과 상상놀이로 발

달 영역을 분류하였다. 상상놀이 영역에서는 신체를 제외한 인지발달, 

15) 이보경, 어린이행태특성에 따른 놀이환경 디자인제안,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8

16) 김요섭,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의 창의놀이 행태 분석,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13

17) 이주현 (2007), 어린이 인지발달에 따른 놀이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

사논문.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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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의 영역에서 창의성발달의 영역을 추가

하여 구분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상상놀이는 인지, 사회성, 정서, 언어의 발달을 가져

온다”는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외놀이공간에서 제공될 수 있는 놀

이 및 시설구조물들을 발달 영역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그림 2-1] 발달영역별 필요시설 
                         자료: 지혜련 외,1990:이숙재,1990

                                  Spodek,1987: Moore, 1985: Hendrick,1985
                    김아연,1997:31에서 재인용18)

18) 신미숙, 상상어린이공원의 사업후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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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의 특성 
제1절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의 개념 
1. 어린이 놀이터의 정의

어린이는 놀이공간을 통하여 사회적 역할, 협동정신을 가꾸어 한 사

회인이 될 때까지의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성을 형성하게 된다. 어린이들

은 자라남에 따라 놀이 공간 영역이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는데, 공간

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어린이 놀이터는 그들의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과 배움의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어린이가 발달하면서 활동의 놀이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

린이 놀이터인 것이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생활의 본질

이며 성장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놀이 행위와 다양한 체험을 위한 기회

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다.19)

1.1. 놀이터의 발전과정

   

▶ 

 

 ▶

90년대 

단일 형태

2000년대

복합 형태

현재 

콘셉트 디자인

[그림 3-1] 어린이 놀이공간의 발전과정

19) 진은정,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구조물 분석 및 개선방에 관한 연구 : 서울시 6개구를 중심

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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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공간의는 시대에 따라 변모해왔다. 1800년대 말에 유럽

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최초의 놀이터는 1880년대에 독일의 

정치 지도자 본쉐켄도르프가 베를린에 설치 한 모래 놀이터로 2세~8세

까지의 어린이시설물이 설치되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강

조됨에 따라 본격적인 놀이터의 설치는 1920년대부터 시작하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특히 6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되기 시작 했다. 이러한 놀이터의 설치경향은 서구사회의 산업화 고

등학력 인구와 부의 증가, 신체건강에 대한 욕구증대에 의하여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90년대는 단일 형태로 시소, 미끄럼틀, 정글짐 등 개별적 

특성의 단일 놀이구조물로 설치되었으며, 안정성과 창의놀이가 결여된 

공간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복합 형태의 놀이구조물들이 시작하였

지만 90년대와 같이 창의성 놀이가 결여된 공간이었고, 현재에는 복합놀

이기구에서 더 발전한 디자인이 적용된 안정성, 창의성이 있는 놀이구조

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어린이 놀이 공간은 과거에 비해 많

은 변화와 다양성을 띄기 시작했다.

1.2. 놀이터의 기본조건
일반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는 기본구조로 놀이시간(기회), 놀이 방법,

또래 및 동반자, 놀이장소를 들 수 있으며 이들 구조는 상호 유기적 관

계를 맺는 것으로 이들 중 어느 하나만 규제가 되어도 놀이는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놀이유발의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 놀이시간이나 

놀이장소는 필수적 요소이지만, 놀이방법과 놀이 인식의 경우 목표에 따

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이와 같이 놀이터의 구조는 부분이 아

닌 전체성을 띈 개념으로 그것은 공간 요소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

다.20)

 어린이들은 놀이를 배우는 과정에서 놀이 환경에 자극을 받고 놀이 환

경에 따라 만족감과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가 다르다. 놀이시설물은 어린

20) 공수경,｢감각체험이 도입된 놀이기구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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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성장 및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어린이의 정서와 창의성을 

증진하는 등 교육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다. 이러한 놀이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색채
색채는 형태보다 더 광범위하며, 일반적으로 형태를 더욱 강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21) 색채의 기본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를 통해 

색채의 촉감적인 연상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다양한 언어사용으로 무

거운/가벼운, 따듯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 등의 색채감성을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의 색채는 환경의 쾌적성, 안전성, 피로감, 

능률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놀이기구의 색채선정에 유의해야 한

다. 놀이터 주변의 색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어린이에게 안정감을 제공하

는 색채를 선정해야 한다.

[그림 3-2] 어린이 놀이터의 색채

21) 배경리,｢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어린이박물관 공간디자인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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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재질
놀이기구와 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철재나 단일기구로 획일화하

기보다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 및 활용도를 높이

고 어린이에게 시각적, 촉각적 등의 다양한 감각 경험을 제공한다. 재질

은 사물의 특정한 표면 성질 요철이나 딱딱하고 무른 정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각적이고 촉각적으로 지각되어 대상을 인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22) 또한 재질은 촉감을 느끼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 직접적

인 매체로 질감의 경험적 성격을 이용 및 조절한다면, 미적 특징의 전달

과 촉각적인 자극 효과를 다양하게 유발할 수 있다. 

[그림 3-3] 어린이 놀이터의 재질

 3)형태
놀이터의 형태는 중심부의 광장에 위치하는 개방성이 있는 형태, 자

연요소의 인입이 가능한 형태, 소통의 매개공간으로 아틀리에(Atelier)형

태,3차원적 공간활용23)을 하는 조형성이 있는 형태 등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성장발달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형태이어야 한다.24) 개방

성이 있는 형태는 어느 방향으로든 연결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형

22) 권현정,｢시각적 촉감과 색채감성의 연관성에 관한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2002,p.18

23) 3차원적 공간 활용이란 놀이공간이 어린이의 자기학습 과정에 따라 변경,조작이 가능해야 하며 반응

적이고 손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또한 시간에 고정되지 않고 수정가능해야 한

다.김혜정,2015

24) 김혜정,｢숲 체험 활동 요소 활용 어린이집 실내놀이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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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며, 자연요소는 자연적인 요소들을 함께 구성한 형태이다. 아틀리에

는 어린이들이 능동적으로 탐색하며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3

차원적 공간 활용이란 놀이공간이 어린이의 자기학습 과정에 따라 변경,

조작이 가능해야 하며 반응적이고 손쉽게 변형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야 한다. 또한 시간에 고정되지 않고 수정 가능해야 한다. 형태면에 있

어서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안정감 있는 디자인의 놀이기구와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림 3-4] 어린이 놀이터의 형태 



- 23 -

1.3. 놀이기구 및 시설물의 조건
실외놀이시설물은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에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데, 현대의 놀이시설물이 갖추어야 여건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① 유아의 독창성, 창의성을의 자아활동을 자극해야 한다.

② 유아들의 성장속도에 맞아야 한다.

③ 아름다움의 창조적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로써 미적. 예술적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④ 조형적 감각이 있으며, 성인의 지도 없이도 혼자 활동 할 수 

   있는 암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어린이 놀이터에 제공되는 놀이

   기구와 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나 시설물은 다음 다섯 가지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견고하고 안전해야 한다. 놀이가 이루어지는 실외놀이시설물은 

      보통 바닥에 고정시키게 되므로 설치할 때 향후 놀이활동을 

      위하여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실외놀이기구와 시설물

         은 햇빛, 비바람, 추위와 같은 자연 현상에 의해 변형, 부식, 

      파손 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안전성이 지속 될 수 있다.

