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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조성 가이드라인연구

지도교수 : 임승빈
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과

이 보 람

   최근 병원 외부환경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
과 자연을 통한 치유환경의 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아동 환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인 환자보다 주변 환경 변화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 전문병원의 계
획・설계에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한 총체적 치유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높은 재발율과 
만성적인 경과로 인해 의료 시설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
며, 정신적 장애를 갖는 아동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 아동을 배려한 병원 설계나 이들의 복지, 회복문제에 있어 환경적 조성이 
미비하다. 병원 설계 자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동의 행태분석과 심리적 
안정으로 진료에 대한 공포와 입원하는 기간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이다. 그러
므로 아동 환자들의 감정 조절 기능과 치료의 보조수단으로서 치유정원이 계획되
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어린이 전문병원에서 장애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질병에 맞춘 치유정원 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내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치유공간이라 명명되는 옥외 공간에 대한 이용도와 문제점
을 살펴 각 공간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제공하는 것에 주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
여 치유정원, 장애 아동에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이 갖추
어야할 항목들을 도출하고 구체적으로 설계 요소에 대한 세부항목들을 도출하였
다. 또한 국내 100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병원인 서울시립어린이
병원과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을 선정하여 세부항목에 대한 구현정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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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아동 치유정원 조성에 앞서 하나의 기초항목을 도출하는 것은 개념 
정의 및 연구 과정에서 주관적인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유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치유정원 조성을 위한 기초항목을 종합하여 20개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
이 인식하고 있는 이상적인 기초항목을 분류하고자 조경, 원예,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45인 선정하여 5점 만점으로 중요도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항목
에 대해서는 0.5이상의 설명력을 갖고 있어 선행연구로 도출된 모든 항목을 채택
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중요한 기초항목으로 도출되
었으며(중요도 4.0이상), 이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의 대표되는 
속성으로(자연성, 서정성, 사회성, 이동성, 개방성, 인지성, 안전성) 분류할 수 있
었다. 

 둘째, 세부적인 지침개발을 위해 이용대상자를 장애 아동으로 한정지어 설계요
소를 제안하였다. 배치 및 동선계획, 식재계획, 시설계획, 관리 및 운영 계획으로 
대분류하여 세부항목들을 제안하였다.식재의 경우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수종과 감
각 자극을 지원하는 수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시설물의 경우 장애 아동
이 이용하기 용이한 규격사이즈와 시설물의 이름, 조성 방식들을 제안하였으며,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원예치료 프로그램이나 계절별 야외활동 프로그램, 유지
관리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국내 현황(서울시립어린이병원,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을 살펴본 바, 두 대
상지 모두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대다수의 환자들은 보호자와 동
행하여 이용하고 있었으며, 안전시설물이 잘 조성되어 있었다. 색채나 질감, 형태
에서 아동이 호감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각 대상지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1) 치료과정을 지원하는 치유프로그램의 부재 및 식재계획 미
비, 2) 이용자 계층(병원관계자, 보호자, 방문객, 환자)간의 영역성 부재,  3)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재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초화류 식재와 심리적, 신체적 
자극을 위한 수종 선별, 2) 질병과 이용계층,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 3)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의 장으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놀이·휴
게시설의 계획으로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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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정원 설계에서 도입되어야 할 세부 설계 요소와 프로그
램들을 점검하고 병원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지
원하는 시설물과 프로그램, 식재계획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동이라는 대
상자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치유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치유”의 특성을 
지닌 요소들이 설계항목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초항목과 세
부항목이 대상지가 갖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향후 진행될 국내 어린이 전문병원의 옥외 공간 
및 정원 공간이 “치유”라는 취지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치유정원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치유기능을 위한 옥외 공간 조성 시 필요한 항목
을 도출하고 치유효과를 지닌 식물에 대한 특성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유에 도움이 되는 수종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한 방안을 마련
하는 이론적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장애 아동, 치유정원, 기초 항목, 디자인 지침, 어린이 병원, 
           옥외 공간, 
❚학번 : 2010-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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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정원의 존재가 환자들의 물리적, 심리적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수

세기 전부터 여러 연구에서 폭넓게 나타났다(Ulrich, 1984 외). 15세기부터 정신질

환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으로 옥외 레크리에이션활동이 있었으며, 이는 정원이 

정신질환자의 치료공간으로써 활용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Relf(1992)는 병원, 

호스피스, 요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 식물이 인간의 정신생리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치유환경 자연(healing landscape)’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병

원의 옥외 공간 중 정원 공간은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환경인 동시에 의료

진 및 내원객의 웰빙을 도모하는 환경이 된다.

 최근 병원 외부환경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자연을 통한 치유환경의 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아동 환자의 경

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 환자보다 주변 환

경 변화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 전문병

원의 계획・설계에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한 총체적 치유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외 병원에

서는 아동 환자의 특성에 맞게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돕는 환경을 제공

하는 병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885년 필라델피아 어린이 전문

병원(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이 설립된 이후, 현재 약 250개의 어린이 

전문병원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1965년 국립아동병원(National Children's 

Hospital)이 설립된 이후 2002년 확대 개편된 27개의 어린이 전문병원이 있다. 하

지만 국내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린이 전문병원 자체가 소수에 불과하다. 100병상 

이상의 어린이 전문병원은 전국에 5개소1)로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의 공급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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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족한 어린이 전문병원의 확충을 위해 신축 및 

확장 공사를 추진하였다2). 하지만 대규모 전문병원을 짓기 위한 대지확보에 있

어 옥외 공간에 대한 배려는 미미한 편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는 놀이방 외에는 아동 환자를 위한 공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점차적

으로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옥외 공

간의 활용이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환경적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 아동 환자

를 위한 치유공간의 발전은 미미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연령별 아동 정신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1~9세 아동의 정신질환 발생률이 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14.4명을 기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 10.9명에 비해 약 32%나 높아진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으며, 10~19세의 발생률도 해가 거듭할수록 높은 수치(2002년 10.3명에서 

2005년 14.7명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동 정서장애 발생률도 마찬가지로 상

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보아(표Ⅰ-1,2 참고)3) 점차적으로 정

신적 장애를 갖는 아동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높은 

재발율과 만성적인 경과로 인해 의료 시설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

은 장애 아동 환자들의 복지와 회복문제에 있어 환경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자연과 정원 활동이 인간에게 주는 

자연 치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결여된 채 무관심 속에 방치된 실정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김소희, 2004). 국내 치유정원에 대한 연구에서 일

부 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정원이라는 개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나, 장애 

아동에 대한 요구도가 미흡하게 반영되었고, 아직 외국에 비해서 ‘치유정원’개

념을 토대로 효과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자의 특성 

1) 서울대 어린이 전문병원(1985),연세세브란스 어린이 전문병원(2006),소화아동병원(1982),서
울시립아동병원(1978), 양산부산대 어린이병원(2008)이 이에 해당한다.

2)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이 300병상 규모로 2007년 5월에 신축되었고, 부산대어린이병원이 150
병상 규모로 2008년 9월에 준공되었고, 서울대 어린이병원도 병동부 증축에 이어 외래진
료부가 2008년 8월에 증축되었다. 

3)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Print.asp?aID=2007101617074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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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안이 나오고 있다(김선아, 1994).   

[표 Ⅰ-1]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전체) 

추이 
[표 Ⅰ-2] 아동의 정신발육지체 추이 

출처 : “한국 아동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6월호, p.6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애 아동만의 신체적, 정신적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화된 

치유환경이 필요하며, 더불어 옥외 공간 측면에서 장애 아동이라는 대상의 특징적 

요소와 질병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장애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

적 회복을 도모하는 치유정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수행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유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치유정원 계획요

소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원 조성을 위한 설계기준 항목들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또한 국내 어린이 전문병원에 조성되어 있는 옥외 공간을 대상으로 도출된 

세부항목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여 이용 대상자의 욕구를 이해

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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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어린이 전문병원 내 치유정원 계획 시 제안할 수 있는 기초 가이드

라인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고찰로는 1) 치유정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아동 환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장애 아동에 관한 이론

적 고찰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치유정원(Healing Garden)에 관한 이론적 고찰

1.1 치유정원의 개념

  치유란 환자에 초점을 맞춰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지원을 통해 건강

에 접근해가는 방법으로,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까지 의미

를 확대 해석할 수 있다(이정옥, 2009). 그러므로 치유정원은 치유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정원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원예치료 활동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시설물들을 이용하여 식물을 가꾸고, 수확, 관

찰, 경험하는 과정을 돕는 기능성 정원을 말한다(서정근 a, 2000). 궁극적으로 허

약한 신체와 마음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리듬을 이끌어내는 정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정원에 비해 치유정원이 갖는 독특성은 장애인의 치료와 회

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간접적인 체험만이 아닌 참여 정원이라는 점이다(손

기철 외a, 2006). 물론 환자, 보호자, 시설 거주자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점은 

일반정원과 동일하다. 하지만 치유정원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 Cure”의 의미

가 담겨져 있는 것 보다 “치유: Healing”의 측면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정원을 

조성함으로 암을 치료하거나, 부러진 다리를 붙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증상의 경감과 스트레스 감소, 편안함 제공, 오감 향상 등 건강

회복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임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내원객에게 병원 인테리어나 환자들로부터 느껴지는 이질감을 완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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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용자들로 하여금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직원들에게 업무로부터 오는 스

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사람들과의 사회적 접촉을 도

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Marcus a, 1999). 

[그림 Ⅱ-1]  치유정원 효과의 개념적 모델

출처 : 손기철 외 4인 (2006),  『전문적 원예치료의 실제』, 쿠북, p.240 재구성
1.2 치유정원의 유형

  치유정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특성, 장애 형태, 적용 장소에 따라서 5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크게 감각자극 치유정원, 재활 치유정원, 청소년과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고령자를 위한 치유정원, 실험정원으로 볼 수 있다(손기

철 외b, 2006). 

 감각자극 치유정원(sensory garden)의 경우 한 가지 이상의 감각기관에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오감을 사용하여 감각을 촉진시키며 이를 통해 기능회복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치유정원이다. 

 재활 치유정원(rehabilitation garden)은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결함과 

손상이 있는 환자의 운동기능을 회복시켜주며, 중독환자의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정원이다. 운동치료 훈련과 원예치료를 통해 운동기능의 회복

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6 -

 청소년과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은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

는 동시에 사회성과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목적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놀이터, 체력단련장, 원예학습장, 지각기능을 자극하는 공간

을 조성하여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활용하기도 한다. 

 실버시대가 다가오면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치유정원 또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혹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예전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에게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정원 가꾸기나 원예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원

을 통해 마을 혹은 녹지 만들기에 참여하도록 한다. 정원을  사회적 통로로 이용

하며 거동이 어려운 만큼 안전성을 갖춘 활동 공간을 적절히 조성하여 실버세대

를 겨냥한 정원으로 활용한다.

 실험 정원(demonstration garden)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 및 원예치

료의 관심을 높이는 장소로 활용됨과 동시에 원예치료사 양성과 프로그램의 실

천의 장으로 제공되는 정원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 만

들기를 제안하는 정원이며 원예기술의 습득, 직업 훈련, 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설비자재나 식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감각자극 치유정원 § 오감을 촉진시켜 기능회복에 기여
재활 치료정원 § 운동기능의 도모

§ 사회활동의 복귀를 장려
청소년·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 사회성과 체력증진의 다목적 환경학습장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치유정원

§ 여가활동 중심의 원예활동
§ 안전성의 역할증대

실험 정원 § 원예치료에 관한 설비자재와 식물 전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

출처 : 손기철 외 4인 (2006),  『전문적 원예치료의 실제』, 쿠북, p.240 재구성

[표 Ⅱ-1] 치유정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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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치유정원에 관한 연구동향

  치유정원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치유정원 요소와 공간에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선희 외(2008)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치유정

원의 이용희망의사, 치유정원에 도입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치유정원의 시장성을 분석하였다. 노인과 관련한 치유정원에 대한 연구

는 조주영 외(2010), 최영미 외(2007), 송효주 외(2009) 등이 진행하였다. 김혜연 

외(2010)는 어린이전문 의료 시설의 치유공간에 대한 분석방법을 행태 심리적 측

면에서 제시하여 대기공간 혹은 병원 시설내의 치유공간적 특징을 보고자 하였

다. 원예치료프로그램의 연구로, 정성혜(2003)는 원예치료사들의 원예치료 및 식

물치료경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원예의 치료효과와 이용을 조사, 실내 치료정원

의 조경계획을 위한 식물 및 이용시설의 기초 설계지침 마련하고자 하였다. 원예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김혜상 외(2003), 이은숙 외(2003), 조현구 

외(2003), 한인자 외(2003) 등이 연구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치유정원에 대한 연구는 이용대상자로 분류하였을 때 치매노인, 여성을 위한 치

유정원 조성을 위한 디자인 지침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원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원예치료에 관

한 연구의 경우 치유정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 중에 원예라는 작은 부분만

을 보며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위한 총체적인 설계 지침에 

관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2.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Healing Garden for Children)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의 특징 

  아동의 성장 과정은 자연과의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지며, 자연 환경에 둘러 싸

여 자라고 그 속에서 성장한다(Wilson, 1996). 자연은 아동에게 있어서 존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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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갖게 하고 알맞은 삶의 형태를 찾아내는 교육의 장소가 되는 동시에 그

들이 활동하는 주변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옥선(2010)은 정원

을 포함하고 있는 놀이 환경이 아동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준 Rusk 

Institute4)의 연구를 언급하며, 재활시설의 환자들에게 놀이터가 아니라 자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놀이정원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abastino 

Santotefano(1999)는 정원의 역할에 대하여,   

“어린이들은 돌 위에 올라감으로써 “상승”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된다. 또한 

나뭇가지들로 동굴을 만들어봄으로써 은둔과 위요감에 대해 경험하게 된다. 이

런 “기억”들은 어린이들의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다양한 행위를 통

해 정신과 신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Marcus B, 1999)”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아동과 놀이, 자연에 대한 관계는 오래전부터 학자들에게 이슈가 됐던 

주제이다. 아동을 위한 정원에 대한 연구는 아동 교육과 관련하여 몬테소리나 페

스탈로치, 스테이너, 프뢰벨과 드웨이와 같은 학자들이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가들이 이론과 실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

다. 아동 심리학자이자 소아과의사인 Winnicott(1971)은 치유정원을 “아동들의 

잠재적인 공간”이라고 불렀으며, 정원에서 놀이를 통해 아동이 내적 갈등이나 

공포를 표현하고 주변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영애(1999)는 정원활동을 

통해 아동은 식물 생육의 필수적인 원리,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배우게 되며, 정

원 가꾸기는 아동이 볼 수 없는 힘의 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간

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은 정원 안에서 식물의 생명주기를 체험하고, 관찰

하고, 원예 활동을 통해 정서 순화를 돕고 사회성과 협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

며 안정과 평화, 휴식 등의 심리적 치유를 도모할 수 있다. 병원이라는 공간을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질병 치료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

4) 통합적 재활시설로 근골격계 재활, 뇌졸중 재활 소화 재활,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
며 환자에 따라 문제점을 진단하여 장애 아동들의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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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에서의 치유정원은 반드시 필요한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2] 식물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네 가지 측면

 

2.2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의 역사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분야는 50여 년 전부터 서서히 발전해왔다. 이 분야에 

선구자는 Hutwood의 영국 조경가 Lady Allen이었다. 1940년 중반에 Lady Allen은 

덴마크 건축가 C. Th. Sorenson이 설계한 코펜하겐에 있는 Emdrup Adventure 

Playground에 방문했다. Adventure playground는 숙련된 놀이지도자의 관리 하에 

아동들이 손으로 직접 물리적 환경을 조작해보고,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를 생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콘셉트를 가졌다고 표현된다(Marcus c, 1999). 

