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조경학석사학 논문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과 효과

2015년 8월

서울 학교 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 공

오  민  석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과 효과

지도교수 배정한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서울 학교 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 공

오 민 석

오민석의 석사학 논문을 인 함

2015년 6월 

  원  장 (인)

부  원 장 (인)

       원 (인)



- i -

국문 록

환경복지의 시  조경의 사회  가치와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조경은 경

을 만드는 통  개념의 행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이 안 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실천  학문이라는 조경의 문성을 인식하고 

공공의 건강과 안 ,복지를 보호하기 한 법  제도와 개념을 확고히 하

고 있다.

특히 조경의 물리  상이 되는 다양한 경  에서도 근  조경의 태동

과 함께 등장한 도시 공원은 복지의 신념을 실 할 수 있는 환경  형태로 

기능해 왔으며,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쾌 한 환경과 사회  편익은 공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도시 공원이 공공의 복지에 정 인 향을 끼친다는 에는 동

의하면서도 정작 도시 공원에 내재된 복지 가치의 개념과,나아가 도시 공

원의 복지 가치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

재한 실정이다.이는 조경이 우리의 실제 생활환경과 한 계를 맺고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실천  학문이라는 을 차치하더라도,도시 공원과 

복지에 한 이론  연구가 조경의 이름으로 언 된 이 거의 없기 때문이

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와 계가 있는 사회복지학,건축

학,생태학,경제학,심리학,환경학,사회학,의학 등 범 한 분야의 문헌

과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과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 다.

먼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란 “도시 공원을 조성하고 개선하여 쾌 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공원이 갖는 사회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안

하고 평등하게 이용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체의 안녕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는 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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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을 의미하는 ‘기능성’과 그러한 편익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는 ‘형평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복지를 실천하기 해서는 사람들의 욕구를 찾아내고,이를 충족시

켜  수 있는 합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그 자원을 가장 효율 으로 

달할 수 있는 달체계를 설계해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신

체 ·정신  건강이나 사회 활동 등에 한 개인의 욕구와 심은 도시 공

원이 갖는 복지 가치를 실천하기 한 구성 요소  욕구에 해당하며,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사회  편익은 수 자가 지닌 욕구나 문제를 충족시켜  

수 있는 자원이 된다.

그 다면 욕구와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달체계에 해서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는데,일방 인 방향성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도시 공원

은 공원의 제공과 동시에 사회,가족  개인 등 모두의 극  참여가 함

께 이루어졌을 때 궁극 인 복지 가치의 구 이 가능하다.그러므로 개인과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으로서 도시 공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도시 공

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건강하고 안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효과를 건강 증진  경제 ·환경  효과

로 구분하여 정립하 다.도시 공원은 첫째,신체 ·정신 ·사회  건강을 

증진한다.신체  활동은 비만이나 성인병 등 이와 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방할 수 있다. 한 도시 공원  녹지 내 자연과의 교감은 정신  건강,

특히 우울증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뿐만 아니라 휴식,회복,스트 스 

해소,사회  유 감  상호 작용 등 다양한 범 에서 인간에게 정 인 

향을 끼친다.

도시 공원은 주의력 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효과 이다.

도시 공원 내 숲,정원,습지 등을 활용한 치료나 자연과의 은 주의력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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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 과잉행동장애(ADHD),주의력 결핍장애(ADD)등을 완화시킨다.

둘째,도시 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도시의  산업에 기여,공원 부지 

자체의 지가  주변 부동산 가치 향상,세수 확보 등 경제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셋째,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는 기오염 개선  정화,특정 야생동물을 

한 서식처 제공,홍수 감  물 리 역할,도시 열섬 효과 개선,기후

변화 응  경감 등 환경  지속가능성에 정 인 향을 끼친다.

한편,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는 개인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과 경

제 ·환경  지속가능성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이와 동시에 부

정  효과 한 목격되고 있다.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사회  편익은 공공

의 복지에 정 인 향을 끼치지만 이와 함께 도시 공원 분배의 형평성이

나 환경정의 문제,도시 공원의 환경  불평등 상  건강상의  한 

존재하 다.

즉, 통 이고 오래된 소득층 지역 혹은 산업 부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도시 공원 조성 계획  략들이 오히려 공원 인  지역의 지

가 상승이나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 공원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소득층을 내쫓는 이른바 ‘도시 공원의 환경  불평등’ 상이 발생하

고 있으며, 소득층이나 소수 커뮤니티를 심으로 높은 인구 집 을 나타

내고 있는 공원 인  지역에서 심각한 기오염  교통안  문제가 두되

는 등  다른 환경 ·경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최근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도시 공원을 조성하

여 기존의 거주민들에게 환원하거나,공원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을 극

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온 히 새로운 ‘공원’개발이 아닌 기존의 토지 이용

계층이나 노동자들을 고려한 공원 조성 계획 등이 바로 그것인데,이는 앞

으로 도시 공원 조성  계획 결정 과정에서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가 지속

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가 될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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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실천하기 해서는 

일련의 도시 공원 계획  략이 단순히 공원의 물리  공 에 그치지 않

고 계획  설계 단계에서 정부와 문가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사회  편익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공원의 기능성  사회  약자에 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

겠다.

나아가 도시 공원의 지속 인 복지 향상을 해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과 효과에 주목한 질 ·양  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

하는 바이다.

................................

주요어:도시 공원,복지 가치,공원 복지,공공 복지,

복지 효과,형평성,환경정의

학  번:2012-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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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배경과 목

21세기는 환경복지의 시 다.1)국민의 생활  의식 수 이 향상되면서  

건강하고 안 한 삶,쾌 한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에 한 복지 욕구가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환경과 련된 복지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특히 최근에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연장선에서 환경복지

가 환경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하나로 요하게 언 되고 있다.‘환경복지

(environmentalwelfare)’란 “국민의 삶의 질 유지를 한 기 수요로서 환

경의 질을 모든 국민이 릴 수 있도록 하는 것”2),“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

경을 리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3)등으로 정의된다.

환경복지의 시  조경의 사회  가치와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조경

(landscapearchitecture)은 경 (landscape)을 만드는(architecture) 통  개

념의 행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름답고 쾌 한 환경의 조성을 통해 공

공의 건강(health)과 안 (safety),복지(welfare)향상에 심을 기울이고 있

다.미국 조경가 회(AmericanSocietyofLandscapeArchitects,ASLA)는 

공공의 건강과 안 ,복지를 보호하기 한 법  제도를 확립하여 사람들이 

안 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제안하 으며4),이와 같은 

논의에 힘입어 미국의 50개 주와 캐나다 일부에서는 조경가로 하여  반드

시 공공의 건강과 안 ,그리고 복지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지정하고 이를 

공인(license)하고 있다.5)

1)최경구,“환경복지국가 연구: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과 사회복지의 결합,”『사회복지정책』24,

2006,p.337.

2)황계 ,“‘환경복지’증진과 ‘미래환경’ 비에  투자,”『나라경제』2012년 11월,p.20.

3)고재경 외,“미래의 복지는 환경복지,”『이슈&진단』35,2012,p.4.

4)AlexP.Schatz,RegulationofLandscapeArchitectureandtheProtectionofPublicHealth,Safety,

andWelfare,Colorado:Lafayette,2003,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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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복지의 에서 조경의 가치와 역할을 모색하기 한 시발 으로 

조경의 물리  상이 되는 다양한 경  에서도 특히 도시 공원과 복지의 

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그것은 도시 공원이 우리의 실제 생활환경

과 한 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며,근  조경의 태동과 함께 등장한 도

시 공원에 내재된 복지 가치에도 기인하는 것이다.근  조경의 태동과 함

께 등장한 도시 공원은 19세기 국의 버큰헤드 크(BirkenheadPark)나 

근  조경의 아버지라 일컫는 옴스테드(FrederickLaw Olmsted)가 설계한 

센트럴 크(CentralPark)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복지의 신념을 실 할 수 

있는 환경  형태로 기능하 으며6),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쾌 한 환경은 

공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한편,도시 공원과 복지의 계에 한 요지는 도시 공원을 통해 사람들

의 복지 향상에 정 인 향을 끼친다는 것인데,도시 내 아름답고 쾌

하게 조성된 공원이 공공의 복지에 정 인 향을 끼친다는 에는 동의

를 하면서도7)정작 도시 공원에 내재된 복지 가치의 명쾌한 개념은 무엇인

지,나아가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실정이다.그것은 조경이 우리의 실제 생활환경과 

한 계를 맺고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실천  학문이라는 을 차치하

더라도,조경과 복지의 계에 한 이론  연구가 조경의 이름으로 언 된 

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5)GeogeSpears,etal.,LandscapeArchitectureandPublicWelfare,Virginia:CouncilofLandscape

ArchitecturalRegistrationBoards,2010,pp.1-80.

6)19세기 국은 산업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안으로 도시 공원을 제안하고 특수 

계층을 한 공원이 아닌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원(publicpark)으로 버

큰헤드 크를 조성하 다.뿐만 아니라 옴스테드는 버큰헤드 크의 향을 받아 도시 공원을 

통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당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미국 최 의 도시 공원인 센

트럴 크를 조성하여 사회 개선과 공공복지의 향상을 행동으로 실천하 다.양호정,『 드

릭 로 옴스테드의 조경미학에 한 연구』,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00,pp.38-41.

7)William A.Robson,WelfareStateandWelfareSociety,London:GeorgeAllen&UnwinLtd.,

1973,pp.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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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와 련한 최근의 논의에는 도

시 공원 복지 가치에 한 어떠한 비  사고 없이 이른바 ‘도시 공원=복

지 향상’이라는 맹목 이고 굳건한 믿음이 팽배해 있다.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의 효과에 한 충분한 논의는 사라지고 서비스 콘텐츠의 이용만

족도가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를 신하고 있다.8)녹지체계 구 ,공원 이용 

활성화,도시 공원 면   근성 조사 등의 연구는 도시 공원과 복지 가

치를 이미 동일선상에 놓고 출발한다.미국 조경가 회가 지 했듯이 조경

은 우리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문업이다.아무리 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돌

아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도시 공원과 복지 가치의 계

를 고려하여 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공

공의 복지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지에 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효과

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먼  조경학에서 논의되고 있

는 도시 공원의 사회  가치와 사회복지학, 건축학, 생태학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 가치의 개념을 통합 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 정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경제학, 심

리학, 환경학, 사회학, 의학 등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와 련된 다양한 분

야의 문헌과 사례를 고찰하여 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의 효과를 도출하

고자 한다. 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사회  가치와 편익은 개인과 사회의 복

지 향상을 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복지의 궁극  목표인 분배

와 형평성에 한 논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써 도시 공원의 편익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활용될 것이다.

8)김교정,“도시 공원 이용자들을 한 공원복지 활성화 략:부산도시 공원 이용자를 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12(10),2012,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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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내용과 구성

본 연구의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Ⅱ장은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 

정립을 한 사  단계로 조경의 물리  상이 되는 경  개념의 변화와 

복지 가치에 한 동시  조경의 논의에 주목함으로써 조경의 사회  가치

와 복지의 계를 조명한다. 이는 도시 공원과 복지 가치의 계를 이해하

기 한 포석으로 기능한다. Ⅲ장에서는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을 정

립하는 단계이다. 이를 해 먼 , 조경의 상이 되는 경  에서도 근  

조경의 태동과 함께 등장한 도시 공원과 복지의 계에 주목하고, 도시미화

운동, 옴스테드와 센트럴 크, 버큰헤드 크 등의 사례를 살펴 으로써 도

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의 기원을 고찰한다.

다음은 복지와 련된 기  이론을 정립하는 단계로 먼  사회복지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지의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를 탐구한다.특히 사회복지의 

상에 따라 개인과 사회 체의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보편주의  복지와 복

지의 상을 신체 ·정신  장애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한정시

키는 선별주의  복지에 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공원이 궁

극 으로 추구해야 하는 복지 가치는 무엇인지 밝힌다.나아가 환경복지,생태

복지,건축복지 등 사회복지의 실천에 향을 끼치는 환경  요인과 련한 

복지 논의를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함으로써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 정

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한다.

Ⅳ장은 Ⅲ장에서 정립한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효과를 도

출한다.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의 개념은 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사회  

편익을 의미하는 ‘기능성’과 그러한 편익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는 ‘형평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그러므로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효과 한 기능성  형평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

찰한다.이를 해 경제학, 심리학, 환경학, 사회학, 의학, 사회복지학 등 도

시 공원의 복지 가치에 주목한 다양한 분야의 문헌과 사례를 도시 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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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뿐만 아니라 분배의 형평성  환경정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

로써 도시 공원이 공공의 복지에 끼치는 향을 다각도로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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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조경의 복지 논의

1.조경의 사회 가치

조경(landscapearchitecture)은 경 (landscape)을 만드는(architecture)행

로,“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하기 해 인문 ·과학  지식

을 응용하여 토지와 경 을 계획·설계·조성· 리하는 문화  행 ”1)라는 조

경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조경의 사회  가치는 심미성,기능성,환경성

에 있다.

그런데 최근 조경의 사회  가치가 변하고 있다.그 이면에는 조경의 물

리  상인 경 에 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다.경 이라는 말은 다의

이고 모호하여 경치(landscape),풍경(scenery),토지(landscipe),지역(region),

환경(environment)이나 생태(ecology),심지어는 경 이 곧 조경으로 이해되

는 등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2)특히 조경에서 “주로 인간의 실제 생활

의 장을 조작하는 목 이자 도구로 사용”3)되어 온 경 은 그 태동과 함께 

주체와 객체,인간과 자연,개인과 사회의 분리와 같은 이원론  사고와 같

이 경 으로부터 개인의 경험을 분리시키고 시각  측면에만 을 두는 

조 ·시각 심  경 으로 인식되었다.4)“즉,인간이 경 을 경험하고 감

상할 때에는 자 자신은 숨기고 경 을 조하려는 입장을 취한다는”5)애

턴(Appleton)의 조망-은신 이론(prospect-refugetheory)6)의 계로 경 을 

1)『한국조경헌장』,한국조경학회,2013년 10월 28일 제정.

2)황기원,『경 의 해석』,서울:서울 학교 출 문화원,2011,pp.32-37.

3)ibid.,p.24.

4)DenisCosgrove,SocialFormationandSymbolicLandscape,London:Croom Helm,1989,p.27,

배정한,『조경에 한 환경미학  근: 통  조경 에 한 반성과 새로운 안의 모색』,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1998,pp.91-93에서 재인용.

5)배정한,“Appleton과 Bourassa의 ‘경 미학’이론에 한 비  고찰,”『한국조경학회지』23(1),

1995,pp.8-10.

6)JayAppleton,TheExperienceofLandscape,London:JohnWiley&Sons,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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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경 의 개념에 한 새로운 근은 근  경 에서 벗

어나 외부자의 시각을 통해 보는 경 이 아닌 내부자의 일상 인 실존과 삶

의 장소를 연결하는 계에 주목하고,경 을 경치나 망뿐만 아니라 부지

와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시킨다.7)경 을 악하는 입장을 ‘외부

자(outsider)’의 에서 ‘실존  내부자(existentialinsider)’의 을 포함

시킴으로써8) 경 과 인간간의 물리 ·심리  거리를 소멸시킨다.경 은 

‘“인간의 에 보이는 바깥세상의 이미지”’9)에서 ‘일상  삶의 한 국면’으로 

해석되었고,조경의 사회  가치와 기능은 ‘보는 조경’에서 ‘삶의 조경’으로 

변화하 다.

