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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정원이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회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어울누리정원을 대상으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 영 진                                     

최근 지역사회 취약계층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

나고 있다. 보건복지부(2020)의 『2020년도등록장애인현황』에 따르면, 사회복

지관의 주요 서비스 대상인 등록장애인 수는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5.1%에 달하며 전년 대비 14,00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은 2010년 전체 장애인 대비 7.0%에서 2020년 9.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

다. 장애인의 보호 의무 및 돌봄 스트레스를 갖는 보호자 인구까지 함께 증가

해 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기존의 요양시설 정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요양시설의 치유정원에 대

한 치유환경요소를 평가하거나 치유환경의 설계기준 제시 혹은 정원의 설계에 

주목하였지만 직접적인 효용을 밝히는 것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정원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및 복지관 근로자를 대상으

로 정성적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회복 측면에서 정원의 효용을 밝히고자 한

다.

대상지인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어울누리뜰(어울누리 정원)은 2010년 

조성된 정원으로 주요 이용자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다. 이들은 휴식, 정원감상, 텃밭 가꾸기, 치유프로그램, 복지관 행사 등을 통

해 정원을 향유하는 등, 복지관의 주요 생활공간 중 하나로서 정원을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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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한다. 정원은 조성 이후 복지관 근로자들이 주도적으로 정원을 관리

하며 텃밭 구역은 치료 프로그램, 자연친화훈련, 직업훈련 등 복지관 프로그램

의 장소로서 장애당사자와 복지관 근로자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발달장애인복지관 정원의 이

론적 배경 및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 및 인터뷰 항목을 도출한다. 둘째, 예비조사, 행태 

관찰,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대상지를 이용하는 장애당사자들의 이용 특성 

및 스트레스 회복 요인을 조사한다. 셋째,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복지관 정원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에 관한 결론을 밝힌다.

본 연구는 정원을 포함한 여타 도시 내 자연과 관련한 연구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부족해 그동안 미지의 영역에 가까웠던 장애인복지관 정원의 효용을 

다루고, 정신적 건강 저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을 밝힘

으로써 정원 이용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효용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이 사회적 활동 및 훈련을 받으며 많

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복지관에서 교육과 훈련, 사회적, 정서적 지지가 정원에

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제시했다는 점에서 추후 복지관을 

포함한 옥외공간의 정원 조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

다.

주요어: 발달장애인복지관, 정원, 발달장애인, 스트레스 회복, 옥외공간, 건강회복
학  번: 2020-20181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14

3절. 연구의 차별성································································································15

제 2 장 이론적 고찰

1절. 발달장애인과 스트레스················································································16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16

2.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특성 ···············································································18

2절. 발달장애인과 옥외공간················································································24

1. 옥외공간 이용을 통한 스트레스 회복 ································································24

2. 회복환경에 관한 심리평가 ···················································································26

3. 발달장애인과 옥외공간 이용 특성 ······································································28

3절 대상지 선정 및 분석의 틀···········································································32

1. 대상지 선정 ············································································································32

2. 분석의 틀 ················································································································32



- iv -

제 3 장 복지관 정원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

1절. 대상지 개요 ····································································································34

1. 조성 배경 ················································································································34

2. 대상지 현황 ············································································································35

2절. 복지관 관련 주체의 이해 ············································································51

1. 발달장애인 ··············································································································51

2. 복지관 근로자 ········································································································52

3. 정원의 관리주체 ····································································································54

3절. 정원 관련 활동의 이해················································································56

1. 정원 관련 프로그램 ·······························································································56

2. 일상적 공간으로서의 정원 ···················································································62

3. 공간별 이용행태 ····································································································64

4절. 소결··················································································································70

1. 발달장애인의 정원 이용에 적합한 물리적 요인 ···············································70

2. 정원 관련 활동의 양상 ·························································································71

3.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정원 활동 ··········································································72

제 4 장 정원 이용을 통한 복지관 이용자의 스트레스 회복

1절. 신체적 건강의 유지 및 개선 ······································································75

1. 저강도 신체활동을 통한 물리치료 ······································································75

2. 신체를 활용한 놀이활동 능력의 개발 ································································79

2절. 옥외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80

1. 안전한 옥외 환경의 경험 ·····················································································80

2. 도전적 행동 빈도의 감소 ·····················································································83

3. 식물재료를 통한 감각적 자극 ·············································································84

3절.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사회성 향상 ··························································88

1. 능동적인 작업수행의 경험 ···················································································88

2.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회복 ···················································································91

3. 수확물 나눔을 통한 사회성 향상 ········································································93



- v -

4절. 소결··················································································································94

1. 정원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 ·············································94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99

Abstract ··················································································································103



- vi -

<표 목차>

[표 1-1] 정원의 물리적 현황 조사를 위한 분석 틀·························································· 7
[표 1-2] 장애당사자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의 조사를 위한 인터뷰 항목······················ 10
[표 1-3] 장애당사자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의 조사를 위한 인터뷰 항목······················ 11
[표 2-1] 발달장애인의 정의····························································································· 17
[표 2-2] 발달장애인의 종전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 기준··············································· 18
[표 2-3]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주체별 주요 스트레스 요인의 특성································ 19
[표 2-4]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요인 ··········································································· 23
[표 2-5] Kaplan and Kaplan(1989)의 4가지 회복환경 요인에 따른 설문문항 구성··· 26
[표 2-6] 회복환경지각척도(PRS)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28
[표 3-1] 어울누리정원 일반 현황···················································································· 38
[표 3-2] 어울누리정원 공간별 현황················································································ 40
[표 3-3]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 형태 분류·································· 58
[표 3-4] 2010년 조성 이후 어울누리정원 관련 프로그램············································· 59
[표 3-5] 어울누리정원 공간별 이용자 수 관찰 결과(12시-13시) ································ 65
[표 3-6] 어울누리정원의 공간별 체류시간(12시-13시) ················································ 65
[표 3-7] 어울누리정원 공간별 행태 관찰 결과(12시-13시) ········································· 66
[표 3-8] 어울누리정원의 행태별 체류시간(12시-13시) ················································ 66
[표 4-1] 연구대상자 유형 분류······················································································· 74
[표 4-2] 이용행태 관련 피면담자 목록··········································································· 74
[표 4-3] 복지관 치료 프로그램의 개요··········································································· 75
[표 4-4] 복지관 텃밭정원 이용······················································································· 88