둘째, 어린이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사용하는 어린이의 

      신체 및 연령조건, 발달수준에 알맞아야 한다. 발달수준에 적

      합하지 못한 경우 흥미와 활동욕구를 이끌어 내기에 미흡하

      고, 수준에 적합하지 못한 놀이기구는 잘못된 사용으로 안전

      을 해치거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다양성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a.종류의 다양성 : 어린이들이 흥미를 읽지 않고 여러 놀이를 위하

                 여 다양한 종류의 놀이기구를 조성하여 각기 다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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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료의 다양성 : 단일적인 재료의 이용보다는 다양한 재료의 적

                  절한 사용을 통하여 시설물의 시각,기능적 상승

                  및 다양한 감각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c. 기능의 다양성 : 신체발달만의 촉진을 위한 단일시설물 제공만이

                  아닌 다른 발달 측면을 고려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춘 놀이기구나 시설물을 조성해야 한다.

d. 난이도 수준의 다양성 : 놀이터의 사용자는 연령이나 능력이 각

                  기 다른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놀이기구물을 단순하고 연령 및 발달을 

                  고려하여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수준까지 다양하게 적절히 배치 되어야 한다.

              

넷째, 미적, 예술적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기구의 형태나 색상은 미

     적 감각이 요구되는데, 첫째로 색채는 시각적인 효과로 가장 

     먼저 느껴지는 이미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의 

     쾌적성, 피로감 및 능률성, 안정성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놀이기구 및 놀이환경의 색채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놀이터 

     주변 환경의 색 조와 조화를 이루어 안정감을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변형이 가능한 놀이기구나 복합적인 놀이기구와 시설물이 

     바람직하다. 놀이기구는 일반적인 고정된 형태 이외에 여러 가

     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거나 변형을 통한 놀이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변형경험은 어린이에

     게 성취감과 문제해결력 상상력을 키워준다.

여섯째, 주변 자연환경과 실외놀이공간의 특성에 알맞은 실외놀이기

     구와 시설물을 설치한다. 자연환경에 공간특성에 알맞은 놀이

     기구와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놀이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체적인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 할 수 있다.



- 25 -

놀이기구 및

시설물의 조건

견고하고 안전

연령과 발달수준에 적합

다양성

미적 및 예술적 감각

복합적인 놀이기구 및 시설물

알맞은 자연환경에 설치

[표 3-1] 실외놀이 기구 및 시설물의 조건 25)

25) 윤승환, 아동의 놀이 행태 및 환경심리를 고려한 놀이터 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

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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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의 특성
2.1 놀이터의 유형

프로스트(Frost)는 미국에서의 어린이놀이터 발전과정을 아래와 같이 

세가지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제품화된 놀이기구시기

1910∼1950년대로 나무, 쇠, 강철 등을 가지고 미끄럼틀, 그네, 시

소 등을 만들어 학교, 공원, 주택가, 빈터에 있는 놀이터에 설치하였다.

2) 신기함이 강조된 시기

50~60년로 놀이기구를 신기한 구조물로 만들었으며 독창적 형태의 

놀이터가 구성되곤 하였다. 1957년 로켓 발사를 기념하여 로켓모형의 

놀이기구가 등장하고, 말, 거북이 마차와 같은 실존형태의 놀이기구와 

두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혼합된 복합놀이기구 등이 제작되었다.

3) 현대적 시기

1970년 80년대에 여러 종류의 놀이기구가 부착된 모듈방식의 조립

놀이기구(modular equipment)가 유행하였다. 어린이의 안전에 관심이 

생겨나며 안정성을 고려한 나무와 비닐 가공 처리 된 강철을 사용한 놀

이기구가 많이 제작되었다.

프로스트(Frost)에 의하면 놀이터는 유형은 목적에 따른 대표적 네 

가지 유형으로 전통적 놀이터(traditional playground), 현대적 

놀이터(contemporary playground), 모험 놀이터(adventure play 

ground), 창의적 놀이터(creative playground)로 분류할 수 있다.26) 각 

유형 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노현주, 실외 놀이터 유형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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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 놀이터(Traditional playground)

전형적인 놀이 시설물인 시소, 그네, 미끄럼틀, 기어 오름대와 같은 

철제를 이용한 고정물이 평면형의 땅에 질서적으로 설치 된 놀이터이다. 

이런 놀이터는 신체 놀이를 위해 고안된 고정시설물로서 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운동 경험만을 제공하고 도전적, 탐색적 놀이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어린이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기에 미흡하다.

(2) 현대 놀이터(Contemporary playground)

나무, 콘크리트, 값 비싼 돌 기타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미적으로 조

성해 놓은 놀이터로 다른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되었다. 사용자

인 어린이의 놀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터로서 미흡하다.

(3) 모험 놀이터(Adventure playground)

어린이들이 경험하고 창조하며 완성시키는 놀이터로 놀이 재료로서 

쇠, 자갈, 돌, 판자 조각, 금속 조각, 바퀴, 못 쓰는 의자, 깨진 벽돌 등

과 같이 폐물건들로 구성되는데 이곳에는 특별한 시설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사용자의 능동적 행위를 중요시 여긴다. 

(4) 창조 놀이터(Creative playground)

유아의 창의력을 고려하여 구성되는 놀이터를 말한다. 여러 고정 시

설물과 타이어, 로프, 목재, PVC파이프 등과 같은 이동기구와 다양한 놀

이를 위한 소도구 및 공간이 필요하다. 이 놀이터에는 어린이의 오감적 

활동이 더 중시되며, 그러한 놀이형태를 제반을 위하여 공간이 조성되기

도 한다.

(5) 생태 놀이터(ecology playground)

지구적인 도시화와 이에 따른 환경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간의 정서

적인 욕구에 따른 자연 그대로의 숲, 환경, 자연과의 접촉하는 놀이로서  

자연 속에서 자연재료를 통한 체험과 교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자연

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감각기능 자극시키며 자연을 이

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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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놀이터와 그 외 놀이터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분류 될 수 있다.

분 류 종 류 특 징

환경 및

목적에

따른 분류

심미 놀이터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조형적 요소의 디자인

으로 새로운 연상이 가능한 놀이터

-추상적 사고와 상징적 놀이가 가능한 놀이터

탐험 놀이터

발견하는 탐험 가능한 디자인으로 바깥시선이 차단되거나 

다각적 접근이 가능한 진출입로 형태를 띈다. 

-다각적 탐색과 탐험 놀이가 주된 놀이터

도전 놀이터

언덕, 골짜기, 비탈 등을 통하여 도전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다양한 난이도의 시설물 디자인이 특징 

-거친 신체놀이와 기술습득이 가능한 도전적 놀이터

가변 놀이터
융통성 있는 사고와 규칙, 건설놀이가 가능한 

가변적 놀이터

생태 놀이터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 한 놀이터

[표 3-2] 놀이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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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린이 놀이터 구성
국내의 실외놀이터는 콘크리트 혹은 흙으로 덮인 땅 위에 철제로 만

든 고정시설물들을 들여놓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실외놀이터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 주로 대

근육을 사용하는 단순, 반복적이고 제한적 형태의 운동놀이 경험만을 제

공한다. 따라서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놀이터 형태로 적절치 않다.