Lady Allen은 이런 공간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고 런던에 2차 세계대전 이후 포

탄으로 인해 정신적 외상(trauma)을 갖게 된 가족들을 위해 유사한 시설을 설립

하는 운동을 시행했고, 그녀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 아동들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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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런던에서 Handicapped Adventure Playground Association(이하 HAPA)

이란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HAPA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야외 공간에 대한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어린이 농장을 포함하여 동

물을 유치하고 있다(Brett et al., 1993). Lindheim 외의 여러 연구자들은 1972년에 

어린이 전문병원에 대한 설계 지침서를 제안하였고 아동의 놀이와 야외활동의 

환경, 자연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87년도에 Anita Olds와 

Patricia Nadiel의 지휘아래 아동의 건강을 위한 협회(Association for the care of 

children's health)가 아동의 건강 시설 설계에 관한 첫 책을 발행하였다(Mardelle, 

미상). 1997년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건강관리 시설의 종합적인 방법에서 

Shepley(1998)은 “Healing Activity”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후에도 

많은 녹지 환경과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에 있다, 2003년에 미국 

조경가 협회(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이하 ASLA) 산하 치유조

경분과 주최로 매년 의료 시설 조경설계 전문가 교육프로그램(Healthcare Garden 

Design Professional Development Certificate Program, 이하 HGD)을 주최하여 병

원 및 의료 시설의 치유정원 및 조경설계의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치유정원들이 의학계에서 1990년도에 언급되는 것

을 보아 아동과 관련된 건강관리 시설 설계에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발전되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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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의 사례

2.3.1 The Leichtag Family Healing Garden, Children's Hospital and

Health Center, San Diego

  Topher Delaney의 주최로 Cochran과 Castillo가 함께 설계하였으며, Delaney는 

존재하는 그 순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 개념을 설정하였다. 설계가는 각각의 요소(색감, 질감, 형식, 스케일)를 모두 

아동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였으며, 방문객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 감

소를 경험하도록 했다.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놀

이”가 정원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아동들이 선호하는 색상과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설계 요소들을 반영하였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과 빈 공터는 이용자

들에게 프라이버시와 영역성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부모나 의료진들이 아동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진입부에 보이는 공룡모양의 조형물은 입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의 

역할도 한다. 비선형의 벽체들은 개방과 위요의 연속성을 나타내며, 아동의 스케

일에서 “공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Star-fish와 버섯의자는 아동 혼

자 혹은 부모와 함께 앉을 수 있으며, 우산의자는 여러 명이서 앉을 수 있도록 

한다.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느낌을 반영한 것으로 바다나 모래, 열대나무를 

형상화한 질감과 색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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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The Leichtag Family Healing Garden의 평면도와 공간 사례 

2.3.2 Chicago Botanic Garden, Boston

  Chicago Botanic Garden은 1977년에 원예치료부를 설립하여 매우 다양한 원예 관

련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인 수업, 워크숍, 그리고 전문 훈련과정으로 이루어

진 초기의 현장 프로그램과 야외과정을 개발시켰다(정일영, 2001). 그 중 Enabling 

garden의 경우 1999년에 개장하여 아동을 위한 채소정원을 조성하여 학기동안 초

등학생을 모집하고 유기농법과 야채와 화초 재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감

각정원의 경우 치료정원의 모델로 제시되기 위해 원예치료사와 조경설계가, 건강분

야의 종사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설계하였다. 치료정원의 특징은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에서 휠체어에 앉아 식물을 돌볼 수 있도록 설계된 계단식 화단, 

벽걸이 식물 장식판, 화장실,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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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Botanic Garden 내 Enabling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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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The Prouty Terrace and Garden, Children's Hospital, Boston

  이 병원은 미국에서 최고의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스톤에 위

치하고 있다. 병원의 주진입부가 있는 1층에서 바로 정원으로 진입할 수 있게 조

성되어 있으며 병원 건물과 병원 도서관, 정원수 등으로 위요되어 있다. 정원 공

간은 분수대와 함께 빈 터가 조성되어 있는 공간, 카페 테라스에서 오픈 스페이

스가 보이는 공간, 상록수로 분리된 뒤쪽 잔디광장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

다. 정원의 유지 및 보수는 공간 계획 및 시설 계획 사무실(Office of Facility 

Planning and Space Planning Through a Garden Committee)에서 위원회를 선출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위원회 일원인 병원관계자와 건축가가 관리하고 있

다. 절반 이상의 조형물들이 덤불이나 나무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아동들은 다양

한 조형물들을 찾는 것에서 흥미를 느끼게 해준다. 이곳에는 앉을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산책로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콘크리트 벤치와 움직일 수 있는 의자·테

이블은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정원의 경우 활

동적인 놀이 시설은 없지만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있어 계절별로 나타나는 색

상은 시각적 다양성을 제공해주며 공간 안에서는 빈 터와 수목 사이의 벤치, 정

자 등을 통해 개방과 위요를 적절히 선택하여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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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The Prouty Terrace and Garden의 평면도와 공간 사례 

2.3.4 The Therapeutic Garden, Institute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Wellesley, MA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개발 연구소는 감정조절능력이나 학습능력, 행동 장애

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곳이다. 이곳에 있는 치유정원은 주거지역과 근접한 거리

에 있으며 4046㎡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트라우마를 지닌 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며 원예치료 전문가들이 교육받는 공간, 개인 혹은 그룹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정원은 1997년 ASLA President's 

award of Excellence를 수상한 기록이 있으며(Landscape Architecture, 1997),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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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는 치유정원의 근본적인 개념을 어린 시절에 바탕을 두어 마운딩을 이용해 

오르기를 경험하고, 동굴을 통해 아동들은 은둔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

게 조성하였다. 섬과 동굴은 격리감을 느끼게 하며 동시에 연못 근처에서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파르거나 완만한 경사로를 통해 위험을 인지하는 동

시에 “상승”이라는 요소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양한 

수종으로 계절의 변화를 통한 시각적 다양성을 제공하고, 내부 공간을 만드는 큰 

잎사귀들(단풍나무)과 큰 나무들(대나무)을 조성하기도 했다. 정원에서 특징적으

로 실개천을 중앙에 배치했는데 이는 강한 생명력과 회복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림 Ⅱ-6] The Therapeutic Garden의 평면도와 공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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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사례 비교 및 도입기능의 검토 

  해외 사례에서 보이는 요소 중 국내 치유정원 계획 시 도입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해보면 치유의 기능, 교육의 기능, 휴게의 기능, 커뮤니티의 기능으로 나누어 

도입해 볼 수 있다. 치유의 기능은 치료적 기능이 있는 식재를 계획함으로써 원

예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도입한다(표Ⅱ-2참고). 

The Leichtag Family 
Healing Garden

Chicago Botanic 
Garden

The Prouty Terrace 
and Garden

The Therapeutic 
Garden

위치 § Sandiego § Boston § Boston § Wellesley

도
입 
요
소

휴게 공간
§ 명상자리
  (Meditation Area)
§ 우산의자
§ 의자 벽

§ 앉을 수 있는 
잔디밭

§ 화단 벤치

§ 콘크리트 벤치
§ 가변성 있는 

테이블 & 의자
§ 카페테리아
§ 정자

§ 앉을 수 있는 
잔디밭

아동을 
위한 요소

§ 별자리 벽
§ 동물 조각상
§ 풍차
§ 동화가 새겨져

있는 벽
§ 공룡조형물 진입구

- § 동물 조각상
§ 마운트
§ 섬
§ 동굴
§ 다리

프로그램 -
§ 개인 원예수업
§ 워크숍
§ 전문 훈련과정

- § 원예치료 프로
그램

특징적 요소

§ 비선형 벽체를 
통한 개방과 
위요의 연속성

§ 아동들이 선
호하는 색상
과 질감

§ 휠체어 이동시 
활동이 용이한 
높임화단과 수
경시설

§ 다양한 식재 계획
§ 다양한 식재 계획
§ 아동의 활동

성을 지원하
는 자연요소

[표 Ⅱ-2] 해외 치유정원의 도입요소와 특징적 요소 

  교육의 기능을 보면 원예치료 프로그램이나 전문 훈련과정, 워크숍 등의 행사

를 진행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며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다. 이를 병원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면 장기 입원 환자에게 효과적인 교육활동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휴게의 기능은 정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

여 벤치나 테이블, 정자 등의 휴식공간을 지원하는 설계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말하며, 커뮤니티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도입요소로는 프로그램 연계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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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호자들의 모임공간, 병원 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

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3. 장애 아동(Handicapped Children)에 관한 이론적 고찰

3.1 장애 아동의 개념

  장애 아동이라 함은 장애인의 성격과 문제를 지니면서 아동의 속성을 동시에 

갖는, 즉 장애의 상태를 지닌 아동을 일컫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조기석, 

1998). 장애 아동은 신체적 부자유로 한 지체장애와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

거나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지적장애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체장애란 신체 일부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

여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9). 질환의 원인

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체격이나 운동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형태

적인 발달이나 운동기능이 부족한 편이다. 신체구조에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

에 관계없이 사지(상지, 하지) 및 체간(척추) 기능의 부자유로 인하여 그대로 두

면 자활이 곤란한 아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곽승철, 1995). 일반적으로 신체적 

발달이 느리고 발달의 개인차가 있으며 불규칙적인 발달을 한다(김용석, 1999). 

지적장애의 경우, 지적 기능과 적응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와 일

상생활에서 제한이 따르는 발달장애를 말한다. 지적장애의 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어 온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ental Retardation: 

AAMR, 현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의 2002년 정의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

적 적응 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의 제한으로 특징지어지는 장애로 18세 이전

에 나타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를 나눠볼 수 있다(표Ⅱ-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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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장애
(외부기간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및 단축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 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및 
신장이식자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자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발달장애 자폐증

[표 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정신적, 신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야 하는 아동들은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장기적이고, 생활하는데 있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간을 이용할 때 정상 아동들보다 고려해야 할 것들

이 많다. 장애 아동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문제가 항상 복합적

으로 나타므로 신체적 손상이 지각과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적장애 아동들은 언어 발달이 많이 지체되고, 

기억력과 주의력에 결함이 있다. 사회적인 발달 및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보이

고, 일상생활 기술 및 자조 기술과 같은 적응행동의 발달에도 문제를 보이기 때

문에 개인이 처한 환경, 개인의 능력 요소, 개별적 지원 요구 등의 모든 요소들

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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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체장애 아동의 특징  

3.2.1 신체적 특징

  지체장애 아동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발달이 느리고 발달의 개인차가 심하여 

불규칙적인 발달을 한다. 대개 운동부족과 영양상의 문제로 남녀 모두 키와 몸무

게가 적은 편이며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지구력 등의 운동기능도 열등

한 편이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A, 1981).

 

3.2.2 지능적 특징

  지체장애 아동은 질환의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그 행동이 제한되어 경

험의 영역이 협소하고 견문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전적 소질이 모두 뛰어나다 

하더라도 지체장애가 그들의 지능의 개발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소아마비의 경우에는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척수에 침해를 입었

을 뿐 뇌에는 장애가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지능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열등하다

고 볼 수 없으나, 후천적인 환경 때문에 지능의 발달이 더딜 수 있다.

3.2.3 행동적 특징

  지체장애 아동은 감각을 통한 학습의 제한과 지각장애에 의한 인지의 부족으

로 행동발달이 일반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질환의 원인, 

장애의 정도, 부위, 기간의 장단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행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접촉하는 사람의 수와 기회가 적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에 대

한 경험이나 견문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3.2.4 심리적 특징

  장애 그 자체가 건전하고 정확한 신체상을 갖기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부모의 

과보호, 과도한 요청, 부모와 사회에 대한 적의, 만족할 만한 사회참여의 결여, 

이에 따른 좌절감, 사회인의 차가운 반응 등이 부정적인 특성을 갖게 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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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김승국, 1981). 열등감이나 정서불안 등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로 인해 생리적인 욕구저지의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서불안이 야기되며, 열등감에 대한 반응행동으로 공격성과 

퇴행과 같은 이상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

단B, 1981).

4. 소결

  고대 이집트 때부터 식물이 심겨져 있는 정원이나 옥외 공간을 산책하는 것만

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치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식물은 현대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본연의 고향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

으며, 인간 정서 치유의 근원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실내에서 식물은 온도

와 습도환경 조절기능 및 공기 정화 효과를 주며, 인간에게 생리적, 심리적으로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

하고 있다(김흥열, 1999).

  치유정원에 대한 이론고찰을 통해 치유의 개념과 대상자에 대한 특성을 치유

정원 세부지침 도출에 앞서 기본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중심개념인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은 아동의 정서 순화를 돕고 심리

적 치유를 도모하며, 병원이라는 공간을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질병 치료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특

성에도 불구하고 치유환경에 대한 연구는 원예활동과 관련된 것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었다. 특히 원예활동 중에서도 일반적인 식물에 대한 지식 혹은 환경정보 

취득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로 아동의 정서적, 지적 발달의 문제들에 대한 해

결책으로 운영되는 정원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었다. 대상자가 노인이라는 제한적

인 이용자와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며 지적장애 아동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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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정순, 1998). 공간에 대한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의 치유

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옥외 공간에서의 치유정원 혹은 치유환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해외 치유정원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계획 요소 중 활동성과 연관된 시설물계획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아동 환자에게 ‘놀이’라

는 요소가 정서발달과 신체 회복에 도움을 주며, 치료과정을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계획 요소의 구체적 반영은 은둔할 수 있는 동굴, 촉

각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 시설, 언덕과 공터 조성으로 탐구와 발견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각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조형물의 배치가 강조되었

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성이 이루어지는 치유환경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 어린이 병원에서 치유정원의 이용 후 평가를 실시하여 보호자와 아동 환

자의 공간의 선호 요인이 활동하는 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도출한 연구에

서(Sandra whitehouse, 2001) 보호자의 경우 정원 안에서 명상과 조용함, 안정감

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을 선호하는 반면에 아동 환자의 경우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만져볼 수 있는 요소, 다른 아동 환자와 할 수 있는 놀이가 정원에서 나

타나면 좋다고 대답했다. 

  현 시점에서 병원 내 최적의 치유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공간을 이용하며,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하는지를 고찰하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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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00병상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병원 두 곳

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2008년에 완공된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부지 내에 위치한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의 5층 옥상정원과 2008년 새로 신

축한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의 옥외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도출된 가이드라인에

서 보이는 요소의 반영여부를 밝히고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대상지를 

두곳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국내 어린이 전문병원은 옥외 공간이 부재

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치유정원

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2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치유정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전

문가를 대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알아본다. 

또한 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조성에 맞

춰 대표되는 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헌과 연구를 분석하여 장애 아동의 행태적인 

측면과 복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식재요소와 시설요소, 프로그램적인 요소의 

복합적인 세부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 사례의 현장조사와 이용행태를 통해 실제 이용 빈도와 문제점을 파

악하고 도출된 세부항목 지침을 활용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24 -

2. 연구 방법

2.1 치유정원 조성항목 도출

2.1.1 선행 연구를 통한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조성 요소 추출

  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는 항목들을 도출하기 이전에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조

성 시 필수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및 유사 논문을 통해 평가항목 내용을 수집하

여 치유정원의 개념, 유형, 일반적인 고려사항 등을 고찰한다. 

2.1.2 중요도 설문을 통한 치유정원 조성 요소 도출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요소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조경·원예 분야

의 전문가와 병원학교 운영자 및 발달장애 아동 교육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한다. 각 요소 중 치유정원 조성과 거리가 먼 항목은 제외하거나 재분류를 하기 

위해 중요도를 체크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2.2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지침 작성 

  설계 사례와 장애 아동의 특징, 재활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 분류된 속성의 하

위 항목에 해당하는 물리적 환경 요소들을 도출해낸다. 

2.3 검증 대상지 현황 조사 및 세부요소 도입을 위한 평가

2.3.1 현황 조사

  현재 아동 환자를 위한 옥외 공간을 보유한 사례지를 방문하여 현황 분석과 

공간 구성, 사용 수종, 시설물 현황 등 물리적 환경과 설계 의도에 따른 구현 정

도를 분석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움직임과 체제시간, 이용시간대, 동선 등 시설에 

대한 이용 행태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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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세부요소 도입을 위한 평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세부요소에 대해 실제 조성된 시설을 바탕으로 외부

공간 평가를 통해 세부지침 항목의 반영여부를 밝히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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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과정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단계 연구 내용

제 1 장

서론

연구의 배경 ․ 목적
▪ 연구의 배경
▪ 연구의 목적 
 

제 2 장

이론적 고찰

치유정원에 

관한 연구

어린이 치유정원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아동에 

관한 연구

§ 치유정원의 정의
§ 치유정원의 유형
§ 치유정원의 연구동향

§ 어린이 치유정원의 특징
§ 어린이 치유정원의 역사
§ 어린이 치유정원의 사례

§ 장애아동의 이해
§ 장애아동의 특성
§ 장애아동의 현황

제 3 장

연구 방법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방법

제 4 장

연구결과 

및 

고찰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장애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조성 

지침서 작성
§ 선행연구를 통한 조성요소 도출
§ 조성항목 중요도 평가를 통한 요인 

분석

§ 도출된 조성항목에 대한 세부지표 
도출

검증 대상지 선정 및 현황분석
§ 검증 대상지 선정
§ 시설에 대한 이용행태 관찰
§ 관리자 및 이용자 인터뷰

세부 요소 도입을 위한 평가 및 제안
§ 유용성에 대한 적합성 파악 및 외부 공간 평가
§ 문제점 개선 사항 제안

제 5 장

결론

결 론
▪ 연구의 종합 및 요약
▪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표 Ⅲ-1] 연구의 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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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치유정원 조성을 위한 기초항목 도출

1.1 문헌조사에 의한 기초항목 도출 

  최근 높은 재발율과 만성적인 경과로 인해 의료 시설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

는 경우가 많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복지와 회복문제에 있어 환경적

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Mahnake, 2002). 병원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아동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허약과 엄격한 병원의 분위기로 인해 불안감

을 느낀다. 병원 설계 자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동의 행태분석과 심리적 

안정으로 진료에 대한 공포와 입원하는 기간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치료의 보조수단으로서 치유정원이 계획되어야 한다. 기초항목은 치유정원, 

Healing garden, Therapeutic garden, children’s hospital이란 키워드를 가진 선

행 연구를 중심으로 사용되어진 디자인 요소들을 모두 추출하였다(표Ⅳ-1 참고). 