- vii -

<그림 목차>

[그림 1-1] 어울누리정원(어울누리뜰) ·········································································· 3
[그림 1-2] 주제 분석 방법론의 6단계 ········································································· 6
[그림 2-5] 연구의 흐름 ································································································ 14
[그림 2-1] Pearlin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 ································································· 19
[그림 2-2] 발달장애인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 ·························································· 22
[그림 2-3] 행동초점 이론에서 비인간환경 필요성 피라미드 모형 ······················· 25
[그림 2-4] 연구모형 ······································································································ 32
[그림 3-1]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직도 ·························································· 35
[그림 3-2]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주변 현황도 ················································ 36
[그림 3-3]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건축물 전경 ················································ 37
[그림 3-4] 정원의 조성 전후 모습 ············································································· 37
[그림 3-5] 어울누리정원 평면계획도 ········································································· 39
[그림 3-6] 데크 쉼터의 물리적 구성 ········································································· 41
[그림 3-7] 데크 쉼터의 물리적 구성 ········································································· 42
[그림 3-8] 데크 쉼터의 전경 ······················································································· 43
[그림 3-9] 보리수 쉼터의 물리적 구성 ····································································· 43
[그림 3-10] 보리수 쉼터의 전경 ················································································· 44
[그림 3-11] 텃밭 정원의 물리적 구성 ······································································· 44
[그림 3-12] 텃밭 정원의 전경 ···················································································· 45
[그림 3-13] 이끼정원의 물리적 구성 ········································································· 46
[그림 3-14] 이끼정원의 전경 ······················································································ 46
[그림 3-15] 조각상 쉼터의 물리적 구성 ··································································· 47
[그림 3-16] 조각상 쉼터의 전경 ················································································· 47



- viii -

[그림 3-17] 조각상 쉼터의 물리적 구성 ··································································· 48
[그림 3-18] 관악구 클린센터 측 경사면의 전경 ······················································ 48
[그림 3-19] 조성 당시 어울누리정원 식재 팔레트 65종 중 일부 ························ 49
[그림 3-20] 서울시 발간 『2014‘꽃 피는 서울상’콘테스트』중 1p., 24p. ········· 50
[그림 3-21] 국립수목원 발간 『가보고 싶은 정원 100』 ····································· 50
[그림 3-22]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통계 ·············································· 52
[그림 3-23]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근로자 연차별 인원수 ····························· 53
[그림 3-24]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근로자 직무별 인원수 ····························· 53
[그림 3-25] 정원 관리주체의 협력관계도 ································································· 54
[그림 3-27]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장애당사자의 정원활동 유형 분류 ········ 56
[그림 3-28]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유형 ·········································· 57
[그림 3-29] 어울누리정원 관련 행사 포스터 및 사진 ············································ 61
[그림 3-31] 공간별 이용행태 ······················································································ 64
[그림 3-32] 정원의 보행 동선 맵핑 ··········································································· 67
[그림 3-33] 이용자 동적 행태 격자망 분석 ····························································· 68
[그림 3-34] 이용자 정적 행태 격자망 분석 ····························································· 69
[그림 4-1] 정원을 통한 발달장애인 스트레스 회복 특성의 분류 ························· 73
[그림 4-2] 저강도 신체활동을 통한 물리치료 ·························································· 76
[그림 4-3]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의 공간별 구성 ············································ 81
[그림 4-4] 내부에서 조망하는 정원 모습 ·································································· 83
[그림 4-5] 정원에서의 대화 및 휴식 모습 ································································ 87
[그림 4-6] 텃밭 활동을 통한 능동적 작업수행 경험 ·············································· 89
[그림 4-7] 장애 당사자의 텃밭 활동 모습 ································································ 90
[그림 4-8] 수확 작물을 활용한 김장하기 ·································································· 92



- 1 -

제 1 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지역사회 취약계층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

나고 있다. 보건복지부(2020)의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사

회복지관의 주요 서비스 대상인 등록장애인 수는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대비 5.1%에 달하며 전년대비 14,00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1) 이는 자연스

레 장애인의 보호 의무 및 돌봄 스트레스를 갖는 보호자 인구까지 함께 증가

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도시 내 편의시설

에 대한 양적·질적 향상에 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재단

(2020)이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2)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불편한 점’에 관한 질문에 26.5%가 ‘장애인복지관 등 서비스 이

용중단’에 응답했으며, ‘재난대응과 관련해 서울시에 가장 바라는 점’에 

관한 질문에 15.7%가 ‘진료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에 응답했다. 위 설

문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높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측면은 자연스레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증가하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 

내 공간에 관한 관심은 높은 상태이다.

사회복지관으로 대표되는 국내외 다수의 요양시설에는 도시 내 자연에 해당

하는 정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 중 일부 요양시설에서 텃밭 가꾸기로 대표되

1) 보건복지부『2020년도등록장애인현황』(2020)

2) 서울시 복지재단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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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원 가꾸기를 통해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 

효과를 꾀하는 문화는 2000년대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요양시설 중 특정 

연령층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센터의 치유정원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나, 다양한 

연령대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 정원의 효용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어느 때보다 장애인복지관 정원이 이용자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상지인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어울누리정원(또는 어울누리뜰)은 2010

년 조성된 정원으로, 주요 이용자는 복지관의 보호·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

는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은 휴식, 정원감상, 텃밭 가꾸기, 치유프로그램, 복지

관 행사 등을 통해 정원을 향유하는 등, 복지관의 주요 생활공간 중 하나로서 

정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한다. 이처럼 장애인복지관 정원은 발달장애인의 생활

에 밀접한 공간이나 실제 장애인복지관 정원의 효용에 관한 고찰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트레스 회복 측면에서 장애인복지관 정원의 일

상적 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연구 목적은 발달장애인이 겪는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과 정원을 이용한 스

트레스의 회복 및 저감 효용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의 정원 이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사례를 대상으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스트레