어린이의 연령과 발달을 고려한 놀이터를 조성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Moore(1992)는 놀이의 장려 및 발전을 위하여 실외 놀이 환경을 

창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화정(2000)은 유아들은 

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에 따라 놀이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일이 유아의 놀이의 발달을 위한 것 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실외놀이터의 공간의 구성에 따라서 어린이의 놀이활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놀이에 흥

미와 기쁨을 제공하고 발달의 촉진을 위해서는 실외놀이터 공간의 구성

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실외놀이터의 구성요소로서 위

치, 면적, 지면, 공간조직, 놀이기구 및 시설, 기타시설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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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실외놀이터는 건물 주변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건물의 남쪽 면에 위

치하도록 설계하여 하루 종일 햇볕이 골고루 들게 하고, 그늘을 포함하

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숙재, 2004)27) 그리고 

기존의 환경과 자연적 지형을 유지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놀이

터 외부 내부를 명확히 구분지어 위험요소로 보호되는 안전한 곳에 위치

에 설계되어야 한다.

2) 면적
실외놀이터의 면적은 유아의 연령과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유아들의 

놀이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신동

주, 1999) Decker 와 Decker(1992)는 유아 1인당 6.75~18㎡28) 을 권

장하고 있다.

3) 지면
바닥의 표면은 단일지면으로 구성하기보다 놀이공간의 구역에 따른 

성격과 행위를 고려하여 뛰어놀고 단순 활동중심에 적합한 단단한 바닥, 

모래놀이 및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모래와 흙으로 된 바닥, 정서적 자극

이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잔디밭,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놀이기구 주변에 

안정성이 도모된 바닥 등 다양한 재질과 재료를 제공하여 조성되어야만 

한다.

가. 가로구성
놀이를 이루는 그라운드의 평면인 지면을 일컫는다. 과거의 놀이공

간은 모래를 이용한 평면적인 형태를 띄다가 현대에 들어 를 이용한 평

면형 지형을 선호하게 되며, 근래 들어서 놀이터의 디자인적 컨셉에 따

른 다양한 형태를 띄게 된다.

27) 이숙재.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개정판. 2004.서울 창 지사

28) 신동주. 실외놀이환경구성디자인지침, 교육과학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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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형 지면 (Plane-ground)

[그림 3-5] 평면형 지면

일반적인 형태로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단순하

고 편리한 형태의 지면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이다. 최근에 이르러

서 평면형 지면에 놀이터의 컨셉과 연관이미지를 바닥면에 형상화한다.

(2) 자연형 지면 (Natural-ground)

[그림 3-6] 자연형 지면  

과거는 모래바닥으로 인해 재료를 이용한 자연적인 형태를 띄었지만 

본질적으로 자연형 볼륨의 형태는 아니었다. 현대에 이르러 자연 언덕 

지형을 하나의 놀이역할을 충족시키며 놀이기구와 결합하여 놀이의 하나

로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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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곡선형 지면 (Wave-ground)

 [그림 3-7] 곡선형 지면
곡선형 지면으로 자연, 인조적인 재료를 단일,혼합 이용하여 지면의 

높고 낮음의 볼륨을 이용하여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서의 바닥으로 기

구로서 놀이영역을 제공한다. 해외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형태이며, 

점차 놀이터의 컨셉의 구체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4) 입체형 지면 (Natural-ground)

[그림 3-8] 입체형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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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적인 자연적 형태의 지면과 유사하지만 재료의 쓰임이나 곡선적

인 것 외에 다른 형태의 성격을 또 지닌 지면형태이다. 주로 컨셉형의 

놀이터에 주로 사용되며 기구로서의 유입을 유도하는 지면이다.

(5) 공중성 지면 (Natural-ground)
공중적인 놀이구조물의 성격에 따라 바닥면의 성격보다는 공중에 매

달린 구조물을 뒷받침하는 양상의 안정성을 올린 형태의 지면이다.

[그림 3-9] 공중형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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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

[그림 3-10] 공간구역 영역

유아가 실외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를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기 위

해서는 운동놀이영역, 물 ․ 모래놀이영역, 역할놀이영역, 동 ․ 식물 기르

기 영역 등 각 놀이 영역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놀이영역과 

더불어 지나다니는 통로, 여유공간 등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Decker와 Decker(1992)는 실외 놀이는 실내 놀이의 연장이므로 실

내 내 모든 놀이를 실외에서도 가능하게끔 놀이 영역을 구성하고, 실외

놀이터 공간에서 1/3은 미술활동이나 모래놀이 등 정적 활동 영역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나머지 2/3는 자전거 타기, 달리기, 그네타기 등 

동적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휴

식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단체로 활동을 하거나 운동형 놀이, 달리기, 게

임 등 용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도로, 데크 등의 여유 공간

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내에서 실외로 연결되는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통로를 조성하여 통행이 원활하게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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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형

실외놀이터에는 다양한 놀이구역을 구역을 성격 및 형태 등의 구분

을 통하여 각 영역을 지면의 이미지 혹은 볼륨, 거리를 이용하여 구분하

고, 적절한 통로와 환경의 조성을 통해 영역 간의 구분 짓는 형태를 의

미한다. 이러한 구분영역은 각 영역의 성격을 뚜렷하게 하고 강조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2) 복합형

실외놀이터에는 성격 및 형태의 구분을 통하여 절충하여 한 놀이영

역에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놀이형태를 복합시키거나 다른 영역들 간에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기구를 조합함으로써 연계를 긴밀히 한 형태를 의

미한다.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복합적인 놀이형태와 발달을 제공함으로써 

발달학적 측면을 고려한 놀이기구 조합물과 놀이터 구성에 적합하다.

5) 놀이기구 및 시설물
가. 세로구성

실외놀이터에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물이 제공되어 유아가 늘 새롭고 흥

미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주기적으로 재조직 및 관리되어

야 한다. 실외놀이터의 놀이기구 및 시설물에는 미끄럼틀, 시소, 그네, 

정글짐, 물놀이시설, 모래놀이터, 놀이집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헌 타이

어, 밧줄, 빈 드럼통, 그물, 통나무 등 비구조적인 시설물로 사용자의 유

동적 동선에 따른 놀이기구간의 연결구성요소로서의 적용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구조적인 놀이시설만이 아닌 구조적인 시설물과 함께 비구조적

인 시설물의 절충하여 복합공간으로의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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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능 
실외 놀이공간의 놀이기구 및 시설물의 종류를 노렌비욘은 기능에 

따라 고정시설과 이동기구로 구분하는데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외   

  놀이 

  기구 

   및 

 시설물

  

  고정

 시설물

   운동놀이용 

    시설물

 단순 기능의 시설물 (예: 기어오름대)

 움직이는 시설물 (예: 그네,시소)

 복합 기능의 시설물 (예: 복합놀이 시설)

   상상놀이와

   구성놀이용 

    시설물

 고정된 모형 시설물 (예: 자동차 모형)

 공간조형 시설물 (예: 놀이집)

 구성자료(예: 모래밭)

  

  이동

  기구

 운동놀이용 시설물 (예: 사다리,트램플린)

 상상놀이와 구성놀이용 시설물 (예: 칸막이, 블록)

[표 3-3] 실외놀이 및 시설물의 종류

(1) 고정시설물

고정시설물이란 바닥에 고정 되어서 이동이 불가능한 놀이시설물을

의미한다. 한번 설치하면 재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물의 특징과 활용

도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설치를 위

해 넓은 공간이 필요함으로 실외놀이장 면적이 좁은 대상지에서는 고정

시설물 개수를 줄임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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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기구

이동기구란 장소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것이 아닌 어느 장소로도 이

동이 가능한 놀이기구를 뜻한다. 이동기구는 활용도에 있어서 많은 장점

을 지니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첫째로, 장소의 이동이 가능하고 다목적용으로 변형이 가능한 점으

로 제한적인 놀이대상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로 이동기구를 제공함으로써 고정시설물이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예로 고정시설물의 일종인 기어오름대에서는 주로 기어오르기, 매

달리기 등의 대근육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곳에 로프, 사다리, 나무 등 

이동기구를 적용하면 보다 다양한 신체놀이와 상상놀이도 즐길 수 있다. 