장애 아동 치유정원 조성에 앞서 하나의 기초항목을 도출하는 것은 개념 정의 

및 연구 과정에서 주관적인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유사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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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항목 1 2 3 4 5 6 7 8 9 계
안전한 시설물 배치 ● ● ● ● 4
사회적 활동 고려 ● ● ● ● ● 5

다양한 자연요소의 도입 
및 접촉의 기회 ● ● ● ● 4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 ● ● ● 4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 1

접근·진입을 쉽게 하기 위한 
배치 및 동선 ● ● ● 3

예술적 요소 도입 ● ● 2
친숙한 분위기 조성 ● ● 2
흥미로운 동선 제공 ● 1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 1
안정적인 미기후 조성 ● ● 2
작업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 ● ● 2
산책로 및 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제공 ● ● ● ● 4
랜드마크적인 요소 ● 1

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 1
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 ● ● 2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 ● ● 3

사용자 그룹을 위한 
영역성 확보 ● ● ● 3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 ● 2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 1

[표 Ⅳ-1] 기존 연구의 치유정원 조성을 위한 기초항목 종합

문헌 분석 : 1.Sarah Curtis, Wil Gesler, Kathy Fabian  , Susan Francis, Stefan Priebe(2007). Therapeutic 
landscapes in hospital design: a qualitative assessment by staff and service users of the design of a 
new mental health inpatient unit. 2. Naderi, R. Jody (2004), Sustainable Healthcare Architecture. 
3.Marcus, Cooper C. (2005) Healing gardens in hospital. 4. Marcus, Cooper C, Barnes, Marni. (1999) 
Healing gardens : Therapeutic benefits and design recommendations (Healing garden for children) 5. 
Wayne Ruga(1997) Designing for the sense in Healthcare Design. 6. Martha M.Tyson (1998) The Healing 
Landscape: Therapeutic Outdoor Environments. 7. Bonnie B. Hebert (2003) Design Guidelines Of A 
Therapeutic Garden For Autistic Children. 8. 김소희 (2004)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정원 계획 및 시공과 이
용만족도. 9. 정일영 (2001) 정신지체 장애학교에서 치료정원 조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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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문가 설문을 통한 기초항목 문항 검증

1.2.1 치유정원 조성 기초항목 중요도 분석

  조사된 기초항목 목록의 요인분석을 위하여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 정도를 5

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이상적인 기초항목을 도출하고자 조경, 원예, 의료 및 사회

복지의 분야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원예치료분야의 경우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원예치료사 20인으로 선정하였고, 조경분야의 경우 아동 시설 공모전 

수상자, 치유정원 관련 공모전 수상자를 대상으로 13인, 의료와 사회복지의 경우 

소아과 입원병동과 아동복지분야에 있는 전문가 13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전

문가 집단의 구분은 조형적인 요소나 시설물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배제하고, 각 분야에서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중요시되는 항목의 차이를 

밝히기 위함이다. 특히 원예치료분야와 조경분야의 경우 동일하게 식물을 이용하

지만 학문의 목적에서 차이를 둔다. 원예치료의 경우 식물이나 식물을 통한 원예

활동에 의해서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

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조

경설계분야는 경관을 조성하는 예술로서 특히 인간이 이용하는 모든 옥외 공간

과 토지의 이용,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좀더 대상자의 “치료”에 초점

을 맞추고 활동하는 원예치료분야에 비해 “심미성”과 “기능성”에 초점을 두

는 조경설계분야의 차이점을 통해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다르게 분석

되리라고 예상되어 구분지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요도 설문 시 주관식 문

항으로 치유정원 조성 시 추가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도출하였다. 모든 항목이 

평균적으로 2.5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4.0이상 도출된 요소는 안전한 시설

물 배치, 사회적 활동 고려, 다양한 자연요소의 도입 및 접촉의 기회,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접근 및 진입

을 쉽게 하기 위한 배치 및 동선, 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으로 나타났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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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시설물 배치가 평균 4.87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예

술적 요소의 도입이 3.26으로 가장 중요도가 낮은 요소로 분석되었다. 원예·조

경 분야의 경우 안전한 시설물 배치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는 접근 및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한 배치 및 동선의 항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세 분야 모두 예술적 요소 도입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각 항목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개인의 프라이

버시 보장으로 조경분야에서는 오픈스페이스가 갖는 개방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비해 의료 및 사회복지에서는 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춰 개인의 시간을 중

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Ⅳ-1] 치유정원 조성 기초항목 중요도 
문항 : 1.안전한 시설물 배치 2.사회적 활동 고려 3.다양한 자연요소의 도입 및 접촉의 기회 4.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5.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6.접근·진입을 쉽게 하기 위한 배치 및 동선 7.예술적 요소 도입 8.친숙한 분위기 조성 9.흥미로운 동선 제공 10.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11.안정적인 미기후 조성 12.작업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 13.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제공 14.랜드마크적인 요소 15.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16.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 17.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18.사용자 그룹을 위한 영역성 확보 19.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20.조용하고 편
안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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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항목
분   야

전체평균원예 조경 의료 및 
사회복지

안전한 시설물 배치 4.85 4.79 4.85 4.87
사회적 활동 고려 4.02 4.15 4.31 4.15

다양한 자연요소의 도입 및 접촉의 기회 4.25 4.00 4.00 4.11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4.5 4.00 4.38 4.33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4.35 3.46 4.08 4.02
접근·진입을 쉽게 하기 위한 배치 및 동선 4.75 4.77 4.92 4.80

예술적 요소 도입 3.4 2.77 3.54 3.26
친숙한 분위기 조성 3.55 3.62 3.77 3.63
흥미로운 동선 제공 3.85 3.38 4.54 3.91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3.9 2.77 4.15 3.65
안정적인 미기후 조성 4.05 3.31 4.08 3.85

작업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 3.9 3.85 3.77 3.85
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제공 4.05 3.54 3.92 3.87

랜드마크적인 요소 3.3 3.23 3.54 3.35
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3.8 3.62 3.92 3.78
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 4.55 4.38 4.38 4.46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4.35 4.23 4.38 4.33
사용자 그룹을 위한 영역성 확보 3.75 3.77 3.92 3.80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4.1 4.38 4.00 4.15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3.9 3.15 4.15 3.76

[표 Ⅳ-2] 치유정원 조성을 위한 기초항목 중요도 분석



- 32 -

기 초 항 목 요  인 공통
분산비1 2 3 4 5 6 7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0.812 0.141 0.067 0.085 -0.100 -0.021 0.006 0.701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0.790 0.087 -0.038 0.223 -0.179 0.208 0.062 0.762

안정적인 미기후 조성 0.632 0.354 -0.016 0.255 0.169 -0.240 0.284 0.757
다양한 자연요소 도입 

및 접촉의 기회 0.571 0.166 0.184 -0.088 0.352 0.209 -0.148 0.584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0.427 0.761 0.160 -0.057 -0.010 0.038 0.111 0.804

흥미로운 동선 0.014 0.752 0.225 0.348 -0.142 -0.003 0.168 0.786
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제공 0.196 0.650 -0.060 0.162 0.436 0.070 -0.112 0.698

집과 비슷한 친숙한 
분위기 조성 -0.035 0.596 -0.105 -0.234 0.112 0.456 0.261 0.710

예술적 요소 도입 0.314 0.490 0.262 -0.082 0.089 -0.129 0.414 0.610
정원의 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0.075 0.040 0.802 0.114 0.166 0.071 0.054 0.698

랜드마크적인 요소 -0.113 0.201 0.640 -0.148 0.377 0.134 0.134 0.663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0.457 0.473 0.546 0.131 -0.086 0.019 -0.261 0.824

[표 Ⅳ-3] 치유정원 조성 기초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1.3 요인분석에 의한 기초항목 속성 파악 

  각 기초항목의 평균과 분산에 의한 분석결과로 선정된 20개 항목을 대표속성

으로 묶어주어 이에 합당한 세부항목들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항목들 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 구조를 파악하여 같은 요인으로 묶

여지지 않는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제거하여 항목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지

는지를 확인하는 타당성검정을 위해 실행된다. 

  요인분석 중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초기 고유값(initial eigenvalue)이 1.0 이상

인 항목을 취하고, 각 변수의 공통성(communality)을 검토한 결과 모두 0.50 이상

이므로 추출된 요인들을 모두 취할 수 있다. 배리맥스 회전을 실시한 결과 7개 

요인이 추출되었다(표Ⅳ-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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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활동 고려 0.159 0.033 0.530 -0.014 -0.151 0.137 0.474 0.574
접근 및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
0.064 0.096 0.118 0.853 0.020 0.036 0.014 0.757

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 고려 0.336 0.001 -0.144 0.684 0.290 0.158 0.105 0.721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0.151 0.034 0.227 0.208 0.810 0.068 -0.041 0.782

사용자 그룹을 위한 
영역성 확보 0.125 -0.037 0.281 0.039 -0.038 0.798 0.167 0.764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0.056 0.181 -0.023 0.387 0.401 0.676 0.047 0.807

안전한 시설물 배치 -0.088 0.251 0.045 0.168 -0.053 0.244 0.741 0.713
작업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 0.483 -0.125 0.239 -0.084 0.485 0.037 0.520 0.820

적재값의 자승합
(초기 고유값)

2.981
(5.379)

2.732
(2.158)

2.057
(1.862)

1.820
(1.541)

1.767
(1.386)

1.604
(1.174)

1.575
(1.036)

누적 백분율(%) 14.905 28.564 38.848 47.948 56.782 64.800 72.677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17 반복 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위의 요인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치유정원 조성을 위한 7가지 대표

속성을 밝혀냈으며 각 속성은 자연성, 서정성, 사회성, 이동성, 개방성, 인지성, 

안전성으로 분석되었다.  

  자연성은 심리적 측면과 더불어 자연경관요소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1790

년대 정도부터 환자들은 정신치료를 위해 정원 활동을 활용하였으며, 1817년 필

라델피아에 있는 친선 병원에서 정신 장애인을 위한 정원 프로그램이 최초로 실

시되었다. 이러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환자들에게 많은 치료적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1800년대 말경부터 정원치료는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으로 인정

받기 시작하였으며, 치료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서정근b, 2000).

 서정성은 이용자의 감정과 연관되는 항목들을 묶어준 대표속성으로 물리적 구

성요소로 구현될 수 있으며 정원이 나타내는 분위기를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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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성은 전반적인 사회적 활동과 연관된 항목의 조합으로 장애 아동 환자의 

경우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장기입원환자는 상대적으로 일반 아동 환자보다 사회적 활동이 부진하

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지원되어야 한다. 환자간의 교류를 지원

하고 원예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작업들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치료프로

그램이 병행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동성의 경우 정원내 진입과 공간 안에서의 이동 등 실질적인 공간의 이용과 

관련된 항목의 대표속성을 말한다.

 개방성은 아동 환자라는 특수성에 맞추어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이행되어 지

기 위한 항목이 속한 것을 말한다.

 인지성의 경우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징적 요소를 종합해 놓은 대표속성

으로 일반환자와 다르게 장애 아동의 특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안전성은 공간을 이용할 시 기본적인 안전사항에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요인(치유정원 속성) 기 초 항 목

제1요인 자연성
§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 안정적인 미기후 조성
§ 다양한 자연요소 도입 및 접촉의 기회

제2요인 서정성
§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 흥미로운 동선
§ 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 집과 비슷한 친숙한 분위기 조성
§ 예술적 요소 도입

제3요인 사회성
§ 정원의 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 랜드마크적인 요소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 사회적 활동 고려

제4요인 이동성 § 접근 및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
§ 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 고려

제5요인 개방성 §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제6요인 인지성 § 사용자 그룹을 위한 영역성 확보

§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제7요인 안전성 § 안전한 시설물 배치

§ 작업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

[표 Ⅳ-4] 치유정원 조성 시 요구되는 기초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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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세부항목 도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조성에 세부적인 디자

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기초항목에 맞추어 세부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2.1 자연성

  자연요소를 이용한 치유정원의 활용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치료목적, 기관의 목

표, 그리고 잠재적인 지역요인들이 분류되고 토의되어 포함되도록 한다. 운동·

학습적 특징으로 신채적응, 운동능력, 신체기능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욕구

를 자극하여 단체놀이를 통한 신체적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및 식재를 제

안해야 한다. 식물재료가 영구적이고 다년생인지 아닌지, 정원이 연중무휴로 사

용되는지에 따라 목적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2.1.1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심리치료의 접근 방법은 허브식물을 원예작업이나 취미활동으로만 받아들였지

만 그것을 치료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치료정원 내에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드워드 바흐는 영국의 유명한 내과의사로 20세기 

초반에 동종요법5)을 사용했다. 바흐는 내적인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고갈시키

고 질병에 대한 자연적인 저항력을 저하시킨다고 보았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야생화와 야생나무와 야생허브에

서 두려움, 불확실성, 고독감, 신경과민, 절망감 등의 감정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

하였다. 치료제는 재배를 통해 농축액 형태로 사용하였으며 환자의 병 증세가 아

닌 심리상태에 따라 처방하였다(Romy Rawings, 2003). 특히 장애 아동에게 자연

친화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병원이나 기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5) 동종의 물질을 써서 치료한다는 유사성의 법칙(Law of Similar)에 근본을 두고 있어 유사
요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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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특 징 치 료  효 과

교목

Prunus 
cerasifera
(CHERRY
PLUM : 

체리나무)

· 낙엽수. 초록색의 
타원형 잎과 초봄
에 피는 흰색 작
은 꽃과 자두처럼 
생긴 열매를 맺음

· 정신이상이나 통제
력을 잃을 것 같
은 두려움과 비이
성적이고 자멸적
인 생각을 하는 
환자에게 유용

관목
Helianthemum 
nummularium

(ROCK ROSE 
: 록로즈)

· 높이 60~120cm 
정도 자라는 상록 
저목

· 가지는 많이 분지
하며 건조한 땅에
서 잘 자라며, 어
린 줄기, 잎의 표
면, 악편 등에 성
상의 털이 있음 
잎의 길이는 
2~5cm로 난형 또
는 난상 장타원형

· 악몽을 비롯한 공
포, 공황, 히스테
리 등 갑작스러운 
감정을 진정시키
는데 유용하며 비
상 상 비 약 으 로 도 
사용됨

화훼류

Calluna 
vulgaris
(LING/

HEATHER : 
헤더)

· 낮은 산・황야 지
대에 나는 야생화
로 밝은 초록색의 
비늘처럼 생긴 잎
과 흰색, 분홍색, 
자주색의 종 모양
의 꽃

· 고독하거나 우울증
을 앓는 환자에게 
유용

[표 Ⅳ-5]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식재요소

장기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기부족이나 무감각 등의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

다(손기철 외c, 2000). 장기간 사회적으로 단절된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그

룹 활동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식재계획을 통해 안전정인 심리감을 제공할 수 있

다.(표Ⅳ-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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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apsis 
arvensis

(MUSTARD : 
머스타드)

· 1년생 식물로 초
록색의 큰 열편엽
과 여름 내내 피
는 노란색 꽃

· 심한 우울증이나 
강박관념, 절망감
을 치료 및 신경
성 피로에 걸린 
환자에게 유용

Ulex 
europaeus
(GORSE : 

가시금작화)

· 낙엽관목으로 짙은 
초록색의 작은 잎
과 봄부터 일 년 
내내 산발적으로 
피는 노란색 꽃

· 자기회의와 실에 
잘 빠지고 실의에 
빠져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환자에
게 유용

Centaurium 
umbellatum
(CENTAURY 
: 수레국화)

· 2년생 식물로 로
제트형의 잎과 여
름에 피는 분홍색 
송이꽃

· 쉽게 흥분하는 과
민한 환자, 참을성
이 부족한 환자에
게 유용

출처 : Romy Rawlings, 이영병(2003), “정원과 건강”, 시그마프레스(주), p.116-119 재구성

2.1.2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감각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식재를 통한 오감자극 외에도 시설물을 통한 신

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소재의 보행길과 평형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한 

균형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일반 아동들이 사용하는 놀이시설을 보완하거나 활

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평형감각을 강화하기 위해 평형판 형태의 움직이는 판 

위에 엎드리거나 누울 수 있도록 하여 재활치료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

며, 다양한 각도의 경사로를 조성하여 휠체어를 타는 아동이나 걷는 운동이 필요

한 아동 환자를 위해서 신체활동을 도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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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특 징 치 료  효 과

휠체어 용 
경사로

· 다양한 높이의 계단과 
교량형 계단을 설치

· 
· 평형감각 및 운동

발달 지원

평형판 
타기

· 움직이는 판위에서 
움직임 · 균형감각 연습

물놀이 
테이블

· 휠체어에서 손이 닿
는 높이에 모래놀이, 
물놀이 등을 설치

· 근력강화 및 감각
자극

출처 : http://www.usm.edu/gulfcoast/tlc/playground.htm [무장애 놀이터 유감|작성자 놀이네트]

[표 Ⅳ-6]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2.1.3 안정적인 미기후 조성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아동의 경우 햇빛에 노출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

간대별로 느낄 수 있는 햇빛의 양 등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종 식재를 통해 활동범위의 선정과 공기 정화, 그늘로 인해 쉴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분수나, 폭포, 실개천 등의 수경공간의 조성을 통해 정원 

공간의 흡진효과를 주는 동시에 주변 미기후에 영향을 주어 아동 환자에게 기후

변화를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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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특 징 효 과

일반 
연못

· 수경식재는 토양환경, 
식물 종에 따라 수심
이 결정됨

·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연못의 
기능을 수행

· 최소 표면적으로 4.5
㎡(3m x 1.5m, 지름 
2.5m의 원형)

· 깊이는 60-90cm

· 시각과 청각 자극을 
통한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 유지

· 공기 정화, 흡진 효
과, 습도 유지 

생태 
연못

· 100㎡(최대수심 0.5m,
평균수심 0.2m이상 
되어야 함)

· 관찰 나무다리의 경우 
1.5m폭을 유지하여 
데크와 안내판 설치

식재

·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
게 하며, 겨울에는 잎
이 지는 낙엽수(느티
나무, 사라나무 등)를 
식재함

· 일사량의 조절을 통
해 햇빛을 막거나 
반사된 복사열을 차
단하여 그늘 조성

· 방위별로 식재계획
을 통해 통풍 조절 
계획이 가능

[표 Ⅳ-7] 미기후 조성을 위한 설계 요소

2.1.4 다양한 자연요소 도입 및 접촉의 기회

  정원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극적인 환경이어야 하며, 감각적으로 풍부

한 경함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라면 자연 치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4세기경부터 주장하였다(Naderi, 2004). 또한 고대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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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특 징

Fargesia 
nitida

(BAMBOO : 
대나무)

·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벼)과 대나무아과에 속하는 
상록성 여러해살이 식물의 총칭하며 아시아의 계절
풍 지대에 흔함

· 풍향에 따라 소리가 나며 겨울에도 푸름을 유지함

Briza media
(QUAKING 
GRASS : 
방울새풀)

·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벼풀”이라
는 이름이 붙었으며 벼과식물

· 30-60cm 정도의 높이를 갖으며 이른 봄(12℃)쯤 부
터 쉽게 발아함

· 좋은 태양조광과 배수가 잘되는 모래에서 자람 

[표 Ⅳ-8] 청각을 자극하는 식재요소

트에서 궁중의사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혼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왕족들에게 

정원 산책을 권장하였다(배선영, 2004). 자연환경을 통해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역량을 갱신하는 회복을 도모해야 하며, 감각기관에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오

감을 자극할 수 있는 감각적 요소들을 통해 기능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 아동의 경우 신체적 결함으로 운동기능이나 일상생활능력이 일반 아

동보다 떨어지기 때문에(조명헌, 2001) 이를 기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1) 청각

  정원은 소음 공해를 비롯해 일상적인 방해물들로부터 벗어나 안식을 제공해줘

야 한다. 정원 내에서 청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창문 밑에 잎이 큰 식물을 식

재하여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통해 청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교목과 관

목을 번갈아가며 식재하여 바람에 따라 잎이 움직이는 소리를 낼 수 있다. 식재

계획 이외에도 시설물의 설치로 청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정원에 장식용 물

레방아나 분수를 설치하여 물이 떨어지는 소리, 폭포소리, 간헐천의 끓어오르는 

소리 등으로 청각을 자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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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tea 
arborescens
(BLADDER 
SENNA : 
바람콩)

· 낙엽성 관목으로 2-5m 성장
· 비옥한 흑토(모래, 점토, 유사)의 토양에서 잘 자람

Cortaderia 
sellona

(PAMPAS 
GRASS : 갈대)

·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로 여러해살이풀
· 줄기는 1-3m이며 잎은 대개 뿌리에서 나오고 가

장자리가 날카로움
· 9-10월에 꽃이 피고 자주색, 분홍색이 돌며 추위

에 강하며 재배하기 쉬움
Stipa 

giganteal
(FEATHER 
GRASS : 
나래새)

· 벼과 식물, 여러해살이 풀로 잎의 가장자리가 껄끄
러우며 잔털이 있음

· 90-120cm의 높이로 8월에 꽃이 피며 남북지역 전
역에 분포

Fraxinus 
ornus

(MANNA ASH 
: 만나나무)

· 높이 20m로 자라는 낙엽 교목
·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9월에 맺힘
· 꽃이 피는 계절에 수피를 절단하면 수액이 나오는

데 이 수액은 회복기를 위한 강장제로 이용되기도 
함

Miscanthus 
spp.