스 회복의 현상을 기술한다. 이에 스트레스로부터 발달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정원의 현황 및 이용 현황 등을 조절 변인(moderating effect)로 분석·평가하

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효용을 조사 및 해석함으로서 스트

레스 회복 효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내외 대다수 장애인복지관 정원의 조성 목적은 이용자 및 방문객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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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치유이다. 그러나 기존의 요양시설 정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요양시

설의 치유정원에 대한 치유환경요소를 평가하거나(권오길 외, 2019) 치유환경

의 설계기준 제시(김지애 외, 2010), 혹은 정원의 설계에 주목하였지만, 직접적

인 효용을 밝히는 것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발달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는 발

달장애의 진단 이후 생애발달 주기를 거쳐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

한 연령층이 장기간 이용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정원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및 복지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성적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회복 측면에서 정원의 효용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도시공간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공공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정원의 가치를 살핀다. 둘째, 장애

인의 건강 증진에 대한 정원의 효용을 입증하여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정원 

조성에 학술적 근거로 활용할 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정원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기능 강화를 꾀한다.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그림 1-1] 어울누리정원(어울누리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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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인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어울누리정원은 서울특별

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39에 위치한 복지관 내 개방정원이다. 서울시와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랑의 열매, SC제일은행이 공동으로 투자해 2010년 조성

되었으며 정원의 면적은 약 1,000㎡이다. 정원의 서측, 북측은 복지관 건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측과 남측은 각각 보라매공원, 관악구 클린센터가 인접해 

있다.

특히 보라매공원은 총 면적 413,352㎡의 대형공원으로, 1986년 복지관과 함

께 현재 위치에 조성되어 복지관 이용자들의 보행연습 등 외부활동 공간으로

서 기능해왔다. 복지관의 개관 이후 어울누리정원과 함께 통합적 옥외공간의 

이용 특성을 보이는 도심공원으로서 복지관 이용자들이 운동 프로그램,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어울누리정원의 조성 이후 시설관리팀 근로자를 포함한 복지관 근로자들이 

설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정원을 관리하며, 텃밭 구역은 치료 프로그램, 

자연친화훈련, 직업활동 등 복지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당사자와 복지관 

근로자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정원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2년간 서

울그린트러스트에서 봉사의 형태로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강연도 진행하는 등 

여러 주체에 의해 현재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2) 시간적 범위

어울누리정원이 조성된 201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설정한다. 2007년부

터 실시된 서울그린트러스트 ‘우리동네숲’ 사업의 20번째 프로젝트로서 

2010년 조성되어 현재까지 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공간, 행사장, 쉼터 등으로 

기능해왔다. 2017년 ‘발달장애인법’ 시행 이후 기존의 정원 관련 프로그램

에서 일상생활교육을 추가로 도입하고 복지관 이용의 대기자를 받지 않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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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고령화, 중증화되는 등 정원 관련 활동의 양상도 변화해왔다.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정원의 도입 단계부터 발달장애인복지관 정원이 복지관의 중심 

공간이 되고 스트레스로부터 회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현상을 정리한다. 

심층 인터뷰를 통한 이용자, 관계자, 설계자의 증언을 통해 옥외공간에서의 활

동에 따른 중증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회복 과정을 규명한다. 

즉 어울누리정원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을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의 분석

을 통해 고찰한다.

연구의 주 대상자는 어울누리정원의 주요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으로 한다. 

어울누리정원은 개방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복지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계

석 및 울타리에 의해 복지관 대지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구성원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에 제약이 있다. 이에 복지관 근로자를 제외하면 외부 이용자가 

극히 드물어 통제 변인의 획득이 용이하다. 따라서 복지관에 등록한 발달장애

인 중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고정적으로 복지관에 출입하는 장애 당사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인지기능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으로 연구 참여

에 있어 기관 및 보호자의 동의와 조사 과정에서 복지관 근로자의 도움이 필

수적이다. 따라서 관계자 인터뷰를 제외한 발달장애인 대상의 모든 대면 조사

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복지관에 동

의서와 연구 과정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해 조사의 동의 및 협조를 요청한다.

(4) 대상지의 연구 적합성 판단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복지관 정원 이용자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을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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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에 장기간의 이용 기간과 정원 경험을 포함하였다. 서울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은 최장 30년 동안 연구대상지를 이용하였으

며, 이는 2010년 정원의 조성 이전부터 대상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비교 가능

한 연구의 대상 획득이 용이함을 의미한다. 또한 10년 이상 복지관에 근속하

는 근로자가 17명으로(전체 근로자의 35.42%), 정원의 조성 배경, 과정, 조성 

후 이용을 모두 경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한 점도 현상학적 관점의 획득에 장

점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 중 주제 분석(Theme Analysis) 방식을 채택한

다. 주제 분석은 참가자의 경험과 사물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회적·환경적 맥락에서 파생된 개인의 의미와 경

험을 구성하는 것에 효과적이며(Braun 외, 2006),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문화

적 맥락에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

요하다(Mama 외, 2016). Braun 외(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의 6단계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주제 분석 방법론의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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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연구에서 정원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의 분석을 위해 관련 개념을 정립하고 

분석의 틀을 생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첫째, 대상지의 주

요 이용층인 발달장애인에 대해 고찰하고 발달장애인이 갖는 스트레스 특성에 

대해 정리한다. 둘째, 옥외공간에 해당하는 정원에서의 스트레스 회복 요인 분

석의 근거로서 옥외공간 이용의 스트레스 회복 특성의 이론적 배경을 탐구한

다. 이때 심층 인터뷰의 질문 항목 구성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기존의 요양

시설 정원의 효용을 다룬 연구를 살피고 측정에 사용된 방법론과 과정을 알아

본다. 셋째, 발달장애인과 옥외공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일반

인의 옥외공간 이용 특성과 다른 특성을 고찰한다.

(2) 현장조사

어울누리정원의 공간구성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답사한다. 