한편,조경이 실천  학문이라는 을 차치하더라도 경 에 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조경의 사회  가치에 한 연구가 조경의 이름으로 언 된 

은 거의 없었다.10)이에 카퍼(Kapper)와 체노웨스(Chenoweth)는 경제학,심

리학,환경학, 술  디자인,경 학,사회학 등 범 한 분야의 문헌을 

고찰함으로써,조경이 가지고 있는 사회  가치를 건강(health),안 (safety),

그리고 복지(welfare)로 분류하고,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11)

첫째,자연 환경은 인간의 신체 ·정신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특히 조

경가는 매우 도시화된 지역에 공원  녹지를 제공한다는 에서 인간의 신

체 ·정신  건강에 정 인 향을 끼친다.조경에서 다루는 식물은 신체

7)EricHirsch,“Landscape:Between Placeand Space,”in TheAnthropologyofLandscape:

Perspectives on Place and Space,pp.1-30,SunkiHong,Landscape and Meaning in

ContemporaryLandscapeArchitecture,DoctorScientiarum Thesis,1997,pp.19-23,135-49,배  

정한,『조경에 한 환경미학  근: 통  조경 에 한 반성과 새로운 안의 모색』

p.105에서 재인용.

8)배정한,“Appleton과 Bourassa의 ‘경 미학’이론에 한 비  고찰,”p.15.

9)황기원,『경 의 해석』,p.381.

10)ThomasKapperandRichardChenoweth,"LandscapeArchitectureandSocietalValues:Evidence

fromtheLiterature,"LandscapeJournal19(1-2),2000,p.150.

11)ibid.,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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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사회  상처 치유에 효과 이며,오늘날 도시화된 환경이 야기하

는 스트 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12)원 가이자 퍼블릭 가든(public

garden)의 리자인 루이스(CharlesA.Lewis)는 “도시 환경 내 식물의 존재

는 우리가 창조했지만 동시에 우리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 매우 생경하게 

남아있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한 부담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다”13)라고 하면서 조경가의 산물이 인간의 신체 ·정신  건강에 끼치는 

향에 하여 언 하 다.

둘째,조경가는 목 숲,펜스 는 기타 구조물 등을 략 으로 배치하

고 설계하여 주민이 그들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의 목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행 의 방에 기여한다.게다가 외부 공간의 조명 시설은 수

많은 범죄 방에 결정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14)

셋째,조경의 사회  가치  복지는 경제 ·미학  측면으로 구분된다.

조경 서비스  문 조경가에 한 지불 의사나 부동산 가치의 향상은 복

지의 경제  측면에 해당하며, 술품이나 경치 좋은 공원,아름다움의 가치 

등은 미학  측면으로 볼 수 있다.특히 법 인 에서 미학  측면은 미

국 공공정책 의사 결정 과정의 시각  자원으로 경찰권의 공공복지 조항  

국가환경정책법에 의거 보호받고 있다.15) 한 조경 미학과 공공복지의 

계는 보우래서(Bourassa)의 논의처럼 공원의 효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의 에서 공  조치를 통한 미학  측면으로 하

게 고려되고 있다.16)

12)ibid.,pp.150-151.

13)CharlesA.Lewis,GreenNature/HumanNature:TheMeaningofPlantsinOurLives,IL:

UniversityofIllinoisPress,1996,p.120.

14)ThomasKapperandRichardChenoweth,LandscapeArchitectureandSocietalValues:Evidence

fromtheLiterature,p.151.

15)ibid.,pp.151-152.

16)SteveC.Bourassa,“PublicWelfareandtheEconomicsofLandscapeAesthetics,”Landscape

andUrbanPlanning22,1992,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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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복지에 기여

미국 조경가 회(American SocietyofLandscapeArchitects,ASLA)는 

2003년 『Regulation ofLandscape Architecture and the Protection of

PublicHealth,Safety,andWelfare』를 통해 조경의 문성을 인식하지 못

한 채 조성된 일련의 실천 행 들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 ,물 ,  

손해에 주목하고,조경 실천 분야가 앞으로도 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을 우려하 다.그러므로 종합 이고 추진 

가능한 일련의 조경 실천 기 을 설립하여 부주의와 기술 부족을 방지하고,

공공의 건강과 안 ,복지를 보호하기 한 법  제도를 확립하여 사람들이 

안 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제안하 다.17)

이와 같은 논의에 힘입어 재 미국의 50개 주와 캐나다 일부에서는 조경

가로 하여  반드시 공공의 건강과 안 ,그리고 복지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지정하고 이를 공인(license)하고 있다.그러나 건강과 안 에 한 개념은 

잘 확립된 반면,복지에 한 개념의 명확성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미국 조경가 등록 회(CouncilofLandscapeArchitecturalRegistration

Boards,CLARB)는 조경 실천과 련이 있는 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조경

이 공공의 복지에 끼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 다.18)

CLARB는 학계  업계 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과의 의,문헌 검

토, 련 사례 연구  법 ·역사  정의 검토 등을 통해 ‘공공’과 ‘복지’의 

의미를 각기 다른 40개의 사 을 통해 정의하고,각 사  정의  가장 

많이 공통 으로 언 된 단어를 추출하여 공공복지의 개념을 정립하 다.

CLARB는 조경의 맥락에서 공공복지의 개념을 “  세 는 물론 미래 세

17)AlexP.Schatz,RegulationofLandscapeArchitectureandtheProtectionofPublicHealth,

Safety,andWelfare,Colorado:Lafayette,2003,pp.1-90.

18)GeorgeSpears,LandscapeArchitectureandPublicWelfare,Virginia:CouncilofLandscape

ArchitecturalRegistrationBoards,2010,p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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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 ,경제 ,정신 ,문화 ,물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한 자연 

환경과 휴먼 커뮤니티의 리”로 정의하고 조경이 공공복지에 끼치는 향

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하 다.

첫째,환경의 지속가능성 향상(EnhancesEnvironmentalSustainability)이

다.조경은 자연에 감성 으로 근하여 개발 의지에 응함으로써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상지 설계 단계에서 조경의 모든 디자인 방안은 

지속가능한 방안이 된다.조경은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을 공동의 자원

에 근시키고 극 인 보 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연을 보호한다.

사례 1-1.MorrisArboretum,Philadelphia,Pennsylvania

그림 Ⅱ-1.MorrisArboretum (©CLARB)

1970년  반,166에이커의 모리스 수목원(MorrisArboretum)은 유지ㆍ

보수 문제,기반시설의 악화,시설 부족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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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안드로포곤 마스터 랜(Andropogon'sMaster

Plan)은 동시 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역사  자원을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한 비 을 제시하 다.

조경은 물리  환경의 설계를 통해 공공의 복지를 장려하는 문 분야로,

설계의 효과는 설계와 시공의 로세스를 통해 사회 ,문화 ,환경 ,경

제  문제 등을 다루기 해 물리  역을 넘어선다.

사례 1-2.FreskKillsPark,StatenIsland

스태튼 섬(StatenIsland)에 있는 랜드

필 사이트(landfillsite) 쉬 킬스 

크(FreshKillsPark)는 국제 공모를 통해 

제임스 코 와 필드 오퍼 이션(James

CornerFieldOperations)이 설계하 다.

그림 Ⅱ-2.FreshKillsPark(©CLARB)

2,000에이커 이상의 측량과 로젝트의 범 는 례가 없었다.뿐만 아니

라 쉬 킬스 크는 뉴욕에 요한 향을 끼칠 잠재력을 갖춘 조경의 

장이자 공공 공간 계획이었다.

라이 스 이 (Lifescape)속에 담긴 필드 오퍼 이션의 설계 략은 디

자인과 기술  로세스 모두에 있어 획기 이다.이것은 공공복지의 향상

과 로젝트의 장기 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경 은 

자연 ,문화 ,사회  로세스로 기능하기 해 진 으로 나아갈 것이

며,그 결과 커뮤니티를 둘러싸고 있는 구성 요소로써 뚜렷한 경 이 될 것

이다.

둘째,경제  지속가능성  혜택에 기여(ContributestoEconomic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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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nefits)이다.조경은 경제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한다.조경가는 

주택,상  등 부동산의 시장성  장기  가치를 향상시키기 해 정책 입

안자  계자들을 돕는다.경제  효과는 범죄의 감소,지혜로운 개발과 

성장, 기  수질 개선,효과 인 에 지 사용,건강과 삶의 질 향상,문화

와 크리에이션의 근성 향상 등을 포함한다.

사례 2-1.LugieGardeninMillennium Park,Chicago,IL

5에이커의 루지에 가든(LugieGarden)은 평지와 늪으로부터의 완 한 변

화를 뜻하는 시카고의 도시 모토,“UrbsinHorto”(정원 속 도시)에 경의를 

표한다.정원의 하이라이트는 15피트 높이의 드라마틱한 “어깨(shoulder)”생

울타리이다.칼 샌드버그(CarlSandburg)가 묘사한 “큰 어깨의 도시(Cityof

BigShoulders)”를 물리 으로 재 한 이 생울타리는 정원을 두 방향으로 

둘러싸고 섬세한 다년생 정원을 보호한다.얕은 물 로 우아한 나무 징검

다리는 정원을 빛과 어둠의 정원으로 비스듬하게 나 다.

그림 Ⅱ-3.LugieGardeninMillennium Park(©CLARB)

한편,굿맨 리암스 그룹(GoodmanWilliamsGroup)은 경제  효과가 

니엄 크(호텔, 스토랑,쇼핑 등 포함)를 찾는 방문객들로부터 직 으

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사례 2-2.Otterbein,Balti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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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여름,북쪽으로 바  거리(Barre Street),남쪽으로 휴즈 거리

(HughesStreet),동쪽으로 하노버 거리(HanoverStreet),서쪽으로 샤  거

리(SharpStreet)에 치하고 있는 다양하게 손된 104개의 심각한 불량 주

택은 시에 의해 도시 농가로 1달러에 추첨식으로 매되었다.첫 주택에서 

마지막 주택까지 매하여 오테르바인(Otterbein)을 조성하는데 10년이 걸렸

는데,모든 입주자는 외부 환경 설계 기 으로부터 보도의 벽돌과 가로등에 

이르기까지 오테르바인 계획에 동참했다.이 계획은 철거,계획,주택 건설 

 수리,부지 개발과 련되었으며,나 에는 볼티모어 심부의 매우 바람

직한 주거 지역이 되었고 부동산 가격 한 크게 향상되었다.

그림 Ⅱ-4.Otterbein(©CLARB)

셋째,공공의 건강과 웰빙 장려(PromotesPublicHealthandWell-Being)

이다.조경은 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의 건강에 한 연구와 한 계를 

맺고 있다.이 연구는 인간의 건강과 웰빙,그리고 외부 환경 조건을 연결한

다.조경 로젝트는 개인과 커뮤니티의 심리 ㆍ물리  건강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사례 3-1.CentralPark,New York,NY

드릭 로 옴스테드(FrederickLaw Olmsted)는 뉴욕 센트럴 크의 설

계가이자 근  조경의 아버지이다.그는 도시 생활의 에서 휴식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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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효과를 인식했다.옴스테드는 정신없이 바쁜 뉴욕의 라이 스타일로

부터 탈출하기 해 센트럴 크를 도심 속에 설계했다.센트럴 크는 세

계에서 가장 리 알려진 도시 공원  하나로,도시 거주자들이 도시의 스

트 스로부터 탈출하기 해 녹색 공간으로 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

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Ⅱ-5.CentralPark(©CLARB)

사례 3-2.HighLinePark,New York,NY

그림 Ⅱ-6.HighLinePark(©CLARB)

뉴욕의 하이 라인(HighLine)은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한 장

소를 조성했다.이 공간은 도시 구조로 통합되며 이곳을 목 지로 정의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하이 라인은 경 의 경험  측면에 을 맞추고 

있다.게다가 공공 공간은 사회  상호 작용을 장려함으로써 커뮤니티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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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웰빙에 도움을 다.

넷째,커뮤니티 조성 (BuildsCommunity)이다.조경가는 로젝트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조

경은 매력 이고 실용 인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주변 환경

과 계를 맺어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그 결과 지역·국가·세계  차원으로 

더 건강하고,역동 하며,탄력 인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사례 4-1.SouthChicagoRedevelopment,LeedND Pilot

그림 Ⅱ-7.SouthChicagoRedevelopment(©CLARB)

사우스 시카고 로젝트는 에 지·환경 디자인 리더쉽(LEED-ND,Leadership

inEnergyandEnvironmentalDesignforNeighborhoodDevelopment)인

증제도 으로 근한 규모의 개발 사례이다.기존 지역을 평가하고,지

속가능한 빌딩,보행 친화  커뮤니티,복합 개발,도시 복원, 라운 필드

(BrownField)의 개선과 커뮤니티 정체성을 한 원리에 기반하여 마스터

랜을 작성하 다.이러한 근은 역사  방식으로 공공복지의 컨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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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사례이다.

사례 4-2.PearlDistrictPortland,OR

원래 공업지 던 포틀랜드의 펄 디스트릭트(PearlDistrict) 한 

이며 복합 으로 기능하는 지역으로 변모하 다.이 개발 모델은 재 기존

의 토지 이용 개발 유형과 복합 개발의 통합을 한 노력의 일환으로 활용

되고 있다.

그림 Ⅱ-8.PearlDistrictPortland(©CLARB)

다섯째,경 에 한 심과 리 장려 (EncouragesLandscapeAwareness

/Stewardship)이다.조경은 경 에 한 우리의 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속

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역할에 한 이해를 높인다.조경은 사람들이 경 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인간과 환경 간 공생과 반복의 계 구축

은 경 의 보호, 리  이해를 장려한다.조경은 환경에 내재하는 기억,

의미,정체성과 문화를 더 짙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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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1.EvergreenBrickworks,Toronto,Ontario

에버그린 릭스웍스(EvergreenBrickworks)는 토론토 돈 벨리(DonValley)에

치한 벽돌 공장 이었다.이곳은 재 개발 이며,완공되면 교실,커뮤니

티 가든,공원,습지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속가능성과 련 있는 다

른 커뮤니티 자원이 조성된다.회복된 경 으로서 릭스웍스는 도시 생활

로 인해 경 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사람들을 교육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책

임 있는 개발에 한 요구의 형 인 가 될 것이다.

그림 Ⅱ-9.EvergreenBrickworks(©CLARB)

사례 5-2.Foote'sPondWood,Morristown,NJ

그림 Ⅱ-10.Foote'sPondWood(©CL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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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트 폰드 우드(Foote’sPondWood)는 뉴 지 모리스 타운에 치한 14

에이커의 새로운 공공 공원이다.공원은 커뮤니티를 역사 으로 풍부하지만 

방치된,80년 된 조림지를 고려한 자그마한 부지와 4에이커의 연못  습

지와 다시 연결하고,인 한 등학교와 유 교 회당,조용한 수회로 이어

다. 로그램은 상지를 장소의 본질을 방해하지 않고 교육과 사색 용도

로 회복하는 것이다.조성의 첫 단계는 2006년 가을에 완료되었다.

여섯째,심미 ·창의  경험 제공 (OffersAestheticandCreativeExperiences)

이다.조경은 사람들이 경 의 미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술가들이 제공

하는 흥미,만족,흥분 는 즐거움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에서 요한 것은 역사 으로 요한 건축물,지역,문화 경 ,

술 작품,고고학  요소 등의 보존과 보호이다.

사례 6-1.PhoenixCivicSpacePark,Phoenix,AZ

그림 Ⅱ-11.PhoenixCivicSpacePark(©CLARB)

피닉스 시빅 스페이스 크(PhoenixCivicSpacePark)는 애리조나의 독특

한 기후 특성을 반 하기 해 설계되었다.높이 세운 LED 캐노피는 장마

철 동안 번개가 치는 것을 표 한다. 한 공원에는 물의 여과  충  시

스템과 주거  상업 지역에 력을 공 하는 태양 지 패 이 있다.이러

한 기능  요소들은 공원의 공공 술과 같은 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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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경 의 존재와 같이 요하며,지속 인 설계에 기여한다.

