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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global society, a universal design paradigm that respects diversity and human rights has been introduced, 

and classes for this are also emerging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conduct these classes and measure the 

effects of the classes. The method of this study used experimental Pre test-Post test Experimental Design 

method to conduct the lecture and measure the changed effect before and after class. The study subjects gave 

a total of 30 hours of lectures over three months to 16 graduate students at Y University. The effect of the class 

measured as a result of this study was significant in all six categories, a total of 25 questions. Th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lecture was improved by a total of one point on average, and in detail, the understanding of 

the universal design paradigm and the understanding of practical technology techniques was the highest. On the 

other hand, the universal design environment and product understanding for various functional places were the 

lowest. Therefor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teaching effect of universal design was high and that these 

modules were useful for nurturing future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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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 1 .  연구 배경

유니버설디자인(UD: Universal Design)이란 다수의 사용

자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유니버설(Universal)

은 역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 명이후 산

업화가 진행되면서 20세기의 디자인은 다수의 을 

한 량생산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는 상 으로 약자

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다. 창기 정의된 무장애 디자인 (Barrier 

Free Design)을 넘어 최근에는 더 포 인 개념으로 쓰

인다. 건축학 분야에서는 1974년 사용되기 시작하 고 

무장애 디자인에서 시작된 유니버설 디자인은 기존 무장

애 디자인이 갖는 장애인을 한 디자인에서 더욱 보완

되고 발 하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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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미경, 송 진. 창의·인성 교육을 한 서울시 특성화 고등학교 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2000년도 이후 환된 유니버

설디자인의 패러다임이 국내에 빠르게 보 되었다. 유니

버설디자인은 근본 으로 시 변화에 따라 필연 으로 

생긴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일단 패러다임이 한번 태동

하게 되면 이와 련된 연구와 실천 사례가 축 됨으로

써 지식기반이 마련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다양

한 수 의 교육체제에서 가르칠 필요성이 두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제목의 수업이 개

설되었고, 강의가 실행된 이후 수업내용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함으로써 교육 로그

램이 지속 으로 발 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발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상을 보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시행착

오 없이 발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 고등교

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하는지에 따라 미래의 우수

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요하다.

니버설 디자인 수업 지도안 연구. 조형미디어학, 19(3), 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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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이 론  배경

로 드 메이스(Ronald L.Mace)는 모든 사람들이 최

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에 한 디자인

이라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정의하 다. ‘연령이나 능력에 

계없이 일반 인, 보편 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는 유니버설(Universal)은 장애의 여부, 연령 등의 모든 

차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모두를 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 할 수 있다.2)

국내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평가 기 을 마련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처음에 ‘유니버설 디자

인 4원칙’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수정·보완하여 1997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7원칙’이 개발되었다. 이후 박정아와 

이연숙(2001)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좀 더 포 으로 정

의하고자, 기존의 원칙과 머사 앤 리의 사용자 이득기  

이론을 종합, 수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 5원칙을 개발하

다. 5원칙은 응성(Adaptability), 지원성 (Supportiveness), 

상호교류성(Communicability), 쾌 성 (Pleasantness), 

근성(Accessibility)으로 정의된다.3)

1 . 3 .  연구 목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

회를 정 으로 이끄는 신  창의성을 고무시키고 실

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생되는 교육 효과를 측

정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다양성의 시  유니버설디자

인 이론, 상 건물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상 사용자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주제/아이템별 유니버설디자인 

비교 토론, 사회 신 기제로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나

어 다룰 것이다. 본 수업은 국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교

육 기 단계에 이루어진 선험 인 수업이다. 이러한 새

로운 수업들이 개설될 때, 그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발

에 필요한 연구를 지속 으로 해야 하지만, 이러한 측정

을 하는 연구들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니버설디

자인의 교육 확 를 통하여 지속 인 보완과 교육 상

을 확 할 필요가 있다.

2 .  연구 방법  범

본 연구는 Y 학교 디자인 련 특수 학원 16명의 

수강생들을 상으로 진행하 다. 교과목명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기간은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6월 29

일까지 15주(총 3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 학기동안 

진행된 강의로 공간디자인 공, 고·PR 공, 디자인경

공의 학생들이 수강하 다. 본 수업의 효과를 측정

2) Center for Universal Design (http://www.ncsu.edu)

3) 이연숙, 이수진, 민병아, 권 주, 오소 .. 노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해주는 부엌제품의 유니버설디자인 특성 분석 연구. 한국생태