셋째로, 어린이가 이동기구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 및 용도의 놀이기

구로 창작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확신감, 만족감, 협동심,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 

언어적 관계를 경험 할 수 있다.

b.성격
(1) 신체 놀이

점프하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기어 다니기, 오르기, 미끄럼 타기처

럼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놀이 활동들은 대게 부딪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된 적절한 공간이 있으면 충분하다. 여기

에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활동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일정형태의 

모듈식 놀이기구와 구조물, 다양한 지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회적 놀이

사회적 놀이 혹은 관계놀이에는 무리를 이루어 쫒기, 숨기, 역할 놀

이 등이 포함된다. 이런 활동들에는 상상력이 주된 도구가 된다. 상상력

을 자극하는 데는 아주 기초적인 매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동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응용할 추상적이고 암시적인 놀이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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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적 놀이

어떠한 형태를 변형하고 창조해 나가는 행위는 어린이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에는 모래, 풀, 자갈 혹은 진흙처럼 

무언가를 만들거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포함된다. 이런 

놀이 요소들의 물질적 속성을 체험하면서 아동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자극되고,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할 수 있다. 

(4) 감각놀이

감각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감각 실험에 특별하다. 감각은 촉각 뿐 아니라 청각, 시각 심지어 후각

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놀이 요소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놀

이 요소들을 통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오감을 자극하도록 한다.

(5) 휴식놀이 

놀이터에서 휴식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신체활동을 복 돋우는 것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어린이 혼자 조용히 놀고 싶다고 하면 의사를 존

중해주어야 한다. 조용히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다른 놀이 공간들

의 소음과 활동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동간을 하나 이상 따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동들이 외부의 방해를 받거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이 공간에는 탁자와 의자를 설치할 수 있

으며, 햇빛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29)

29) 세계의 놀이터 디자인.한스미디어.까를로스 브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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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대표 놀이 놀이 기구 나열

   신체 놀이

오르기 기구
 클라이밍, 사다리, 구름사다리

 정글짐, 철봉, 스파이더 네트

운동장 (공터)  만남형 광장, 운동형 광장

뛰기대  트램플린

미끄럼틀  회전형, 직선형

흔들놀이기구  그네, 시소, 용수철 말

균형목  -

회전놀이대  회전무대, 회전조합기구

기어보기 기구  터널놀이대

공놀이기구  운동장

자전거, 자동차  운동장.자전거 도로

블록쌓기  스프트 블록

그림그리기 기구  모래형, 종이형

구성놀이  가변형 놀이기구

 사회적 놀이

극놀이  각종기구

공간형 기구  각 기구, 하우스 형태, 극적 놀이형태와 관련 됨

언덕 놀이터  언덕의 볼륨을 이용한 오르 내림형 형태

동물사육장  -

 

 창의적 놀이

모래 놀이터  모래 영역으로서 자유로운 표현 형태를 제공

물 놀이터  물을 테마로 한 형태

수목  나무,정원,공원

텃밭  직접 가꾸는 체험적 공간

  감각 놀이
소리 놀이대  소리 파이프

지적 놀이대  한글 롤링기구, 영어 롤링기구, 숫자 롤링기구

  휴게 공간
휴게 시설  파라솔, 정자, 벤치

숨을 쉴 수 있는 곳  -

[표 3-4] 상상놀이 성격별 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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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시설물 
어린이는 놀이터 주변의 위험 상황을 예측하거나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은 미흡하다. 따라서 실외 놀이터와 주변의 다른 장소를 구분 짓고 

놀이터의 기능과 안전을 위한 주,부 출입구의 구분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야 한다. 이동이 가능한 놀이기구 및 놀이를 할 때 놀이에 사용 된 여러 

가지 소품 등을 정리, 보관을 위한 제반시설이 필요하며, 수도시설을 설

치하여 모래놀이나 물놀이, 동 ․ 식물 기르기 등을 할 때 쉽게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수 시설 및 화장실 시설을 두어서 유아가 생리적 

욕구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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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외 놀이기구 현황 및 분석 
1. 기구정리
a. 오르기 기구

[그림 3-11] 스파이더 트랩
b. 뛰기대

 [그림 3-12] 그물놀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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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에서 0.6~1.4m의 높이에 그물을 설치하여 떨어졌을 때 위험을 

최소화했다. 7개의 그물은 낮고 서로 연결되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비

교적 가벼운 지지 구조물만 있으면 된다. 아이들은 이 그물에서 몸의 균

형을 잡는 것 뿐 아니라 깡충깡충 뛰기, 점프하기, 위로 올라가기,덤블링

하기,그네 타기,흔들리기까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이용하여 놀 수 있다.

c. 미끄럼틀

[그림 3-13] 미끄럼틀

아이들은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경사진 표면에 항상 끌린다. 이

러한 이유로 미끄럼틀이 없는 놀이터는 드물다. 미끄럼틀의 유형으로는 

계단이 달려 독립적으로 서 있는 형태부터 경사도가 구부러지고, 물결치

는 모양, 나선형의 복잡한 모델 등이 있다. 미끄럼틀의 표면이 개방형과 

터널형, 반개방형 등으로 나뉘어진다.



- 43 -

d. 흔들놀이기구 

    
           [그림 3-14] 용수철 말            [그림 3-15] 흔들 그네링 

흔들리는 놀이기구는 놀이터의 고전적인 구성요소들이다. 그네를 타

고 몸이 흔들리면 진정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 어린아이들일 경우 특히 

두들진다. 또 몸의 균형을 잡고 조절하는 기능도 발달된다. 

e. 회전놀이대

[그림 3-16] 회전 놀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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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기어보기 기구

[그림 3-17] 월 홀라 놀이대

수직의 놀이 구조물에 여러 가지 기능을 결합된 놀이기구로 기어 다니는 

미로, 올라가기 벽, 볼캐쳐, 쉴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한다. 조립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여러 사이즈로 제작될 수 있다. 공간을 비교

적 적게 차지하면서 활용도가 뛰어나 놀이터에 적합하다.

[그림 3-18]원통형 기구      [그림 3-19]Windmill Wings Playgroun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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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블록쌓기 구상놀이

[그림 3-20] Imagination Playground

이동과 조립이 자유로운 블루계열의 블록형태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집, 친구, 울타리 등을 제작하며 아이들 스스로 창조하고 생각하는 형태

의 놀이터를 제공한다.

h. 공간형 기구

[그림 3-21] 제주 코코몽 에코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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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덕형 기구

    
        [그림 3-22] Playing Hill         [그림 3-23] Playground in Waldkirchen

j. 소리 놀이대

[그림 3-24] PS 244 Sound Playground

청동 북과 안테나 모양의 접시와 아이티에서 유래한 바타 드럼 5개 

등을 이용하여 소리를 이용한 놀이터가 조성되었다. 콘크리트 벤치들과 

접시 가운데에 있는 쇠살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소리와 연주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울타리가 쳐진 놀이터 주변을 꽃이 피

는 덩굴식물과 관목, 나무들이 에워싸고 있어 이 공간을 공공 서비스 구

역과 시각적. 청각적으로 분리시켜 주고 인근 주택가의 프라이버시를 보

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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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지적 놀이대

[그림 3-25] 지적 놀이대

l. 형태형 기구

      

[그림 3-26] 형태형 기구

켐니츠 동물원의 입구 앞에 위치하고 있고 ‘노아의 방주’라는 주제로 

다섯 마리의 커다란 동물과 한 척의 추상화된 배로 표현했다. 이 조형물

들의 나란히 일별로 배치된 이유는 동물들이 차례로 방주로 걸어 들어가

는 것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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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정리
1. 자연적 공간

[그림 3-27] Garden City Park

캐나다 리치먼드에 위치한 놀이 환경으로 아이들이 공원에 바라는 

놀이 요소 대부분은 식물이나 변형이 쉬운 소재 등 자연환경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소재가 중심이 되었다.