문헌조사 및 웹사이트 조사로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정원의 입지, 수종, 

첨경물, 휴게공간의 형태, 체류시간, 방문 빈도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조사항목 내용

대지 특성 정원 면적 면적 (㎡), 전체 대지면적 기준 (%)

정원 특성

개방 정도 개방형/ 부분개방형/ 폐쇄형

향 동/ 서/ 남/ 북향

정원 요소 특징 잔디형/ 화분형/ 정자형/ 수공간형 등

식재 식물 특징 완상/ 실용/ 혼합 등

기타 특징 주요 수종, 첨경물, 휴게공간의 형태

이용 특성

주요 동선 소로형/ 격자형/ 환상형 등

방문 빈도 시간당 방문객수, 일일 방문객수

체류시간 1회 평균 체류시간 (분)

장애요인 계단, 비포장로, 급경사 등

[표 1-1] 정원의 물리적 현황 조사를 위한 분석 틀(출처: 함연수, 2020:6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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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표 1-1>과 같다.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12월

에 걸쳐 방문하였으며 조사 계획 수립에 앞서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기획

경영팀 관계자들과 사전 조사 방법, 조사일을 협의하였다.

(3) 심층 인터뷰

발달장애인복지관 정원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을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심층 인터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 첫째, 연구의 주요 대상

자인 발달장애인의 인터뷰에 앞서 그들을 보호·관찰하고 정원 관련 프로그램

의 기획 및 관리를 맡는 복지관 근로자를 인터뷰한다. 이는 사전 인터뷰로서 

정원 관련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의의,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프로그램 선

호도에 관한 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습득하기 위함이다. 둘째, 장애당사자를 

대상으로 정원에서의 물리적 공간 선호도, 심리적 요인, 인식 정도를 인터뷰하

여 정원의 스트레스 회복 측면을 질의한다. 셋째, 설계자 및 관계자(복지사, 치

료사, 상담사 등) 인터뷰를 통해 어울누리정원의 조성 배경, 설계 의도, 프로그

램의 기획과 관리, 기대효과 등을 인터뷰한다. 이때 <표 1-2>의 인터뷰 항목에

서 장애당사자를 목적으로 삽입한 심리적 요인 관련 항목은 축약하여 질문하

며 물리적 환경 및 인식 관련 질문 항목을 세분화하여 질적 인터뷰를 진행한

다.

본 연구에서는 8월부터 11월에 걸쳐 총 10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를 시행해 연구자가 문헌조사 등

을 통해 미리 알지 못한 정보에 대한 배경 질문을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인터

뷰 대상자의 모집은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 방식을 기본으로 했

으며 현장 관찰 시 정원을 자주 이용하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요

청해 추가 확보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대체로 낮은 발달장애인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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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단기간에 라포 형성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더불어 같은 복지관 이용자

라 해도 장애등급이 모두 달라 의사소통 능력의 개인차가 있으므로 복지관 근

로자와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사전에 추천을 받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및 당사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 대면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개인별로 30

분~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장애당사자 인터뷰의 경우 해당 팀의 관계자가 

동참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왔다.

가. 인터뷰 항목

인터뷰 항목의 분류는 크게 장애당사자와 복지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2가
지로 나뉜다. 세부 요소로는 크게 응답자 배경, 물리적 환경, 심리적 요인, 
인식의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설문 항목을 작성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원
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
를 진행하므로, 질문은 최대한 연구대상자가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단순
한 언어의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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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세부 조사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응답자 

배경

인구학적 

배경

인구통계

학적 배경

이름, 성별, 연령

복지관을 다닌 기간

물리적 

환경

정원의 

이용

정원 감상

정원 활동의 빈도

정원에서의 체류시간

정원에서 하는 일

정원에서의 장애요인

텃밭 

가꾸기

텃밭에서 하는 일

수확한 작물의 나눔 여부

작물을 활용한 행사 경험

심리적 

요인

감정/감각 

질문

스트레스 

요인

정원이 좋은 순간 / 정원이 싫은 순간

정원에 누군가 함께 있을 때 드는 기분

정원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한지

가장 마음이 편할 때 / 가장 불편할 때

회복환경

의 치유 

효과 분석

정원에 있으면 어디론가 떠난 기분인지

정원에 있으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인지

정원은 매력적인 것이 많은지

정원에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 내 시선을 끄는지

정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지

정원은 탐색하고 발견할 것들이 많은지

정원에서 주위를 좀 더 둘러보고 싶은지

정원은 너무 복잡한지(역측정)

정원은 혼란스러운지

정원은 매우 산만한지

정원은 무질서한지

정원에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정원에 있으면 이 곳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은지

[표 1-2] 장애당사자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의 조사를 위한 인터뷰 항목(장애당사자 대상)

자료 : Herting 외(1997)의 4가지 회복환경지각평가(PRS) 항목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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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있는 게 내 취향과 맞는지

정원에 내가 몸담고 있는 것 같은지

정원에 있으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인식

이용 

형태별

일상
오랜 기간 정원을 이용하며 느낀점

프로그램 및 행사 이외에 정원의 이용 요인

치유 

프로그램

현재 정원 관련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여부

현재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 혹은 개선하고픈 점

행사 정원에서 진행된 행사 시 기억에 남는 경험

친밀도

친구 친구들과 정원에 있을 때 드는 기분

가족 가족들과 정원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지

복지관 

근로자
복지관 근로자(복지사, 치료사, 상담사)와의 친밀도

조사항목
세부 조사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응답자 

배경

인구학적 

배경

인구통계

학적 배경

이름, 성별, 연령

복지관에 근무한 기간

물리적 

환경

정원의 

이용

정원 관련 

프로그램

정원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

정원 관련 활동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정원 관련 활동의 대상 및 장애 유형

프로그램의 형식 및 과정

정원 활동의 빈도 및 체류시간

프로그램의 결과물 및 성과

(텃밭 활동 시)수확한 작물의 나눔 여부

(텃밭 활동 시)작물을 활용한 행사 경험

이용자 

반응

실내 프로그램과 비교한 정원 관련 활동의 선호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수

정원 이용 시 장애당사자들의 반응

프로그램의 기대효과가 결과로 이어진 구체적 사례

이용 전후의 건강 측정 여부

[표 1-3] 장애당사자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의 조사를 위한 인터뷰 항목(복지관 근로자 대상)