환경건축학회 논문집, 6(4), 57-6. 2006

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수업내용 설명

1강

[개요]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의 

거시  이해

:시  발달 과정 속에서 본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미

거시  시  흐름과  사회의 특성 

그리고 미래 방향 에서 유니버설디

자인 패러다임의 의미와 시  필연성

을 다룸 

2강

[제1부] 다양성의 시  

유니버설디자인 이론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발달과 

보 /배경

유니버설디자인의 생성과 진화를 다양성

의 시 와 민주 철학과 연 시켜 인권을 

존 하는 윤리공학/디자인 패러다임을 

다룸

3강

[제1부] 다양성의 시  

유니버설디자인 이론 2

:유니버설디자인 원리/한국성

유니버설디자인 상에 한 이해와 실

천을 한 원리로서 세 가지 원리, 7가

지 원칙, 996원리를 소개하고 한국성과

의 계를 다룸

4강

[제2부] 상건물/사용자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1

:고령자주택/시설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고령자 주택과 시설의 개발 유형 구상 

단계에서부터 건축, 실내공간, 제품에 배

려되어야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특성을 

다룸

5강

[제2부] 상건물/사용자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2

:도시환경과 공공건축물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교통 환경, 공원, 놀이터, 가로, 공공화장

실, 공공건축물, 도시 내 제반 시설물에

서 배려되어야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특

성을 다룸

6강

[제2부] 상건물/사용자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3

:아동/여성/환자/가족 한 유디 

공간환경과 제품

다양한 생애주기의 가족 구성원이 사용

하는 공간 환경과 제품 속에서 배려되어

야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특성을 다룸

7강

[제2부] 상건물/사용자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4

:노인/장애인을 한 유디 

공간환경과 제품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하와 장애

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 

환경과 제품에서 배려되어야 하는 유니

버설디자인의 특성을 다룸 

8강

[제2부] 상건물/사용자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5

:한국의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 

재

로벌 사회에서의 경향과 비교 에

서 최근 한국의 공공환경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사례와 

특성을 다룸

9강

[제3부]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과 

장르별 사례 비교 1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방법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과 제품을 창조하는 

실천  방법과 과정 그리고 매 단계별 

요한 사항들에 하여 다룸

10강

[제3부]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과 

장르별 사례 비교 2

:건축/환경/건축물 유사사례 비교 

방법

수강생이 환경이나 건축물 에서 유사

한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이들을 세 

가지 유디 원리/기 에 따라 비교 분석

한 결과를 공유함

11강

[제3부]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과 

장르별 사례 비교 3

:주택/공간재/생활재 유사사례 비교 

방법

수강생이 주택 련 제품과 생활재 에

서 유사한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이

들을 세 가지 유디 원리/기 에 따라 비

교 분석한 결과를 공유함

12강

[제3부]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과 

장르별 사례 비교 4

: 장체험사례 공유  참여과제 

토론

한국의 노인복지마을, 장애인마을, 최신 

아 트단지의 장 사례를 실제 둘러보

고 여기에 내재된 유니버설디자인 특성

을 다룸

13강

[제4부] 사회 신 기제로서 

유니버설디자인 1

:다양성 문화/민주사회를 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떻게 다양성의 문화

와 민주사회의 실 과 연계가 되는지 여

러 환경  제품 사례를 통하여 이해가 

될 수 있게 함

14강

[제4부] 사회 신 기제로서 

유니버설디자인 2

:유니버설 환경과 제품디자인을 

통한 사회 신

환경과 제품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용하

는 것이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에 기여하는지 다각 인 시각에서 이해

하도록 함

15강

[종합] 유니버설 디자인의 포  

이해와 망

:유니버설 디자인의 미래 발  

방향

최근까지 유니버설디자인의 거시 , 미

시  진화 과정에 이해에 기반하여 미래 

고령/ 성장/첨단기술 시 에 발  

망을 다룸

<표 1> 「유니버설디자인」 교과목 수업내용 종합

수업의 효과 측정 도구는 6개 부문, 총 25개의 항목으

로 구성하 다. 6개 부문은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 이

해도, 유니버설디자인 실천기술기법 이해도, 다양한 기능

 장소를 한 UD환경과 제품이해도, 다양한 인구 

상을 한 UD환경과 제품 이해도,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만족도로 구성된다. 세부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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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 별 3～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25개 

항목으로 조사하 다. 효과에 한 분석 방법으로 사

사후 측정방법 (Pre test-Post test Experimental Design)