  2. 가변적 공간

[그림 3-28] Plastic and Fant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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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MAK가든에서 열린 전시로 임시적이고 실

험적인 놀이 공간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놀이터는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고 주어진 구조물과 자재로는 매우 제한된 경험밖

에 할 수 없다. 자유롭고 다양한 감성을 제시하는 ‘재창조되 놀이터’로 

플라스틱 물건들만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이곳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새

로운 놀이 미학을 제공하였다.

3. 심미적 공간

[그림 3-29] Carton Gardens Playgroind

아이들과 부모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주변 환경인 인근 미술관을 돋

보이게 하려고 조각품 같은 면모도 갖추었다. 놀이터의 설계는 전통적인 

미로 혹은 미궁이 바탕이 되어있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된 일련의 

수직 벽돌 사이로 길들이 나뉘고 여기저기 입구가 있어 다양한 달리기, 

숨기, 탐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벽의 높낮이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고 이것은 놀이 구역을 다양한 색상으로 꾸며 시각적인 효과를 주

기도 한다.



- 50 -

제3절 놀이터 디자인 요소 도출
1. 놀이기구 분석

아동은 놀이에서의 동화와 적응을 통해 스스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

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 각 단계는 특징적으로 일어나는데 리차드 다트너

(Richard Dattner)는 그의 저서에서 출생에서부터 15∼16세까지를 5단

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어린이 성장별 놀이특성에서 성장단계에 따른 

표에 리차드 다트너 단계를 적용하여 연령을 적용, 상상놀이의 놀이유형

을 조합하여 그에 따른 놀이행태와 필요환경 및 기구를 파악하려 한다.

연령 단계 명 칭 대표 놀이 적용 행태, 환경 및 놀이 기구

0

감각

운동

기 

단계

실천

놀이

 기능

 놀이

-물건을 이용하는 놀이

-장난감을 우연히 건드려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놀이

 - 징검다리, 건너뛰기, 달리기

 각종 놀이기구

 (를 이용 한 반복적 움직임)

1

 신체의 놀이, 자율적 반복운동을 

 기반 하는 여유 공간

 건설

(구성)

 놀이

-무언가의 창작을 위한

 만들어 보는 놀이

 단순한 블록 쌓기

2
 - 가변형 놀이기구

 - 모래놀이터

3 예비

개념

단계
상징

놀이

 상징

 놀이

-자신의 욕구를 상상의

 새로운 세계로 표현 및

 창조해 나가는 놀이

 - 놀이터의 컨셉을 형상화한 기구

 공간형 놀이기구

4  각종 놀이기구

5

직관

단계

 극적

 놀이

-역할놀이, 흉내놀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려 한 놀이)

 수목, 환경

 테마 놀이터(물, 모래)
6

 - 동. 식물 형상화 기구

7
구체

적

기능

단계

-최고수준에 도달한 놀이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 발달

 수준에서 하는 놀이로 미리 

 규정한 규칙에 따른 혹은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

 - 게임도구 (공, 골대, 고리던지기)

   규칙이 

  있는 놀이

8
 - 각종 놀이기구

9
 - 복합놀이시설

10

 - 유동적 운동을 위한 여유 공간11

[표 3-5] 연령단계별 놀이와 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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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구성 요소 

구 분 명 칭 내 용

유형

심미
조형적 요소의 디자인으로 

새로운 연상이 가능한 놀이터

탐험 새롭게 발견하는 탐험하는 놀이터

가변
융통성 있는 사고와 규칙, 건설놀이가 

가능한 가변적 놀이터

도전 구조와 형태를 통해 도전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터

생태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한 자연을 경험하는 놀이터

가로

평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직선형 형태의 지면 

자연
 자연 언덕 지형의 굴곡을 지닌 재료적 성격을 

포함한 곡선형  형태의 지면 

곡선  지면의 높고 낮음의 볼륨을 이용한 인조적인 지면

입체
 놀이터의 컨셉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돌출과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를 지면에 형상화 한 형태

공중
 공중 놀이구조물의 뒷받침하는 

안정성을 고려한 형태의 지면

영역
구분  각 영역의 구분을 길과 지면의 형태로 구분한 타입

복합  다른 영역들을 연계 및 혼합으로 구성한 타입

세로

실천놀이 신체 반복적인 운동의 기능놀이와 구성놀이

상징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놀이의 극적놀이와 상징놀이

규칙놀이   미리 규정한 규칙에 따른 혹은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

[표 3-6] 어린이 놀이터 디자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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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례분석
제1절 사례조사개요

1. 사례분석대상
연구의 목적인 어린이의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놀이터는 상상놀이

터 특성 및 디자인적 특성을 강하게 띄는 놀이시설이다. 향후의 놀이공

간의 조성에 있어 개선방안 및 규칙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사례 분석 대

상은 창의놀이터의 성격을 띄는 놀이터들을 중심으로 구성 및 놀이시설

물 형태를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지 선정 기준은 창의적 새로운 형태 혹은 기존의 

낙후된 놀이터에서의 개선선행사례지로서 2005년 이후부터 최근(2017

년)에 이르는 재조성 및 새롭게 조성 된 10 곳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

사하였다. 

다음 [표 4-1]은 사례분석 대상지와 위치, 조성년도로 구분하여 정리

하였다.

NO 대상지 형태 위치 조성년도

1 하계 상상어린이공원 공원  노원구 하계동 273-3 2010

2 서교 어린이놀이터 공원 마포구 양화로 11길 21 2013

3 양평 상상어린이공원 공원 영등포구 양평동 4가 301-7 2016

4 잠실 어린이탐험공원 공원 송파구 잠실동 1-1 2014

5 달님 어린이놀이터 공원 강동구 길동 405-21 2016

6 난우 어린이놀이터 공원 관악구 천중로 40길 66 2016

7 미림 어린이놀이터 공원 관악구 호암로 20길 79-1 2016

8 꿈틀 상상 어린이공원 공원 광진구 매헌로 99 양재동 236 2015

9 힐스테이트 아파트 서초구 신반포로 16길 15-20 2011

10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마포구 서교동 489 2012

l

[표 4-1] 사례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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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방법
분석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어린이 놀이터 특성을 분석틀로 

제시하여 국내사례 10곳, 해외사례 10곳의 순으로 조사한다.

 분석 항목은 가로구성으로 1)지면에서 평면형,자연형,곡선형,입체형,공

중형으로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2)영역에서 영역구분성,복합구성형으로 

구분한다. 세로구성으로 놀이요소를 나열하고 3)상상놀이 유형에 따른 

놀이특징과 정도에 따라 파악한다. 놀이기구는 4) 발달학적 측면에 기인

하여 신체,인지,사회성,창의성,정서,언어와의 관계를 연결 짓고 발달특성

을 파악한다. 이후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 놀이터에 적용 된 내용 

및 개선점을 종합 분석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도표는 반영된 강도에 따

라 ‘●매우 강함, ◎강함 ,◯보통, -없음’ 4단계로 설정하여 표기하였다.