자료 : Herting 외(1997)의 4가지 회복환경지각평가(PRS) 항목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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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공간 선호도

프로그램 이외의 일상적인 이용 사례

정원의 

관리

조성 배경

정원의 조성 배경 및 의도

조성작업의 방식 및 협의과정

정원의 조성안 수립 당시 중점을 둔 가치

관리 과정

정원 관리의 핵심 키워드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식

정원 관련 근로자 및 관리 빈도

관리로 인한 효과

향후 계획

유니버셜 디자인, 배리어프리 등의 적용계획

별관 조성 이후 정원의 변화

향후 관리 방향

심리적 

요인

장애당사

자의

정서 관련 

질문

옥외활동

의 결과

정원 관련 활동에 대한 선호 또는 비선호 이유

당사자들의 정원 이용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유지·향상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지

당자자들의 정원 이용이 타인 의존도 저감에 

도움을 주는지

외부인과 접촉이 적은 정원의 특성상 장애당사자의 

보호 및 돌봄에 도움이 되는지

정서적 안정의 측면에서 현재 프로그램에 아쉬운 점

감각적 

자극으로

서의 정원

정원 관련 활동에서 식물재료의 선호도

원예치료, 가드닝 체험 등의 도입에 대한 생각

감각적 자극의 측면에서 현재 정원 관련 활동에 

아쉬운 점

신체적 

요인

장애당사

자의 

신체활동

신체활동 

공간으로

서의 정원

정원에서의 신체활동 시 당사자들의 반응

정원에서의 신체활동에 대한 당사자들의 선호 비율

정원에서의 신체활동 수행이 신체적 건강의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현재 신체활동 관련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점

사회적 

요인

장애당사

자의 

사회적 

활동

사회적 

활동의 

장으로서

의 정원

자립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정원에서의 프로그램 수행이 여가·사회활동을 

경험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정원에서의 텃밭 활동이 당사자들의 사회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

사회성 측면에서 현재 프로그램에 아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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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내용 획득을 위해 취

약한 연구참여자 군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설문이 요구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연구참여자의 응답이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 획득이 필수적이며 

타당한 선정기준에 따른 연구대상자 수의 설정이 요구된다. 취약한 연구참여

자의 경우 참여 전에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을 직접 설

명한다. 이때 동의서 배포 및 수거는 모두 연구자가 직접 수행한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이용 및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인터뷰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대면 조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발달장애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 복지관 근로자 1인의 

동반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셋째, 중증 장애로 설문 참여가 어려운 자는 참여 

동의 단계에서 연구자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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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흐름

연구의 흐름은 선행연구 검토, 대상지 현황 및 관련 활동, 발달장애인에 대

한 스트레스 회복 특성 분석, 결론의 순으로 다음과 같다.

[그림 2-5]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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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차별성

근대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도시민의 건강은 도시 환경, 특히 도시의 자연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도시 내 자연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정서·

정신·영적,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성종상 외, 

2021).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 간의 융복합적 연구를 통해 도시 내 

자연과 건강 간의 상관성을 따지는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조경학 분야

에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원, 정원, 도시농업 등 조경 공간에서 이용자의 

건강 효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정원을 포함한 여타 도

시 내 자연과 관련한 연구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부족해 그동안 미지의 영역

에 가까웠던 장애인복지관 정원의 효용을 다룬다. 둘째, 우울로 대표되는 정신

적 건강 저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을 밝힘으로써 정원 

이용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효과를 제시한다. 셋째, 발달장애인이 사

회적 활동 및 훈련을 받으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복지관에서 교육과 훈

련, 사회적, 정서적 지지가 정원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을 분석·제시한다

는 점에서 추후 복지관을 포함한 옥외공간의 정원 조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의 활용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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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1절. 발달장애인과 스트레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발달장애는 15개의 장애유형 분류체계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며 정신적 장애의 범주에 속하는 장애유형이

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정신 발육이 지

체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장애를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

고 있다. 자폐성장애는 소아자폐 등의 판정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언어·신체

표현·사회적응·자기조절 능력의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국립특수교육원(2009)은 발달장애에 대해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

게 일탈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로 정의한다. 발달장애는 의학 용어로 

‘신경발달 장애’라고도 하며, 특정한 기술이나 정보의 획득, 기억, 응용을 

방해하는 신경계의 상태를 의미한다. 즉, 발달장애는 인지, 기억, 언어,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과 더불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기능 장애를 수반할 수 있

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서는 발달장애의 범주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규정하고 있다(김정희, 2010).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폐성장애

로 인식되었으나 2007년 10월 1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 이후 자

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유창민, 2015). 

이후 2017년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

애인법)’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이외에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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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법제 발달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2007)

정신적 장애의 범주 중 하나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장애유형

국립특수교육원

(2009)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하여 신체적·정식적 또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수 있는 장애

보건복지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개념

발달장애인법

(2017)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표 2-1] 발달장애인의 정의

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포함해 정의한다. 이렇듯 발달장애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그 정의와 범주는 일정하게 합의

되지 않은 실정이다(손동균, 2019). 

발달장애인의 장애등급은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

지 관련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현재는 종전 1~3

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분류하며, 종전 4~6급 장애인은 ‘심

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모두 중증 장애인에 속한다. 따라서 발달장애를 

겪는 모든 장애 당사자는 중증 장애인임을 이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2019)

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등록장애인 261만 8,000명 중 발달장애인은 

9.2%로 2010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2010년 7.0%→2015년 8.5%→2019

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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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장애유형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1급 종전2급 종전3급 종전4급 종전5급 종전6급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 ○ ○ - - -

자폐성장애 ○ ○ ○ - - -

[표 2-2] 발달장애인의 종전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 기준(2020.12.31. 기준 / 출처 : 통계청 KOSIS)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본 연구의 대상지 특성상 발달장애인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3) 대상지인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의 서비스 대상은 모든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역 주민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성인, 직업, 발달장애인·가족·건강, 지역활동의 5가지 유형으

로 구성되어 있다.4) 이에 발달장애인의 범주를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에 한

정하지 않고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한 광의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특성

(1) 스트레스 관련 이론적 배경

국내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Pearlin 외(1990, 1997)가 연구한 [그림 2-1]이다. Pearlin 외(1981)는 스

트레스 과정 모델을 최초로 개념화했으며, 이 모델에 의하면 개인의 직접적인 

어려움(1차 스트레스 요인)이 간접적인 어려움(2차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우울, 불안을 포함한 건강 악화의 결과로 나타난다.