(억새)

· 높이는 1-2m로 꽃은 9월에 피고 전지역에 걸쳐 
자생함

· 끝이 갈수록 뾰죡해지고 가장자리는 까칠까칠함

Phormium 
tenax
(NEW 

ZEALAND 
FLAX; 
잎새란)

· 백합과에 속하는 상촉초, 높이는 1-2.5m 정도로 
온대에도 재배가 가능한 유일한 섬유원료식물(뉴질
랜드 늪지대가 원산지)

· 7-8월에 어두운 붉은색 또는 노란색 꽃이 핌 

출처 : Romy Rawlings, 이영병(2003), “정원과 건강”, 시그마프레스(주), p.116-11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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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특 징

Stachys 
byzantina

(실버세이지)

· 높이 50cm로 늦은 봄에서 이름 여름에 자색 꽃이 
피며 드라이플라워, 포푸리 그라파트 등의 재료로 
쓰임

· 잎의 모양이 양의 귀를 닮았다 하여 Lamb’s ear라
고도 불리며 잎 전체가 빽빽한 흰털로 덮여있음

· 내한성도 높은 편이며 빛이 잘 들고 보수력있는 흙
에서 매우 잘 자람

 Pussy 
willow

(갯버들)

· 낙엽활엽관목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분포하며 
수고 2-3m정도로 자람

· 3,4월에 암수딴그루로 잎보다 꽃이 먼저 핌

[표 Ⅳ-9] 촉각을 자극하는 식재요소 

2) 촉각

  접촉을 이용한 요소는 병원 정원 혹은 치료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숙아의 경우 4시간마다 5분간 지속적으로 만져줬을 때 49%의 빠

른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보아(Marberry, 1997) 아동에게 접촉을 통한 치료는 효

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원에서의 촉각적 측면은 동물, 분수나 폭포, 실개천, 

물레방아를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석재나 흙, 목재 등의 재료를 통해 부드럽거나 

거친 느낌,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식재를 이용한 예로는 털이 많은 Stachys 

byzantina“lambs’ ears”나 Pussy willow의 수꽃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지가 

생성되는 Cistus spp, Lavander spp, Crambe cordifolia 등을 이용하여 미끈거리거

나 끈적거리는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Cactus, Rose, Pyracantha, Cleome, 

Yucca, Holly 등의 가시가 있는 식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촉감을 자극시

키는 식물을 통해 뇌의 활성화를 돕고, 감각자극, 회상, 유추에도 도움이 될 것이

다(표Ⅳ-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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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tus spp.
(록로즈)

· 높이 50-120cm정도 자라는 상록 저목으로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람

· 밤이되면 방향이 강해지며 암석정원 장식과 고산식
물로도 재배됨

Lavander 
spp.

(라벤더)

· 30-60cm정도의 높이로 자라며 6~9월에 꽃이 피며 
털들 사이에서 향기가 나오는 기름샘이 있음

· 물이 잘 빠지는 모래 땅에 약간의 자갈이 섞인 곳에
서 잘 자라고 너무 비옥하지 않은 곳이 좋음

·햇빛을 잘 받는 남향과 습하지 않은 곳에서 잘 자라
며 두통이나 신경안정에 좋음

Pyracantha
(피라칸사)

· 장미과의 상록관목으로 5-6월에 꽃이 피며 9-10월
에 빨간 열매가 맺힘

· 하절기를 잘 관리하면 남부지역에서 월동을 할 수 
있음 잘 크고 유인이 쉬워 다양한 모양의 수형을 만
들 수 있음 

Cleome
(풍화채)

· 1m 정도의 높이로 자라며 잔 가시가 흩어져 남
· 8-9월에 꽃이피며 붉은색 또는 보라색, 흰색으로 민

가에서 관상초로 흔하게 심는 귀화식물

Yucca
(실유카)

· 상록서 아관목으로 4-5m정도의 높이로 자람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원추화서로 피며 연녹백색임

·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와 찜질약으로 사용하며 식
용도 가능 

 Holly
(호랑가시나무류)

· 수고 5m에 달하는 상록활엽소관목으로 잎이 결각모
양의 가시가 되어 돌출함

· 4-5월에 백록색의 꽃이 피며 9-10월에 붉은 열매가 
맺힘

· 추위에 약하며 유기물이 풍부한 비옥한 곳에서 잘 
자람

출처 : Romy Rawlings, 이영병(2003), “정원과 건강”, 시그마프레스(주), p.100-10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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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상 항 목 효 과

빨간색
· 봄, 여름 : 팬지, 한련화, 제라늄류, 세이

지, 버베나, 임파티엔스
· 가을, 겨울 : 베르게니아류, 머루, 담쟁이

덩굴, 잎새란 류

· 자극적이며 감정을 고조 시키며 활
기를 띄게하며 차가운 느낌을 주는 
구역을 따뜻하게 느끼게 함

주황색
· 봄, 여름 : 양귀비, 튤립, 수선화, 백합, 

장미, 인동덩굴류
· 가을, 겨울 : 산자나무, 해당화, 피라칸사, 

아이리스

· 명랑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며 식욕
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

노랑색
· 봄, 여름 : 개나리, 수선류, 작양류, 아잘

레아, 인동덩굴류, 달맞이꽃 등
· 가을, 겨울 : 산나리, 루드베키아, 말채나

무, 수양버들, 백리향, 세이지

· 명랑, 생동감, 즐거움을 주기도 하며 
공간감을 증가시킴 가벼운 그늘에 
심는 것이 좋음

파랑색
· 봄, 여름 : 아네모네, 물망초, 로즈마리, 

좁은 잎빈카, 옥잠화, 붓꽃
· 가을, 겨울 : 아가판서스, 부들레아, 무궁

화, 유칼리투스, 아이리스

· 긴장을 이완시키고 평온함을 주며, 
공간감을 증진시켜 광활함을 느끼게 
함

보라색
· 봄, 여름 : 자목련, 라일락, 펜지, 페튜니아
· 가을, 겨울 : 버베나, 왕맥문동, 설구화, 

로도덴드론, 세이지

· 감정적 흥분상태를 진정시키는데 도
움이 되지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나 어린아이에게는 주의

[표 Ⅳ-10] 시각을 자극하는 식재요소

3) 시각

  색채는 느낌과 정서만을 통하여 정신에 반사작용을 일으킨다. 아동의 경우 색채

가 표현되는 환경의 영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6) 인지발달이 색채활동을 통해 습득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색채활동

이 무의식에 대해 사고하는 힘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자연과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

들의 기본 개념을 익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다.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

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색채, 형태 및 크기를 사용하여 충분한 거

리를 두고 계획한다. 예를 들어, 보라 및 청색계열은 자극이 힘들며 노랑 및 오랜

지(난색계열)는 시선을 잡는 역할을 하며 멀리서도 시각적 자극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식재요소와 식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표Ⅳ-10 참고).

6) http://cafe.naver.com/chamsaliidesig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 참고 
( 카페 참살이디자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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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향 Top note 멀리서도 강한 향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렬한 향기

Ginger, Rhizome, Garlic, 
Clove, Onion bulb

중향 Middle note
직접 혹은 가까이서 냄새 맡았
을 경우 느껴지는 꽃 냄새 정
도의 향기

Peppermint, Spearmint, 
Lavende, Rose, Lillyr

약향 Base note
흙, 나무, 숲의 은은한 소나무 
향이나 향기로운 잎내 정도의 
약한 향기

Pineapple mint, Pineapple 
sage, sweet basil, Lemon 
basil,  

강향+중향+약향 = synergy effect : 적절한 향의 선택은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출처 : 김주열(2003), 「청각장애학교의 치료정원 설계_미아동 애화학교를 대상으로」,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5

[표 Ⅳ-12] 향기의 농도에 따른 분류와 식물요소

프로그램 방 법 준 비 물 효 과

시간의 변화
를 기록하기

· 주변 환경을 담은 사진 (나뭇
잎)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그
려보고 다른 색채를 씌워보
거나 배경을 달리해 다른 효
과를 보도록 함

· 필기구, 사진 
· 주변 환경에 있는 색의 

요소를 인지하며 색구성
을 통해 창의력 증진

자연색 표현
하기

· 자연물을 채취하여 관찰한 
후 색종이나 잡지에서 자
연물과 같은 색을 찾아봄

· 자연물, 필기구
· 자연물의 형태와 색채를 

탐색해가며 생태계의 구
조와 습성을 이해

출처 : 한국색채연구소(2006) “아동색채교육” p.153, 203 재구성 

[표 Ⅳ-11] 시각적 자극을 이용한 프로그램

4) 후각

  익숙한 식물의 향기는 개인의 과거 경험 및 추억을 자극하기도 한다. 강한 냄

새에 민감한 방사선 치료환자들에 요구되는 시설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 후각을 

자극하는 식재는 다음과 같다(표 Ⅳ-1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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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정성

2.2.1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정원이 병원 내에서 치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TV소리, 기기 소리, 이용객들

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병원 내부 공간보다 “조용하다”는 특성이 있

기 때문이다. 조용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독립적인 공간을 조성해줄 수 있는데 

회복효과를 지원하기 위해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변에 원치 않는 산만한 요소들,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도피

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해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다고 해

서 반드시 이 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리적으로 벗어남

(psychologically being away)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승훈 

외, 2003).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과 연계될 수 있는데 공간의 위요감을 

조성해 줌으로써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에서 벗어나 탈출감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2.2.2 흥미로운 동선

  정원 내 동선은 자유로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되, 단순한 통과 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정원 내에서 휴식을 위한 정적인 행위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연적이고 우회하는 동선을 계획한다. 폭을 좁게 계획함으로써 독립적

이고 쾌적한 조경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직선형, 커브형 등의 동선형태로 흥미

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동선 중간 휴식공간의 제공과 식재를 이용한 차폐감과 개

방감의 교차를 통해 공간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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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메다시티 신사토야마 모튼수목원 어린이정원  모튼수목원 미로원
St. Vincent Hospital's 

Healing Garden

출처 :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userId=ydh208&logId=6157901

[그림 Ⅳ-2] 흥미로운 동선의 예

2.2.3 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정원 내에서 휴식공간은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력적인 전이 공간

으로 디자인 되어야 하고 의료진들이나 보호자들이 잠시 업무로부터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휴식공간에는 벤치나 테이블 등을 계획할 수 있는데 특히 

L자 타입의 벤치는 언어적 교류를 높이기 위해 적합하다. 착석에 대한 폭넓은 

선택과 수동적 참여를 고려하여 이동성 있는 의자를 정원 내 배치하고, 대상자뿐

만 아니라 스텝과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착석공간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벤

치의 소재나 재질 등은 가볍고 위험요소가 없는 것으로 선택하고, 디자인은 연

령, 신체 건강정도 등을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한다. 또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여 기억력 향상 및 안락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벤치의 경우 바

닥높이 40cm를 유지하며 발이 닿는 위치가 평탄하고 주변과 같은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벤치의 모서리 부분은 모두 둥글게 처리하며 탁자의 경우 

탁자 주변 180cm이상의 수평면을 유지하여 휠체어의 접근과 회전이 가능하게 계

획한다. 탁자 상호간격은 220cm, 하부 높이는 65cm정도로 하며 하부 깊이는 

45cm로 조성하며, 탁자 상부면의 높이는 75cm가 적합하다(김신원, 2003).

  음수대의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직경 150cm의 활동공공간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전면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높이 65cm이상, 깊이 45cm이상의 공간

을 확보해준다. 휠체어나 일반 아동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급수전의 높이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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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테이블 
[그림 Ⅳ-4] 음수대 

출처 : 송주현(2003) “광주시 삼육재활센터 외부공간 재설계” 참고

면에서부터 70~80cm여야 한다.

2.2.4 집과 비슷한 친숙한 분위기 조성

  아동 환자는 주변 환경 변화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병원 공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나 놀이터, 거

주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도입해주어야 한다. 정원 진입부에 있는 모든 

요소는 아동에게 꼭 맞는 것들이어야 한다. 처음 정원을 이용하는 아동 환자들에

게는 집과 같은 편안함이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이는 화

려한 색상을 가진 조각상이나 다양한 질감의 벽체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환자

가 병원에 머물러 있는 동안 외부공간을 통해 자신이 병원 안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보다는 평소 이용하는 녹지 공간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어야 한다. 

2.2.5 예술적 요소 도입

  정원계획 및 설계과정에 예술가를 영입하여 공간조성에 있어 미적 풍부함과 상징

적 의미를 부여한다. 정원계획에 있어 원예치유사, 커뮤니티 예술가, playworker, 애

니메이터들이 정원 내에서 아동 환자와 작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조성해줘야 한

다(Marcus d, 1999). 조형물의 설치를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동선상의 패턴 디자인

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거나 수경공간에서 식재의 배치, 화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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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이의 캐스케이드

(La cascade de seaux) 

 좀개구리밥 

(Lemna mirror)

 네벨가르텐 

(Nebelgarten)

 살아있는 수반

(Vasques vives)

[그림 Ⅳ-5] 예술적 요소의 예시

출처 : ela  월관 환경과조경, 조경생태시공 vol.59 “쇼몽 가든 페스티벌과 정원 디자인(2-1) 정원을 

구성하는 재료의 표현과 감성” 재구성.

2.3 사회성

2.3.1 정원의 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정원 시설과 식물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을 

고려하여 정원계획을 수립한다. 해외 사례의 경우 Institute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에 위치한 The Therapeutic Garden의 경우 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Chicago에 위치한 Children’s memorial medical center에 위치하는 Garden 

Court의 경우 병원 관계자와 치료사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Boston에 

위치한 Children’s Hospital내 The Prouty Terrace and Garden의 경우 시의 봉

사자들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 

이처럼 병원 내에 기부형식의 모금과 자체적인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원을 관리해 나가는 것을 제안한다.

2.3.2 랜드마크적인 요소

  장애 아동에게 초점경관은 정원활동에서 보다 쉬운 길 찾기와 방향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내 시각적 자극을 유도하고, 공간 지향성을 도와줄 수 있는 랜드마크7)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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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설치하여 배회하는 환자들이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

한다. 이용자의 원활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 안내 식별판 설치 및 장애 아동

이 접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자의 크기,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눈높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며  특히 

정보인식에 장애가 있는 환자를 고려하여 점자표시판이나 음성에 의한 설명기구를 

설치하여 정보전달 수단에 대한 배려를 한다. 이외에도 산책로 내 위치를 알 수 있

는 조각이나 조명기기, 진입구를 강조하는 아치형 개선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림 Ⅳ-6] 아동용 안내판 및 사례사진

출처 : 송주현(2003) “광주시 삼육재활센터 외부공간 재설계” p.20 참고

2.3.3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장애 아동의 임상적 증상 중 공황장애는 사물과 공간에 대한 지각이 혼란을 

일으켜서 트인 곳이 끝이 없어 보이고, 울타리 진 곳은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Dattner R, 19995). 정원 주변에 적합한 높이의 울타리를 쳐서 적절한 위

요감을 제공하여 지각적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특히 10대 환자

7) 공간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이성 있는 시설이나 건물을 말하며, 물리적, 가시적 특징이 
시설물뿐만 아니라 개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추상적 공간도 포함된다. 사람은 공
간의 각 부분을 상호 관련시키면서 각자의 정신적 이미지를 환경으로부터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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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특 징

관목

 Ligustrum 
obtusifolium
(쥐똥나무)

· 낙엽활엽관목으로 5-6월에 흰색 꽃이 핌
· 높이는 3m까지 자라고 울타리용으로 많

이 이용되며 잎에서 광택이 남
Forsythia 
koreana
(개나리)

· 산기슭 양지에서 많이 자란다. 높이 약 3m
까지 자라며 4월에 노란색 꽃이 핌

Buxus 
microphylla 

(회양목)

·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자생하고 성장속도
가 매우 느리며 약 5m까지 자람

· 4-5월에 꽃이피는 상록활엽관목과
· 음지 및 양지에서도 잘 견디고 습기가 

있는 곳이나 건조한 토양에서도 생장이 
잘되기 때문에 정원수·조경수 등으로 많
이 쓰임

Syringa 
dilatata

(수수꽃다리)

· 낙엽관목으로 4-5월에 연한 자주색의 꽃
이 피며 수고는 2-3m임

·추위에 강하고  병충해, 공해 등에도 강
해서 조경용으로 심음

Lespedeza 
bicolor

(싸리나무)

· 낙엽관목으로 수고는 3m 정도이며 7-8
월에 홍자색 꽃이 핌 

· 산과 들에서 흔히 자라며 아동의 발육을 
도움

[표 Ⅳ-13] 위요감을 주는 식재요소 

들에게는 어른들로부터 떨어져 자신만의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

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나무나 펜스, 생울타리(hedge), 지붕이 있는 쉘터(shelter)

를 통해 위요감을 조성하여 외부로부터 시각적 차단을 해줘야 한다. 교목보다는 

관목이 차폐식재로 많이 이용되며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의 질감이 좋고 

전정에 잘 견디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경계만을 위한 딱딱한 수목보다는 꽃

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한다.. 차폐가 강하게 요구되는 곳

은 상록 수목을 식재하고 가벼운 차폐나 공간 분할 기능만으로는 화목류를 식재

한다(표Ⅳ-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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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프로그램 효과

1월
압화 만들기 · 가을 내 모아 말려둔 꽃과 잎들을 모아 액자 등 소품 

작업을 통해 창의성을 길러줌
DISH GARDEN 만들기 · 조약돌, 관엽식물, 접시, 모래 등의 소품을 이용하여 

자연과의 접촉을 유도하며 미적 감각과 창의성 증진

2월
흙 만져보기 · 촉각을 사용하여 자연요소를 경험
줄기 삽목 · 식물체의 일부인 줄기, 잎, 뿌리 등을 자르는 실습을 

통해 체력증진과 생명주기를 배움

[표 Ⅳ-14] 실외활동 프로그램 사례 

[그림 Ⅳ-7] 위요감을 주는 시설물 사례

출처 : Martha M.Tyson (1998) The Healing Landscape: Therapeutic Outdoor Environments, NY : 

Mc Graw-Hill, p.44-54 

2.3.4 사회적 활동 고려

  대다수의 장애 아동들은 병원 및 시설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상호

작용 및 사회화 기술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한다. 실외 활동을 통해 질병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안에서 자율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

도록 한다. 다른 환자들을 만나면서 심리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시킨다. 의료진, 내원객, 아동과 부모, 장애인과 일반

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벤트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아동 환자와 함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공공공간의 제공은 치유정

원 내에서 행해질 수 있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학교 등의 운영이 연

계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실외활동으로 제안될 수 있는 것은 (표

Ⅳ-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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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관리 · 자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줌
3월 채소종자 파종 · 생장과정의 대한 기대감과 지식전달

수경재배 · 식물 생장과정 교육

4월
허브 모종 심기 · 허브를 만지며 향기를 맡고 모종을 심으며 관리법과 

물주는 요령 등을 통해 애착감 증진 
포프리 만들기 · 허브 포푸리를 스스로가 만들어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기대

5월
코사지 만들기 · 어버이날와 스승의 날의 기념일을 위해 실습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줌
수목 관찰하기 · 정원 내 수목을 관찰하며 향과 모양과 특징을 이야기

하며 관찰력을 증진
6월 Hanging Basket 

만들기
· 식물의 활용도를 넓히고 식물과 함께 하는 공간을 꾸

며보고 정서적 안정감은 줌
7월 허브 삽목 · 허브 향을 맡게 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삽목을 

통하여 생명의 동질성을 느낌

8월
잔디인형 만들기 · 잔디와 자연토를 사용하여 실습을 통해 창의력과 흥

미 유발
작물 수확 · 봄에 이루어진 다양한 작물에 대해 수확하면서 체력

활동
9월 허수아비 만들기 · 짚과 나뭇가지를 모아 허수아비를 만들어 재미와 흥

비 유발
10월 화분용 흘만들기 · 계획적이 사고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신체적 운동종자 파종 및 월동준비
11월 압화 액자, 카드 및 

소품 만들기 · 창의성 증대

12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 같은 목표를 갖고 작업해봄으로서 사회적 활동 장려

와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
화분 코디네이션 · 포인세티아와 같은 관엽식물의 화분코디를 통해 신체

적 활동과 창의성 증진

2.4 이동성

2.41 접근 및 진입 을 쉽게 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

  치유정원에 치료대상자가 충분히 접근하기 위한 통로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 85cm이상의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문이나 출입구는 한 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보행보조도구나 휠체어가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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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동작 형태 특성 

정상인 목적지에 직선으로 원만하게 도달할 
수 있다.