No. 대상지

위치 연도

놀이터 유형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영역구분성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복합구성형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표4-2] 사례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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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례분석
1.국내사례        

   

No.1 하계 상상어린이 공원

위치 서울시 노원구 273-3 연도 2010

놀이터 유형       심미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1-1미끄럼틀,1-2나비벽,1-3

쉼공간)②클라이밍③그네 ④역할놀이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나무를 중심으로 한 조합기구에서 다양한 놀이로 신체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적합하다. 

숲테마와 연결해 동물들이 형상화 되어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표4-3] 사례1-1 하계 상상어린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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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서교 어린이 공원

위치 마포구 양화로 11길 21 연도 2013

놀이터 유형      심미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사다리,1-2미끄럼틀,1-3다

리,1-4솟대 ②그네③시소④흔들기구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2가지 조합기구(신식,구식)가 설치되어 있는데, 컨셉에 맞추어 조성된 신식기구와 기존의 

조합놀이에 국한된 구식기구가 조성되어 있으며, 1기구의 장승솟대와 오름기구에서 

표현하여 보이고자 하는 컨셉을 부각시키고 있다. 2기구에는 한글의 습득을 위한 

지적기구가 추가되어 있고 컨셉의 영향으로 상징놀이 및 신체놀이에 적합하고 전체적으로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이 크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표4-4] 사례1-2 서교 어린이 공원



- 56 -

 

No.3 양평 상상어린이 공원

위치 영등포구 양평동 4가 301-7 연도 2016

놀이터 유형    심미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1-1계단,1-2미끄럼틀,1-3다리

②조합(2-1그네,2-2지적,2-3시소) ③모래

놀이터④시소⑤흔들기구⑥~⑨숲놀이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숲을 테마로 하여 앵무새를 조합기구에 형상화하고 조명에서도 나비 및 식물의 표현을 

표현하는 등 창의성과 정서발달에 영향을 준다. 오른편에 숲놀이를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서 행동하는 행위가 다양해지게끔 한다.

[표4-5] 사례1-3 양평 상상어린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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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 잠실어린이탐험 놀이터

위치   송파구 잠실동 1-1 연도 2014

놀이터 유형   탐험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미끄럼틀,1-2클라이밍, 

1-3동력사이클,1-4회전판)②와이어기구

③시소④흔들기구⑤쉼 공간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평면형의 지면에 곡선의 흐름과 상쾌하고 안정적인 색채로 지면을 조성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탐험이라는 컨셉에 맞게 오르내림, 신체의 다양한 면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조성되어서 신체발달에 매우 적합하며, 비행기 컨셉을 적용하여 

놀이기구를 이용하는데 창의성,인지 발달을 자극한다. 휴게시설로 정자 및 테이블, 벤치 

등이 조성되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이의 편의에도 매우 적합하다. 

[표4-6] 사례1-4 잠실 어린이탐험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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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달님 어린이 공원

위치 강동구 길동 405-21 연도 2016

놀이터 유형       탐험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미끄럼틀,1-2클라이밍, 

1-3트랙,1-4밧줄오르기,1-5오르기,1-6하늘

사다리)②쉼공간③광장⑤모래놀이터⑥벤치⑦

흔들의자●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단일놀이기구를 적용한 놀이터로 복합기구는 아니지만 가로구성의 지면의 볼륨을 통해 

곡선적인 언덕을 형성하여 대지로서 하나의 놀이기구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질감이 없는 

자연스러운 형태로서 다양한 놀이와 시각적인 효과를 충족시켰다. 어린이의 신체적인 

발달에 중점을 두었고 신체발달과 창의성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여유롭게 휴식공간 및 

식수대 등이 배치되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천,규칙놀이에 적합하다. 

[표4-7] 사례1-5 달님 어린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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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난우 상상어린이 공원

위치 강동구 신림동 652-160 연도 2016

놀이터 유형      탐험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미끄럼틀,1-2오르기, 

1-3기어가기②모래놀이터③소꼽놀이공간 

④쉼 공간 ⑤운동기구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기존 다른 볼륨의 대지에 박스형 놀이기구로 자연스레 연결지은 형태로 평면과 입체지형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놀이기구의 적절한 분포와 역할놀이 탐구놀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각각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놀이 유형을 어울러 즐길 수 있다. 벽화와 화사한 색채를 

적용하여 색채감과 경쾌함이 장점으로 어린이에게 감성과 창의력, 인지발달적인 면을 

기대할 수 있다.  

[표4-8] 사례1-6 난우 상상어린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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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미림 상상어린이 공원

위치 관악구 호암로 20길 9-1 연도 2016

놀이터 유형      탐험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미끄럼틀,1-2계단) 

②통로③모래놀이터④시소⑤쉼공간벤치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철제재료를 이용하여 선형으로 이어진 단일놀이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각적,신체적 발달에 집중 된 놀이터형태이다.  

실천놀이에 해당되며 영유아에게 적합한 단순 신체놀이에 적합하다.

[표4-9] 사례1-7 미림 상상어린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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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서울 어린이 대공원 꿈틀 놀이터

위치 광진구 능동로 216 연도 2015

놀이터 유형        심미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미끄럼틀,1-2오르기,1-3

지적기구,1-4건너가기,1-5 기어가기,②

모래놀이터③시소④그네⑤소꼽공간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비비드한 노랑색의 큰 조합놀이기구를 중심으로 놀이기구 성격에 따라 복합구성되어 있다. 

신체의 다양한 행위를 위한 대지,놀이기구에 적용되어 있으며, 소리,지적놀이대에서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 사회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표4-10] 사례1-8 서울 어린이 대공원 꿈틀 놀이터



- 62 -

   

No.9 힐스테이트 어린이 놀이터

위치 서초구 신반포로 16길 15-20 연도 2011

놀이터 유형   탐험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미끄럼틀,1-2계단,1-3오름

다리,1-4동력사이클,1-5회전판,1-6관찰대,1

-7지적)②시소③소리④그네⑤회전⑥흔들

⑦쉼공간 ⑧모래놀이터,소꼽공간●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탐험놀이터를 테마로 에너지와 연관하여 놀이기구가 조성되어 있다. 신체의 움직

임에 적합하게 기구가 조성되어 있으며 신체,인지,창의성 발달이 강하게 나타난다.

[표4-11] 사례1-9 힐스테이트 어린이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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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메세나폴리스 놀이터

위치        마포구 서교동 489 연도 2012

놀이터 유형        심미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미끄럼틀,1-2계단

1-3중앙광장,1-4봉,1-5) ④테마전망대

⑤시소⑥광장⑦조합기구(1-1a미끄럼틀,1-2

오르기,1-3건너기⑧흔들⑨시소●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어린이의 다양한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가 조합되어 있으며, 줄을 이용한 

건너기 등 균형을 잡는 놀이기구도 조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신체를 위주로 한 놀이기구 

중심이다. 그 외에 소리, 회전놀이대 등을 통해 지적 놀이대가 포함되어 있다. 창의성과 

정서,언어적 발달의 요소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표4-12] 사례1-10  메세나폴리스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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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해외사례

  

No.1 El Hormiguero de Alcobendas

위치 Alcobendas, Spain 놀이터 유형 심미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미끄럼틀,1-2웨이브로드②모

래놀이터,그네 ③쉼공간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서로 다른 공간구역을 설계하기 위해 개미총이란 주제로 다양한 길들을 재현하였

다. 보도 위에 개미그림으로 길을 알리거나, 놀이기구를 개미모양으로 만들고 공원

의 외관선을 개미형태를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각 구역의 차별화를 위해 포장재

의 재질과 색상을 다르게 하고 대지지면이 평평한 게임 공간과 표면이 분화구 모양을 

형상화하여 아이들이 놀 때의 움직임을 반영한 곡선 형태로 되어 있다. 