3) 복지관에서 제공한 ‘2020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실인원’ 자료에 의하면 이용자의 장애
명은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의 총 6개 유형으로 나뉜다.

4)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2021).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쉬운 이용안내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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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earlin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

출처: Pearlin 외, 1990; Pearlin 외, 1997; 유창민, 2015,을 재인용

또한 Lazarus 외(1984)의 스트레스 대처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개

인의 평가와 대처는 특정 요인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즉,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스트레스의 요인 및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스

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은 크게 개인의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으로 구분되는

데(Yang, 2006), 이를 발달장애인복지관의 주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주체 내적 자원 외적 자원 비고

복지관 근로자

감정 소진, 

자아존중감 결여, 

감정 절제

사회적 지지의 결여, 

인구사회학적 요인(학력, 

성별, 소득, 근무 강도 및 

여건)

건강인

발달장애인

차별경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결여

건강상태, 인구사회학적 

요인(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취약계층

[표 2-3]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주체별 주요 스트레스 요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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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근로자와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요인 특성은 [표 2-3]에서 나타나

듯 건강 상태와 장애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Yang의 연구에서 다룬 스트레스 대처이론에 입각해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대처자원에 초점을 맞춰 탐색하고자 한다.

(2) 장애인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의 이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우울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Bolger 외, 1989). 따라서 스트레스 요인의 감소는 우울의 감소로 이어

지며 이는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치유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요인의 

조절이 필수적이다. 스트레스는 같은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우울의 정도를 달리하는 특

성이 있다(이현주 외, 2009).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저하는 성별, 건강 

정도, 주변 환경 등 개인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건강 수준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그 취약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장애인의 정신건강은 신체적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계이며, 건강 상태의 저

하는 사회적 지지의 감소를 야기, 이는 결국 우울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다(이현주 외, 2009). 사회적 지지의 저하는 실직, 소득감소, 재정적 부담 등의 

경게적 요인이 초래하며(Aneshensel 외, 1984) 정신적 장애 및 신체적 장애가 

동반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저하 및 낮은 독립성으로 인한 스

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주변의 보호 및 돌봄이 요구되는 발달

장애인의 특성상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해 신체적·

정신적·사회적 건강의 변화에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발

달장애인의 우울감 형성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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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통해 정신적 문제를 야

기하며, 장애인에게는 건강의 기능손상에 따른 본질적인 스트레스와 동시에 

차별이라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이차적으로 경험한다(이진향, 2015). 특히 발달

장애인은 타 유형의 장애인보다 지속적인 보호 및 관심을 필요로 하여 타인 

의존도가 높다. Kittay(2011)는 타인 의존도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모두 강하게 관련하며 이는 장애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

라고 말한다. 즉, 타인에 의존하는 특성은 스스로 의사결정 및 신체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넘어서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지혜(2010)는 장애당사자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

도, 건강 관련 요인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

스 대처 전략은 발달장애인 본인의 심리적인 요인과 대처방식이라고 주장한

다. 이진향 외(2016)는 개인이 가진 스트레스의 대처방식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보다 건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발

달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비발달장애인보다 사회적 장벽이 높으며(이

수현 외, 2020) 의학적인 손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최해경, 2010).

스트레스가 발달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 김종

필 외(2015)는 대전광역시 생활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및 행동지수가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스트레스가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적장애인은 생활 편의시설

의 이용 문제가 스트레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이 연

구는 발달장애인은 생활 편의시설에서 겪는 직접적인 경험이 스트레스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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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용탁 외, 2019). 그러나 이는 한 복

지시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지 환경의 관점에서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이들 논의는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

며 물리적 환경의 질 향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발달장애인 스트레스 요인의 측정항목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측정은 장애인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만족도 측정 관련 연구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

로 다루어졌으며 정원에서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과 연관성이 높은 스트레스 

요인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 항목을 구성한다.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요인

을 다룬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 <표 2-4>과 같다. <표 2-4>에서는 선행연구 분

석을 토대로 각 연구에서 다룬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요인 측정항목을 분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항목인 신체적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부족, 타인 의존도, 차별 경험, 여가·사회활동 제약을 본 

연구의 주요 측정항목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2-2] 발달장애인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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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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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전적 행동의 발생

도전적 행동(Challenging behavior)은 본인 혹은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위협

적인 행동을 지칭하며, 15개의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박광옥 외, 2017).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

동은 개인과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 혹은 지역사회 시설의 접근 및 이용을 제

한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Emerson 외, 1988). 도전적 행동 또

한 신체적 건강상태, 인지기능 부족, 장애정도와 상호 관련이 있는 행동의 발

현으로서 장애당사자 및 복지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전적 행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인

들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도전적 행동의 원인 해결은 장애당사자의 욕구 

수용, 차별적이거나 타인의 영향을 받는 환경로부터의 해소 혹은 분리, 다양한 

활동으로서 장애당사자의 다양한 경험 보장이 있으며(박광옥 외, 2017),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차별적인 타인의 영향으로부터의 분리, 다양한 경험 보장의 관

점에서 정원 관련 활동을 주목하고자 한다.

2절. 발달장애인과 옥외공간

1. 옥외공간 이용을 통한 스트레스 회복

본래 정원의 치유가치는 중세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의료시설을 포함한 

요양시설의 건축에서 중시되었다(Marcus, 2013). 정원은 분화된 인간의 건강 

개념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결핍에 대해 긍정적인 치유가치를 갖는 

까닭이다. 정원의 치유가치 중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현대 의

학의 발전으로 다수의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입증되었다(P. Grahn, 

2010; 성종상, 2014; S. de Bell, 2020). 그러나 요양시설을 포함한 현대의 의료

시설은 시설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스트레스의 증가와 기능의 효율화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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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 그리고 직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탁영

란, 2014).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경 

속에서 정서적 발달을 이루거나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요구된다. P. 