아동 생각대로 행동하고, 뛰고, 구르고, 빠
져나가는 등 가만히 있지 못한다.

휠체어 사용자
익숙해지면 속력을 낼 수 있지만 회전
하거나 급히 방향을 전환하기는 어렵
다.

출처 : 황목병랑 외(1981), 「베리어프리의 건축설계」, p.14

[표 Ⅳ-15] 동작특성 

히 넓어야 하고, 문은 쉽게 움직이기 위해 충분히 가벼워야 한다. 출입구의 너비

는 보행보조기구 사용 시 최소한의 허용 값(120cm 이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휘어지는 동선은 입구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정원의 은밀함과 신비감을 제공하여, 

정원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Relf P. D, 1994). 공간 점유 면

적은 장애영유아 1인당 7.83㎡이상을 제공하도록 한다(이정화a, 2010). 

2.4.2 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 고려

  지체장애 아동은 대다수가 휠체어를 통해 이동한다. 이들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닥마감이나 경사로, 폭을 중점적으로 아동의 신체 사이즈나 휠

체어의 크기에 맞춰 계획해야 한다. 평지에서의 이동은 용이하나 단차가 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가파른 경사면은 오르지 못한다. 횡 방향으로 직접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옆으로의 이동에는 시간이 걸린다. 높은 곳이나 낮은 곳, 전후

좌우 방향으로 손이 닿는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높이가 적당하지 않

으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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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전고 전폭 시트폭 시트깊이

86cm 79cm 53cm 33cm 32cm

최소 : 120cm
표준 : 135cm

최소 : 135cm
표중 : 150cm

최소 : 165cm
표준 : 180cm

출처 : http://www.daese.com, 
한국토지개발공사, 노약자와 장애자를 위한 외부공간 및 시설에 관한 연구, 1987, p.57

[표 Ⅳ-16] 아동용 휠체어 필요폭원

 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정원 구성요소에 신체적 접근이 용이하고 부족한 체력을 

지원하기 위해 높임 화단(raised bed)를 이용하여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

해야한다(이정화b, 2010). 나무와 시멘트, 벽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질로 제작되

며, 설계치수는 인체공학적 치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 형태의 재배상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이동이 용이하고 영구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방법이다. 

실내 정원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꽃과 채소 공중걸이용 식물을 키우는 데도 이

용이 가능하다. 키우기 적합한 채소로는 결구성이 좋고 자라는 속도가 빠른 상치

나 무, 쑥갓, 고추, 토마토 등 생육 속도가 빨리 자라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수종

으로 식재해주는 것이 좋다(표Ⅳ-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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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보행 보조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

높이 66-82.5cm 66-82.5cm 16-33cm

넓이 한 측면 사용 66cm 66cm 66cm
양 측면 사용 66-132cm 132cm 132cm

직경(원형) 99-132cm 132cm 132cm

[그림 Ⅳ-8] Parallel 접근방식 
[그림 Ⅳ-9] Concave 접근방식 

[그림 Ⅳ-10] 높임화단 사례

[표 Ⅳ-17] 높임 화단의 표준 규격(Relf, 1994) 

 

2.5 개방성

2.5.1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치유정원은 위요된 느낌을 통해 외부 요소의 위험으로부터 아동 환자를 보호

한다. 방어적인 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장애 아동 환자는 안전에 취약하

기 때문에 차폐감과 개방감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원 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하거나 실내에서 바로 정원

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다. 해외사례의 경우, 웨스트미드에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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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 아동병원은 경비가 병원 내부 및 옥외 공간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이용자

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많은 병원에서는 병원 관계자들이나 보호자에 의해 

1:1 형식의 감시체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보호자나 

의료관계자가 없이도 아동 환자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2.6 인지성

2.6.1 사용자 그룹을 위한 영역성 확보

  이용자의 계층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 공간이용에 불편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 아동의 경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위한 장소를 필요로 한

다. 세심한 식물 선정에 의해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양지와 음지 모두에 

넓은 휴식공간에 있어야 한다.

  손님이나 공공을 초대할 경우,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디자인상의 대비가 필요하

다. 창고와 서비스 지역은 항상 필요하며 사용은 편리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방문객의 경우 정원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방문객에게 친근하고 활기

있는 공동체라는 첫 인상을 주어야하며 시설에 대한 틀에 박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방문객에게 환경과 안심의 감정을 전해야한다.

2.6.2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아동의 발달과 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놀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병

원을 단순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머무르는 곳이 아닌 잠시나마 살게 되는 

“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해주어야 한다. 특히 자연을 접하

며 경험하게 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본성을 발현될 수 있다는 점과 정원이 특별

한 치유환경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먹는 것, 냄새 맡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놀이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정원 안에서 활동적이고 연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신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도록 하며,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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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은둔 등의 아동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반영하도록 한다. 자폐증

상이 있는 아동 환자의 경우 놀이과정을 통해 심리치료와 사회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Bonnie B. Hebert, 2003), 식물심기를 통해 식물의 성장과정을 배우고 

정서적 안정을 얻기도 한다(Marcus e, 1999).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공간을 통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및 인지, 정서 발

달 등의 효과를 얻는 동시에 질병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기반

을 만들 수 있다. 공간구성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설계요소로 마운딩(mounding)계

획을 통해 탐구와 은둔, 발견을 지원하는 흥미성을 유지시키며 신체활동을 통해 

운동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마운딩의 간격은 정원의 경우 30-50cm정도로 조

성되며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공간 분할 또한 가능한 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놀이판이나 외벽 설치를 통해 놀이 공간을 조성해 줄 수 있다. 

[그림 Ⅳ-11] Dell 

Children’s hospital

[그림 Ⅳ-12] 

모튼수목원 어린이정원 
[그림 Ⅳ-13] 

서울숲 모래놀이터

[그림 Ⅳ-14] 

Giant Checker 

[그림 Ⅳ-15]  마운딩 구상안

[그림 Ⅳ-16] 마운딩 설계의 단면 예 

출처 : 건설교통부(2002) 「조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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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안전성

2.7.1 안전한 시설물 배치

  휠체어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의 마감은 충격을 방지할 수 있어야한다. 특히 

치유정원에 방문하는 일반 아동들은 활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성에 특히 유념

하여 계획해야한다. 휠체어의 작은 바퀴의 폭은 2cm정도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닥재 계획시 주의해야 한다. 이 바퀴가 배수구의 틈새 등에 빠

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요철이 있는 노면이나 포장재로 

사이의 이음새가 큰 곳은 넘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나무껍질 등을 포장재의 

표면이나 놀이기구의 아래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배려하여 유연성이나 안전성 

확보한다. 

 정원벽면 난간 설치시 표준설치 높이는 유아의 경우 60cm이고 핸드레일의 경우 

68cm이다. 난간은 쥐기 쉽도록 벽면에서 3.5cm이상 띄우고 단면은 원형 또는 타

원형으로 하여 직경 3.5-4.8cm가 적당하다. 충돌 시에 부상이 적어지도록 둥글게 

하거나 구부리는 것이 좋다(김영 외, 1997). 

2.7.2 작업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

  실외 활동의 일반적인 과정은 주로 정원관리, 흙 만들기, 채소재배, 초화류 재

배, 허브재배 등 신체를 이용한 활동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계절변화의 관찰, 

형태관찰 등을 통해 자연환경에 보다 더 친근해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주도록 한다. 다양한 식재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육체적 활동

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 특성에 따른 목적과 정원활동, 공간 요건에 대해 세부

적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표Ⅳ-18 참고). 또한 재활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장

애 아동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재활레크리에이션은 가

능한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키고 잠재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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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성 목 적 정원 활동 공간 요건
자부심이 부족하
고 실패를 염려
하여 거부반응을 
나타냄

자아자신감 
증대

· 단기간 쉽게 재배에 성공
할 수 있는 식물을 선정하
여 기르게 함

· 일조, 토양, 관개, 배수가 
좋은 곳에 채소나 1년 초
화류를 재배함

부정적인 분노나 
공격적인 감정을 
가짐

자제력 증진 · 말라죽은 잎 떼기, 화분 
깨트리기 등의 활동을 함

· 정원수가 심겨진 모든 곳
에 접근성이 높게 하며, 
조용히 기분을 풀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함 

제한된 생활영역
으로 운동부족 신체적 운동

· 아동의 능력정도에 따라 
식물의 이식, 물주기 등을 
하면서 보내도록 함 

·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작
업공간을 배치하고, 산책 
코스상에 흥미를 끌 수 있
는 것을 둠

소외와 고립감 타인과의 
상호작용

· 같은 목표를 갖고 작업을 
하도록 하며 다른 아동들
과 대화를 유도함

· 작업공간의 형태를 동심원
으로 하여 마주보고 휴식
공간을 이용하도록 함 

출처 : 김선아(1994) , 노틀담 장애자 교육원 조경설계, p.19

[표 Ⅳ-18] 장애특성에 따른 목적과 정원활동, 공간 요건

써 안정화하는 경향과,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규종 외, 2004). 장애 아동의 지적기능 손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레

크리에이션활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인지 능력의 발달을 촉

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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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대상지 현황조사

3.1 서울시립어린이병원

3.1.1 대상지 현황

  본 대상지는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에 위치한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병원으로 1984년 시립보건병원으로 시작하여 2007년 신축되었다.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에 295병상으로 신축된 서울시립어린이병원으로 현재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중증복합장애 아동 250여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다고 한다. 설

계 개념은 선진국형 사회기반시설로서 서울의 모든 장애 아동들을 통합 관리하

고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센터로써의 병원을 의도하였다. 집과 같은 병원, 체험과 

유희의 공간, 아동에게 친숙한 환경, 안전한 병원을 기본개념으로 세계적인 추세

인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원칙에 따라 사회로부터 격리된 병원이 아닌 사회에 개

방된‘열린 병원’의 개념을 추구하였다8).

  옥외 공간의 경우 도시를 향한 조망을 통해 도시의 간접경혐을 형성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하여 안정적인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재활 치료 공간과 방향 치

유공간, 경관 치유공간, 원예 치유공간 등으로 구획하여 옥외 공간을 조성하였으

며 테마가 있는 재활치료, 놀이, 휴식 공간의 연계를 기본개념으로 한다. 아동 환

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병동 주변으로 놀이, 휴게공간을 계획하였다. 집과 

같은 병원을 표현하기 위해 벽화나 쉼터 등으로 연출하였으며 재미와 호기심 자

극을 위해 골목길, 오솔길, 개울가 징검다리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8) http://www.kira.or.kr/pis/BLDINFO/View.asp?bldno=20080026&seq=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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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도 병원 외부 전경 중정 치유정원

1층 옥외 공간 치유정원 배치도

[그림 Ⅳ-17] 대상부지 개요 

 

3.1.2 세부항목 구현 검증

  병원 옥외 공간 1층 레벨에서 2층 브릿지로 연결되는 옥외 전용 엘레베이터를 

설치하여 아무런 장애없이 수직 및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주차장 

상부 데크는 조경공간으로 구성하여, 치유공간을 확장하였다. 병원 주 진입부와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옥외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명확한 보차분리를 목표로 

하여 옥외 공간에 치유정원을 계획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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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서울시립아동병원은 다양한 원예치유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수치료 재활센터 

뒤에 위치하는 원예치유공간은 좁은 산책로와 교목보다는 관목을 많이 이용하여 

위요감있는 식재계획을 하였다. 다양한 산책로의 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개인 시

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산책로를 중심으로 허브나 초화류

가 식재하여 이용객에게 다양한 자연요소 또한 제공하고 있었다. 

원예치유공간 배치도

원예치유공간

현황사진

원예치유공간

현황사진

[그림 Ⅳ-18] 위요감있는 원예치유공간

 

2) 휴식공간의 다양성

  퍼골라와 벤치 등이 정원 산책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퍼골라의 경우 조명

기기가 연결되어 있어 야간 시에도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예술적 요소 도입

  원예치유공간 진입구와 놀이시설물 주변으로 조형물을 조성하여 정원 내 예술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공간조성에 있어 미적 풍부함과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4) 흥미로운 동선

  정원 내 다채로운 동선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

하고자 하였다. 2층 데크상부는 대지의 레벨차이를 이용하여 보행동선 중심으로 

원예치유공간으로 이어지게 조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원예치유공간 내에 수로와 

돌담길, 흙길을 조성하여 돌담길의 경우 공간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동선으로, 

9)  (주)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본디건축사사무소 ; (주)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
무소 ; 양내원(2004) “[기술정보] 서울시립아동병원 증개축공사(당선작) ”, 한국의료복지
시설학회지, v.10 n.1(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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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길의 경우 유선형으로 수로와 연계하여 같은 공간 내에서도 다양한 동선으로 

산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5)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조사대상지에는 일반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놀이시설물인 종합놀이

대와 시소, 그네, 흔들놀이대가 있었으며, 바닥 포장재에 다양한 문양을 새겨 아

동의 시각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6) 안전한 시설물 배치

  Barrier Free 개념을 도입하여 턱이 없는 외부공간 조성과 동선을 제공하였다.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정원을 이용하는 동선을 보호하였으며, 놀이시

설물이 위치하는 광장의 경우 우레탄 재질의 포장재로 아동 환자의 미끄럼 및 

추락에 의한 충격완화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7)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원예치유공간으로 접근하는 진입로는 두 군데가 있다. 2층 외부 주차장에서 진

입하는 경우와 1층 병원 정문에서 진입하는 경우이다. 1층 주진입구는 병원 정문

과 연결되는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놀이시설물이 위치한 공간이 한눈에 보여 

보호자 및 병원관계자가 공간을 이용하는 아동 환자를 감독하기 용이하다. 특히 

산책로와 놀이시설물이 위치한 광장의 분리된 식재계획을 통해 위요감과 개방감

이 적절히 분배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8) 접근 및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배치

  아동 환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병동 주변으로 놀이, 휴게공간을 제공하였

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산책로는 1/12이하로 계획하여 완만한 동선을 보

였으며, 산책로 중간에 위치하는 벤치에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폭을 2m로 계획하

였다. 벤치 앞은 휠체어가 멈출 수 있도록 평지로 계획하고 포장 또한 휠체어 접

근이 용이한 보도블록으로 조성하였다. 

9) 안정적인 미기후 조성

  놀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분수대가 조성되어 있다. 분수대는 매 정

시에 분수쇼가 진행되고 있었다. 



- 65 -

10) 다양한 자연요소의 도입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의 옥외 공간은 아동 환자의 치료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공간을 계획하였다. 조사 대상지로 잡은 원예치유공간에서는 식재계

획을 통하여 원예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관찰된 수종으로는 관목류와 

초화류 등이 있었다.   

청단풍 홍단풍 은행나무 소나무

수수꽃다리 졸참나무 동백꽃 철쭉

[그림 Ⅳ-19] 원예치유공간 내 식재

  

  

3.2.3 이용행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제안  

1) 이용행태 

  2011년 11월 9일, 2012년 5월 23일, 26일에 걸쳐 조사대상지를 방문하였다. 