사례 6-2.WanuskewinHeritagePark,NearSaskatoon,SK

조경가는 와 스 인 문화유산 공원(Wanuskewin

HeritagePark)을 계획하면서 북부 평원 인디언

(PlainsIndians)의 문화  유산을 인식하는 

요한 역할을 했다.이와 같이 국 으로 요

한 문화유산의 개발은 사람들로 하여  경 의 

경험을 통해 캐나다의 원주민 역사의 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Ⅱ-12.Wanuskewin

HeritagePark(©CLARB)

마지막으로,사람과 공동체의 효과  기능(EnablesPeopleandCommunities

toFunctionMoreEffectively)이다.조경은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 속에서 

더 효과 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일상생활에서 조경 실천은 효과 인 

교통의 흐름,주차,쓰 기 수거  재활용,물 사용  배수, 기의 질,공

간 사용의 최 화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 활동이 용이하게 한다.

사례 7-1.CedarLakeParkandTrail,Minneapolis,MN

그림 Ⅱ-13.CedarLakeParkandTrail(©CL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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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 있는 시더 이크 크(CedarLakePark)와 

산책로는 걷기와 달리기,자 거 타기 등과 같은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기 

한 토지 이용 방법-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다.

이 공원은 근성의 원리에 입각하여,여가와 운동을 한 공공 공간과 연결

한다.특히 주거  복합 개발에서 집된 도시 지역과 연결한다. 한 녹도 

 연결 통로는 사람들이 매일 활용함으로써 극 인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사례 7-2.BeijingOlympics

안드로포곤의 2008베이징 올림픽 산림 공원과 앙 공간 마스터 랜은 

11㎢ 이상으로 로그램된 오  스페이스,자연 지역과 250에이커의 드래

곤 호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은 국제 상설계의 최종 수상작을 실 하

기 해 안드로포곤과 트 쉽을 체결하고 도시 재생,교통,복원,홍수 조

,휴양  서식지 재 조성을 한 략-도시에 례 없는 규모의 자연을 조성하

는 략-을 수립했다.베이징의 연간 강우량이 32인치 미만이기 때문에,건강

하고 기능 인 호수를 조성하기 해서는 물을 재사용하는 략이 필요했

다.그러므로 하수 처리  유출수의 집수,호수 유지에 필요한 호수물의 순

환,폐수 처리 시 방출되는 물을 정수하여 깨끗한 물을 공 하는 규모의 

습지 정원을 제안하 다.

그림 Ⅱ-14BeijingOlympics(©CLARB)



- 21 -

구    분 내    용

환경의 지속가능성

(Enhances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조경은 자연에 감성 으로 근하여 개발 의지에 

응함으로써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상지 

설계 단계에서 조경의 모든 디자인 방안은 지속가능한 

방안이 된다.조경은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을 

공동의 자원에 근시키고 극 인 보 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연을 보호한다.

경제  지속가능성 

혜택에 기여

(ContributestoEconomic

SustainabilityandBenefits)

조경은 경제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한다.조경가는 

주택,상  등 부동산의 시장성  장기  가치를 

향상시키기 해 정책 입안자  계자들을 돕는다.

경제  효과는 범죄의 감소,지혜로운 개발과 성장, 기 

 수질 개선,효과 인 에 지 사용,건강과 삶의 질 

향상,문화와 크리에이션의 근성 향상 등을 포함한다.

공공의 건강과 웰빙 장려

(PromotesPublicHealth

andWell-Being)

조경은 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의 건강에 한 연구와 

한 계를 맺고 있다.이 연구는 인간의 건강과 

웰빙,그리고 외부 환경 조건을 연결한다.조경 

로젝트는 개인과 커뮤니티의 심리 ·물리  건강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커뮤니티 조성

(BuildsCommunity)

조경가는 로젝트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조경은 

매력 이고 실용 인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주변 환경과 계를 맺어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그 결과 지역 ·국가 ·세계  차원으로 더 건강하고,

역동 하며,탄력 인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경 에 한 심과 리 장려

(EncouragesLandscape

Awareness/Stewardship)

조경은 경 에 한 우리의 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역할에 한 이해를 높인다.

조경은 사람들이 경 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인간과 환경 간 공생과 반복의 계 구축은 경 의 보호,

리  이해를 장려한다.조경은 환경에 내재하는 기억,

의미,정체성과 문화를 더 짙어지게 한다.

심미 ·창의  경험 제공

(OffersAestheticand

CreativeExperiences)

조경은 사람들이 경 의 미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술가들이 제공하는 흥미,만족,흥분 는 즐거움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러한 에서 

요한 것은 역사 으로 요한 건축물,지역,문화 

경 , 술 작품,고고학  요소 등의 보존과 보호이다.

사람과 공동체의 효과  기능

(EnablesPeopleand

CommunitiestoFunction

MoreEffectively)

조경은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 속에서 더 효과 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일상생활에서 조경 실천은 

효과 인 교통의 흐름,주차,쓰 기 수거  재활용,물 

사용  배수, 기의 질,공간 사용의 최 화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 활동이 용이하게 한다.

표 Ⅱ-1.조경이 공공복지에 끼치는 7가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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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복지 계획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

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구    분 내    용

계획 시

고려사항

· 한 치(포지셔닝),환경에 끼칠 수 있는 부정  효과,

상업·주거·산업지구 등을 상호 연계시켜 계획,녹지 근성,빗물 리,

교통 네트워크 등 고려

설계 시

고려사항

·사람들이 매일 걷고 운 하고 싶어 하는 안 하고 쾌 한 가로경  만들기

·지역 ·문화 ·역사  컨텍스트를 고려한 공간 조성

·유니버셜 디자인,도시 농업(로컬 푸드),물 순환  재활용,도시 숲

(도시 열섬 방지)

·공공 술,웨이 인딩(wayfinding),사람들의 정신 ·육체  건강

·식물 종 다양성  고유수종 장려 등 고려

표 Ⅱ-2.공공복지 계획  설계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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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 정립

1.도시 공원의 복지 철학

경 에 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조경의 사회  가치와 역할은 경

(landscape)을 만드는(architecture) 통  개념의 행 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아름답고 쾌 한 환경의 조성을 통해 공공의 건강과 안 ,복지 향상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특히,근  조경의 태동과 함께 등장한 도시 공원은 

사회의 시 상이나 이념을 구 하는 장소로,복지의 신념을 실 할 수 있는 

환경  형태로 기능해왔다.

19세기 후반 미국 도시는 격한 산업화와 유럽으로부터의 인 이민 

등으로 인해 인구 과 ,범죄,실업,교통,높은 유아사망률  잦은 염병 

발병 등 크고 작은 사회 ·환경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이와 같은 도시문

제를 해결하기 해 도시미화운동(CityBeautifulMovement)이 발생하 다.

도시미화운동에 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미국  도시계획의 출

발 ,시정개 운동과 사회개 운동,미국 도시경 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다.1)특히 도시미화운동은 ‘도시의 시각 ·미  조

화의 회복과 조화로운 사회질서를 한 환경 창출’을 추구하 으며,공원·녹

지· 크웨이(parkway)가 주요 설계요소의 하나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2)

도시미화운동의 시작은 콜럼버스(columbus)신 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

하기 하여 1983년 개최된 시카고 만국박람회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시

카고는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 분하고 

냄새나는 신흥도시의 이미지를 지우지 못하는 등 미국사회는 문화 으로 유

1)김흥순,이명훈,“미국 도시미화 운동의  이해:그 퇴장과 유산을 심으로,”『서울도시  

연구』7(3),2006,pp.88-90.

2)PeterHall,CitiesofTomorrow:anintellectualhistoryofurbanplanninganddesigninthe

twentiethcentury,1996,임창호·안건 (역),『내일의 도시: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주:한  

울아카데미,2000,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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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에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이에 미국의 문명이 유럽에 결코 뒤지

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시카고의 열악한 환경을 도시미화를 통해 백색의 고

주의 건물이 채워 진 백색도시(WhiteCity)로 탈바꿈시켰다.백색도시는 

사람들에게 거 한 공업도시의 추악함이 계획을 통해 술 작품으로 체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 고,이 희망이 시카고를 넘어 미국 역으로 퍼

져나감으로써 도시미화운동으로 발 하 다.3)

한편,지식인들은 19세기 후반 부정부패가 만연한 도시정부의 개 이 필

요하다는 에 공감하고,공개된 계획을 통해 공공 로젝트를 설계  추

진함으로써 특정 계층이 아닌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환경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 다.이들은 공공 역의 경 인 공원  장 등에 

투자함으로써 부유층에서 일반 서민들로 부를 이 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한 미국의 ·상류층은 인구  주택 과 ,교통 체증,슬럼화 등 당시 미

국 사회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동자들이 매일의 노동으로 인한 피

로를 풀 수 있는 공원과 그들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경

을 조성하 으며,4)미술,건축,조경 등을 통해 도시를 아름답게 꾸 으로써 

산업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을 개선해 나갔다.5)

특히 공공공간의 복지는 공원 조성의 궁극  목 이었다.미국의 근  조

경의 아버지라 일컫는 옴스테드(FrederickLaw Olmsted)는 도시 공원을 통

해 도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당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미국 최 의 

도시 공원인 센트럴 크(CentralPark)를 조성하 다.옴스테드는 6개월에 

걸쳐 국과 유럽 륙을 여행하 는데,리버풀(Liverpool)에서 문 으로 

설계된 최 의 공공 공원(publicpark)인 버큰헤드 크(BirkenheadPark)를 

보고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한 정원이 미국에는 아무 

3)김흥순,이명훈,“미국 도시미화 운동의  이해:그 퇴장과 유산을 심으로,”pp.90-91.

4)ibid.,pp.92-93.

5)ibid.,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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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없다”고 인정하면서 공공 공원의 필요성을 자각하 다.6)빈민층을 

한 사회 복지에 심을 갖고 있던 옴스테드는 특정한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

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그에게 도시 공원은 

그러한 신념의 환경  형태 다.7)

경치의 즐거움은 피로감 없이 마음을 운동시키고 안정시키며 활기를 불어 넣

는데 이용된다.그러므로 신체 ·정신  효과를 통해 몸 체에 상쾌한 휴식

과 회복의 효과를 제공한다.8)

2.유사 개념 검토

2.1.복지의 기본 개념

웹스터(Webster)사 에 의하면 ‘복지’란 ‘살아감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

으로서 건강,물질 인 풍요,행복,그 밖에 웰빙(well-being)에 한 상태 

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즉 복지(welfare)란 ‘안정된 삶’,‘생활욕구의 충

족된 상태’를 뜻한다.복지는 다차원 인 것으로 한 인간의 복지를 생각하는 

경우 복합 인 구성요소를 가지는데,주요 요소로 신체  복지(건강),물질  

복지(풍요함),그리고 정신 ·심리  복지(정신  안정 는 정신  생)가 

있다.9)

한편,복지는 종종 웰빙과 혼용되기도 하는데,웰빙(well-being)과 복지

(welfare)는 용어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웰빙은 건강한 신체 ·정신  건강

으로부터 혜택뿐만 아니라, 정 인 생각  사고,삶의 만족도,자립성  

주도성,행복감,자신의 삶에 한 정 인 상태를 의미하고,10)자연 환경 

6)양호정,『 드릭 로 옴스테드의 조경미학에 한 연구』,pp.31-32.

7)ibid.,pp.38-39.

8)WitoldRybczynski,AClearingintheDistance:FrederickLawOlmstedandAmericainthe19th

Century,NewYork:Scribner,1999,p.258.

9)고수  외,『사회복지개론』,서울: 학출 사,2002,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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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환경,사회  계,인간의 의식 등으로 구성된 역동 인 문화와 상

호 작용하는 모든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인간의 건강 상태나 삶 반에 

한 만족도를 나타낸다.11) 한 웰빙은 흔히 ‘복리’,‘안녕’등으로 번역되는데 

그 의미는 복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복지는 ‘복된 상태로 나아

간다’라는 역동 인 의미가 있다.그래서 웰빙은 복지의 결과로서 이루어지

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12)

사회복지(socialwelfare)13)에서 정의되는 복지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먼

 그 범 를 기 으로 의의 복지와 의의 복지로 나  수 있다.흔히 

인용되는 의의 복지는 로마니쉰(Romanyshyn)이나 리들랜더와 압트

(Friedlander& Apte)의 정의를 들 수 있다.로마니쉰에 따르면,“사회복지

는 개인과 사회 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  노력을 포

함하며,사회문제의 치료와 방,인 자원의 개발,인간생활의 향상에 직

 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한 사회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4) 리들랜더와 압

트는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지와 사회질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  욕

구(socialneeds)를 충족시키기 한 제반 시책으로 입법, 로그램, 여와 

서비스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 다.15)

10)Ed Diener,etal.,“Beyond theHedonicTreadmill:revisingtheadaptation theoryof

well-being,”AmericanPsychologist61(4),2007,pp.305-314.

11)AustralianBureauofStatistics,MeasuringWellbeing:FrameworksforAustralianSocialStatistics,

Canberra:CommonwealthofAustralia,2001,p.6.

12)최일섭 외,『사회복지개론』,고양:공동체,2012,p.12.

13) 국에서는 ‘socialwelfare’라는 용어보다 ‘socialservices’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는데,

‘socialservices’가 국의 공식문서에 최 로 사용된 해가 1920년이라는 마쉬(Marsh)의 주장   

으로 미루어 볼 때,사회복지 개념이 세계 최 의 산업사회에서 국가의 행정용어로 자리를 잡  

게 된 역사는 아직 100년이 안 되었다.미국의 경우에는 ‘socialwelfare’라는 용어가 많이 사   

용된다.특히 여서 ‘welfare’로 사용되는 경우도 흔한데,미국에서는 일부 가난한 사람들에   

한 국가의 지원이란 부정  의미를 주로 담고 있다.ibid.,p.12.

14)ibid.,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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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의 복지는 사회복지가 궁극 으로는  국민의 복지를 추구한

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상범 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 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사회복지의 상자는 일반 으로 빈곤,노령,신체 

혹은 정신  장애,질병,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국한되고 도움의 내용도 제한 으로 이나 물품,기타 서비스

와 같이 범 가 좁다.심한 경우에는 아주 의 으로 ‘복지’를 ‘공공부조

(publicassistance)’와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다.16)

의의 복지 의의 복지

·개인과 사회 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  노력

·국민의 복지와 사회질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제반 시책

·사회복지의 상자가 신체 혹은 정신  

장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국한

·도움의 내용도 이나 물품,기타 

서비스 등으로 제한

표 Ⅲ-1. 의의 복지와 의의 복지

한편,사회복지는 상에 따라 크게 구분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복지의 

여가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 으로 릴 권리라는 으

로,모든 복지 여에 한 수 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이에 반해,선별주의(selectivism)는 사회

복지 상자들을 사회 ,신체 ,교육  기 에 따라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여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선별주의는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시민들과의 사회  계에서 낙인(stigma)을 동반한다.17)

기의 사회복지는 서구사회에서 궁핍하거나 의존 인 자에 해 도움을 

15)엄기욱 외,『사회복지개론』,서울:학지사,2013,p.25.

16)최일섭 외,『사회복지개론』,pp.18-19.