Grahn(2010)은 행동초점 이론을 통해 [그림 2-3]의 피라미드 모형을 제시하며 

건강 증진을 위한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는 환경 속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원 이용자가 얻어내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스트레스로

부터의 해소이며, 그것은 자연적인 환경과 이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직접적

인 연결의 결과로 발생한다(Cooper Marcus 외, 1995). 이에 현대의 요양시설 

건축에서 충분한 신체활동의 공간 확보를 의미하는 정원은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도시 내 환경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3] 행동초점 이론에서 비인간환경 필요성 피라미드 모형

출처: P. Grahn(2010))의 그림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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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환경에 관한 심리평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원 이용 시 스트레스 회복 효용의 확인을 위한 인터

뷰 항목의 작성을 위해서는 회복 및 치유에 관한 이론적 배경 고찰 및 심리평

가 방식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정원에서의 회복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인

용되고 있는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이란 일상에서 소모된 

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은 자연이며(Kaplan, 1995: Wells, 2014), 이는 특별

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연환경에 있는 자연물을 통해 건강의 회복에 이른다

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다수의 학자들은 회복환경의 네 가

지 구성요소를 탈출감, 매력, 공간감, 적합성으로 구성하였다(Betro, 2005; 

Harting 외, 1997; Kaplan 외, 1995; Korpela 외, 1996, 김진옥, 2018에서 재인

용). 탈출감은 일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벗어난 상태를, 매력은 불

수의적 주의를 촉진하는 요소로서 자연물로 대표되는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를, 

공간감은 이러한 요소들을 체험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를, 적합성은 본인이 

[표 2-5] Kaplan and Kaplan(1989)의 4가지 회복환경 요인에 따른 설문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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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과 환경이 제공하는 요소의 일치를 의미한다.

국내 다수의 치유환경 설계 및 공간 분석 관련 연구에서는 회복환경지각척

도를 이용한 평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김지애 외(2009)는 병원 녹지 경관의 

치유적 효과를 밝히기 위해 ‘탈출감’, ‘경관의 공간감’, ‘경관의 매력’, 

‘적합성’ 네 가지의 요소를 바탕으로 설문 항목을 구성해 회복환경지각평가

(PRS)를 수행했다. 즉,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 지각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녹

지 경관의 치유적 특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승훈(2011)은 도시, 숲, 옥상정원 

등 경관을 담은 10장의 사진을 대상으로 회복환경, 주의환경, 초월적 경험의 3

가지의 심리적 지표를 비교했다. 유은희 외(2013)는 PRS를 수정한 RPRS를 활

용하여 산악형 공원, 도시형 공원으로 대표되는 도시림 유형에 따라 심리적 

회복감의 차이를 분석했다. PRS를 활용한 위 연구들에서 나타나듯 조경학 분

야에서는 회복환경의 평가 혹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조사 시 

Hartig(2004)가 제시한 위 네 가지 회복환경의 구성요소 이외에도 연구 성격에 

맞춰 질문 항목을 수정하기도 한다(장윤선, 2017). 또한 치유숲 등 한 공간의 

치유적 특성 파악, 여러 공간의 치유효과를 평가해 상호간의 비교, 혹은 치유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식조사나 사진 조사에서 활용되는 등 그 신뢰성이 

높다.

자료 : 장윤선(2017) [표 2]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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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내용

김지애 외(2009)
RPRS(Revised 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를 활용해 병원 

옥상정원의 치유적 특성 및 만족도를 분석

이승훈(2011)
회복환경, 주의회복, 초월적 경험 세 가지 심리적 지표를 바탕으로 

도시, 숲, 옥상정원 등 경관을 담은 10장의 사진을 비교 분석

이나래(2013) 안구추적장치와 PRS를 이용해 옥상녹화의 회복적 특성을 분석

유은희 외 

2인(2013)

수정된 회복환경지각척도(RPRS)를 이용해 산악형 공원, 도시형 

공원 등 도시림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회복의 차이를 분석

김무한(2015)

청계천을 대상으로 행태의 장을 확인하고자 1차로 코딩 및 행태 

지도, 2차로 PRS와 ZIPERS5)를 활용한 설문 조사, 3차로 스케치를 

사용해 분석

장윤선(2017)
PRS 및 치유 행태 파악을 위한 인식조사를 통해 한·일간 

치유숲길 사례의 공간특성 및 이용행태를 비교 분석

권오길 외(2019)
치유환경요소 평가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 후 현장 조사를 통한 

사례분석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치유정원을 분석

[표 2-6] 회복환경지각척도(PRS)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3. 발달장애인과 옥외공간 이용 특성

(1)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정원의 정의

장애인복지관은 법적 분류상 「장애인 복지법」 제58·59조 규정에 의거한 

사회복지관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의 법적 정의는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주로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근로하며,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기도 하는 공공 편의시설이기

도 하다. 사회복지관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호, 복지,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6)

5) ZIPERS(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 Scale)은 Zuckerman(1977)이 제시한 척도로, 설문 
조사를 통해 환경 안에서 개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김무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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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정원은 학술적으로 요양시설 내 설치된 치유정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원은 도시 내 자연으로서 신체적, 생리적, 심리·정서·정신적, 사

회적 측면에서 인간의 건강 증진에 효용을 가진다(성종상 외, 2021). 이에 종

합병원, 요양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정원의 설치 및 관련기관 구성원의 정원가꾸기 행태는 이용

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관 내 정원의 설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용자의 건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환경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Jules 외(2005)는 “자연의 질적 요소가 인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근대 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도시 및 농촌 환

경의 계획에서 공중 보건의 우선순위 설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도시 내 자연의 부족에 대한 경각심의 반증으로 최근 도시계획

에서는 도시녹지의 배치가 선결적인 작업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도시녹지 부

족을 위한 대안으로 옥상 녹화, 벽면 녹화 등 입체 녹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

해지며(홍종원, 2011) 사회복지관 정원이 도시 내에서 갖는 가치는 질적·양적

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관 정원의 효용은 결코 장식적 조경공간이거나 휴식 공간을 위한 