[표4-13] 사례2-1 El Hormiguero de Alcoben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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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서울 어린이 대공원 꿈틀 놀이터

위치 Amsterdam, Netherlands 놀이터 유형 생태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미끄럼틀,1-2굴다리,1-3로

프놀이대 ②모래놀이터 ③자연언덕 

④클라이밍 ⑤쉼공간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스포츠 공원으로서 녹지와 자전거도로, 놀이시설이 어우러진 곳으로 인공언덕에 두 가지 

유형의 놀이시설이 있다. 한쪽은 모험놀이요소 놀이기구와 언덕 끄트머리

에는 다양한 난이도로 설계된 3.5m 높이의 암벽이 서 있어 도전적 놀이형태를 충족시켜 

준다. 실천 놀이에 적합하고 상징,규칙놀이에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다.

[표4-14] 사례2-2 Meerpark public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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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Melis Stokepark

위치 Hague, Netherlands 놀이터 유형 도전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미끄럼틀,1-2해먹,1-3

울타리로드,1-4벤치,굴다리) ②잔디공간 

③모래놀이터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자신의 역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아동에게 도전거리를 제시해 제약 없이 놀 수 

있도록 한다. 형태와 색상을 정확하게 표현해 아동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원형 경기장 

형태로 입체형 지면이며, 나무판과 모래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전적인 놀이와 

한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어우러져 있다. 

[표4-15] 사례2-3 Melis Stoke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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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 Evelyn Court Playground

위치 Hackney, London, UK 놀이터 유형 생태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미끄럼틀,1-2오르기,1-3

데크다리,1-4굴다리 ②도보 ③잔디 

④쉼공간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고밀도 주택단지에 기존 놀이터를 확장한 것으로 모든 연령집단이 녹지를 이용하도록 

조성하여 이 곳의 놀이 특성은 일련의 언덕들로 이루어진다. 자연곡선적인 지면의 형태로 

대지를 놀이기구로 유입시킨 좋은 사례이다. 재료를 목재와 흙을 사용하여 자연적이고, 

터널, 난간, 그물,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신체 및 상징놀이에 적합하다.

[표4-16] 사례2-4 Evelyn Court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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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Sculptural Plyground

위치 Wiesbaden, Germany 놀이터 유형 도전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오르기,기어가기1-2건너가기

,1-3매달리기②언덕기구 ③모래놀

이터 ④쉼공간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세 가지 구성요소르 이루어졌는데, 첫째, 기존의 나무들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가는 2개의 

녹색 강철관으로 된 구조물이고 이 사이에 그물이 하나로 길게 이어져 있어 아이들이 

활동들이 계속 이어진다. 둘쩨, 구조물 안에 설치된 모형지형으로 이 작은 언덕과 고리들은 

녹색 연질고무로 제작했고, 주변에는 모래를 깔았다. 셋째는 휴게공간의 확장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소비할 수 있다.

[표4-17] 사례2-5 Sculptural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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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Takino Suzuran Hills Park

위치 Hokkaido, Japan 놀이터 유형 심미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매달리기, 1-2오르기, 1-3 

건너기,흔들기구 ②쉽공간 ③트램펄린공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개미둑, 흰개미집, 벌집 나뭇가지에 둥지, 지하의 굴, 거미줄, 동굴에서 볼 수 있는 

자연조각 형상같은 자연현상에서 영감을 얻었다. 유동적인 새로운 재료의 이용으로 하나의 

놀이기구로 다양한 신체적 놀이를 제공하고, 공원의 일련의 구역을 오솔길로 이어 아이들이 

자연적인 환경에서 재미와 배움을 얻도록 유도하였다. 다채로운 색상의 그물로 

창의력,정서적 발달을 이룬다.

[표4-18] 사례2-6 Takino Suzuran Hills Park



- 70 -

No.7 Emslie Horniman Parkd

위치 London, UK 놀이터 유형 심미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언덕, 1-2흔들기구, 1-3 

미끄럼틀 ②물놀이 ③그네 ④광장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낙후된 유원지를 활성화시킨 케이스로 대지의 의도한 볼륨을 주어 대지면이 하나의 놀이로 

놀이기구를 잇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각기 다른 색상으로 대지를 표현하여 화사한 공간을 

제공하며 물놀이터, 휴식, 놀이공간 등이 구분되어 정서 및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 

[표4-19] 사례2-7 Emslie Hornim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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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Asahikawa Shunkodai Park

위치 Hokkaido, Japan 놀이터 유형 도전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 전망대,데크 1-2 

철망다리,1-3 클라이밍 ②잔디 쉼공간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지붕이 있는 2층 놀이터로 겨울철 폭설이 심한 아사히카와에 위치하고 있어 한겨울에 

이용할 경우 불편이 없도록 커다란 지붕을 덮었다. 주로 보온과 내구성 등 기능을 중히 

여겼으며 재료로는 나무와 강철로 지어졌다. 도전 놀이터로 신체의 이용의 난이도가 있는 

기구들로 조성되어 있고, 기구안을 다니면서 주변환경의 살핌으로서 인지,사회성,신체 

발달이 크게 이루어진다.

[표4-20] 사례2-8 Asahikawa Shunkodai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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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Sculptural Plyground

위치 Mostoles, Madrid, Spain 놀이터 유형 심미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1-1미끄럼틀,1-2오르내리기(그

물망,계단,사다리), ②역할놀이 

③쉼 공간 및 언덕놀이대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콘크리트로 파도 모양을 내어 바다로 형상화한 곡선지면과 놀이기구는 배와 섬으로 형상화 

한 주변에 용 한 마리와 성이 있는 듯한 컨셉형 놀이터이다. 바닥이 충견을 완화해 안전이 

보장되고 위 놀이기구를 경험하며 실천놀이가 이루어지고 신체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  

해적선이란 테마로 인해 상상력을 자극하여 역할놀이 상상놀이가 다양하게끔 해준다. 

[표4-21] 사례2-9 Jardin des du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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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Playground in Belleville Park

위치 Paris,France 놀이터 유형 도전 놀이터

이

미

지

놀이터 공간 구성 유형 분석 

가로

구성

평면 곡선 자연 입체 공중

세로

구성

①조합기구 (1-1오르내리기계단,1-2

클라이밍) ②소리기구 ③로프오름대 ④데크 

⑤쉼 공간
◎ - - ● -

실천 놀이 단순한 신체 기능 반복 ●

영역구분성 - 상징 놀이 역할 놀이와 흉내 놀이 ◎

복합구성형 ● 규칙 놀이 규칙이 있는 놀이 ◎

세로구성에서 발달학적 특성

      (%) 낮음             높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결론.분석

경사가 급한 비탈들로 경관을 조성하였다. 더 대담한 모험적인 형태로 6세 이상의 

아이들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놀이기구를 탐험하며 스스로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규칙을 세워 놀이를 진행하여 다양한 놀이유형에 부합한다. 지형을 색상이나 소재, 형태를 

다르게 구분해 더 많은 게임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나무 표면, 콘크리트, 

합성수지가 다양한 질감을 제공한다. 인지발달 및 신체발달이 크게 이루어진다.