17)엄기욱 외,『사회복지개론』,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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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던 기독교 종교의 자선(charity) 는 그리스와 로마의 박애사업과 같은 

선별주의  성격을 띠었다.그러나 세시  국의 구빈법(poorlaws),근

 자본주의시  자선조직 회,19세기 종반에서 20세기 반의 사회보험 

단계 등을 거친 후,제2차 세계 의 종 과 함께 격한 산업화  도시

화 과정, 공황 등의 향으로 본격 인 복지국가가 출 하게 되었고,이후 

선진국을 심으로  국민을 상으로 하는 조직 이며 체계 인 보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었다.18)

보편주의 선별주의

·모든 국민이 보편 으로 릴 권리

·복지 여에 한 수 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

·사회복지 상자를 빈곤,노령,신체 혹은 

정신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구분한 다음 서비스 제공

표 Ⅲ-2.사회복지의 상에 따른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에 한 정의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사회복지가 추구

하는 궁극 인 목표는 ‘분배’와 ‘형평성’으로,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공 자는 수 자가가 지닌 욕구나 문제를 찾아내야 하고,이를 충족하고 

해결해  수 있는 합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그리고 그러한 자원이 가

장 효율 으로 달될 수 있는 달체계를 설계해야 한다.이처럼 수 자가 

지닌 욕구,욕구 해결에 필요한 자원 그리고 욕구와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달체계는 사회복지 실천의 3  구성 요소이다.19)

욕구는 먼 ,기본 욕구와 사회  욕구로 분류할 수 있다.기본 욕구는 다

양한 욕구들 에서 보다 더 기본  성질을 가진 것으로,매슬로(Malsow)의 

기단계의 욕구인 생리  욕구와 안 의 욕구,벤과 피터스(Benn&Peters)

18)최일섭 외,『사회복지개론』,pp.33-46.

19)김상균 외,『사회복지개론』, 주:나남출 ,2007,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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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물학  욕구와 기본  욕구, 러(Miller)의 본질  욕구, 이 루크

(Braybrooke)의 일상생활 욕구 등이 사회복지의 일차  상이 된다.20)사회

 욕구는 개인의 기본욕구 충족이 개인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 등장하

게 되는 욕구를 말한다.21)

구    분 내    용

욕    구 기본 욕구 사회  욕구

자    원
공공자원

(조세,사회보험료 등)

민간자원

(기부 ,비공식자원 등)

달체계 욕구와 자원을 연결하는 달 체계

표 Ⅲ-3.사회복지 실천의 3  구성 요소

자원은 사회복지 상자인 개인,가족,공동체구성원 그리고 국민 체의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한 수단

을 의미한다.크게 공공자원(조세,사회보험료 등)과 민간자원(기부 ,기업

복지,비공식자원 등)으로 구성된다.22)

마지막으로, 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환하는 과정

에서 공 자인 사회복지조직과 수요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조직 인 

장치를 말한다.23)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회복지 기 들은 서비스 내용,

제공 차 등에서 유기  계를 유지해야 한다.24)

20)생물학  욕구란 인간의 생명유지와 련된 욕구이고,기본  욕구는 문화  생활수 (decent

leveloflife)의 유지와 련된 욕구이다.본질  욕구는 인간의 정상  생활을 유지하기 하  

여 필요한 의ㆍ식ㆍ주ㆍ의료 등의 욕구이다.일상생활 욕구란 인간으로서 정상  기능(사회   

기능도 포함됨)의 유지에 필요한 욕구를 말한다.ibid.,pp.128-131.

21)ibid.,p.132.

22)엄기욱 외,『사회복지개론』,pp.92-97.

23)ibid.,p.99.

24)김상균 외,『사회복지개론』,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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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환경과 련한 복지 개념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해서는 행태 ·해석 ·비  방법 등 다양한 방

법으로 근해야 하는데,이  환경과 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생태론  

근방법’이 있다.생태론  근방법은 사회복지정책을 여러 가지 환경  

요인과의 련 속에서 악하려는 것으로,사회복지정책의 이슈화에 향을 

미친 환경  요인에 한 연구를 활성화 시켰다.25)

먼 ,고재경은 “자연의 한계 내에서 환경자원  서비스에 한 근성,

정책결정과정 참여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고,환경비용과 편익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인간답게 살기 한 질 높은 삶을 보장하는 것”을 환경복지로 정

의하고,자연자원과 생태계 서비스는 건강한 삶의 질을 지탱하는 보편  복

지의 필수 인 요소이나 환경피해,환경서비스 혜택이 사회·경제  능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에 주목하 다.이에 환경약자가 건강한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 라 투자,생활환경 개선 등 정책의 우선순  

조정  분배 효과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 다.26)

황계 은 환경복지를 “국민의 삶의 질 유지를 한 기 수요로서 환경의 

질을 모든 국민이 릴 수 있도록 하는 것,즉  세 는 물론 미래 세 의 

계층 간,지역 간 환경자원  환경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경편익과 

비용의 공평배분을 통해 보편 인 삶의 질 개선을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녹생성장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환경복지를 환경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하나로 요하게 언 하 다.27)

그러나 본래 환경이란 자연  조건이나 사회  상황을 포 하는 개념으

로,환경복지에서 환경이 의미하는 바는 실질 으로 우리 주 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보다는 물,자연, 기 등 환경  요소에 치 하고 있다.이 경우 

25)김상균 외,『사회복지개론』,pp.261-262.

26)고재경 외,“미래의 복지는 환경복지,”pp.1-21.

27)황계 ,“‘환경복지’증진과 ‘미래환경’ 비에  투자,”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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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괴,기후 변화 등 기존 개념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으며,개인과 사회의 안정된 삶,생활 욕구라는 복지의 개

념과 결합될 때 환경이 의미하는 바가 다소 개념 이거나 실제 생활과는 

한 정도가 떨어진다.

한편 최재천은 자연  사회환경을 포 하여 생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생태에 기반한 생태복지(ecowelfare)28)의 개념을 정립하 다.생태복지는 인

간 심주의  태도로부터 새로운 생태  근방식으로의 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지 까지 인간과 환경을 구분하는 이원론 인 사고를 지양

하고 인간과 자연의 계가 력  는 인간의 자연에 한 우 를 인정하

지 않는 동양 인 사고로의 환을 필요로 한다.그러므로 자연 환경과 사

회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생태’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생태계

와 함께 하는 환경 친화  인간복지”라고 정의하 다.생태복지는 궁극 으

로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동시에 구 함으로써,필연 으로 생태

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 Ⅲ-1생태복지 개념 모형 (©최재천)

28)호게트나 험 리 등의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다.험 리는 녹색복지(greenwelfar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내용상 의미는 생태복지와 같다.최경구,“환경복지국가 연구:지속가능성의 패러  

다임과 사회복지의 결합,”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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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정립된 생태복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생태복지콘텐츠의 개발을 

한 략  근  실행모델을 발굴하고,사례연구로서 기후온난화와 속

한 고령화의 한국 사회의 특징에 맞는 실버 생태복지콘텐츠를 개발· 용하

다. 한 생태복지국가지수(TheWellbeingofNations,WoN)를 활용하여 

서울과 제주도의 생태복지 여건을 분석  평가하 다.29)

홍성태는 생태복지를 올바로 이해하기 해 생태계에 한 인식에 기 하

여 기존의 사회  자체를 재구성하 다.그는 정치,경제,문화의 세 역론

으로 표되는 기존의 사회 은 자연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성립

되었으나,사회는 자연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은 사회가 없어

도 존재할 수 있지만 사회는 자연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그 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은 새로운 생태  사회 으로 환되어야 하고 

그 게 해야 우리는 사회와 자연의 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으며,복지

의 목표와 과제에 해서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 다.그러므로 생

태복지는 생태 인 복지로서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복지라고 할 수 있으

며,“생태계의 한계를 존 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

게 살기 한 생활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그에 의하면 생

태복지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첫째,심각한 생태 기에 한 

극 인 응의 의미와,둘째,단순한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복지의 면

인 재구성의 의미,셋째,자연을 무시한 복지의 추구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자연을 존 하는 복지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복지의 궁극 인 실 이라는 의

미를 가진다.30)

송인주는 서울시를 생태복지도시로 조성하고자 공원녹지 정책에 생태복지 

개념을 도입하 다.생태복지란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동시에 구

함으로써,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29)최재천 외,『생태복지의 개념  용모델 개발』,이화여자 학교 산학 력단,2009.

30)홍성태,“생태복지의 의미와 과제,”『사회복지연구』187,2010,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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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의하고,생태복지도시의 구성 요소를 도시생태,건축물/주거,에

지,교통,자원순환,문화,커뮤니티 등 7가지로 도출하 다.특히 생태복지

도시의 구성 요소별 연계성을 극 화시키고 생태복지도시의 구  효과를 가

장 잘 나타낼 것으로 단되는 수단으로 공원녹지 분야를 으로 다루

었다.송인주는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를 '서울시민 구나 생활권 내에

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공원녹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공원녹지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의 범주와 서울시의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생활권 내 숲 체험,안 ,휴양,건강,문화,교육,일

자리 창출 등 8가지 보장요소를 선정하 다.31)

그림 Ⅲ-2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정의 (©송인주)

그러나 생태복지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하나의 생태로 통합하고 생

태계와 인간의 복지를 동시에 구 하고자 하 지만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한 사회 환경의 생태계로의 인식  사고의 환  측면이 강하며,생태복

지에서 의미하는 생태 한 생태 도시 계획,로컬 푸드,지역공동체 등 모든 

것을 포 하는 개념으로,실제 생활환경에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요소들이 다소 부족하다.

31)송인주 외,『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방안』,서울연구원,2012,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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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생태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태계서비스 개념이 있다.생태계서비

스(Ecosystem Service)란 개념은 에이를리히(Ehrlich)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

되었으나,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이 본격 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코스탄자와 폴셰(CostanzaandFolke)  데일리(Daily)의 연구를 기 으

로 한다.데일리는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인간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충족시키는 자연 생태계의 조건과 과정’,코스탄자와 폴셰는 ‘인간에게 향

을 미치는 직간 인 생태계 기능의 편익‘으로 각각 정의하 다.

이후 생태계서비스의 변화를 평가하기 해 국제연합(UnitedNations,UN)

이 주도한 국제 력 로그램인 천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MA)는 코스탄자와 폴셰의 개념과 데일리의 개념을 충하

다.MA에 따르면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로부터 인간이 얻는 편익‘으로 인

간복지에 있어 필수 이며,인간복지의 많은 부분이 생태계서비스의 다양한 

편익과 분배에 향을 받는다..32)즉,생태복지가 복지의 상을 인간 심

에서 생태계까지 포함하 듯이,생태계서비스 개념 한 인간의 복지는 생

태계와 한 계를 맺고 있다

조계 은 생태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의 새로운 한 역으로서 산림 복지

를 제시하 다.산림 복지의 개념은 의의 개념과 의의 개념으로 구분되

는데 의의 개념은 “국민에게 산림이 제공하는 평등한 자연 혜택을 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한정되며 개개인의 정신 ,육체  건강과 사회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산림의 장·단기  계획과 시행으로 가능한 보  활용 

범 를 일컫는 국가(산림청)차원의 산림 복지”로서,성공 인 산림녹화 이

후 시 인 조류에 따라 산림의 공익  가치를 국민이 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산림의 문화·교육,휴양,보건· 포츠,치유,요양  수목

장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32)손지 ,『노인복지를 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유형화 연구』,동국 학교 학원 박사핚 논   

문,2015,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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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개념은 “인간생활 존립의 근원  역할을 담당하는 자연의 일부분

인 생물학  산림의 원  역할까지의 범 로 인간의 삶 자체가 산림의 혜

택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산림자원은 자연 상물인 산림의 보

,육성을 통해 소득,빈곤계층의 에 지 자립과 보 ,숲 해설사 등 사

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산업 복지 인 측면과 (도시)숲 조성을 통

해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방 인 의료,그리고 의의 사회서비스 개

념인 생애주기별 복지(G7),즉 교육,여가,휴양,트 킹,치유( 방의학  

),수목장 복지라고도 할 수 있다.33)

그림 Ⅲ-3산림복지 개념도 (©조계 )

이처럼 산림복지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

득층의 난방 연료 공 ,숲 해설사  치유사 등 숲 련 사회  일자리 창

출,산림 휴양  보건· 포츠 등 주로 산림자원의 활용에 집 되어 있거나 

경제  측면의 복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토다 기요시는 환경 괴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  약자와 생물학  약자에 가 되며,환경 괴의 책임도 모든 사람이 

같이 지지 않는다. 한 환경 괴에 한 책도 공정하게 세워지지 않는

33)조계  외,『산림복지 개념정립  정책개발 연구』,순천 학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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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비 하고 환경평등을 주장하 다.환경평등이란 “환경법에 의한 평등

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한 입지,유해폐기물의 정화,공해의 효과  

규제를 지역사회의 인종,계층에 계없이 확보하기 해서 법이 평등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4)

2.3.환경의 조성과 련한 복지 개념

환경과 련한 복지 개념의 논의는 한 건축·공간·조경 등 우리의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  이 범은 2012년 9월 한건축학회와 국회보건복지 원회가 공동주

한 ‘선진복지사회를 한 건축복지시설 확충방안 토론회’를 통해 ‘건축복

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기하 다.건축복지란 “생활복지와 공간복지의 통

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건축의 역할을 복지시설에만 국한하여 복지와 공

간을 따로 구분하는 이분법  사고에서 벗어나,생활복지와 공간복지를 통

합하고 수요에 응하는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35)

이한승은 건축복지를 실 하기 해 건축계획·설계를 심으로 하는 건축

학 분야의 뿐만이 아니라 건축구조·환경설비·재료시공을 심으로 하는 

건축공학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 인 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에 주목

하고,이를 해 건축물의 내구성 향상,가변성 확보,유지 리 편의성 향상,

지속가능성 향상  복지  건축표 설계 기  제정 등을 논의하고 있

다.36)

이처럼 건축은 복지사회 구 을 해 개발 심의 건축 개념에서 복지 

심의 건축개념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 임을 자각하고,시설복지,고용복지,

34)토다기요시,環境的公正を求めて,김원식(역),『환경정의를 하여』, 주:창작과 비평사,1996.

35)이 범,“건축복지의 사회  개념  건축의 역할변화,”『 한건축학회지』56(10),2012,pp.16-22.

36)이한승,“건축공학 측면에서 바라본 건축복지 과제,”『 한건축학회지』56(10),2012,pp.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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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복지,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복지사업,교육,연구의 향후 과제에 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한 안 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생활 ‘공간’에 주목하고,공간

복지를 “각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담아내는 건강한 

공간 상태”로 정의하 다.지 껏 삶과 무 하게 수동 으로 공간을 지각해 

왔던 데서 나아가 연령,성별,장애를 배려한 진화된 공간 안에서 평안한 삶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그 표 인 사례로 도심 보행공간 재정비,

문화재 주변경  재정비,밤길 가로변 재정비,농어  장애인 주거환경 재정

비,여성 친화형 주거단지 계획,옹벽 없는 단지 계획 등을 제안하 다.37)

한편,공원 복지에 한 연구로 김교정은 공원 복지를 “모든 이용자가 공

원을 이용하는데 편안한 상태를 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공원시설  콘텐

츠의 이용만족도 측면에서 공원 복지의 수 을 분석하 다.38)

조한솔은 도시 공원이 공공복지를 실천하는 장으로 역할해 왔음을 논증하

고 도시 공원과 공공복지 인 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 다.39)

37)안 애 외,『공간복지 증진을 한 여성건설인의 활용방안 연구』,서울:한국여성건설인     

회,2008.

38)김교정,“도시 공원 이용자들을 한 공원복지 활성화 략:부산도시 공원 이용자를 심으    

로,”『한국콘텐츠학회지』12(10),2012,pp.195-204.

39)조한솔,『도시공원과 공공복지 인 라의 통합  연계 략』,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  

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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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복지

·살아감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강,물질 인 풍요,행복,그 

밖에 웰빙(well-being)에 한 상태 는 조건 (webster사 )

·안정된 삶,생활욕구의 충족된 상태

사

회

복

지

의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 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  

노력을 포함하며,사회문제의 치료와 방,인 자원의 개발,인간생활의 

향상에 직  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한 사회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 (로마니쉰(Romanyshyn))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지와 사회질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  

욕구(socialneeds)를 충족시키기 한 제반 시책으로 입법, 로그램,

여와 서비스를 포함 ( 리들랜더와 압트(Friedlander&Apte))

의

·사회복지가 궁극 으로는  국민의 복지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상범 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 게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의 상자는 일반 으로 빈곤,노령,신체 혹은 정신  장애,질병,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국한되고 

도움의 내용도 제한 으로 이나 물품,기타 서비스와 같이 범 가 좁다.