2011년에 방문 시 날씨의 영향으로 이용자가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해 2012년 5월

에 방문하였을 때는 이용자가 다수 관찰되었다. 대다수는 보호자와 함께 옥외 공

간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연령대는 17개월에서부터 11살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었

다.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은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기 때문에 장애 아동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체장애 아동의 경우 

놀이시설물의 사용은 불가능하였으나 산책로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별도

의 시설물의 사용이 없어도 벤치에 머물러 있거나 식물을 만지는 행위, 보호자와 

함께 걷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 외에 방문이 목적인 아동,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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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애 아동, 일반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 등의 신체적 활동과 무관한 아동의 경우 

놀이시설물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로 오랜 시간 머무는 놀이시설

물은 종합 놀이시설과 분수대였으며 주변 식물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Ⅳ-20] 놀이시설물 및 산책로 이용 모습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사 대상지는 병원의 옥외 공간에 대해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위요감이 있는 재활치료원 뒤쪽 산책로와 2층 주차장 레벨에서 1층 병원 진입층

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와 놀이시설물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원예치유공간이라고 

계획·설계된 공간은 실제로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물론 일반

적인 병원보다 다양한 식재계획이 이루어져 있었지만 원예치유프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는 식재분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도출되었던 심리치료를 도모하

는 식재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식재의 종류는 찾기 힘들었으며 단순히 잔디

나 회양목, 초화류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설계안에서 제시하고

자 했던 원예치료공간과 경관치료경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환자

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특히 감각자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종으로 

계획하는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수경시설 또한 산책로 옆에 함께 계획되어 있었

는데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아동 환자들이 좀 더 접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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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험할 수 있는 동시에 계절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식재가 보완된다면 원예활동

이나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을 연계하여 입원환자의 교육적 측면도 강

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대상지는 자연요소 및 시설물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늘은 찾아보기

가 힘들었다. 퍼골라가 2개 존재하고 산책로 중간에 벤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공간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쉘터나 아케이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조사 당시 정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이나 보호자들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머무는 시간은 줄이는 편이며 주로 건물 

내 3층에 위치하는 로비를 이용한다고 언급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호자는 

2층 재활치료센터 뒤편 산책로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다. 또한 계단식 접근로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아동은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재활치료센터 뒤편 산책로는 

산책로의 폭이 좁아 개인이 이용하거나 위요감있는 공간을 원하는 이용객에게는 

적합하지만 그만큼 감독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지는 넓은 옥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환자

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없었다.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행사는 주로 1층 로비에서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저조한 주말 이용률이나 사회적 활동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

다. 재활치료센터가 다수 조성되어 있는 본 병원에 재활과 관련하여 치료프로그

램이 계획된다면 옥외 공간의 설계 개념인 치료를 지원하는 “치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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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치유 수종 부재 메마른 수경시설 그늘 공간 부족 계단식 접근로

[그림 Ⅳ-21] 정원 내 문제점

치유정원 대표속성 기 초 항 목 현 황 분 석 구 현 정 도

식재설계

§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 수수꽃다리, 화훼류, 초화류 △
§ 다양한 자연요소 도입 및 접촉의 기회

§ 청단풍, 홍단풍, 은행나무, 소나무, 수수꽃다리, 졸참나무, 동백꽃, 철쭉, 회양목, 초화류
○

§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 X

배치 
및 동선계획

§ 흥미로운 동선 § 직선형과 곡선형의 산책로 △
§ 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 퍼골라, 벤치 ○
§ 집과 비슷한 친숙한 분위기 조성 - X
§ 접근 및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 §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산책로 및 벤치공간 ○
§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 광장형 놀이공간 ○
§ 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 고려 § 경사로 ○

시설계획

§ 안정적인 미기후 조성 § 분수대 ○
§ 랜드마크적인 요소 § 음수대 △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 수재활치료센터 뒤편 산책로 △
§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 그네, 흔들놀이대, 종합놀이대, 시소
§ 그림형태의 바닥포장재 ○

§ 안전한 시설물 배치 § 우레탄 소재의 바닥포장재 ○
§ 예술적 요소 도입 § 조형물 △
§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 X

프로그램 
및 관리 계획

§ 사회적 활동 고려 - X
§ 사용자 그룹을 위한 영역성 확보 - X
§ 정원의 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 X
§ 작업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 - X

○ : 좋음  △ : 보통  X : 나쁨 및 부재

[표 Ⅳ-19]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의 세부항목 구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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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옥외 공간의 세부항목 구현 현황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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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

3.2.1 대상지 현황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속한 어린이 전문병원은 대학병원과의 유

기적인 연계성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장과 발달특성을 고려하고 병원이라

는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150병

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2층 지상8층의 건물규모로 된 건축면적 2,283.20㎡, 연

면적 18,997.50㎡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 내 정원 공간은 지하1층 선큰가든과 1층 

젤리놀이정원, 5층 퍼즐놀이정원, 옥탑층 구름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젤리

놀이정원은 대학병원 진입보행로와 연계된 가로공원으로 조성하여 진입부의 경

관고려와 외래 아동 환자를 위한 구릉놀이시설을 배치하였다. 9층 구름정원의 경

우 대학병원 중앙진료동의 옥상정원 디자인의 흐름을 수용한 공간으로 초화류와 

세덤류 위주의 녹화공간으로 구성하였다. 1,2층은 각종 클리닉과 검사실, 약국 등 

외래진료에 관련된 공간으로 구성되며, 3층은 중환자실, 수술실, 4층은 신생아실

과 분만실 등의 중앙 진료 공간이 위치하며, 5층은 정신건강치료실과 세미나실, 

유아를 위한 어린이 전문병원학교, 6층부터 8층까지는 일반병실과 놀이실, 청소

년을 위한 어린이 전문병원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5층 퍼즐놀이정원의 기본 개념은 지상층 옥외 공간과 연계한 수직적 확장으로 

아동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놀이터 및 휴게공간의 제공이다. 병원부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동 환자의 욕구와 활동을 충족시

키는 아동친화적 놀이 및 예술체험공간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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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퍼즐놀이정원 배치도 5층 퍼즐놀이정원 전경

종합계획도

구름정원 젤리놀이정원 보아구렁이 쉼터

[그림 Ⅳ-23] 대상부지 개요 

 

3.2.2 세부항목 구현 검증

  본 대상지는 방문목적이 뚜렷하고, 일반인보다는 환자중심의 이용이 높고 질병

치료를 지원하는 목적지향적인 공간으로 병원내부에서의 접근체계에 무게를 두

고 조사하였다. 양산부산대어린이 전문병원은 총 8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

지가 위치한 퍼즐놀이정원은 5층에 위치한다. 조사 대상지를 5층 옥상정원으로 

한정지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9층의 경우 현재 안전성의 이유로 사용하

지 않고 있으며 둘째로, 1층과 선큰가든의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내원객, 직

원들의 이용도가 높은 통행로의 성격이 강하기 때이다. 방문 목적이 뚜렷하고, 병

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환자의 이용도가 높은 정원으로 5층 옥상정원을 선정하

여 조사하였다. 2011년 11월 12일과 2012년 5월 29일에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각 

세부항목이 어떤 형태로 구현되었는가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약 400㎡의 

면적으로 병원학교와 병실 연계되어 입원환자들에게 옥외놀이공간을 제공한다. 정

원에서 보이는 전망은 멀리는 금정산이, 가까이로는 캠퍼스 부지의 동측으로 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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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를 조망할 수 있어 병원 내 전망공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1)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사계절내 꽃 감상을 위한 화목류 위주의 식재계획이 이루어져 있었다.  

2) 휴식공간의 다양성

  바오밥나무를 형상화한 조형퍼골라가 위치하며, 높이 800mm, 너비 1300mm정

도의 퍼즐놀이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곳곳에 원형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

어 환자, 방문객의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림 Ⅳ-24] 바오밥나무 퍼골라와 퍼즐놀이테이블, 퍼즐 모래집의 기본 개념

출처 :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 건립공사 턴키설계(당선작)

3) 랜드마크적인 요소

  정원 진입구를 원형패턴과 밝은 색채를 도입하여 입구의 인지성을 강조하였으

며, “퍼즐놀이정원”이라는 안내판이 있어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

도록 조성하였다.

4)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본 정원은 400㎡의 규모를 갖고 있는 작은 정원 공간이기 때문에 정원 진입구 

혹은 정원 내에서 각 공간을 바라볼 수 있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 특히 병원학

교 및 도서관 창문에서 아동 환자들의 행태를 관찰할 수 있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조성되어 있었다.

5)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퍼즐을 모듈화하하여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을 제공하여 아동의 호기심을 유

발하는 놀이공간을 연출하였다. 퍼즐놀이벽, 퍼즐 징검다리, 퍼즐 테이블과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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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성되어 있었다. 자연적 소재(목재, 모래)를 활용하여 아동들이 쉽게 만질 수 

있는 놀이 시설물을 계획하였다.

[그림 Ⅳ-25] 놀이시설물

출처 :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 건립공사 턴키설계 (당선작)

  

6) 작업 및 레크레이션 장소의 제공

  정원 진입구에 위치한 그리드 가든의 경우 원예치료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

며, 꽃 가꾸기, 허브 식물기르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7) 안전한 시설물 배치

 퍼즐놀이벽의 경우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

였다. 전체적인 공간에서 보행 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럭 및 안전난간의 설치

가 되어 있었으며, 아동의 미끄럼 및 추락에 의한 충격완화재의 역할을 수행하는 

러버아트포장재가 도입되었다. 놀이시설물의 경우 사고방지를 위해 시설물 외곽

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림 Ⅳ-26] 안전한 시설물 배치개념 및 현황사진

출처 :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 건립공사 턴키설계 (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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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정원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관계자와 인터뷰 결과, 바닥포장자재의 모듈화를 

통해 유지보수성을 증대시키며 교체가 용이한 조립형 시설물을 계획하여 유지·

보수하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식재기반 조성 시 기존 표토를 재활용하

여 경비절감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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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7]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 옥외 공간의 세부항목 구현 현황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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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이용행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제안  

1) 이용행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정신병동은 병상을 모두 이용 중에 있으며, 질환의 

정도에 따라 입원일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원 내 휴게공간에서 입원환

자의 보호자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과 몇몇의 아동방문자가 뛰어노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아동 방문객의 경우 놀이시설물의 이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퍼즐징검다리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종합놀이대가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아동 환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놀이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

데 동적인 놀이시설물 보다는 퍼즐놀이벽이나 퍼즐테이블 등의 정적인 놀이시설

물을 이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링겔을 꽂고있어 거

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휴게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수 관찰되었다. 

퍼즐징검다리 퍼즐 의자 퍼즐 테이블&의자 종합놀이대

[그림 Ⅳ-28] 놀이시설물 이용 모습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원 내 놀이시설물은 잘 조성되어 있었지만 공간 내 단차와 좁은 동선으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의 접근이 어렵고 놀이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정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각 공간에 대한 영역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었다. 병원 관계자가 이용할만한 공간이 부재하

여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기에는 보호자와 환자와의 동선이 겹쳐 직원의 

경우 9층 옥상정원이나 병원 외부에 있는 광장을 이용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9층 옥상정원은 현재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직원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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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치유정원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식재계획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계안에서 치료를 지원하기위해 제안되었던 허브나 원예식

물, 초화류 식물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

으며 식물을 이용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적용공간에 따라 좀 더 세분

화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식재계획이 이루어져야한다. 다채로

운 색상과 방향성이 강한 수종으로 구절초, 돌단풍, 맥문동, 비비추, 감국백리향, 

원추리, 벌개미취, 꽃향유 등의 초화류 식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정원의 활용도와 관련하여 병원 학교와 연계된 활동과, 정원 내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만한 프로그램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5층에는 정

신과 병동이 위치하고 저학년위주의 환자가 상주하고 있는 것을 보아 원예치료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된다면 효과적인 정원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정원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시간대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 환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유동성있는 이용시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원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바에 빨래 널기 단차이로 인한 접근성 결여 한정적인 이용시간대 영역성 부재

[그림 Ⅳ-29] 정원 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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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정원 대표속성 기 초 항 목 현 황 분 석 구 현 정 도

식재설계
§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 허브류 △
§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 X
§ 다양한 자연요소 도입 및 접촉의 기회

§ 자생식물(쥐똥나무, 부들, 달뿌리풀, 술패랭이)
§ 청단풍 화훼류 ○

배치 및 
동선계획

§ 흥미로운 동선 - X
§ 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 바오밥나무퍼골라, 

§ 원형테이블, 벤치
§ 퍼즐놀이벽, 퍼즐테이블 ○

§ 접근 및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 §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2m 폭의 문 △
§ 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 고려 § 휠체어접근 어려운 턱 X
§ 집과 비슷한 친숙한 분위기 조성 - X
§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 병원학교에서 감독 용이 ○

시설계획

§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 X
§ 랜드마크적인 요소 § 안내판 △

§ 안전한 시설물 배치
§ 러버아트소재의 바닥포장재
§ 모서리의 곡선처리
§ 점자유도블럭
§ 안전난간

○

§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 퍼즐모래집, 퍼즐징검다리, 종합놀이대, 놀이벽
§ 그림형태의 바닥포장재 ○

§ 예술적 요소 도입 - X
§ 안정적인 미기후 조성 - X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 X

프로그램 및 
관리 계획

§ 정원의 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 X
§ 작업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 - X
§ 사용자 그룹을 위한 영역성 확보 - X
§ 사회적 활동 고려 - X

○ : 좋음  △ : 보통  X : 나쁨 및 부재

[표 Ⅳ-20]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의 세부항목 구현정도

3.3 현장조사 종합

  치유정원 조성을 위한 세부항목의 검증을 위해 국내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시립어린이병원과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아동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100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

며, 옥외 공간이 있는 곳이다. 특히 병원 계획 시 치유공간으로 기본 설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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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병원들로 연구에서 도출된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조성 시 고려해

야할 세부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얼마나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평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은 산책로 공간과 놀이시설물 공간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2층 주차장 레벨에서도 접근이 용이하여 동선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

고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아동 환자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 우레탄 소재

의 바닥 포장재를 사용하였고,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놀이시설물 및 색채계

획이 관찰되었다. 또한 분수대가 조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미기후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높이를 고려하여 60cm정도 높이로 조성

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산책로 역시 낮은 경사도 유지와 넓은 폭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있었다. 곡선과 직선의 형태가 동시에 계획되어 있어 다양한 산

책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건물 뒤편으로 위요감있는 산책로를 계획하

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도 하였다.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의 경우 서울

시립어린이병원의 공간보다 규모가 작은 곳이었지만 동일하게 안정성과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의 도입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산대병

원의 경우 새로운 치유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놀이치유시설의 도입요소로 종합

놀이대, 퍼즐모래집, 놀이벽, 퍼즐징검다리 등의 체력증진을 목표로 하는 시설물

이 조성되었다. 휴게시설물 공간인지를 고려한 모듈시스템의 적용으로 각 공간을 

퍼즐로 표현하였으며 병원학교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아동 환자의 감독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모서리를 곡선형으로 계획하고 투수형 탄성고무 마감으로 

휠체어 접근 및 활동범위가 큰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었다.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각 대상지의 현황을 다음 표(Ⅳ-21)와 같이 정

리하였으며, 두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안전성과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의 

도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각 조사지에서 보이는 특징적 요소는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의 경우 다양한 자연요소와 보행환경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의 경우 놀이시설물의 모듈화를 통한 다채로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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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원의 기능보다는 놀이터의 기능이 더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 환자들의 여과활동을 도모하고 환자들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고려하여 수용자들에게 안식처라고 생각이 들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를 통해 구성된 세부항목들을 통해 본 조사대상지가 갖는 강점과 취약점, 구

현정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시설물의 경우 시각적으로 수치나 형태, 색감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장애 아동을 위해 제공되어야하는 시설물의 종류, 수치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세부지침서를 이용하여 조성

여부를 쉽게 분석할 수 있었다. 식재설계의 경우 수종을 분류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도출된 세부항목을 이용하여 식재 종류 및 적용여부를 판단하기에 

용이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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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
설계 요소 현황 사진 설계 요소 현황 사진

식재설계

다양한 
자연요소의 

접촉

§ 청단풍, 홍단풍, 은행나무, 소나무, 수수꽃다리, 졸참나무, 동백꽃, 철쭉, 회양목과 각종 초화류

청단풍 홍단풍 은행나무 소나무

§ 자생식물(쥐똥
나무, 부들, 달
뿌리풀, 술패
랭이 등)

§ 청단풍, 화훼
목 식재 소나무 꽃댕강

수수꽃다리 졸참나무 동백꽃 철쭉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 위요감있는 산책

로 - -

배치 
및 

동선계획

흥미로운 동선
§ 직선형과 곡선

형의 산책로 조
성

- -

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 퍼골라
§ 벤치

§ 바오밥나무퍼
골라

§ 원형테이블과 
의자

§ 퍼즐놀이벽

[표 Ⅳ-21]  조사대상지의 세부 설계 요소와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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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및 진입을 
쉽게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

§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산책로 

§ 1/12 이상의 경
사로

§ 2m이상의 진
입구 폭

시설
계획

안정적인 
미기후 § 분수대 - -

예술적 요소 
도입 § 조형물 도입 - -

랜드마크적인 
요소 § 음수대 § 안내판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 그네, 흔들놀이
대, 종합놀이대, 
시소 등의 놀이
시설물

§ 그림형태의 바
닥포장재

§ 퍼 즐 모 래 집 , 
퍼즐징검다리, 
놀이벽, 종합
놀이대 등의 
놀이시설물

§ 그림형태의 바닥
포장재

안전한 시설물 
배치

§ 우레탄 소재의 
바닥 포장재

§ 놀이시설물의 
모서리 곡선 
처리

§ 점자유도블럭 
및 안전난간의 
설치

§ 러버아아트바닥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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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시설물 안
전바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 광장형태의 진
입구

§ 병원학교와 연
계된 공간 배
치

프로그램 
및 

관리 계획

정원의 
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 -

§ 이동식 파라솔
을 통해 가변
적 공간활용

§ 초기 2년의 집
중적 관리를 
통해 신규식재
수목 고사율 
저하

-

작업 및 
레크레이션 

장소
- - § 그리드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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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연구는 병원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조성될 

치유정원에 대한 세부항목 연구로 지금까지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에 대한 

세부지침들을 개발하기 위해 정원 및 아동에 관련된 선행연구, 시설계획에 나타

나 있는 치유환경으로 접근하여 정리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 안전한 시설물 배치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예술적 요소의 도입

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가지 

대표적인 요인으로 나뉘어졌으며 자연성, 서정성, 사회성, 이동성, 개방성, 인지

성, 안정성으로 요인을 명명하였다. 각 요소는 설계과정에 적용하여 식재설계 시 

고려할 수 있는 수종과, 배치 및 동선계획 시 적용될 수 있는 항목, 시설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시설물의 수치와 규격,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적 접근 및 관리방

향으로 구분되어 정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각 항목에 대한 세부지침은 (표Ⅳ

-22)으로 정리하였다. 

