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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자폐(Autism Spectrum Disorder)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

고, 의사소통하고,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지

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신경학적 발달적 장애이다. 대인

관계의 어려움, 반복적인 행동,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

통에 대한 어려움 등의 특징이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매년 

자폐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특별한 치료방법이 아직까지 없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을 통해 생활 환경이 자폐인들의 생활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들이 나와있

다. 실내조명의 컨디션에 따라 매일 제대로 잠을 들지 못하

는 아이가 편하게 잠들은 경우도 있고, 울며 보채는 아이가 

어느 특별한 색으로 디자인된 공간에 머무른 후엔 웃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그렇다면 이들

이 매일 생활하는 주거공간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하

여 디자인하면 힘들어하는 자폐인들에게 좀더 편하고 안락

한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모

아 놓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글을 정리해봤다.

자폐인들에겐 두가지 타입의 sensory level이 있다.

Hypersensitive 와 hyposensitive 인데 개인에 따라 각자 다른

sensory level 로 감각적 반응을 한다. Hypersensitive 한 사

람은 감각적 요소에 극심한 반응을 보이며 밝은 빛에 대한 

공포, 소음에 불안해 한다, 그리고 감각적 자극을 피하려 한

다. 반면 hyposensitive 한 사람은 감각에 천천히 반응하고

일부는 감각적 자극, 소리, 움직임 등을 찾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각기 다른 sensory level 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특정

의 디자인이 모든 자폐인에 효과적이라 할 수는 없다. 여기

의 design recommendation 들도 부분부분 각자 개인의 상황

에 맞게  적용 하는게 옳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II. 자폐인을 위한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

•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자폐인들에게 안전한 생

활공간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다. 특히 이들은 환경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고 신체적

으로 취약한상황이다. 이들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는 디

자인으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한 환경관리가 중

요한 요소중의 하나다.

•  또 하나의 자폐인의 특징은 바뀌는 환경에 쉽게 적응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장소와 활동의 변화에

혼란스러워 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익숙

해 보이도록 하는 환경조성과 공간의 부드러운 전환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편하게 환경

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  이들의 특수한 감각에 대한 반응상태로 인해 이들에

게 감각 과부하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잘 정돈된 질서정연한 실내는 거주자를 진정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나 자연광을 실내에 들어

오게 함으로서 정신적 신체적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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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지만 약간의 자극은 공간에서 느끼는 지루

함을 덜어 줌과 동시에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

는데 도움이 된다.

•  대부분의 자폐인은 기존의 기능적 영역설정보다는 감

각적 영역 설정에 따라 주변의 기능적공간을 식별 할 

수 있다. 다양한 구역과 공간의 특징이나 기능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의 색상을 사용한 디자인이 공

간인식에 도움이 된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존감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개인용

품이나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사진, 미술대회 상

장이나, 트로피 같은 기념 될 만한 물건들을 진열해 두

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인이 선호하는 색상을 

같이 고르게 함으로서 본인을 위한 본인만의 공간이라

는 상징성을 주는 방법들은 이들의 자부심과 자존감 향

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Ⅲ. Design Recommendations

• 전략적 공간구성

첫번째는 공간흐름의 명확성이다. 이는 공간들끼리 의 연

결성과 공간의 흐름을 잘 이해 할 수 있는 Way Finding 요

소들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가구 배치 등을 통해 공간이 보

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Layout이 되어야한다. 공간 배

치는 공간과 공간사이에 명확한 시각적 접근을 통해 공간

의 배치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한다. 어느 공간에 들어

가기 전에 공간을 미리 보고 그 공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half-wall 이나 벽의 cut-out 부분을 만들어 공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예이다. 공간별로 특정 용

도와 기능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위해 색상이나 서로 다른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다.

