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공모전 안내문

서울어린이대공원 오즈의마법사 놀이터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 노는 ‘무

장애통합놀이터’� 공간으로 오는 12월 새롭게 개장합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장벽,� 태도의 장벽,� 정보의 장벽을 제거하여 장애ㆍ비장애인

이 동등하게 이용하는 놀이터를 의미합니다.�

웃음과 재미가 넘치는 무장애통합놀이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최종 선정작은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으로 활용되며 관련 홍보자료에도 널리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내용 :�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부지에 조성되는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

○�공모자격 :� 무장애통합놀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지역ㆍ연령 제한 없음)

○� 공모기간 :� 2015.� 10.� 8(목)� ~� 2015.� 10.� 28(수)

○� 접수방법 :�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과 의미 작성하여 제출,� 1인당 3편 이하로 공모 가능

①� [이름공모전 신청사이트(http://me2.do/IIA5Y2dr)]� 이용하여 접수

②�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www.accessrights.or.kr)]�

� � �공지사항에서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공모전 안내문’�다운받아 신청서 이메일(naea.knj@gmail.com)�접수

� ※� [이름공모전 신청사이트]� 또는 이메일 접수 중 택 1하여 공모

○�선정방법 :� 심사위원 심사회의를 통해 시상작 최종선정

○�심사기준

①�적합성 40%(무장애통합놀이터 의미가 반영된 명칭)�

②�공감성 30%(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칭)

③�대중성 20%(부르기 쉽고 친근한 정도,� 한글 명칭)

④�독창성 10%(흔히 사용되는 놀이터 명칭과 구별되는 새롭고 창의적인 명칭)

○� 결과발표 :� 2015.� 11.� 5(목)�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유선연락

○�시상내역

시상명 시상작품 수 시상품

최우수작 1편 문화상품권 30만원

우수작 2편 문화상품권 10만원

가작 5편 문화상품권 5만원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을 지어주세요.



○�유의사항

� -�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공모주체측에 귀속됩니다.�

� -� 본인 작품이 아니거나(표절ㆍ도용 등)� 국내외 사례를 복사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 표절로 확인될 경우 수상을 무효화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 최적안이 없을 경우 당선작 전부 또는 일부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향후 활용과정에서 공모주체측에 의하여 작품 내용이 다소 수정될 수 있습니다.�

� -� 동일한 작품이 접수 될 경우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작품으로 선정합니다.

○� 문 의 :�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02-765-6835)

※� 2015�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

�○� 장 소 :�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부지(약 2,800㎡)

� ○� 이용대상 :� 4~14세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와 동행한 가족

�○� 완공시기 :� 2015년 12월

� ○� 참여단위 :� 아름다운재단(사업총괄),� 대웅제약(기금후원),� 서울시설공단(부지 제공 및 관리),� � �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연대(사업운영)

※� 무장애통합놀이터 소식보기 http://bfchange.tistory.com/search/무장애통합놀이터



우리가 꿈꾸는 무장애통합놀이터

■�무장애통합놀이터란 어떤 놀이터일까요?

①�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장애인용 놀이터가 아니라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노는 놀이터

입니다.

②�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어린이뿐 아니라 장애 어린이와 동행한 가족,� 비장애 어린이와 동행한 장애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③� 무장애통합놀이터는 놀이기구와 휴게시설 등 놀이터 공간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한 놀이터입니다.

④�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어린이가 놀이기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미와 호기심,� 모험심,�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사용자인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디

어로 만들어지는 놀이터입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ㆍ비장애 어린이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조성 되는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



■�무장애통합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는?

①� 조합놀이대

�

◦�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진입로에서 자연스럽게 조합놀이대로 동선이 이어지도록 중앙에

배치했어요.�

◦� 조합놀이대에는 장애 어린이든 비장애 어린이든 유아를 동반하였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했고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감각 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 조합놀이대 중심부의 플랫폼으로 경사로뿐 아니라 암벽,� 계단,� 사면오르기 등 다양한 활동적인

놀이 형태로 접근 할 수 있어요.