환경복지

·자연의 한계 내에서 환경자원  서비스에 한 근성,정책결정과정 

참여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고,환경비용과 편익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인간답게 살기 한 질 높은 삶을 보장하는 것 (고재경)

·국민의 삶의 질 유지를 한 기  수요로서 환경의 질을 모든 국민이 

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세 는 물론 미래 세 의 계층 간,지역 간 

환경 자원  환경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경 편익과 비용의 공평 

배분을 통해 보편 인 삶의 질 개선을 돕는 것 (황계 )

-한계  문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괴,기후 변화 등에 응하기 한 환경학에서의 

지속가능성 등 기존 개념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음

생태복지

·생태계와 함께 하는 환경 친화  인간복지 (최재천)

·생태계의 한계를 존 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기 한 생활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 (홍성태)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동시에 구 함으로써,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 (송인주)

-한계  문제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한 인식  사고의 환  측면이 강함

표 Ⅲ-4.복지 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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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생태계

서비스

·인간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충족시키는 자연 생태계의 조건과 과정

(데일리)

·인간에게 향을 미치는 직간 인 생태계 기능의 편익 (코스탄자&폴셰)

·생태계로부터 인간이 얻는 편익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산

림

복

지

의

·인간생활 존립의 근원  역할을 담당하는 자연의 일부분인 생물학  

산림의 원  역할까지의 범 로 인간의 삶 자체가 산림의 혜택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조계 )

의

·국민에게 산림이 제공하는 평등한 자연 혜택을 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한정되며 개개인의 정신 ,육체  건강과 사회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산림의 장단기  계획과 시행으로 가능한 보  활용 범 를 

일컫는 국가(산림청)차원의 산림 복지 (조계 )

-한계  문제

숲 련 사회  일자리 창출,산림자원의 활용 등에 집 한 경제  

측면의 복지

환경평등

·환경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한 입지,유해폐기물의 

정화,공해의 효과  규제를 지역사회의 인종,계층에 계없이 확보하기 

해서 법이 평등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토다 기요시)

공간복지
·공간과 복지의 합성어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담아내는 건강한 공간 상태 (안 애)

건축복지

·생활복지와 공간복지의 통합을 의미하는 개념 (이 범)

-한계  문제

최근에 제기된 개념으로,개발에서 복지 심으로 건축 개념의 변화가 

필요한 시 임을 자각하고,향후 과제에 한 논의가 진행 

공원복지

·모든 이용자가 공원을 이용하는데 편안한 상태를 리는 것 (김교정)

-한계  문제

도시 공원의 시설  서비스 콘텐츠에 한 이용자 만족도 분석의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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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

근  조경의 태동과 함께 도시 공원은 공공의 공간을 조성하여 쾌 한 환

경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  가치와 편익은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

하기 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한편,앞에서 논의하 듯이 복지를 실천하기 해서는 사람들의 욕구를 

찾아내고,이를 충족시켜  수 있는 합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그 자원

을 가장 효율 으로 달할 수 있는 달체계를 설계해야 한다.이러한 맥

락에서 살펴 볼 때,신체 ·정신  건강이나 사회 활동 등에 한 개인의 욕

구와 심은 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를 실천하기 한 구성 요소  욕

구에 해당하며,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사회  편의는 수 자가 지닌 욕구나 

문제를 충족시켜  수 있는 자원이 된다.

그 다면 욕구와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달체계에 해서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는데,일방 인 방향성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도시 공원

은 공원의 제공과 동시에 사회,가족  개인 등 모두의 극  참여가 함

께 이루어졌을 때 궁극 인 복지 가치의 구 이 가능하다.그러므로 개인과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으로서 도시 공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도시 공

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건강하고 안 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복지의 궁극  목표인 분배와 형평성에 

주목해 볼 때 도시 공원의 근성에 한 고려는 공원이 제공하는 사회  

편익의 편 과 소외를 방지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으로서 도시 공원의 편익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란 “도시 공원을 조성하고 개선하여 쾌 한 환

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공원이 갖는 사회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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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등하게 이용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체의 안녕을 돕는 것”

을 의미한다.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는 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사회  

편익을 의미하는 ‘기능성’과 그러한 편익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는 ‘형평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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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와 효과

1.도시 공원의 사회 편익

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를 통해 어떤 차원의 효과를 리게 될 것인

가에 하여 알아보기 해 우선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을 기반으로 

다음의 연구 자료를 고찰하 다.

구 분 보   고   서

1
Appleseed(2009)ValuingCentralPark'sContributionstoNew YorkCity‘s

Economy.

2 ASLA(2012)BankingonGreen.

3 Bourassa(1992)PublicWelfareandtheEconomicsofLandscapeAesthetics.

4 CABE(2009)MakingtheInvisibleVisible:theRealValueofParkAssets.

5
CABE(2010)CommunityGreen:UsingLocalSpacestoTackleInequality

andImproveHealth.

6 CityofVancouver(2012)GreenestCity2020ActionPlan.

7 CLARB(2010)LandscapearchitectureandPublicWelfare.

8 DeakinUniv.(2010)BeyondBluetoGreen.

9
GreenLINK(2011)BlueSkyGreenSpace:UnderstandingtheContribution

ParksandGreenSpacesCanMaketoImprovingPeople'sLives.

10 Ifpra(2013)BenefitsofUrbanParks:ASystematicReview.

11
Kapperand Chenoweth(2000)LandscapeArchitectureand SocialValues:

Evidencefrom theLiterature.

12 PLaNYC(2011)AGreener,GreaterNew York.

13 StadtZurich(2006)TheGreenBookofZurich.

14 TPL(2006)TheHealthBenefitsofPark.

15 TPL(2011)From FitnessZonestotheMedicalMile.

16 TPL(2013)Parkscore.

17
Velarde,etal.,(2007)Health effectsofviewing landscapes:Landscape

TypesinEnvironmentalPsychology.

표 Ⅳ-1.도시 공원의 사회  편익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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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ValuingCentralPark'sContributionstoNew YorkCity'sEconomy

뉴욕에 치한 애 시드(appleseed)는 1993년에 설립된 경제 컨설  련 

비 리 단체로,센트럴 크의 경제  효과에 주목하 다.애 시드에 따르

면 센트럴 크는 공원이 조성된 이래로 150여 년 동안 뉴욕시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센트럴 크의 경제  가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1)

·센트럴 크는 기업,각종 이벤트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2007년 기  

3억9,500만 달러의 경제  효과와 함께 3,780개의 일자리를 창출

·뉴욕 최고의 호텔  문화시설이 집 되어 있는 공공 공간

·공원 인  지역의 시장  부동산 가치 향상

·커뮤니티 여가·교육·문화 자원  개인의 신체  건강 증진에 기여

·부동산  사업 련 뉴욕시의 세수 확보에 향

그림 Ⅳ-1부동산 가치(2007년)

(©appleseed)

그림 Ⅳ-2시장가치 상승률(1997-2007년)

(©appleseed)

2)BankingonGreen

미국 조경가 회(AmericanSocietyofLandscapeArchitects,ASLA)는 도

시 공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고 경제 인 이익을 창출하여 

이를 지역 공동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ASLA는 오염된 도시 유

1)Appleseed,ValuingCentralPark’sContributionstoNewYorkCity’sEconomy,NY:Appleseed,

2009,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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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수를 도시 공원을 통해 여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효과  이익 창출,

에 지 비용 감,홍수 피해  복구비용 감 등의 효과를 창출하 다.2)

3)PublicWelfareandtheEconomicsofLandscapeAesthetics

보우래서(StevenC.Bourassa)는 복지와 공공경제에 한 이론으로 정부 

주도의 공  조치를 통한 미학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한다.그에 따르면 

경제와 미학은 별개의 것으로 고려되어 왔으나 이와 같은 은 불완 한 

것으로 경제는 미학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이를 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도 이론과 실천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을 요청한다.미학에 한 정부 개입 

논의의 근거로 보우래서는 정부가 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릴 수 있도록 하고,공원과 같은 공공재에 펀드

나 세 을 부과함으로써 복지를 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3)

4)Makingtheinvisiblevisible:therealvalueofparkassets

‘CABESpace(CommissionforArchitectureandtheBuiltEnvironment)’

는 공원 내 유형 자산의 재정  가치를 계량화하기 해 공원의 가치를 경

제 ·환경 ·사회  가치로 구분하 다.먼  경제  가치는 공원  녹지에 

인 한 부동산 가치에 향을 끼치는 주택 소유주의 경제  가치와 공원 방

문객에 의한 지역 경제 내 지출,녹지에 인 한 상업지역의 생산성  부동

산 가격에 향을 끼치는 사업  가치,그리고 지역에 한 만족도 등 지역

정부당국의 가치로 나뉜다.환경  가치는 특정 야생동물을 한 서식처 제

공,생물종다양성,홍수 감  물 리,도시 열섬 효과 개선, 기오염 개

선  정화,오  스페이스 네트워크(openspacenetwork)에 기여 등이며,

2)ASLA,etal.,BankingonGreen:ALookatHowGreenInfrastructureCanSaveMunicipalities

MoneyandProvideEconomicBenefitsCommunity-wide,NW:ASLA,2012,pp.1-41.

3)SteveC.Bourassa,“PublicWelfareandtheEconomicsofLandscapeAesthetics,”Landscape

andUrbanPlanning22,1992,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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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치는 신체  건강과 웰빙,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정신  건강  

행복 개선,어린이의 신체  인지 발달에 효과 등 개인  가치,커뮤니티 

이벤트(communityevents)  만남의 장소,일자리 창출,지역 특성을 제공

하여 에 기여,시각 ·물리  어메니티(amenity)등이 있다.4)

구 분 내    용

경제

가치

주택 소유주의 

경제  가치
·공원  녹지에 인 한 부동산 가치에 향

사업  가치

·녹지에 인 한 상업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리미엄

·사업과 직원 유지  생산성에 효과

·공원 방문객에 의한 지역 경제 내 지출 ex)까페

·일반 방문객의 지출 ex)여행 경비

·방문객 피드백

지역정부당국의 

가치

·지역에 한 만족도

·지역 환경의 양질에 기인한 개인 투자  사업 매력

·자  조달 능력 ex)행사 장소,카페  공원 시설

·공원 내 유형자산의 재정  가치

사회

가치

개인  가치

·각각의 공원  녹지를 이용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수

·운동과 휴식을 통해 향상된 신체  건강  웰빙

·모두에게 개방된 무료 혹은 가의  서비스 

이용을 통한 비용 감

·교육 자료  소풍 장소

·어린이의 신체  인지 발달에 효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정신  건강  행복 개선

사회  가치

·커뮤니티 이벤트  만남의 장소

·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을 제공하여 에 기여

·지역 주민  방문객을 한 시각 ·물리  어메니티

환경

가치

지속가능성

·특정 유형의 야생동물을 한 서식처 제공

· ·단기 탄소 격리

·생물종다양성

기후변화

응  경감

·홍수 감  물 리 역할

·도시 열섬 효과 개선

기의 질 -

녹색 허
· 기오염 개선  정화

오  스페이스

네트워크에 기여
·활동 인 여행  운동을 한 가의 장소

표 Ⅳ-2.공원의 가치(CABESpace)

4)CABESpace,Makingtheinvisiblevisible:therealvalueofparkassets,London:Commissionfor

ArchitectureandtheBuiltEnvironment,2009,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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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ommunityGreen:UsingLocalSpacestoTackleInequalityandImproveHealth

CABE는 환경정의 측면에서 유색인종이나 소득계층  사회  약자가 

겪고 있는 환경  불평등에 주목하고,도시 공원이 쇠퇴지역(deprivedarea)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 다.본 연구는 

도시 공원과 련된 100여 편의 논문  50여개의 로젝트를 고찰하는 문

헌조사와, 국의 런던,웨스트 미들랜즈(WestMidlands)  그 이터 맨체

스터(GreaterManchester)주에 치한 쇠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연구 결과 도시 공원은 개인의 운동이

나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 유도  교육의 장으로 기능해 

왔으며,사람들은 이러한 공원을 안 하게 이용하는 것이야 말로 개인의 삶

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기본 요소로 인식하 다.5)

6)GreenestCity2020ActionPlan

그림 Ⅳ-3GCAP의 10분 내 공원 (©GCAP)

‘GreenestCity2020ActionPlan(GCAP)’은 밴쿠버를 세계 최고의 녹색 

도시로 조성하기 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실천 내용을 담

고 있는 계획으로,경제,환경,교통,도시 공원  녹지 등의 분야에서 10가

5)CABESpace,CommunityGreen:UsingLocalSpacestoTackleInequalityandImproveHealth,

London:Commissionfor ArchitectureandtheBuiltEnvironment,2010,p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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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표를 제시하 다.특히 밴쿠버는 도시 공원과 련하여 모든 밴쿠버 

거주민들이 걸어서 5분 이내로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지역에 우

선 으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보행 도로를 공원으로 환함으로써 환경  불

평등을 최소화 하고자 하 다. 한 서식지 복원 문가,수목 리 문가,

교육가 등 도시 공원과 련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10%는 일

자리에 한 진입장벽을 낮춰 사회  약자나 소득계층이 근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도시 공원 조성을 통한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 다.6)

7)LandscapeArchitectureandPublicWelfare

미국 조경가 회(AmericanSocietyofLandscapeArchitects,ASLA)는 2003년

『RegulationofLandscapeArchitectureandtheProtectionofPublicHealth,

Safety,andWelfare』를 통해 조경의 문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조성된 일

련의 실천 행 들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 ,물 ,  손해에 주목하

고,조경 실천 분야가 앞으로도 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을 우려하 다.그러므로 종합 이고 추진 가능한 일련

의 조경 실천 기 을 설립하여 부주의와 기술 부족을 방지하고,공공의 건

강과 안 ,복지를 보호하기 한 법  제도를 확립하여 사람들이 안 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제안하 다.7)

이와 같은 논의에 힘입어 재 미국의 50개 주와 캐나다 일부에서는 조경

가로 하여  반드시 공공의 건강과 안 ,그리고 복지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지정하고 이를 공인(license)하고 있다.그러나 건강과 안 에 한 개념은 

잘 확립된 반면,복지에 한 개념의 명확성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조경가 등록 회인 CLARB(CouncilofLandscapeArchitecturalRegistration

6)CityofVancouver,GreenestCity:2020ActionPlan,Vancouver:CityofVancouver,2012,

pp.1-77.

7)AlexP.Schatz,RegulationofLandscapeArchitectureandtheProtectionofPublicHealth,Safety,

andWelfare,Colorado:Lafayett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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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s)는 조경 실천과 련이 있는 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조경이 공공의 

복지에 끼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고 있다.8)

8)BeyondBluetoGreen

호주 빅토리아주에 치한 디킨 학교(Deakin University)는 문헌연구를 

통해 도시 공원과 인간의 건강,특히 정신  건강과의 계를 고찰하 다.