 치유정원 조성 시 요구되는 세부 설계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대상지에 적

용해봄으로써 각 항목에 대한 구현 정도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서울

시립어린이병원과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의 경우 건물 후면에 나타나는 인룡산의 녹지축과 병실 발

코니와 브릿지에 의해 외부공간과의 자연스런 연계를 통해 장애 아동 환자의 접

근을 높여주고 자연에 대한 조망과 다양한 휴게공간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보장

하고자 하였다.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의 경우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마스터플랜

에 속하며 대학병원과의 유기적인 연계성과 아동의 성장과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이미지로 디자인하였

다. 현장조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대상지의 설계 개념은 아동 환자를 위한 치

유적 환경에 대한 제공과 조경공간의 특화를 위하여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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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휴식에 효과적인 식재 및 공간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으나 실제적인 공간에서

는 계획된 요소들을 찾을 수 없었다. 원예치료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심리치

료를 도모할 수 있는 수종의 부재,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계획

되지 않아 병원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공간은 볼 수 없었다..

 둘째, 각 대상지 모두 아동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놀이시설물에 대한 계

획이 잘 되어 있었다. 하지만 놀이공간인 동시에 병원이라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이용 계층에 대한 배려는 미비하였다. 조성되어 있는 놀이시설물

은 신체적 활동이 활발한 아동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놀이터의 성격을 띠고있

었으며 신체활동이 어려운 아동 환자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

다. 또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기구나 물리치료와 

연동된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조사 대상지가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으로 공간의 특성을 강화

하고 치유공간으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

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입원 환자의 정서함양을 고려하고 참여, 체험을 통한 운동감감각 회

복을 위해 치료시설과 연계되는 옥외치유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원이라는 공

간의 활용도 및 특성을 잘 반영하여 사용 용도별 공간구획과 적절한 동선 계획

을 하며, 치유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계절별, 용도별 식재계획을 통해 

감각자극을 도모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놀이터의 성격보다 정원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종선정을 통해 예술성보

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도록 한다. 

  둘째, 모든 공간에 휠체어 이용자의 휴식 및 이동을 고려하여 단차없는 보행공

간을 계획하고 재활치료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옥외 공간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운동기구의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동 또한 동일하게 놀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적 공간연출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놀이 휴게시설의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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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어린이 전문병원의 경우 옥외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립어린이

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두 곳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치유공간이라는 본질에 대해

서는 일반 정원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병원 공간에서 치료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이라는 대상자의 특수성에 부합

하는 치유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치유”의 병원특성을 지닌 요소들

이 설계항목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특히 두 병원 모두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 환자 병동이 위치하고 치료과정이 도입되어 있는 곳으로써 앞서 도출

된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세부항목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

로 이용 가능하며 어린이병원 성격에 맞는 환자 중심형 계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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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 목 적  및  성 격 기본 계획 및 설계 시 고려해야할 항목

배치 및 
동선계획

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 휴식 공간에는 벤치나 테이블 등을 계획할 수 있는데 특히 L자 타입의 벤치
는 client-staff, client-client의 언어적 교류를 높이기 위해 적합

§ 착석에 대한 폭넓은 선택과 수동적 참여를 고려하여 이동성 있는 의자를 정
원 내 배치하고, 대상자뿐만 아니라 스텝과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착석공간
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

§ 벤치 : 바닥높이 40cm를 유지하며 발이 닿는 위치가 평탄하고 주변과 같은 
높이를 유지, 벤치의 모서리 부분은 모두 둥글게 처리하며 탁자의 경우 탁자 
주변 180cm이상의 수평면을 유지하여 휠체어의 접근과 회전이 가능하게 계획

§ 탁자 : 상호간격은 220cm, 하부 높이는 65cm이상으로 하며 하부 깊이는 
45cm로 조성하며, 탁자 상부면의 높이는 75cm가 적합

§ 음수대 : 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지경 150cm의 활동공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면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높이 65cm이상, 깊이 45cm이상의 공간을 
확보

흥미로운 동선
§ 자유로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되, 단순한 통과 동선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함
§ 휴식을 위한 정적인 행위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연적이고 우회하는 동

선을 계획

§ 폭을 좁게 계획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쾌적한 조경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직선형, 커브형 등의 동선형태로 흥미를 유발하고, 동선 중간 휴식공간의 제
공과 식재를 이용한 차폐감과 개방감의 교차를 통해 공간감

접근 및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
§ 치료대상자가 충분히 접근하기 위한 적당한 폭과 안정적인 포장을 계획

§ 폭 : 최소 85cm이상
§ 출입구 : 너비는 최소 120cm 이상
§ 공간 : 장애영유야 1인당 7.83m2 이상 

이동성 
및 

활동성 고려

§ 휠체어를 이용하기에 용이한 바닥마감과 경사로 폭을 중점적으로 계획
§ 평지에서의 이동은 용이하나 단차가 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가파른 경사

면은 오르지 못하며 횡방양으로 직접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옆으로의 이
동에도 시간이 소요

§ 폭 : 최소 120cm이상
§ 높임화단 : 높이 66-83cm 사이
              넓이 66-132cm 사이
              직경 99-132cm사이

시설계획

안정적인 미기후 § 일반연못 및 생태연못 조성
§ 최소 표면적으로 4.5㎡(3m x 1.5m, 지름 2.5m의 원형)
§ 깊이는 60-90cm로 설치
§ 시각과 청각 자극을 통한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 유지 
§ 공기 정화, 흡진 효과, 습도 유지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 다양한 높이의 계단과 교량형 계단을 설치하여 평형감각과 운동발달을 지원
§ 움직이는 판을 이용하여 균형감각 연습
§ 휠체어에서 손이 닿는 높이에 모래놀이 물놀이 등을 설치

§ 휠체어 용 경사로, 평형판 타기, 물놀이 테이블 등

예술적 요소 도입 § 설계과정에 아티스트를 영입하여 공간조성에 있어 미적 풍부함과 상징적 의
미를 부여

§ 조형물의 설치를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동선상의 패턴 디자인을 효과적으
로 나타내거나 수경공간에서 식재의 배치, 화분 등을 활용

랜드마크적인 요소
§ 초점경관은 정원활동에서 보다 쉬운 길 찾기와 방향을 제공
§  방향 안내 식별판 설치 및 장애 아동이 접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자의 

크기,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눈높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산책로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조각, 조명기기, 진입구를 강조하는 아치형 개
선문 등

§ 안내판 : 휠체어에서 바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글자 크기를 크게 하며, 
60-80cm사이로 조성

개인의 § 정원 주변에 적합한 높이의 울타리를 쳐서 지각적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 § 지붕이 있는 쉘터, 보호 난간, 아케이드 조성

[표 Ⅳ-22]  항목에 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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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장 § 특히 10대 환자들에게는 어른들로부터 떨어져 자신만의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과 같은 공간이 필요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 ‘놀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놀이과정이 장애 아동의 심리 치료와 사회
성 증진에 도움

§ 아동에게는 탐구와 은둔, 발견을 통한 흥미성을 유지시켜주어야 함
§ 정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물리적·사회적으로 탐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
§ 체스놀이터, 마운딩, 휠체어 놀이공간, 동굴, 실개천 등

안전한 시설물 
배치

§ 충격을 방지할 수 있어야함
§ 방문하는 일반 아동들은 활동성이 크고, 환자를 위한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특히 유념
§ 바닥재 : 작은 바퀴의 폭 2cm정 이하의 틈새
§ 난간 : 유아의 경우 60cm, 벽면에서 3.5cm 이상, 직경 3.5-4.8cm사이

식재계획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 동종요법을 사용하여 야생화와 야생나무 야생허브에서 두려움, 불확실성, 고

독감, 신경과민, 절망감 등의 감정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 § 체리나무, 록로즈, 헤더, 머스타드, gorse, centaury등이 해당됨

안정적인 미기후
§ 식재설계를 통해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게, 겨울에는 잎이지는 낙엽수를 식재

함
§ 일사량의 조절을 통해 햇빛을 막거나 복사열을 차단하여 그늘 조성 및 통풍 

조절 계획
§ 느티나무, 사라나무 등

다양한 자연요소의 
접촉

§ 자연환경을 통해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역량을 갱신하는 회복을 도모해야 
하며, 감각기관에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감각적 
요소들을 통해 기능회복에 기여

§ 청각 : 대나무, 방울새풀, 바람콩, 갈대, 나래새, 만나나무, 억새, 잎새란 등
§ 촉각 : 실버세이지, 갯버들, 록로즈, 라벤더, 피라칸타, 풍화채, 실유카, 호랑

가시나무 등
§ 시각 : 난색계열 화훼류
§ 후각 : 진저, 페퍼민트, 라벤더, 장비, 백합, 파인애플 세이지, 레몬 바질 등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 조용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독립적인 공간을 조성
§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에서 벗어나 탈출감을 경험 § 쥐똥나무, 개나리, 회양목, 수수꽃다리, 싸리나무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 정원 주변에 적합한 높이의 울타리를 쳐서 지각적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

§ 특히 10대 환자들에게는 어른들로부터 떨어져 자신만의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과 같은 공간이 필요

§ 쥐똥나무, 개나리, 회양목, 수수꽃다리, 싸리나무 등

프로그램 
및

관리계획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

§ 조용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독립적인 공간을 조성
§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에서 벗어나 탈출감을 경험 § 지붕이 있는 쉘터, 보호 난간, 아케이드 조성 등 다양한 휴식공간의 제공

예술적 요소의 
도입

§ 설계과정에 아티스트를 영입하여 공간조성에 있어 미적 풍부함과 상징적 의
미를 부여

§ 정원계획에 있어 원예치유사, 커뮤니티 예술가, playworker, 애니메이터들이 
정원 내에서 아동 환자와 작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조성

정원의 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 정원 시설과 식물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을 고
려하여 정원계획을 수립

§ 기금을 통해 지원 
§ 병원 관계자와 치료사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 
§ 시의 봉사자들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며 단체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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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활동 고려
§ 실외 활동을 통해 질병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안에서 자율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상호작용 및 사회화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함

§ 이벤트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아동 환자와 함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
려

§ 계절별 원예치유프로그램을 운영
§ 어린이 학교의 운영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 외부 요소의 위험으로부터 아동 환자를 보호하고, 방어적인 공간의 역할을 수
행

§ 보호자와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원치 않는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차폐감과 개방감을 조성

§ 병원 관계자들이나 보호자에 의해 1:1 감시체제가 시행

사용자 그룹을 
위한 영역성 확보

§ 세심한 식물 선정에 의해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취미를 갖도록 기회
를 제공하며 양지와 음지 모두에 넓은 휴식공간 § 이용자 별 다른 구역계획 및 차폐감을 주는 식재를 통해 영역성 확보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 ‘놀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놀이과정이 장애 아동의 심리 치료와 사회
성 증진에 도움

§ 아동에게는 탐구와 은둔, 발견을 통한 흥미성을 유지시켜주어야 함
§ 정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 들에게 물리적·사회적으로 탐구하고 도전할 수 있

는 요소를 제공

§ 아동들이 정원 안에서 연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원하는 
것을 말하며 활동적이고 흥미로운 요소(자연, 음악, 엄마의 목소리 등)를 제공
하여 아동들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도록 도움

§ 유아, 취학전 아동, 유소년을 모래나 물을 사용한 놀이, 정원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만지고, 뛰고, 숨을 쉴 수 있는 요소를 제공

작업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

§ 다양한 식재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육체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 특성에 따른 목적과 정원활동, 공간 요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안

§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안정화하는 경향과,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

§ 레크리에이션활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인지 능력의 발달
을 촉진

§ 장애특성별로 정원활동과 그에 따른 공간을 제공
§ 자아자신감 증대 : 단기간 성장하는 재배 선정
§ 자제력 증진 : 말라죽은 잎떼기, 화분 깨트리기
§ 신체적 운동 : 식물의 이식, 물주기
§ 타인과의 상호작용 : 공동목표를 중심으로 다른 아동과 함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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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어린이 전문병원에서 장애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

여 환자의 질병에 맞춘 치유정원 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내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치유공간이라 명명되는 옥외 공간에 대한 이용도와 문제점을 살펴 

각 공간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제공하는 것에 주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치유정

원, 장애 아동에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이 갖추어야할 항

목들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조성할 경우 도입해야할 

설계 요소에 대한 세부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100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병원인 서울시립어린이병원과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을 선정하

여 세부항목에 대한 구현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치유정원 조성을 위한 기초항목을 종합하여 20개의 항

목(안전한 시설물 배치, 사회적 활동 고려, 다양한 자연요소의 도입 및 접촉의 기회,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접근,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한 배치 및 동선, 예

술적 요소 도입, 친숙한 분위기 조성, 흥미로운 동선 제공,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안정적인 미기

후 조성, 작업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 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제공, 랜드마크적인 요소, 합

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사용

자 그룹을 위한 영역성 확보,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도출하였다. 연

구과정에서 객관성을 높이고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상적인 기초항목을 분

류하고자 조경, 원예,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45인 선정하여 5점 만

점의 중요도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0.5이상의 설명력을 갖고 있

어 선행연구로 도출된 모두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모든 항

목에 대해 2.5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20개의 항목 중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조형물의 도입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낮은 중요

도를 보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을 7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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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는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각 속성은 자연성, 서정성, 이동성, 개방성, 인지성 

안전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속하는 기초항목은 다음 표(표 Ⅳ-23)로 정리되었다. 

요인(치유정원 속성) 기 초 항 목

제1요인 자연성
§ 심리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 안정적인 미기후 조성
§ 다양한 자연요소 도입 및 접촉의 기회

제2요인 서정성
§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 흥미로운 동선
§ 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 집과 비슷한 친숙한 분위기 조성
§ 예술적 요소 도입

제3요인 사회성
§ 정원의 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 랜드마크적인 요소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 사회적 활동 고려

제4요인 이동성 § 접근 및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
§ 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 고려

제5요인 개방성 §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제6요인 인지성 § 사용자 그룹을 위한 영역성 확보

§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제7요인 안전성 § 안전한 시설물 배치

§ 작업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

[표 Ⅳ-23] 치유정원 조성 시 요구되는 기초항목

2. 이용대상자를 장애 아동으로 한정지어 디자인 지침을 제안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식재계획, 시설계획, 관리 및 운영 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을 

제안하였다. 식재의 경우 세부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 수종을 제안하였으며, 시설

의 경우 구체적인 규격사이즈와 시설물의 이름, 방식들을 제안하였으며,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원예치료 프로그램이나 계절별 야외활동 프로그램, 유지관리 방법

을 제안하였다. 

3. 국내 현황을 살펴본 바, 두 대상지 모두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공간의 

이용은 주로 보호자와 동행하여 이용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아동 환자가 이용하

는 공간인 만큼 안전시설물에 대한 배려가 높아 안전바의 설치나 바닥포장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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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설물의 높이가 아동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조성되어 있었다. 색채나 

질감, 형태에 있어 아동이 호감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치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출된 세부항목은 치유정원이 갖춰야할 하드웨어적 시설물과 소

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의 연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였

다. 두 공간의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1) 식재계획보다는 놀이시설물 계획에 더 초

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2) 실질적으로 치료과정을 지원하는 치유프로그램이 연

계되어 있지 않음과 3) 이용자 계층(병원관계자, 보호자, 방문객, 환자)에 대한 영

역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지 않음, 4)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재로 도출되었다. 이는 정원 공간 계획시 설계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고 디자인 개념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종선정 

보다는 시설물의 계획을 통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병과 이용계층,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계획하며,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의 장으로서 이용되어 질 수 있도록 

놀이 휴게시설의 계획과 풍부한 녹지 조성을 통해 자연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정원 설계에서 도입되어야 할 세부 설계 요소와 프로

그램들을 점검하고 병원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신적·신체적 발달

을 지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식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기초항목과 세

부항목을 통해 대상지가 갖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가이드

라인의 검증 및 적용이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진행될 

국내에 위치하는 어린이 전문병원의 옥외 공간 및 정원 공간이 “치유”라는 취

지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치유정원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

유기능을 위한 옥외 공간 조성 시 필요한 기초 항목을 도출하고 치유효과를 지닌 

식물에 대한 특성을 분류하고,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유에 도움이 되는 수종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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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과 시설물 계획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이론적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부 지침항목에 관하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의 종류, 장애정도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안이 한

정적이고, 수종선정에 있어 다양성이 다소 부족한 것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현재 100병상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병원의 수가 소수이며,  

아동을 위한 옥외 공간의 조성 또한 미비하기 때문에 국내 현황으로 살펴본 대

상지가 한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어린이 전문병원이면서 

다양한 옥외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옥외 공간의 이용률이 높고 다양한 수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던 항목들의 구현정도를 파악하

고 검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향후 어린이 전문병원의 건립이 확충되고 

옥외 공간의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도출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이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지원하는 수종과 시설

물의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유공간이 조성되고 지표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

록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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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장애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세부항목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

일련번호 NO. ________

장애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조성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전문가 설문)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조경계획설계연구실 이보람입니다. 저는 “장애아동을 위한 치유

정원 조성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치유정원 조성에 대한 기초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귀하가 설문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하여 비밀 보장 및 무기

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

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체장애 : 골격·근육·신경 계통의 질환, 손상, 기능 및 발달 이상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에 관계없이 사지(상지,하지) 및 체간(척추) 기능의 부

자유로 인하여 자활이 곤란한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뇌성소아마비·뇌

졸중·관절염·소아마비 후유증 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출처] 지체장애 [肢體障碍, crippled disorder ] | 네이버 백과사전

2012년 2월

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계획설계연구실 이보람

tel : 02-880-4886, 010-9062-6228 

E-mail : taro2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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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중요도

매우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시설물 배치 ① ② ③ ④ ⑤
2. 만남의 기회,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 등 사회적 활동 고
려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자연요소의 도입 및 접촉의 기회 ① ② ③ ④ ⑤
4.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예 : 손으로 하는 활동, 후각, 청각 등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5. 심리 치료를 도모하는 식재 및 시설 ① ② ③ ④ ⑤
6. 지체장애아동의 접근 및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 (예 :  모서리 처리, 계단참 등) ① ② ③ ④ ⑤

7. 예술적 요소 도입 ① ② ③ ④ ⑤
8. 집과 비슷한 친숙한 분위기 조성 ① ② ③ ④ ⑤
9. 흥미로운 동선 제공 (예 : 산책로, 놀이시설) ① ② ③ ④ ⑤
10.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① ② ③ ④ ⑤
11. 안정적인 미기후 조성(예 : 습도나 온도 등) ① ② ③ ④ ⑤
12. 작업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13. 휴식공간에 대한 다양성 제공 ① ② ③ ④ ⑤
14. 랜드마크적인 요소 혹은 상징적인 요소 도입
(정원 내에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것을 배치) ① ② ③ ④ ⑤

15. 정원의 경제적 유지관리 ① ② ③ ④ ⑤
16. 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 고려 (뻗기, 굽히기 정도) ① ② ③ ④ ⑤
17.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예 : 어린이 연령별 선호하는 요소 혹은 은둔할 수 있는 장소, 
오를 수 있는 공간, 음악 등의 흥미로운 요소) 

① ② ③ ④ ⑤

18. 사용자 그룹 각각을 위한 영역성 확보(환자, 보호자, 스텝, 
방문자 등의) ① ② ③ ④ ⑤

19. 정원의 시각적 개방성 및 환자의 보호를 위한 감독 ① ② ③ ④ ⑤
20.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① ② ③ ④ ⑤
추가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요소를 써주십시오. 
  (                                                                                      
               )

§ 장애아동을 위한 옥외 치유정원 조성에 관한 기초항목으로 아래의 요소에 대하여 병원환경이라

는 점, 대상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세요.