• Living Room

가구배치를 통해 다양한 interaction을 할 수 있는 공간구

성을 함으로서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공간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너무 지나친 장식이나 필요 

없는 디테일을 피함으로써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인 복잡함

을 느끼지 않도록 해준다. 특히 자폐인들은 대여섯 명의 사

람들도 혼잡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여러 사람으로 혼

잡하다고 느낄 때 잠시 떨어져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나 

가구배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자폐아동들은 어질어

진 공간이나 잘 정돈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더욱 힘들어하

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장난감이나 놀이도

구들을 사용한후 넣어서 보관 할 수 있는 적당한사이즈의 

장난감박스나 문이 달린 수납공간은 잘 정돈된 실내공간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침실

침실은 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가급적이면 침실사용자

와 함께 색상을 비롯하여 본인이 선호하는 가구들을 같이 

계획함으로써 자기방을 자기가 디자인했다는 자부심과 공

간에 대한 ownership을 줄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과거 사진 

등 기념할 수 있는 물건등 (memorabilia)을 방안에 전시함으

로써 본인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침실

의 일반조명은 가급적 간접조명을 이용하여 빛에 의한 자

극을 피해 시각적 편안함을 줌과 동시에 책상 등 에는 task 
lighting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침구는 직

접피부와 닿는 재료이므로, 사용자의 tactile sensory level에 

맞는 감촉의 침구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에 따라 무거운 담요 (weighted blanket)가 깊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다. 

• 욕실

목욕실은 사고방지가 중요한 공간중의 하나이다. 바닥 재

료 선택 시 미끄럼을 방지 할 수 있는 non-slippery 타일과 

변기, 샤워실, 욕조 옆 에 손잡이 grip bar 설치 등으로 안전

▲ [그림 1] Transitional space to preview other room 사례, 

Sankasha 자폐센터, Amamiyoshima, Kagoshima Hyun, 

Japan / Design by K. Jeon, Photo by M. To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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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수도나 샤워 꼭

지는 물의 온도를 조절하기 편한 단일 수도꼭지를 설치를 

추천한다. 욕실의 환풍기는 가장 소음이적은 fan 설치하여 

사용자가 fan의소음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 Escape Room

 Escape Room은 자폐인이 무슨 일을 하는 도중 갑자기 

meltdown이 되는 상황에서 잠시 어느 공간에 들어가 진정

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meltdown 된 기간동안 같

이 활동하던 다른 사람들의 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고 본

인도 private 공간에서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어서 자폐인

에게는 진정 필요한 공간이다. 이 escape room 은 공공장소 

같은 시설물 뿐 아니라 주거공간에서도 필요한 공간이다.

• Color 

자폐인들의 생활공간의 원색계통의 밝은 색상보다는 부

드러운 틴트된 파스텔색상이나 회색계열의 색상으로 긍정

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색상으로 사용자의 감각

을 자극하지 않는 색상을 추천한다. 핑크나 보라색은 사용

자의 자극된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페인트를 칠할 경우 휘발성냄새 자

극이 없는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free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 조명

자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각적요소중의 하나가 실

내조명이다. 보다 편안한 시각적 공간을 제공하기위해 깜

박거림이 없는 전구의 선택, 반짝거려 빛을 반사하지 않는 

무광의 표면재료선택이 필요하다. 직접조명으로 인한 눈

에 오는 자극을 최소화 하기위한 간접 조명 방식의 조명시

스템과 조명기기의 선택이 필요하다. 또 조명의 밝기를 쉽

게 조절 할 수 있는 dimmer 설치는 도움이 된다. 가급적 

풍부한양의 자연채광을 이용하는 게 좋다 하지만 자연채광

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day light control 방법을 고려

해 두어야한다.

• Biophilia 

식물, 암석, 자연채광 등 자연의 요소를 실내에 들여와 

실내환경에 융합되도록 하는 것은 주거인의 효과적인 휴

식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

움을 준다. 

Ⅳ. Design for Autism is the Universal Design

위의 Design Recommendation 대부분은 꼭 자폐인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닐 수 있다.  많은 부분이 모두에게 필요

한 안전한 주거공간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이다. 

또한 Biophilia 등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위해 필요한 요소

들은 자폐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이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결국은 자폐이들을 위한 디자인이 모든 사람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Universal Design 이다. 

▲ [그림 2] Escape Room, COVE 자폐센터, Paradise, 

California / Design by K. Jeon, Photo by K. Jeon

▲ [그림 3] Biophilia Application 사례, SOAR 자폐센터, 

Chico, California  

/ Design by K. Jeon & K. Ahn, Photo by K.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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