◦� 조합놀이대에는 연령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2종류의 미끄럼틀을 설치했어요.� 원통형

미끄럼틀은 폐쇄감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분 투명창을 달았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미끄럼틀을 내려왔을 때 보호자가 휠체어를 갖고 내려오기 편하도록

미끄럼틀 주변에 경사로를 설치했어요.�

◦� 조합놀이대 내부 플랫폼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동하기 편하도록 여유롭게 공간을 두었어요.

②� 그네

�

◦� 그네는 다양한 어린이가 즐길 수 있도록 일반 그네,� 안전벨트가 있는 그네,� 바구니모양 그네로

3가지 종류를 설치했어요.

◦� 등받이와 벨트가 있는 그네는 일반 그네를 이용하기 불편한 어린이나 유아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형태의 그네입니다.

◦� 바구니 모양의 그네는 유아,� 장애 어린이 등 여러 명의 어린이가 안전하게 함께 탈 수 있는

형태의 그네입니다.�

③� 회전무대

◦�회전무대는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놀이시설이지만

최근 조성되는 놀이터에서 흔히 접하기 힘든 시설이기도

합니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탈 수 있도록 바닥과

놀이시설과의 단차를 없앴고,� 어린이들의 약한 힘으로도

돌리기 쉽도록 설계했습니다.

�

④� 언덕놀이

◦�놀이터 중앙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고무칩포장을 하고 언덕을 조성했어요.� 단지

평평한 땅을 뛰어다닐 뿐 아니라 언덕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이들의 놀이에 상상력과 활동성을

더해줍니다.



⑤�볼흔들놀이(균형잡기)

◦�손잡이를 꼭 잡고 흔들말을 이용하기 어려운 유아나 장애

어린이가 놀이기구 안에 들어가 앉은 상태로 흔들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반구모양의 볼흔들놀이를 설치합니다.�

1~2명의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

⑥� 유아놀이공간(기차조합놀이대,� 흔들놀이,� 시소)

�

◦� 유아들이 놀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차모양 조합놀이대와 흔들놀이,� 시소를 배치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보호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있어요.

⑦� 모래놀이공간

�

◦�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모래놀이를 할 수 있도록 모래밭

가장자리에 모래놀이벽을 설치합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벽의 창문을 통해 서로 마주보고 모래를

주고받으며 놀 수 있어요.



⑧�휴게공간 –� 나뭇잎파고라,� 평상

�

◦� 모래놀이공간과 유아놀이공간에 어린이와 동반한 보호자가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휴식할 수

있어요.�

◦� 그네나 회전무대 등 기다림이 필요한 놀이기구 주변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 어린이와 동반하다 보면 휴대해야 하는 짐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편하게 짐을 내려놓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평상이 있어요.

◦� 평상은 휠체어 높이와 맞추어서 휠체어 사용자와 눈높이를 맞춰 대화할 수 있고,� 평상에

접근하기도 쉽도록 원형을 응용했어요.

⑨� 음수대

◦�휴게공간과 모래놀이공간에 가까운 곳에 음수와 세족의

기능이 있는 음수대를 설치하여 모래놀이를 하고 물을

마시거나 간단히 씻을 수 있어요.

◦� 음수대는 휠체어를 사용자나 유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높이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휠체어 접근이

쉽도록 하부공간을 확보하고 손잡이를 부착해서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음수대 주변도 물론 턱이 없어

접근하기 쉬워요.

�

■� 기존에 있던 놀이시설물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 서울어린이대공원 ‘오즈의마법사 놀이터’에 있던 놀이시설물 중 낡은 것은 철거하고,� 다시 쓸 수

있는 시설물은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맞추어 재활용하였습니다.�

◦� 다른 모양과 다른 기능으로 변경된 놀이시설물도 찾아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