을 사용하 다.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리커트 척도를 사

용하 고 구체 으로 ①아주 낮음, ②조  낮은편, ③그

 그럼, ④조  높은 편, ⑤매우 높음으로 나 어 강의 

과 후의 효과를 측정하 다. 후에 각 항목별 평균을 

산출하여 개별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수업의 측

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

이해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정의/배경·진화/사회 신가치

유니버설디자인 

실천기술기법

이해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원리와 원칙/원칙에 따른 

실행기술·기법/무장애 인증제도

다양한 기능

장소를 한 

UD 환경과 제품 

이해도

주거공간(주택  거주시설)/옥외공간·놀이공간·정원/

공공공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이해도

다양한 인구

상을 한 

UD 환경과 제품 

이해도

어린이/여성/가족/장애인/고령자를 한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인식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요성/교육의필요성/사회변화 

기여도/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인식정도/UD교육 심정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만족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이 본인의 삶·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교육·수업내용 만족도/코로나사태로 인한 

One-line강의 방식에 한 만족도/유니버설 디자인 

수· 달 능력 정도

<표 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효과 측정 차원 도구

3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효과 측정 결 과

3 . 1 .  연구 결 과

본 연구결과 수업의 효과는 측정한 모든 6개의 부문, 

총 25개의 문항에서 유의 으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상

당히 많았다. 강의 후 변화는 평균 총 1 이 증진되었

고, 각 분야별 증진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참고)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 이해도는1.6 증진하 고, 유니

버설디자인 실천기술기법 이해도는 1.6 증진, 다양한 기

능  장소를 한 UD 환경과 제품 이해도는1.2 증진하

다. 그리고 다양한 인구 상을 한 UD 환경과 제품 

이해도는 1.4 증진하 고, 유니버설디자인에 한 인식도 

는 1.5 증가하 다. 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만족도도 

1.3 증진하 다. 

종합하면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 이해도와 실천기술

기법 이해도가 1.6 증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양한 

기능  장소를 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과 제품 이해도

는 1.2 증진하여 변화가 가장 게 나타났다. 반 으로 

후 변화가 증진된 것으로 보아 유니버설디자인의 수업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모듈

이 미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유용함이 증명되었다.

4 .  결 론

본 연구는 상기 제시된 과정을 통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수업이 학생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한 인식을 얼마만

큼 변화시켰는지에 한 효과를 측정해보았다. 측정한 

수업의 효과는 모든 6개의 부문, 총 25개의 문항에서 유

의 으로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았다. 반 으로 강의 

후 변화는 평균 총 1 이 증진되었고, 세부 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 이해도와 실천기술기법 이해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양한 기능  장소를 

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과 제품 이해도는 변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수업효

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도출해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모

듈이 미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유용함이 증명되었다. 앞

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교육 확 를 통하여 지속 인 보

완과 교육 상을 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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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o 내용
강의  후 

차이
① ②  ③ ④ ⑤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

이해도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정의에 한 이해도
2.8 4.1

1.3

2 유니버설디자인의 배경과 진화에 한 이해도
2.1 3.9

1.8

3 유니버설디자인의 사회 신가치에 한 이해도
2.7 4.3

1.7

유니버설디자인 

실천기술기법

이해도

4 유니버설디자인의 원리와 원칙에 한 이해도
2.3 4.3

2.0

5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따른 실행기술/기법에 한 이해도
2.5 4

1.5

6 무장애 인증제도와 유니버설디자인에 한 이해도
2.6 3.9

1.3

다양한 기능

장소를 한 

UD 환경과 제품 이해도

7 주거공간(주택  거주시설)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3.2 4.3

1.1

8 옥외공간/놀이공간/정원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에 한 이해도
2.8 4.2

1.4

9 공공공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에 한 이해도
3.1 4.3

1.2

다양한 인구

상을 한 

UD 환경과 제품 이해도

10 어린이/여성/가족을 한 유니버설디자인에 한 이해도
2.5 4.1

1.5

11 장애인을 한 유니버설디자인에 한 이해도
3.3 4.3

1.1

12 고령자를 한 유니버설디자인에 한 이해도
2.8 4.3

1.5

유니버설디자인

인식도

13 유니버설디자인의 요성에 한 인식정도
3.5 4.6

1.1

14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정도
2.9 4.5

1.6

15 UD교육의 사회변화 기여도에 한 인식정도
2.6 3.9

1.3

16 UD교육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에 한 인식정도
2.4 3.9

1.5

17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에 한 심정도
2.4 4.2

1.8

유니버설디자인

교육만족도

18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이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
2.9 4.3

1.3

19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이 본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3.0 4.2

1.3

20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수업내용 반에 한 만족도
2.8 4.4

1.6

21 코로나사태로 인한 One-line강의 방식에 한 만족도
2.1 3.3

1.1

22 유니버설 디자인 수/ 달 능력 정도
2.6 3.7

1.1

<표 3>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효과 측정 분석표

①아주 낮음 / ②조  낮은편 / ③그  그럼 / ④조  높은 편 / ⑤매우 높음

  개별 변화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