[표4-22] 사례2-10 Playground in Bellevill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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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앞서 분석한 국내 10개 사례와 해외 10개 사례를 바탕으로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구성적 측면과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물

을 어린이의 발달 영역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다. 

국내사례의 분석으로는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의 유형으

로는 심미적 공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도전, 탐험, 가변적 유형은 

미흡하였다. 가로구성으로는 평면적 지면과 부분적으로 곡선적인 지면이 

혼합된 형태를 띄었고, 전체적으로는 가로구성은 지면의 평면적인 형태

가 주를 이루고 지면과 놀이기구가 개별적인 것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

다. 세로구성의 놀이기구는 놀이기구조합으로는 10곳 중 8곳이 복합적, 

2곳이 단일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놀이기구가 시각적 구조를 중점으로 

한 놀이터 조성과 부분적으로 지적발달을 고려한 소리기구 및 언어기구 

등을 조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신체적인 발달의 실천놀이와 상징놀이

를 위한 모래놀이터와 운동장, 지적발달을 도모한 놀이요소이 나타났다. 

또한 발달 영역으로 평가 했을 때, 단일놀이기구로 이루어진 공간은 신

체발달은 이루어지나,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달영역이 부족하였

고, 특히 창의성,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설물들은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놀이기구로 이루어진 공간은 인지, 언어, 사회성, 창의성 

영역에 세심히 신경 쓴 부분을 알 수 있었으며, 놀이터 공간의 지면 및 

놀이기구구조물의 재료는 다양성이 다소 미흡하고 자연스레 혼합되어 조

성되는 부분은 부족한 편이었다. 

해외사례는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의 유형으로는 심미적 

공간, 도전, 탐험적 측면이 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유형의 놀이유형이 

관찰되었다. 가로구성으로는 놀이터의 성격에 따라 지면이 조성되었으

며, 지면의 평면적인 지면과 곡선지면 및 자연지면의 이용이 주를 이루

었고, 평면지면과 곡선지면의 혼합이 많았다. 국내와 비교적 자연적 놀

이터로 조성하여 자연적 지면의 적절한 이용을 알 수 있었다. 세로구성

인 놀이기구의 조합으로는 10곳 중 9곳이 복합적, 1곳이 단일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놀이기구가 실제 체험을 중심으로 한 놀이의 다양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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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점을 둔 놀이터 조성과 신체발달 및 정서발달을 고려한 자연과 기

존 환경과의 연결 등 자율적인 놀이선택을 위한 놀이기구물로 조성하였

다. 또한 놀이기구 간에 연결되는 로프, 그물, 사다리, 암벽놀이 등을 활

용하는 등의 유동적 동선의 놀이가 많이 적용되어 있었다. 실천, 상징, 

규칙놀이 놀이형태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기타시설물로 모래놀이

터와 자연스런 테크 및 운동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른의 이용에도 적합하여 다양한 연령층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

하였다. 놀이터 공간의 지면 및 놀이기구구조물의 재료는 다양하고 적절

히 조성되었다. 또한 발달 영역으로 평가 했을 때, 특히 언어 및 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설물들은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놀이기구

로 이루어진 공간은 다양한 발달, 오감적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나

타났다. 

서울시 어린이놀이터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기구에 형상화 하는 표현

이 주를 이루었는데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대지와 주변 환경과의 자연스

러운 유입과 연결이 미흡하여 구조물이 두드러진, 대지 및 환경과의 개

별적인 개체로서 각인되어 그 공간에 대해 의구심과 탐구심을 연결하는 

개연성은 부족하였다. 더욱 주변 환경과 기구형태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체 및 사회성 발달에서 개인의 단순한 반복동작으로 이루어지는 

놀이행위 및 기구보다는 모래놀이, 공놀이, 줄타기, 암벽타기 등과 같이 

협동함으로서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 간의 연결을 위한 유

동적 놀이기구와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는 놀이형태가 필요하다. 

언어, 지적발달에서 소리기구, 언어, 숫자를 위한 지적기구들 적용 

된 놀이공간을 다소 볼 수 있었는데 향후 언어, 지적 발달영역을 중심으

로 테마놀이터가 조성된다면 독창적이고 새로운 놀이터 공간이 조성될 

거라 생각된다.

창의성, 정서발달에서 상상력의 자극 및 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컨셉

을 유추할 수 있는 현상화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구름 그네, 꽃 분수, 

동산 클라이밍, 벽화와 같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의적 디자인이 적용 

된 놀이기구, 시설물을 제공하고 공간에 일체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정서와 행동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

의적 구성 및 시설물의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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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앞서 분석한 사례들을 통해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로 창의적 증진을 

위한 놀이터 구성요소로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놀이터의 기본적인 대지로서 가로구성이라 정의한다. 가로구성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평면형, 곡선형, 

자연형, 입체형, 공중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놀이터의 성격이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지면을 이용한 디자인 및 발달을 위한 표현방법으로 표

현 할 수 있다. 기존의 국내 놀이터는 주로 평면형의 지면을 이루는데 

자연의 볼륨을 이용한 자연형, 의도적인 볼륨의 곡선형, 입체형 그리고 

공중성 놀이구조물을 지탱하는 입체형의 다양한 지면형태를 통해 어린이

의 유연적인 창의놀이를 위한 놀이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놀이시설물 및 구조물로서 세로구성이라 정의한다. 세로구성은 놀이터의 

주가 되며 놀이기구로서 각 기구성격에 따른 발달학적 특성과 연결 되어 

놀이기구의 연령별 차이에 따른 놀이기구의 이용과 성격을 분석함으로 

어린이의 연령에 따른 놀이기구 설치에 도움이 된다. 셋째로 놀이터에서 

나타나는 각 놀이기구가 신체, 인지, 사회성, 창의성, 정서, 언어 발달과 

연결되어 어린이의 발달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놀이

기구 발달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과거와 현대 놀이터에서는 꾸준히 

신체적인 발달과 연결되는 놀이이구가 주를 이루는데, 현대의 창의적 놀

이터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촉진과 역할놀이, 직접 경험을 통한, 자연스러

운 표현방식을 위한 창의성, 정서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하나의 놀이

구성요소로 언어발달 혹은 지적 호기심과 습득을 위한 놀이기구도 조합

되어 있음으로 어린이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의 어린이의 성장은 다방면에 적용되어 아이의 전인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린이의 발달은 놀이공간에서의 상호작용과 놀이기

구를 이용하며 경험하는 인지 및 경험 등을 통해 발달된다. 이러한 어린

이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있어 발을 디디는 지면의 형태와 어린이 놀이터

의 분위기 및 놀이구조물 등에 아이의 정서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어린이 놀이터의 구성을 가로와 세로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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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 공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집중하여 어린이 놀

이터라는 큰 형태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각 공간의 디자인적 규칙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지면과 놀이시설물에 대한 체계화를 위해 연구되어

졌다. 세로구성의 어린이의 발달학적 측면에서의 놀이기구 분석을 바탕

으로 어린이 놀이터 계획 시 어린이 성장 발달을 위한 합리적인 놀이시

설물을 형성하여 전인적인 배움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하고 향후

에도 어린이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린이 공간에서의 

어린이를 위한 형태와 본질적 이해의 폭을 넓혀 어린이 놀이터 구성에 

대한 디자인적 형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창의성 증진을 위

한 어린이 놀이터 구성 및 놀이시설물에 활성화의 척도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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