      
§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1. 전공분야 � 원예 ‚ 의료 ƒ 조경 „ 건축 … 기타(        
)

2. 세부전공 
또는 전문분야

(                                                                            )
예 : 화훼, 원예치료(노인, 어린이, 장애인), 간호(소아, 종합, 노인 등), 화훼생산, 조경설계, 시공 등. 

3. 소속기관 � 대학 ‚ 병원 ƒ 연구소 „ 농업 
관련 회사

… 의료 
관련 회사

† 설계 · 
시공 회사

‡ 기타
(         )

4. 성 별 � 남          ‚ 여  5. 연 령 (         )세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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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성
구분 항목 특징 효과 구분 항목 특징 효과

심리치료
를 도모
하는 식
재 및 시
설

· 낙엽수. 초록색의 타원
형 잎과 초봄에 피는 흰
색 작은 꽃과 자두처럼 생긴 열매를 맺음

· 정신이상이나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비
이성적이고 자멸적인 생각을 하는 환자에게 유용

안정적인 
미기후 
조성

· 최소 표면적으로 4.5㎡(3m x 1.5m, 지름 
2.5m의 원형)
· 깊이는 60-90cm

· 시각과 청각 자극을 
통한 마음의 안정과 평
온함 유지· 공기 정화, 흡진 효
과, 습도 유지 

일반연못
체리묘목

· 100㎡(최대수심 0.5m,
평균수심 0.2m이상 되어야 함)
· 관찰 나무다리의 경
우 1.5m폭을 유지하여 데크와 안내판 설치

· 높이 60~120cm 정도 
자라는 상록 저목
· 가지는 많이 분지하며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며, 
어린 줄기, 잎의 표면, 악
편 등에 성상의 털이 있음 잎의 길이는 2~5cm로 난
형 또는 난상 장타원형

· 악몽을 비롯한 공포, 공황, 히스테리 등 갑작스러
운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유용하며 비상상비약으로도 사용됨록로즈 생태연못

· 낮은 산・황야 지대에 
나는 야생화로 밝은 초록색의 비늘처럼 생긴 잎과 
흰색, 분홍색, 자주색의 
종 모양의 꽃

· 고독하거나 우울증을 앓
는 환자에게 유용 · 여름에는 잎이 무성

하게 하며, 겨울에는 
잎이 지는 낙엽수(느티나무, 사라나무 등)를 
식재

· 일사량의 조절을 통해 햇빛을 막거나 반사된 
복사열을 차단하여 그
늘 조성· 방위별로 식재계획을 
통해 통풍 조절 계획이 
가능

헤더

· 1년생 식물로 초록색의 큰 열편엽과 여름 내내 
피는 노란색 꽃

· 심한 우울증이나 강박관
념, 절망감을 치료 및 신경성 피로에 걸린 환자에
게 유용머스타드 식재

· 낙엽관목으로 짙은 초
록색의 작은 잎과 봄부터 일 년 내내 산발적으로 
피는 노란색 꽃

· 자기회의와 실에 잘 빠
지고 실의에 빠져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환자에게 
유용

다양한 자
연 요 소 의 
접촉 기회
( 오 감 을 
자 극 하 는 
요소)

대나무, 방울새풀, 바람콩, 갈대, 나
래새, 만나나무, 
억새, 잎새란, 분수

· 분수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이용하거나 폭
포를 사용하여 세찬 
소리, 간헐천의 끓어오르는 소리까지 다양한 
소리
· 교목과 관목을 번갈아가며 식재하거나 잎
을 통해 청각 효과를 
내는 수종을 식재

· 일상적인 방해물들로
부터 안식을 제공가시금작화

· 2년생 식물로 로제트형
의 잎과 여름에 피는 분
홍색 송이꽃

· 쉽게 흥분하는 과민한 
환자, 참을성이 부족한 환
자에게 유용 청각

실버세이지, 갯버
들, 록로즈, 라벤더, 피라칸타, 풍
화채, 실유카, 호
랑가시나무류

· 털이 많은 수종, 수지가 생성되는 수종, 
가시가 있는 수종 등
을 이용

· 촉각을 자극시킴으로 인해 뇌의 활성화를 돕
고 감각의 자극, 회상, 
유추에도 도움

수레국화

운동감각을 
지원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 다양한 높이의 계단과 교량형 계단을 설치 · 평형감각 및 운동발달 지원
촉각휠체어 용 경사로

· 움직이는 판 · 균형감각 연습
페퍼민트, 스윗 바
질, 레몬바질, 진저, 라벤더, 백합, 
장미 등

· 각 향의 강도에 의해 거리감에 따라 향기를 
인지할 수 있음

· 익숙한 식물의 향기는 
개인의 과거 경험 및 
추억을 자극강한 냄새에 민감한 방
사선 치료환자들에 요
구되는 시설환경을 지원평형판 타기 후각

· 휠체어에서 손이 닿는 높이에 모래놀이, 물놀이 등
을 설치

· 근력강화 및 감각자극

빨 : 팬지, 한련화, 세이지 등주 : 양귀비, 튤립, 수선화, 등노 : 개나리, 작약, 세이지 등파 : 아네모네, 물망초, 보 : 자목련, 라일락, 펜지, 페튜니아, 등

· 개인의 선호도를 고
려하여 색채, 형태 및 크기를 사용하여 충분
한 거리를 두고 계획

· 자연과 사물을 관찰하
고 그것들의 기본 개념을 익혀 생각의 폭을 넓힘
· 인지발달에도 영향

물놀이 테이블 시각

'부록 2' 세부 지침 항목에 대한 구성표

[표-1. 가] 자연성에 관한 세부 지침

  

서정성
구분 항목 특징 효과

휴식공간
에 대한 
다양성

· 모서리 부분은 모두 둥
글게 처리하며 탁자 주변 
180cm이상의 수평면을 유지
· 탁자 상호간격은 
220cm, 하부 높이는 65cm이상, 하부 깊이는 
45cm로 조성, 탁자 상부
면의 높이는 75cm가 적합

·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려적인 전이 공
간으로 디자인

테이블

· 직경 150cm의 활동공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면 접근이 가능하기 위
해 높이 65cm이상, 깊이 
45cm이상의 공간을 확보· 급수전의 높이가 바닥
면에서부터 70~80cm음수대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
· 주변에 원치 않는 산만
한 요소들, 일상적인 것
들로부터 도피

· 탈출감을 느낌으로서 병
원 공간이 아닌 곳에서 회
복효과를 지원함

흥미로운 
동선 

· 폭을 좁고 넓게 교차함
으로서 동선 형태의 변화 줌
· 차폐감과 개방감의 교
차를 통한 공간감 부여

· 정적인 행위들의 중심이 되어 체력활동 증진과 아
동의 호기심 자극

신우메다시티 신사토야마

St. Vincent H o s p i t a l ' s H e a l i n g Garden

집과 
비슷한 
친숙한 
분위기 
조성

-

· 학교에서나 놀이터, 거
주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 도입
· 다양한 질감의 벽체 혹
은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되

· 편안함으로 낯선환경, 
낯선 이들에 대한 두려움 
완화

예술적 
요소 
도입

· 조형물의 설치를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동선
상의 패턴 디자인을 효과
적으로 나타내거나 수경공간에서 식재의 배치, 
화분 등을 활용

· 공간조서에 있어 미적 풍부함과 상징적 의미부여
· 아동 환자의 창의성 증
진과 작업 활동에 도움을 줌

물동이의 캐스케이드

좀개구리밥

[표-1. 나] 서정성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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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
구분 항목 특징 효과
정원의 

합리적인 
경제적 

유지관리
-

· 기부형식의 모금과 자체
적인 관리를 통해 합리적
인 비용으로 정원을 관리

랜드마크
적인 
요소

· 점자표시판이나 음성에 
의한 설명기구를 설치
· 문자의 크기,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눈높이 위치
에 설치

· 원활한 이동을 유도하여 
쉬운 길 찾기와 방향 제공· 공간 지향성을 도와줌

아동용 안내판

개인의 
프라이버
시 보장

· 낙엽활엽관목으로 5-6월에 흰색 꽃
· 울타리용으로 많이 이용

· 적합한 높이의 울타리를 쳐서 지각적 혼란을 일으
키는 요소를 제거
· 경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교목보다는 관목이 많
이 이용
· 공간을 완충, 제한, 은폐

쥐똥나무
· 높이 약 3m까지 자라며 4월에 노란
색 꽃이 핌

개나리
·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자생· 4-5월에 꽃이피는 상록
활엽관목회양목
· 낙엽관목으로 4-5월에 연한 자주색의 꽃이 피며 
수고는 2-3m
· 추위에 강하고  병충해, 공해 등에도 강해서 조경
용으로 심음수수꽃다리
· 낙엽관목으로 수고는 
3m 정도이며 7-8월에 홍
자색 꽃이 핌· 아동의 발육을 도움싸리나무

사회적 
활동 
고려

-

· 이벤트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아동 환자와 함
께 행사를 진행· 각 계절에 맞는 실외활
동 프로그램 제안

· 심리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커뮤니티 형성
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 질병치료의 효율성을 높
임 

[표-1. 다] 사회성에 관한 세부 지침

이동성
구분 항목 특징 효과

접근 및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
-

·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
는 최소 85cm이상의 폭이 확보
· 출입구의 너비는 보행보
조기구 사용 시 최소한의 허용 값(120cm 이상)
· 공간 점유 면적은 장애
영유아 1인당 7.83㎡이상

· 정원에 대한 심리적 접근
성을 증가

환자의 
이동성 

및 
활동성 
고려

· 최소폭 120cm
· 전장 86cm, 전고 
76cm, 전폭 53cm, 시트폭 33cm, 시트깊이 32cm

· 가파른 경사로나 횡방향
으로 이동이 불리

휠체어 폭원

· 구성이 좋고 자라는 속
도가 빠른 상치나 무, 쑥
갓, 고추, 토마토 등 생육 속도가 빨리 자라는 과정
을 볼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 높이 66-82.5cm
· 직경 99-132cm
· 넓이 66-132cm

· 신체적 접근이 용이하고 부족한 체력을 지원
· 이동이 용이하고 영구적
으로 설치가 가능

Parallel 접근방식

Concave 접근
방식

[표-1. 라] 이동성에 관한 세부 지침

개방성
구분 항목 특징 효과

시각적 
개방성 
및 감독

-
· 1:1 형식의 감시체제· 적절한 차폐감과 개방감
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조성

· 위험으로부터 아동 환자를 보호하고, 방어적인 공
간의 역할을 수행

인지성
구분 항목 특징 효과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

· 정원의 경우 30-50cm정도로 조성
·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
성하는 동시에 공간 분할

·  심리치료와 사회성 증진
·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및 인지, 정서 발달 등의 효과를 얻는 동시에 질병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기반 습득· 신체활동을 통해 운동능
력을 발달

마운딩

·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먹는 것, 냄새 맡
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놀이의 대상이 될 수 있게 
조성
· 탐구와 은둔 등의 아동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
적인 요소를 반영

Dell Children’s 
hospital

Giant Checker

모튼수목원 어
린이정원 

사용자 
그룹을 
위한 

영역성 
확보

-

· 이용자의 계층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 공간이용
에 불편 없도록 해야 하
는 것

· 장애아동 : 자연의 대한 
관심도 증가와 양지, 음지 제공
· 방문객,공공 : 창고와 서
비스지역의 개방 및 편리성 고려 

[표-1. 마] 개방성 / 인지성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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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구분 항목 특징 효과

안전한 
시설물 
배치

-

· 작은 바퀴의 폭은 2cm
정도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닥재 계획시 주의
· 난간 설치시 표준설치 
높이는 유아의 경우 60cm이고 핸드레일의 경우 
68cm
· 벽면에서 3.5cm이상 띄우고 단면은 원형 또는 타
원형으로 하여 직경 
3.5-4.8cm가 적당

· 환자를 위한 활동성 지원 
및 안전성 증가

작업 및 
레크레이
션 장소의 

제공
-

· 자부심이 부족하고 실패
를 염려하여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 단기간 쉽게 재배에 성공할 수 있
는 식물을 선정하여 기르
게 함· 부정적인 분노나 공격적
인 감정을 가진 환자 : 말
라죽은 잎 떼기, 화분 깨트리기 등의 활동
· 제한된 생활영역으로 운
동부족한 환자 : 식물의 이식, 물주기
· 소외와 고립감이 큰 환
자 : 같은 목표를 갖고 작업을 하도록 하며 다른 아
동들과 대화를 유도

· 자아자신감 증대
· 자제력 증진· 신체적 운동을 동한 체력 
증진
·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

[표-1. 바] 안전성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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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guidelines for designing healing 
garden for handicapped children

Advised by prof. Im, Seung-B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Graduated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Bo-Ram

  As recently value for outdoor environment of hospital has been 
highly evaluated, formation of healing environment is being actively 
proceeded through agreeable environment and nature for patients. 
Especially, child patient is more easily affected by change in 
surrounding environment than adult patient because they are immature 
physically and mentally. As they are psychologically unstable, they need 
space where they can easily adapted to unfamiliar environment of 
hospital. By this reason, formation of total healing environment 
considering not only functional aspect to treat disease but also 
psychological aspect becomes important task in planning and design of 
children's hospital. And patients increasingly stay in medical facilities 
for long term due to high recurrence rate and chronic progress. 
Environment highly affects their welfare and recovery problem.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sign of hospital is mitigation of fear about 
treatment and stress caused from period of stay in hospital by 
behavioral analysis and psychological stabilization of children. 
Accordingly, healing garden should be planned as a supplementary 
means for control and treatment of child patients' emo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material for plan of 
healing garden fit to disease of patient by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istic of handicapped children in the domestic children's 
hospital.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proper to 
each space by investigating use and problem of outdoor space 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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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space based on domestic status. To do this, this study drew 
items to be equipped for healing garden for children through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healing garden and handicapped children. Also, 
specific detailed items for design factor were listed.
 For this study, these two domestic children's hospitals with sickbed 
more than 100 were selected - Seoul municipal children's hospital and 
Yangsan Busan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With the 
hospitals, the degree of realization of the listed detailed items was 
examined and analyze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problems.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 draw basic item before designing healing garden for 
handicapped children aims to raise objectivity of study by referring to 
some similar previous studies because study can flow towards 
subjective direction in definition of concept and study process. 20 items 
were drawn by integrating basic items for designing healing garden, 
shown in existing studies. To classify basic items which experts 
recognize as ideal, 45 experts from fields of landscaping, gardening, 
medical treatment, and social welfare were appointed and then, 
questionnaire survey about importance was conducted under 5 point 
score. As each item has explanation power over 0.5, all the items 
drawn from previous studies could be selected and used. Item related 
to safety was drawn as the most important basic item(over 4.0 in 
importance).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based on this, 7 
representative attributes could be classified ; Naturality, Lyricism, 
Sociality, Mobility, Openness, Preference, and Safety.  

  Second, Design elements were suggested with the limitation to user,  
for handicapped children for development of specific guidelines. 
Subsections were suggested under main classification such as plot & 
circulation plan, planting design, facilities plan, and management plan. 
In case of planting, kind of tree that helps psychological treatment and 
supports stimulus of sense was specifically suggested. For facilities, 
these were suggested - size which is easy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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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se, name of facilities, and design method. For management, 
treatment program through gardening or outdoor activity program each 
season, and method to maintain and manage were suggested. 

  Third, From domestic status( Seoul municipal children's hospital and 
Yangsan Busan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it is known that 
the two hospitals all showed comparatively high use rate. Most of 
patients used garden by accompanying protector and facilities for safety 
were well constructed. Color or texture, shape were well designed so 
that children can easily approach with good feeling. The common 
problems of the two hospitals were; 1) lack of healing program 
supporting cure process and poor planting design, 2) lack of  
territoriality between use groups(persons related to hospital, protectors, 
visitors, patients) 3) lack of facilities that handicapped children can use.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se are suggested; 1) planting kind of a 
flower of a herb with which treatment program can be implemented 
through gardening, and selection of tree for psychological and physical 
stimulus 2) facilities plan considering disease, use group,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children, 3) plan for play and rest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can be used as place for various social 
program and educational activity.
 
  Based on above study results, it is expected that specific design 
elements and program to be introduced in garden design can be 
checked; facilities, program, and planting design that support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 are available for appropriate treatment in 
hospital. To be healing garden fit to peculiarity of child, design item 
should primarily include ele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healing". This 
study found a possibility that basic item and specific item cab be used 
as a tool to effectively judge problems that above mentioned two 
hospitals have. And it is thought that it is possible to check and 
feedback if future outdoor space and garden space of domestic 
children's hospital implement purpose of "healing" and if the space 
embodies desirable healing garden. Based on the study results, 



- 107 -

necessary items can be drawn and characteristic about plant with 
healing effect can be classified when constructing outdoor space with 
healing effect. Furthermore, this study can help establish theoretical 
model which arranges measures for tree and facilities plan helpful for 
professional healing.  

❚Keyword : handicapped children, healing garden, basic material, 
          design guidelines, children's hospital, outdoor space 
❚Student ID No. : 2010-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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