본 연구에 따르면 도시 공원은 휴식  회복의 장으로,스트 스 감소,주의

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ADHD)  

주의력결핍장애(AttentionDeficitDisorder,ADD),후천  뇌 손상 완화,분

노 조 ,우울증 개선 등에 효과 이다. 한 도시 공원은 기후 변화  환

경  지속가능성에도 향을 끼치며 이는 곧 개인의 정신  건강과 웰빙으

로 이어진다.9)

9)BenefitsofUrbanParks:ASystematicReview

코펜하겐 학교의 세실(CecilKonijnendijk)교수와 연구진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430개의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도시 공원이 주는 혜택을 

건강,여가,사회  통합, ,부동산 가치,생물종다양성, 기오염 완화,

수질 등 8가지 범주로 정의하 다.주요 내용으로 도시 공원은 비만 감소,

스트 스 완화,삶의 질 향상 등 개인의 신체 ·정신  건강에 효과 이며,

상호 교감,문화 교류  만남의 장으로 기능한다.도시 공원의 크기는 높은 

생물종다양성을 갖기 한 결정  요인이며, 기오염 완화  기후 변화 

응,빗물 리에 효과 이다.10)

8)GeorgeSpears,LandscapeArchitectureandPublicWelfare,Virginia:CouncilofLandscape

ArchitecturalRegistrationBoards,2010.

9)Townsend,etal.,BeyondBluetoGreen:TheBenefitsofContactwithNatureforMentalHealth

andWell-being,VIC:Beyondblue,2010,pp.1-152.

10)Konijnendijk,etal.,BenefitsofUrbanParks:A SystematicReview,Wellington:Ifpra,2013,

p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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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BlueSkyGreenSpace

‘GreenLINK’는 공원  녹지뿐만 아니라 경  조망 한 건강  웰빙 

증진,커뮤니티  자원 사 시민 참여 향상 등에 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

하고 공원의 가치를 경제 ·환경 ·사회  가치로 구분하 다.공원의 경제

 가치는 부동산 가치  지역 세  향상,재건축  재개발, 크리에이

션,여행,부동산 가치  지역 세  향상 등이며,환경  가치는 생태계,자

연  생물종다양성, 기의 질  온도 감,경 ,교통,물  홍수 리,

에 지  온도 변화 등이다.사회  가치는 공공의 건강  웰빙,범죄  

치안 유지 활동,교육,문화,스포츠,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된다.11)

구    분 내    용

경제  가치

·사업  매력  유지           ·산업  고용 가치

·재건축  재개발              ·건강

· 크리에이션                  ·환경

·                           ·이벤트

·부동산 가치  지역 세  향상

환경  가치

·생태계,자연  생물종다양성

· 기의 질                    ·온도 감

·물  홍수 리              ·경

·쓰 기                       ·로컬 푸드

·에 지  온도 변화          ·교통

사회  가치

·공공의 건강  웰빙           ·가족  어린이

·교육                          ·노인

·사회  돌   장애           ·평등

·범죄  치안 유지 활동        ·문화  스포츠

·커뮤니티 

·자발   커뮤니티 주도형 매니지먼트

표 Ⅳ-3.공원의 가치(GreenLINK)

11)LandscapeArchitectureandSocialValues:Evidencefrom Literature

카퍼(Kapper)와 체노웨스(Chenoweth)는 조경이 실천  학문이라는 을 

11)GreenLINK,BlueSkyGreenSpace:UnderstandingtheContributionParksandGreenSpacescan

maketoImprovingPeople’sLives,2011,pp.1-41.



- 50 -

차치하더라도 경 에 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조경의 사회  가치에 한 

연구가 조경의 이름으로 언 된 이 거의 없었다는 에 주목하고,경제학,

심리학,환경학, 술  디자인,경 학,사회학 등 범 한 분야의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도시 공원을 비롯하여 조경이 가지고 있는 사회  가치를 건

강(health),안 (safety),그리고 복지(welfare)로 분류하 다.

특히 복지 가치와 련하여 카퍼와 체노웨스는 조경 서비스  조경 문

가에 한 비용 지불 의사나 부동산 가치 향상 등의 경제  가치와,경치 

좋은 공원과 같은 아름다움의 미학  가치를 조경의 사회  가치인 복지 가

치로 정의하 다.12)

12)AGreener,GreaterNew York

뉴욕은 지난 30여 년간의 집 인 투자를 통해 뉴욕시 사상 최고의 성

기를 리고 있지만,혼잡한 도로,시설의 노후화,인구 증가와 과 화에 따

른 주택  오 스페이스 부족,환경문제 등 번  이면에 많은 요인이 

발생하 다.이에 뉴욕시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뉴욕의 지속 인 성장을 한 략  정책계획인 

랜뉴욕시티(PlaNYC)를 수립하 다. 랜뉴욕시티는 ‘agreener,greaterNew

York’을 목표로 교통,공원  공공공간,에 지,기후변화 등 10가지 세부 

략을 제시하 는데,특히 공원  공공공간 정책은 수요자 심의 계획으

로 2030년까지 모든 뉴욕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내에 공원에 근이 가능하

도록 보장하고 있다.‘10분 내 공원’개념은 이후 많은 가이드라인의 기 으

로 활용되고 있다.13)

12)ThomasKapperandRichard Chenoweth,"LandscapeArchitectureand SocietalValues:

Evidencefrom theLiterature,"LandscapeJournal19(1-2),2000,pp.149-155.

13)TheCityofNew York,plaNYC:AGreener,GreaterNewYork,NY:TheCityofNew York,

2011,pp.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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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랜뉴욕시티(좌)와 걸어서 10분 내 공원 (©plaNYC)

13)TheHealthBenefitsofPark

‘theTrustforPublicLand(TPL)’는 도시 공원  녹지가 인간의 신체 ·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커뮤니티를 강화하며,도시와 그 주변을 살기에

도 좋고 근무하기에도 좋은 매력 인 장소로 만들어 다는 에 주목하고,

공원이 주는 편익을 건강 효과,경제  효과,환경  효과,사회  효과로 

구분하 다.건강 효과는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운동 부족  비만 

방지,경제  효과는 도시 외곽지역이나 소득층 도시지역 등의 부동산 가

치 향상,상업지역  경제 활성화이다.환경  효과는 기오염 완화  온

도 감,강우 유출수 조  등이며,사회  효과는 범죄 방  크리에이

션 참가,커뮤니티를 통한 이웃 간 유 감 조성 등이다.14)

14)EricaGies,TheHealthBenefitsofParks:HowParksHelpKeepAmericansandTheirCommunities

FitandHealthy,CA:TheTrustforPublicLand,2006,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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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건강 효과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운동 부족  비만 방지

경제  효과

·부동산 가치 향상

· 소득층 도시지역 부동산 가치 향상

·도시 외곽지역 부동산 가치 향상

·상업지역에 효과

·경제 활성화

환경  효과
· 기오염 완화  온도 감

·강우 유출수 조

사회  효과

·범죄 방

· 크리에이션 참여

·커뮤니티를 통한 이웃 간 유 감 조성

표 Ⅳ-4.공원의 편익(TPL)

14)TheGreenBookofZurich

‘사회  연 ’,‘경제  활동’,‘생태  책임’이라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취리히의 목표와 계획을 담고 있는 연구로 설문  황조사를 통해 

재의 상황을 악하고 향후 10년간의 목표를 정량 으로 설정하 다.특히 

도시 공원을 여가생활을 한 요한 오  스페이스로 인식하고 그린 시티 

취리히를 만들기 한 방안으로 공원의 요도  만족도,노후화 등을 수

치화하여 각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 다.15)

15)From FitnessZonestotheMedicalMile

건강을 한 신체활동  여가시간의 부족이라는 문제 인식 하에 로스앤

젤 스 지역의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공원이 개인의 건강 증진에 기

여하는가에 하여 고찰하 다.본 연구는 공원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신

체 ·정신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최우선의 원칙에 동의하며,공원 안

성 논의  좋은 디자인이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는 에 주목하고 있

15)StadtZurich,etal.,TheGreenBookofZurich:IntegralPlanning-Outcome-orientedAction,

Zollikerberg:GrunStadtZurich,2006,pp.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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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개인의 건강 증진에 효과 인 이러한 공원을 더욱 효과 으로 활

용하기 한 방안으로 걸어서 20분 내 공원(1마일)  자 거로 20분 내 공

원(4마일)을 제안하 다.16)

그림 Ⅳ-5걸어서 20분 내 공원 (©TPL)

16)Parkscore

캘리포니아(California)에 치한 ‘TheTrustforPublicLand(TPL)’는 도시 

공원의 조성  향상을 목 으로 하는 비 리단체로 종합 인 공원 인증제

도로서 크스코어(ParkScore)를 개발하 다. 크스코어는 공원의 면 ,서

비스  투자, 근성으로 구성되며,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Information

16)Harnik,etal.,From FitnessZonestotheMedicalMile:How UrbanParkSystemscanBest

PromoteHealthandWellness,WashingtonD.C.:TheTrustforPublicLandCenterforCity

ParkExcellence,2011,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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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GIS)을 기반으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

어서 10분 내로 공원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크 스코어의 면 (acreage)은 공원면 의 간값(median park size)과 

도시면 에 한 공원의 면 (parkacresasapercentageofcityarea)으로 

구성된다.공원면 의 간값은 도시 내 공원소유기 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원 목록을 바탕으로 평가되며,도시면 에 한 공원의 면 은 ‘Trustfor

PublicLand‘sCenterforCityParkExcellence’에 의해 실시된 연도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다.

그림 Ⅳ-6 크스코어 (©TPL)

서비스와 투자(servicesandinvestment)는 거주민 당 놀이터(playgrounds

perresident)와 거주민 당 총 지출액(totalspendingperresident)으로 평가

되며,이 자료 한 ‘CenterforCityParkExcellence’를 기 로 한다.놀이

터는 모든 공원 시스템의 기 자산으로 이는 다른 크리에이션 시설의 존

재유무를 단할 수 있는 기 이 된다.거주민 당 총 지출액은 연간 변동사

항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 3년간의 평균치로 측정되며,지출액은 공원 

경계 내에 있는 공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 의 자본 과 운 비가 

포함된다.

근성(access)은 공공 공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에 기 한다.걸어서 10분 거리는 공공 공원 입구까지 0.5마일로 

정의되는데,이는 고속도로,철길,강이나 펜스 같은 물리 인 장애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공공 도로망을 의미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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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HealthEffectsofviewinglandscape

문헌조사를 통해 환경학·심리학 분야에서 도시 공원  녹지 등 경 의 

조망이 인간의 건강에 끼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 다.도시 공원  녹

지의 자연 경 을 조망하는 것은 도시 경 을 조망하는 것에 비해 스트 스 

감소와 같은 정신  건강과 수술 후 신체  건강의 회복  개인의 장기

인 건강 증진에 기여 등과 같은 신체  건강 증진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

났다.18)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사회  편익은 사회

·환경 ·미학 ·경제  차원으로 나타난다.사회  차원은 공공성,정신 ·

육체  건강,안 성, 근성 등을,환경  차원은 기오염 완화,생물종다

양성, 기,수질 등 환경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다.미학  차원은 심미

·창의  경험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마지막으로 경제  차원은 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가치  세 ,공원이나 인근의 부동산 가치,

경제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아름답고 쾌 하게 조성된 도시 공원이 우리에게 끼치는 효과에 

한 연구는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도시 공원의 효과는 크게 개인 (신

체 ·정신 ·사회  건강)·경제 ·환경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도시 공원은 인간의 신체 ·정신  건강에 정 인 향을 끼치며,

주의력 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효과 이다.신체  활동은 

비만이나 성인병 등 이와 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방할 수 있다.특히 공

원은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한 장소로써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신체 ·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며,19)창문을 통해 보이는 자연 경 은 환자들의 회

17)http://parkscore.tpl.org

18)Velarde,etal.,"Healtheffectsofviewinglandscapes:Landscapetypesinenvironmental

psychology,"UrbanForestry&UrbanGreening6,2007,pp.199-212.

19)PeterHarnikandBenWelle,From FitnessZonestotheMedicalMile:How Urba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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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빠르게 한다.20) 한 원 치료는 정원의 정신  건강 치료 효과를 발

시켜 왔으며,어린이의 집 력 결핍 완화  인지 능력 향상,공격 인 행

동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21)

사회  차원 환경  차원 미학  차원 경제  차원

·CABE(2009)

·CABE(2010)

·CLARB(2010)

·Deakin(2010)

·GreenLINK(2011)

·Ifpra(2013)

·Kapper,etal.

(2000)

·plnNYC(2011)

·StadtZurich

(2006)

·TPL(2006)

·TPL(2011)

·TPL(2013)

·Velarde,etal.

(2007)

·ASLA(2012)

·CABE(2009)

·CLARB(2010)

·GreenLINK(2011)

·Ifpra(2013)

·plnNYC(2011)

·TPL(2006)

·Bourassa(1992)

·CLARB(2010)

·Kapper,etal.

(2000)

·TPL(2006)

·Appledseed(2009)

·ASLA(2012)

·Bourassa(1992)

·CABE(2009)

·GCAP(2012)

·CLARB(2010)

·GreenLINK(2011)

·Ifpra(2013)

·Kapper,etal.

(2000)

·TPL(2006)

·TPL(2013)

표 Ⅳ-5.도시 공원의 사회  편익

공원  녹지를 통한 자연과의 은 정신  건강,특히 우울증과 불안

감 해소에도 도움을 다.숲,정원,습지 등을 활용한 치료나 자연과의 

SystemsCanBestPromoteHealthandWellness,CA:TheTrustforPublicLand,2011,p.5.

20)Ulrich,“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 Science

224(4647),1984,pp.420-421.

21)Erica Gies,TheHealth BenefitsofParks:How ParksHelp Keep Americansand Their

CommunitiesFitandHealthy,CA:TheTrustforPublicLand,2006,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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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휴식,회복,스트 스 해소,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disorder,ADHD),주의력 결핍장애(attentiondeficitdisorder,

ADD),인지 기능,사회  유 감  상호 작용 등 다양한 정신  건강의 범

에서 인간에게 정 인 향을 끼친다.22) 한 범죄를 방하고 서로에 

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자본을 창출함으로써 사회  지역 공

동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다음으로 도시 공원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도시 공원이 갖는 

경제  가치에 한 논의는 센트럴 크의 경제  효과에서 잘 나타나는데,

센트럴 크는 2007년을 기 으로 3억 9,500만 달러의 경제  효과와 3,780

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 으며 호텔,박물 , 술 공간 등 주요 문화 

시설의 앞마당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시의  산업에 기여하 다. 한 

센트럴 크 부지 자체의 지가와 주변 부동산의 가치를 향상시켰으며,각종 

부동산  편의시설의 허가 련 세 을 통해 뉴욕시의 세수 확보에도 향

을 끼쳤다.23)

마지막으로 도시 공원은 탄소 배출을 감하고 도시 열섬 효과  기오

염을 개선하며 홍수 리와 강우 유출수를 조 하는 등 환경  지속가능성

에 기여한다.

22)MardieTownsendandRonaWeerasuriya,BeyondBluetoGreen:Thebenefitsofcontactwith

natureformentalhealthandwell-being,Melbourne:BeyondBlueLimited,2010,pp.1-2.

23)Appleseed,ValuingCentralPark’sContributionstoNewYorkCity’sEconomy,NY:Appleseed,

2009,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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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 공원의 환경 불평등

도시 공원은 공공의 건강 증진과 환경 ·경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

우 요하지만,도시 공원이 갖는 이러한 공원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한 합의는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신,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 개념

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시 공원의 효과를 정량화하기 한 연구로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한 공원 근성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공원의 활용

은 공원의 특성이나 로그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리학  근만으로 

도시 공원이 신체  활동  비만에 끼치는 효과를 온 하게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한 사실이다.24)

공원의 근성에 한 연구는 공원에 근하기 한 가장 보편 인 이동 

수단인 도보와25)이동 거리  시간을 기 로 한다.먼  이동 거리를 심

으로 한 연구는 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당한 거리로 

0.25~1마일(400~1,600m)을 기 으로 하며,이는 ‘aquartermile’,‘ahalf

mile’,‘a mile’3가지의 상징  길이로 규정된다.지리학과 교수 월치

(Wolch)는 부모가 유아나 어린이를 데리고 공원에 갈 수 있는 거리로 공원 

경계로부터 반경 0.25마일(400m)을 공원의 근성을 단하는 보수

(conservative)지표로 활용하 으며,26)니콜스(Nicholls)는 공원까지의 실제 

보행 거리로 0.5mile(800m)을27),무어(Moore)는 성인의 신체  활동을 기

으로 반경 1마일(1,600m)을 정 거리로 선정하 다.28)

24)JenniferWolch,etal.,"UrbanGreenSpace,publichealth,andenvironmentaljustice:The

challengeofmakingcities'justgreenenough',"LandscapeUrbanPlanning125,2014,p.236.

25)KeithK.Miyake,etal.,“NotJustaWalkinthePark:MethodologicalImprovementsfor

DeterminingEnvironmentalJusticeImplicationsofParkAccessinNew YorkCityforthe

PromotionofPhysicalActivity,”CitiesandtheEnvironment3(1),2010,p.5.

26)JenniferWolch,etal.,ParksandParkFundinginLosAngeles:anEquityMappingAnalysis,

CA: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2002,pp.11-13.

27)SarahNicholls,“Measuringtheaccessibilityandequityofpublicparks:acasestudyusing

GIS,”ManagingLeisure6,2001,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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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이동 시간을 심으로 한 연구는 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어

갈 수 있는 당한 이동 시간으로 5~20분을 기 으로 한다.교통 련 시민

단체 리 랜어소시에이션(RegionalPlanAssociation,RPA)은 사람들의 

평균 보행 시간으로 5~10분을,29)뉴 지 트랜싯(New JerseyTransit)은 5~15

분,최고 20분 거리를 정 시간으로 선정하 다.30)이를 인간의 평균 보행

속도인 3mile/h로 환산하면31)0.25~1마일(400~1,600m)로 이동 거리를 심

으로 한 연구 결과와 비슷해진다.

이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 공원 분배의 형평성이나 환경정의와 련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우선 앞에서 고찰하 듯이 도시 공원 분배의 형

평성은 뉴욕의 랜뉴욕시티(PlaNYC)나 밴쿠버의 ‘GCAP',로스앤젤 스 등

의 정책 계획과 같이 ’걸어서 5·10·20분 거리 내 공원‘이라는 근성의 개념

으로 논의되고 있다.한국의 경우 2011년 1월 서울을 상으로 ’공원소외지

역‘이라는 개념으로 도시 공원 분배의 형평성을 조사하 다.공원소외지역은 

서울시내에 걸어서 10분 거리인 500m 이내에 공원이 없는 지역을 말하며,

분석방법은 근린공원 등 큰 공원이나 하천의 경우 반경 500m 거리까지,어

린이공원이나 소공원  소하천은 반경 250m까지 공원서비스 지역으로 선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공원소외지역 면 은 14.88㎢로 서울시 체면

의 2.67%로,자치구별로는 강남구,구로구,마포구,강동구, 등포구 순이

었으며,종로구가 공원소외지역 면 이 가장 어 가장 공원서비스가 좋은 

자치구로 조사되었고,양천구,성동구,성북구,동작구 순으로 나타났다.

28)LatetiaV.Moore,etal.,“AvailabilityofRecreationalResourcesinMinorityandLow

SocioeconomicStatusAreas,”AmericanJournalofPreventiveMedicine34(1),2008,p.18.

29)RegionalPlanAssociation,BuildingTransit-FriendlyCommunities:ADesignandDevelopment

StrategyfortheTri-StateMetropolitanRegion,NY:RegionalPlanAssociation,1997,p.11.

30)NJTransit,PlanningforTransit-FriendlyLandUse:AHandbookforNewJerseyCommunities,NJ:

NJTransit,1994,p.39.

31)Olson,TheFiveMinuteWalk:CalibratedtothePedestrian,2010.
(http://evstudio.com/the-five-minute-walk-calibrated-to-the-pede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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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공원소외지역 (©서울시)

도시 공원 분배의 환경정의 측면에서 련한 연구는 체로 인종이나 민

족,소득,계층,지역 등과 공원 근성의 상 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

된다.이와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소득층  유색인종들은 고소득층  

백인들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공원 근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해 랜뉴욕시티나 서울시 푸

른도시선언과 같은 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라운필드나 고속도로 하

부,도시기반시설 등을 공원화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역설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즉, 통

이고 오래된 소득층 지역 혹은 산업 부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도시 공원 조성 계획  략들이 오히려 공원 인  지역의 지가 상승이나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 공원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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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내쫓는 이른바 ‘도시 공원의 환경  불평등’ 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환경 ·경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러한 상은 

미국과 한국의 다음 사례를 통해 보다 더 잘 나타난다.

먼  미국의 경우 세계 으로 사람들의 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하이

라인(HighLine)과 센트럴 크(CentralPark)가 도시 공원의 환경  불평등 

상의 표  사례로 손꼽힌다.뉴욕 경제개발공사(New YorkCityEconomic

DevelopmentCorporation,NYCEDC)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11년 사이 

하이라인에 인 한 부동산의 가치는 103% 상승하 으며,극심한 경기 침체

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인 주변에는 부동산 개발과 련하여 20억 달러의 투

자가 이루어졌다.32) 한 뉴욕의 재정 리 부서(New YorkCityDepartment

ofFinance)는 센트럴 크 인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2007년 기 으로 맨

해튼 체 부동산 가치의 약 8.1%에 상응하는 177억 달러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 으며,센트럴 크 북부의 경우 부동산 가치 상승률은 1997년에서 

2007년 사이 맨해튼 체 부동산 가치 상승률의 2배가 넘는 115%를 기록했

다.33)하이라인과 센트럴 크의 이와 같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공원 주

변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의 소득층들에게 큰 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

들은 그들의 보 자리 밖으로 려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한 청계천의 사례에서 미국의 그것과 같은 상이 나타났

다.청계천은 복원 공사 후 새롭게 조성된 선형 공원을 심으로 보행의 흐

름이 집 되었고,이는 청계천과 인근 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2003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청계천 

조성 이후 청계천 주변 상권의 임 료는 평균 13%,주변 지가의 경우 

35~80%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슷한 기간의  다른 연구에서도 

32)JenniferWolch,etal.,"UrbanGreenSpace,publichealth,andenvironmentaljustice:The

challengeofmakingcities'justgreenenough',"LandscapeUrbanPlanning125,2014,p.241.

33)Appleseed,ValuingCentralPark’sContributionstoNewYorkCity’sEconomy,NY:Appleseed,

200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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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인근 지역 상권의 임 료는 33%에서 최  233%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하이라인과 센트럴 크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원과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공원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소득층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청계천은 지가  임 료

의 가 른 상승과 켜를 함께 하여 청계천 조성 후 5년간 청계천 지역 주변

의 98%가 사무실,상 ,호텔,교육원 등으로 속하게 변화하 으며,이러

한 상은 청계천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소득층들을 오히려 밖으로 

내몰았다.34)

그림 Ⅳ-8청계천 주변 지역의 변화 (©임희지)

34)Lim,etal.,"Urbanregenerationandgentrification:LanduseimpactsoftheCheonggye

Stream RestorationProjectontheSeoul'scentralbusinessdistrict,"HabitatInternational39,

2013,pp.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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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도시 공원이 개인이나 사회의 신체 ·정신  건강에 정 인 향

을 끼치지만,교통 집지역에 치하는 공원의 경우,공원 주변은 심각한 

기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이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교통 련 안 문제 한 발생할 수 있다.공원에 인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득층이나 소수 커뮤니티를 심으로 높은 인

구 집 을 나타내고 있는데,이 경우 공원 주변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들에게 공원은 건강상·안 상 큰 으로 다가올 수 있다.35)

그림 Ⅳ-9항 우의 도시 공원(좌)과 녹지 분포 (©Wolch)

이러한 상은 국의 항 우(Hangzhou)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상하이의 

남동쪽 200km에 치한 인구 600만의 도시 항 우는 장성(Zhejiang,浙江

省)의 수도로 국의 가장 오래된 도시  하나이다.하지만 격한 도시화

로 인해 농경지는 잠식되었고,최근에는 공해에 갇  있는 등 도시 환경의 

질이 격하게 나빠졌다. 한 심각한 기 오염과 함께 연 평균 기온이 

국에서 2번째로 높은 지역이며,더 악화되고 있었다.

한편,항 우가 국의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되는 은 사라진 녹지를 복

원함으로써 기울어져 가는 도시 환경의 질을 다루기 해 신 으로 노력

했다는 이다.항 우는 고속도로 하부,철도,구도심을 가로지르던 수로의 

35)DouglasHouston,etal.,"StructuralDisparitiesofUrbanTrafficinSouthernCalifornia:

ImplicationsforVehicle-Related AirPollution Exposurein Minority and High-Poverty

Neighborhoods,"JournalofUrbanAffairs26(5),2004,pp.56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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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공원 이 부지 등 도시 내 소외된 공간을 공원화시킴으로써 악화되고 

있던 환경의 질을 완화시켰고,그 결과 국의 정원도시로 인식되는 한편,

2012년을 기 으로 도시 면 의 약 40%에 해당하는 166.5㎢의 녹지 면 과 

1인당 15㎡의 녹지 면   도시 인구의 90% 이상이 높은 공원 근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 공장의 공원화,황폐화된 운하를 

따라 조성한 녹지 공간, 규모의 도시 가로 녹화 등은 오히려 주변 교통으

로 인해 기오염이 악화되었을 뿐 공원 조성으로 인한 건강상의 효과는 

 악되지 않았다.36)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유사한 상은 나타났다.캘리포니아 주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교통 집지역에서 발생한 기오염은 주요 거 으로부터 

150미터에서 최  500미터까지 향을 끼쳐 교통 집지역에 인 하여 조성

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 을 크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특히 소득층  유색인종들은 고소득층  백인들에 비해 교통 집

의 정도가 2배 더 높았으며 인구 도 한 상 으로 높아 소득층  유

색인종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 을 더욱 하고 있었다.37)

36)JenniferWolch,etal.,"UrbanGreenSpace,publichealth,andenvironmentaljustice:The

challengeofmaking cities'justgreen enough',"LandscapeUrban Planning 125,2014,

pp.237-238.

37)DouglasHouston,etal.,"StructuralDisparitiesofUrbanTrafficinSouthernCalifornia:

ImplicationsforVehicle-Related AirPollution Exposurein Minority and High-Poverty

Neighborhoods,"JournalofUrbanAffairs26(5),2004,pp.56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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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조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학문의 하나로 아름답고 

쾌 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특히 조경의 

상이 되는 다양한 경  에서도 근  조경의 태동과 함께 등장한 도시 공

원은 도시의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시 상이나 이념을 구

하는 장소로 기능하며 공공의 복지에 정  향을 끼쳤다.

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에 한 요지는 도시 공원의 여러 가지 혜택

을 통해 사람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다

양한 사회  가치와 편익은 개인과 사회의 복지 향상을 한 수단으로 기능

하며 다음과 같이 건강 증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으로 나타난다.

먼  도시 공원은 신체 ·정신 ·사회  건강을 증진한다.신체  활동은 

비만이나 성인병 등 이와 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방할 수 있다. 한 도

시 공원  녹지 내 자연과의 교감은 정신  건강,특히 우울증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뿐만 아니라 휴식,회복,스트 스 해소,사회  유 감 

 상호 작용 등 다양한 범 에서 인간에게 정 인 향을 끼친다.

도시 공원은 주의력 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효과 이다.

도시 공원 내 숲,정원,습지 등을 활용한 치료나 자연과의 은 주의력결

핍 과잉행동장애(ADHD),주의력 결핍장애(ADD)등을 완화시킨다.

다음으로 도시 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도시의  산업에 기여,공원 

부지 자체의 지가  주변 부동산 가치 향상,세수 확보 등 경제  지속가

능성에 기여한다.마지막으로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는 기오염 개선  

정화,특정 야생동물을 한 서식처 제공,홍수 감  물 리 역할,도시 

열섬 효과 개선,기후변화 응  경감 등 환경  지속가능성에 정 인 

향을 끼친다.

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는 개인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과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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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속가능성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이와 동시에 부정  

효과 한 목격되고 있다.도시 내 아름답고 쾌 하게 조성된 공원이 공공

의 복지에 정 인 향을 끼친다는 에는 동의하지만 이와 함께 나타나

는 도시 공원 분배의 형평성이나 환경정의 문제,도시 공원의 환경  불평

등 상  건강상의  등에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통 이고 오래된 소득층 지역 혹은 산업 부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도시 공원 조성 계획  략들이 오히려 공원 인  지역의 지

가 상승이나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 공원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소득층을 내쫓는 이른바 ‘도시 공원의 환경  불평등’ 상이 발생하

고 있으며, 소득층이나 소수 커뮤니티를 심으로 높은 인구 집 을 나타

내고 있는 공원 인  지역에서 심각한 기오염  교통안  문제가 두되

는 등  다른 환경 ·경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이와 련하여 최근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도시 공원을 

조성하여 기존의 거주민들에게 환원하거나,공원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을 

극 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온 히 새로운 ‘공원’개발이 아닌 기존의 토

지 이용계층이나 노동자들을 고려한 공원 조성 계획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앞으로 도시 공원 조성  계획 결정 과정에서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가 지속 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가 될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은 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측면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지의 궁극  목표인 형

평성의 개념 한 포함하고 있다.그러므로 도시 공원이 갖는 복지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실천하기 해서는 일련의 도시 공원 계획  략이 단순히 

공원의 물리  공 에 그치지 않고 계획  설계 단계에서 정부와 문가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도시 공원이 제공하는 사회  편익이 모

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공원의 기능성  사회  약자에 

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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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도시 공원의 지속 인 복지 향상을 해 도시 공원의 복지 가치 

개념과 효과에 주목한 질 ·양  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

해 본다.



- 68 -

인용문헌

Appleseed(2009)ValuingCentralPark’sContributionstoNew YorkCity’sEconomy,

NY:Appleseed,pp.3-13.

Appleton,Jay(1975)TheExperienceofLandscape,London:JohnWiley&Sons.

ASLA,etal.(2012)BankingonGreen:A LookatHow GreenInfrastructureCanSave

MunicipalitiesMoneyandProvideEconomicBenefitsCommunity-wide,NW:ASLA,

pp.1-41.

AustralianBureauofStatistics(2001)MeasuringWellbeing:FrameworksforAustralian

SocialStatistics,Canberra:CommonwealthofAustralia,p.6.

Bourassa,SteveC.(1992)“PublicWelfareandtheEconomicsofLandscapeAesthetics,”

LandscapeandUrbanPlanning22,pp.31-39.

CABESpace(2009)Makingtheinvisiblevisible:therealvalueofparkassets,London:

CommissionforArchitectureandtheBuiltEnvironment,pp.25-33.

CABESpace(2010)CommunityGreen:UsingLocalSpacestoTackleInequalityand

ImproveHealth,London:Commissionfor ArchitectureandtheBuiltEnvironment,

pp.1-60.

CityofVancouver(2012)GreenestCity:2020ActionPlan,Vancouver:CityofVancouver,

pp.1-77.

Diener,Ed,etal.(2007)“BeyondtheHedonicTreadmill:revisingtheadaptationtheory

ofwell-being,”AmericanPsychologist61(4),pp.305-314.

Gies,Erica(2006)TheHealthBenefitsofParks:How ParksHelpKeepAmericansand

TheirCommunitiesFitandHealthy,CA:TheTrustforPublicLand,pp.1-24.

GreenLINK(2011)BlueSkyGreenSpace:UnderstandingtheContributionParksand

GreenSpacescanmaketoImprovingPeople’sLives,pp.1-41.

Hall,Peter(1996)CitiesofTomorrow:anintellectualhistoryofurbanplanningand

designinthetwentiethcentury,임창호·안건 (역),『내일의 도시: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주:한울아카데미,2000,p.214.

Houston,Douglasetal.(2004)"StructuralDisparitiesofUrban Trafficin Southern

California:ImplicationsforVehicle-RelatedAirPollutionExposureinMinorityand

High-PovertyNeighborhoods,"JournalofUrbanAffairs26(5),pp.565-592.



- 69 -

Harnik,Peterand BenWelle(2011)From FitnessZonestotheMedicalMile:How

UrbanParkSystemsCanBestPromoteHealthandWellness,CA:TheTrustfor

PublicLand,pp.1-38.

Kapper,ThomasandRichardChenoweth(2000)"LandscapeArchitectureandSocietal

Values:Evidencefrom theLiterature,"LandscapeJournal19(1-2),p.150.

Konijnendijk,Cecil(2013)BenefitsofUrbanParks:A SystematicReview,Wellington:

Ifpra,pp.1-68.

Lewis,CharlesA.(1996)GreenNature/HumanNature:TheMeaningofPlantsinOur

Lives,IL:UniversityofIllinoisPress,p.120.

Miyake,Keith K.,etal.(2010)“NotJusta Walk in the Park:Methodological

ImprovementsforDeterminingEnvironmentalJusticeImplicationsofParkAccessin

New YorkCityforthePromotionofPhysicalActivity,”CitiesandtheEnvironment

3(1),p.5.

Moore,LatetiaV.,etal.(2008)“AvailabilityofRecreationalResourcesinMinorityand

Low SocioeconomicStatusAreas,”AmericanJournalofPreventiveMedicine34(1),

p.18.

Nicholls,Sarah(2001)“Measuringtheaccessibilityandequityofpublicparks:acase

studyusingGIS,”ManagingLeisure6,2001,p.209.

NJTransit(1994)PlanningforTransit-FriendlyLandUse:A HandbookforNew Jersey

Communities,NJ:NJTransit,p.39.

Olson(2010)TheFiveMinuteWalk:CalibratedtothePedestrian.

(http://evstudio.com/the-five-minute-walk-calibrated-to-the-pedestrian/)

RegionalPlanAssociation(1997)BuildingTransit-FriendlyCommunities:A Designand

DevelopmentStrategy fortheTri-StateMetropolitan Region,NY:RegionalPlan

Association,p.11.

Robson,William A.(1973)WelfareStateandWelfareSociety,London:GeorgeAllen&

UnwinLtd.,pp.112-114.

Rybczynski,Witold(1999)A Clearingin theDistance:FrederickLaw Olmsted and

Americainthe19thCentury,New York:Scribner,p.258.

Schatz,Alex P.(2003)Regulation ofLandscapeArchitectureand theProtection of

PublicHealth,Safety,andWelfare,Colorado:Lafayette,pp.1-90.

Spears,Geoge,etal.(2010)Landscape Architecture and Public Welfare,Virginia:

CouncilofLandscapeArchitecturalRegistrationBoards,pp.1-80.



- 70 -

Stadt Zurich, et al.(2006) The Green Book of Zurich: Integral Planning -

Outcome-orientedAction,Zollikerberg:GrunStadtZurich,pp.1-155.

Talen and Anselin(1998)“Assessing spatialequity:An evaluation ofmeasuresof

accessibilitytopublicplaygrounds,”EnvironmentandPlanningA30(4),pp.595-613.

TheCityofNew York(2011)PlaNYC:AGreener,GreaterNew York,NY:TheCityof

New York,pp.1-197.

Townsend,MardieandRonaWeerasuriya(2010)BeyondBluetoGreen:Thebenefits

ofconfactwithnatureformentalhealthandwell-being,Melbourne:BeyondBlue

Limited,pp.1-2.

Ulrich(1984)“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

Science224(4647),pp.420-421.

Velarde,M.D,etal.(2007)"Healtheffectsofviewinglandscapes:Landscapetypesin

environmentalpsychology,"UrbanForestry&UrbanGreening6,pp.199-212.

Wolch,Jennifer,etal.(2002)Parksand Park Funding in LosAngeles:an Equity

MappingAnalysis,CA: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pp.11-13.

Wolch,Jennifer,etal.(2014)"UrbanGreenSpace,publichealth,andenvironmentaljustice:

Thechallengeofmakingcities'justgreenenough',"LandscapeUrbanPlanning125,

pp.237-238.

고수  외(2012)『사회복지개론』,서울: 학출 사,pp.21-22.

고재경 외(2012)“미래의 복지는 환경복지,”『이슈&진단』35,p.4.

김교정(2012)“도시 공원 이용자들을 한 공원복지 활성화 략:부산도시 공원 이용자를 

심으로,”『한국콘텐츠학회지』12(10),pp.195-204.

김상균 외(2007)『사회복지개론』, 주:나남출 ,p.125.

김흥순,이명훈(2006)“미국 도시미화 운동의  이해:그 퇴장과 유산을 심으로,”

『서울도시연구』7(3),pp.88-90.

배정한(1995)“Appleton과 Bourassa의 ‘경 미학’이론에 한 비  고찰,”『한국조경

학회지』23(1),pp.8-10.

배정한(1998)『조경에 한 환경미학  근: 통  조경 에 한 반성과 새로운 안

의 모색』,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pp.91-93.

손지 (2015)『노인복지를 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유형화 연구』,동국 학교 학원 박

사학 논문,pp.8-23.



- 71 -

송인주 외(2012)『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방안』,서울:서울연구원,pp.3-37.

안 애 외(2008)『공간복지 증진을 한 여성건설인의 활용방안 연구』서울:한국여성건

설인 회.

양호정(2000)『 드릭 로 옴스테드의 조경미학에 한 연구』,서울 학교 학원 석

사학 논문,pp.38-41.

엄기욱 외(2013)『사회복지개론』,서울:학지사,p.25.

이 범(2012)“건축복지의 사회  개념  건축의 역할변화,”『 한건축학회지』56(10),

pp.16-22.

이한승(2012)“건축공학 측면에서 바라본 건축복지 과제,” 『 한건축학회지』56(10),

pp.77-80.

임휘룡(2014)『공공복지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로서의 공원녹지 정책에 한 연구(서울

시 성북구 사례로)』,상명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조계  외(2011)『산림복지 개념정립  정책개발 연구』,순천 학교.

최경구(2006)“환경복지국가 연구: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과 사회복지의 결합,”『사회복

지정책』24,p.337.

최일섭 외(2012)『사회복지개론』,고양:공동체,p.12.

최재천 외(2009)『생태복지의 개념  용모델 개발』,이화여자 학교 산학 력단.

홍성태(2010)“생태복지의 의미와 과제,”『사회복지연구』187,pp.30-39.

황계 (2012)“‘환경복지’증진과 ‘미래환경’ 비에  투자,”『나라경제』,p.20.

황기원(2011)『경 의 해석』,서울:서울 학교 출 문화원,pp.32-37.

『한국조경헌장』,한국조경학회,2013년 10월 28일 제정.

http://parkscore.tpl.org



- 72 -

그림 목차

그림 Ⅱ-1 MorrisArboretum··································································································10

그림 Ⅱ-2 FreshKillsPark·····································································································11

그림 Ⅱ-3 LugieGardeninMillennium Park··································································12

그림 Ⅱ-4 Otterbein··················································································································13

그림 Ⅱ-5 CentralPark············································································································14

그림 Ⅱ-6 HighLinePark······································································································14

그림 Ⅱ-7 SouthChicagoRedevelopment··········································································15

그림 Ⅱ-8 PearlDistrictPortland·························································································16

그림 Ⅱ-9 EvergreenBrickworks···························································································17

그림 Ⅱ-10Foote'sPondWood·······························································································17

그림 Ⅱ-11PhoenixCivicSpacePark···················································································18

그림 Ⅱ-12WanuskewinHeritagePark················································································19

그림 Ⅱ-13CedarLakeParkandTrail················································································19

그림 Ⅱ-14BeijingOlympics···································································································20

그림 Ⅲ-1 생태복지 개념 모형································································································31

그림 Ⅲ-2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정의··········································································33

그림 Ⅲ-3 산림복지 개념도······································································································35

그림 Ⅳ-1 부동산 가치··············································································································43

그림 Ⅳ-2 시장가치 상승률(1997-2007년)···············································································43

그림 Ⅳ-3 GCAP의 10분 내 공원··························································································46

그림 Ⅳ-4 랜뉴욕시티(좌)와 걸어서 10분 내 공원··························································51

그림 Ⅳ-5 걸어서 20분 내 공원······························································································53

그림 Ⅳ-6 크스코어················································································································54

그림 Ⅳ-7 공원소외지역············································································································60

그림 Ⅳ-8 청계천 주변 지역의 변화······················································································62

그림 Ⅳ-9 항 우의 도시 공원(좌)과 녹지 분포··································································63



- 73 -

표 목차

표 Ⅱ-1 조경이 공공복지에 끼치는 7가지 향··································································21

표 Ⅱ-2 공공복지 계획  설계 시 고려사항······································································22

표 Ⅲ-1 의의 복지와 의의 복지······················································································27

표 Ⅲ-2 사회복지의 상에 따른 사회복지의 정의····························································28

표 Ⅲ-3 사회복지 실천의 3  구성 요소··············································································29

표 Ⅲ-4 복지 련 개념············································································································38

표 Ⅳ-1 도시 공원의 사회  편익에 한 연구··································································42

표 Ⅳ-2 공원의 가치(CABESpace)························································································45

표 Ⅳ-3 공원의 가치(GreenLINK)··························································································49

표 Ⅳ-4 공원의 편익(TPL)········································································································52

표 Ⅳ-5 도시 공원의 사회  편익··························································································56



- 74 -

ABSTRACT

TheConceptandEffectsof

UrbanParkWelfare

Oh,Min-Seok

AdvisedbyProf.Jeong-HannPae

DepartmentofLandscapeArchitecture

TheGraduateSchool,SeoulNationalUniversity

Thesocialvalueand theroleofenvironmentalwelfareischanging.

Landscapearchitectureisanactionoriginatedfrom thetraditionalconcept

ofcreatingalandscape;furthermore,itisapracticalacademicfieldof

promotinganenvironmentwherepeoplecanleadasafelife.Recognizing

suchprofessionalsignificanceoflandscapearchitecture,theestablishment

oflegalsystemsanditsconceptsforprotectingpublichealth,safety,and

welfarearebeingmade.

In particular,amongavarietyoflandscapesasaphysicalobjectof

landscapearchitecture,an urban park,which emerged along with the

beginning of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has functioned as an

environmentalform offulfillingtheconvictionofwelfare,andapleasant

environmentand socialbenefits provided by an urban park have

contributedtoimprovingpublic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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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inspiteofagreeingonthefactthatanurbanparkhasa

positive effecton public welfare,the study on conceptsofwelfare

inherentin an urban parkand theeffectofthewelfarevalueofan

urban parkhasnotbeenmadeproperlyasyet.Thatisalsobecause

leavingasidethefactthatlandscapearchitectureisapracticalacademic

field ofcreatingaparkwhichiscloselyassociated withourreallife

environment,atheoreticalstudyonurbanparkwelfarehashardlybeen

mentionedintermsoflandscapearchitecture.

Therefore,thisstudyestablishestheconceptandeffectsofurbanpark

welfareasfollowsbyconsideringliteratureandcasesofcomprehensive

academicfieldswhicharerelatedtotheconceptofurbanparkwelfare,

such as socialwelfare,architecture,ecology,economics,psychology,

environmentology,sociology,andmedicine.

First,theconceptofurbanparkwelfaremeansthat"everyonemakesa

safeandfairuseofthesocialvalueofanurbanparkbyprovidinga

pleasantenvironmentthroughcreatingandimprovinganurbanparkand

thusthequalityofindividuallifeisimprovedandthewellbeingofthe

entiresocietyissought."Theconceptofurbanparkwelfareincludesboth

the conceptsof'functionality'and 'equity.'The formermeanssocial

benefitsprovidedbyanurbanparkandthelattermeanstheimpartial

distributionthateveryonecanmakeanequaluseofsuchbenefits.

Ontheotherhand,inordertoputwelfareintopractice,itisnecessary

tofind outpeople'sdesires,usesuitableresourcestomeetthem,and

designasystem ofdelivertheresourcesmostefficiently.Inthiscontext,

individuals'desireand interestin theirphysicaland mentalhealthor

their socialactivities correspond to desires among components for

fulfillingtheconceptofurbanparkwelfare,andsocialbenefitsprovided

byanurbanparkserveasresourcestosatisfybeneficiaries'desiresor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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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thatisthecase,itisalsonecessarytoconsiderthedeliverysystem

ofconnecting desiresto resources.Contrary tosocialwelfareservices,

whichtend tobeone-sided,thefulfillmentofultimatewelfarevalues

throughanurbanparkispossiblewhenalongwithprovidinganurban

park,all the society,families,and individuals participate actively.

Accordingly,aswellaspromoting an urban park asaplacewhere

desires of individuals and the society are met, consideration is

indispensableforwaysthatpeoplecanmakeahealthyandsafeuseof

anurbanpark.

Furthermore,the effects ofurban park welfare were divided and

established astheeffectofhealth promotion and the economicand

environmentaleffect.First,anurbanparkpromotesphysical,mental,and

socialhealth.Physicalactivitiescanpreventhealthproblemsofobesity,

adultdiseases,and othersrelated to thoseproblems.In addition,the

communionwithnaturewithinanurbanparkorgreenareasnotonlyis

helpfulforrelievingmentalhealthsuchasdepressionandanxietybut

alsohasapositiveeffectonhumanbeingsinawiderangeofaspects

suchasbreak,recovery,stressrelief,socialbond,andinteraction.

An urban parkisalsoeffectivein children sufferingfrom attention

deficit.Treatmentsutilizingwoods,agarden,orawetland within an

urban park or contacts with nature can relieve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disorder(ADHD)orattentiondeficitdisorder(ADD).

Second,anurbanparkcontributestoeconomicsustainabilityincluding

reinvigorating the rural economy,reviving urban tourism industry,

improvingthepropertyvaluesoftheparksiteand surroundings,and

securingtaxrevenue.

Third,thevalueofurban parkwelfarehasapositiveinfluence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uch as improving and purifying air

pollution,providingthehabitatforspecificwildlife,controllingflood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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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water,improving urban heatisland effect,adapting to and

mitigatingclimatechanges.

Ontheotherhand,valuesofurbanparkwelfarehaveapositiveeffect

onpromotinghealthofindividualsandcommunitiesandeconomicand

environmentalsustainability,whiletheirnegativeeffectsarealsobeing

witnessed.Socialbenefitsprovided by an urban park hasa positive

influenceonpublicwelfare,butproblemsalsoexistsuchasthefairness

of distributing urban parks or environmental justice,environmental

unequalphenomenaofurbanparks,andhealthrisks.

Consequently,inordertoputwelfarevaluesofanurbanparkinto

sustainableaction,itisnecessarythattheconsiderationshouldbemade

simultaneouslyforfunctionalityofbothanurbanparkandthesocially

disadvantagedsothatratherthanmerelythephysicalprovisionofurban

parks,thegovernment,experts,andcommunitieswillparticipatetogether

inmakingaseriesofplansandstrategiesforanurbanparkandthus

socialbenefitsprovidedbyanurbanparkcanfairlyreacheverymember

ofsociety.

Besides,forthesakeofthecontinualimprovementofurban park

welfare,aqualitativeandquantitativestudyfocusedontheconceptand

effectsofurbanparkwelfareisexpected tobediscussed activelyand

continuously.

................................

Keywords :Urbanpark,Welfare,ParkWelfare,PublicWelfare,

WelfareEffects,Equity,EnvironmentalJustice

StudentNo.:2012-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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