편의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Marcus(2013)는 치유정원의 이론적, 실무적 근거를 

제시한 저서를 통해 “녹색 자연, 자연광, 맑은 공기는 질병 회복의 기본요소

로서 중세 이후 근대 질병 치료 목적 및 요양시설의 건축에서 중시되어 왔고, 

특히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근대 병원건축의 형식마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됐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 정원을 비롯한 치유정원이 가진 

본래의 효용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https://kaswc.or.kr/welfar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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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의 옥외공간 이용

선행 연구(김용탁, 2019 ;김종필 외, 2015)에서 나타나듯 발달장애인 삶의 만

족도는 생활 편의시설의 질과 신체증상의 개선에 의해 증가한다. 즉, 발달장애

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신체증상의 개선 및 양호한 생활시

설의 유지가 스트레스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장애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

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옥외활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화·여가활동의 측면에서 많
이 연구되었다. Hawkins(1991)는 문화·여가활동이 인간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장애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실제 그 기회는 현
저히 적다고 말한다. 박수경 외(2018)는 발달장애인은 대인 관계 능력이 부
족하며 다른 장애유형보다 차별 및 사회적인 편견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
에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 및 여가활동
이 발달장애인에게 긍정적인 대안관계로 인한 일상생활만족을 가져온다는 
점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
박화문(1982)의 연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뇌의 이상으로 인해 감각자극

의 통합능력이 결여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언어발달미숙, 운동능력부족, 

사회적응능력부족 등으로 이어지며 감각 자극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유도하면 감각 자극들의 처리하는 중추신경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홍양자 외, 2002). 감각 자극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
로는 여가활동을 들 수 있다. 장애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접촉의 기회, 
신체적 건강증진, 자신감 등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김명숙 외, 
2013). 여가활동은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심리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
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동기를 부여한다(김동화 외, 2015). 강미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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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를 높인다고 밝힌다. 이렇듯 
여가활동은 감각 자극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
강의 개선을 통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복지서비스 수요자로서 텃밭 가꾸기, 정원의 관리 등 동적인 

신체활동과 정원감상, 쉼터 휴식 등 정적인 활동을 통해 옥외공간 중 하나인 

정원을 이용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부분 저강도 신체활동 및 휴식이 주를 

이루며, 정원의 구성 요소인 햇빛, 식물, 수공간, 계절감 등의 환경적 요인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뇌에 긍정적인 영향 및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함을 준다. 

김미선 외(2021)는 다감각자극환경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다감각 자극은 ‘신체와 정신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감각과 내부감각이 통합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 
때 외부감각은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등 오감이며, 내부감각은 감각
적 사고력, 기억, 상상, 공통감각을 의미한다. 이 중 시각, 후각, 촉각은 정
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외부감각이며 감각적 사고력, 기억, 상상, 공통감
각 등의 내부감각은 정원에서의 의미있는 활동 여부에 따라 그 획득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즉 정원은 치유공간환경으로서 갖추어야 할 빛, 조망, 
질감, 색채, 자연접촉 등의 물리적 환경과 기능적·인지적·사회적·심리적 환경
(Ulrich, 1990)의 요인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감각적 자극을 발생시켜 신
체 및 정신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지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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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대상지 선정 및 분석의 틀

1. 대상지 선정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단종 사회복

지관으로, 1986년 개관 이후 오랜 기간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및 건강의 

유지·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어울누리정원은 2010년 조성 

이후 복지관의 오픈스페이스로서 발달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행사·일상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장애인복지관 정원의 효용 도출을 위해서는 다년간 이

용이 활발해 연구성과의 획득이 용이한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10년 이상 발달장애인이 정원을 이용 및 관리하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어울누리정원을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2. 분석의 틀

선행연구 고찰 결과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회복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과정

의 결과 단계에서 나타나는 우울, 불안, 건강의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을 해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존중감 상승, 스트레스 요인 차단, 우울 및 불안의 

감소,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물의 해

소에 도움을 준다.

[그림 2-4]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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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정원의 어떤 요소가 스트레스 회복에 도움을 주는

지 밝히는 분석의 틀 설정이 요구된다. 이를 반영해 작성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그림 2-4]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원 이용이 복지관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회복을 통해 신체

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세부 효용의 표집에 초점을 맞

춘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밝힌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요인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정원 관련 활동의 이점을 밝히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 행태 관찰조사, 심

층 인터뷰(FGI) 방식을 활용한다. 심층 인터뷰의 경우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를 포함한 복지관 근로자 및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비장애인에 반해 인지능력,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인터뷰에 제약이 적으며 의사소통

이 가능한 장애당사자 표본의 획득을 위해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며 본인, 보호자, 기관의 동의를 모두 확보한 발달장애인에 

한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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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복지관 정원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

1절. 대상지 개요

1. 조성 배경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1986년 서울시립정신박약자복지관으로 개관한 

장애인복지관이다. 1993년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2008년 서울시립지적장

애인복지관으로 기관명을 변경했으며, 2018년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했다. 서

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 위탁조례에 의거, 당시 대한정신박약자애호

협회(현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운영을 체결하며 개

관했다. 개관 이후 1987년부터 매년 서울정신박약자 사생대회(현 서울발달장애

인 사생대회)와 제1회 사회복지시설 보육사 및 종사자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보호 및 치유와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교육을 담당하

는 기관으로 출발하여 운영되고 있다. 개관 당시 1일 평균 이용인원 121명, 운

영 프로그램 10여 개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인근에 설치된 번동보호작업

장(현 번동보호작업시설), 보라매작업장(현 보라매작업활동시설)과 함께 지역사

회 발달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어울누리정원(어울누리뜰)은 2010년 서울시와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랑의 열

매, SC제일은행이 공동으로 투자해 조성된 정원이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2007년부터 동네의 버려진 공간에 녹화공간을 조성하는 ‘우리동네숲’ 사업

을 진행하고 있었다.7) 어울누리정원은 이 사업의 20번째 프로젝트로서 20년 

넘게 복지관 앞뜰로 방치되어 있던 잡초밭을 정원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8) 

7) 우리동네숲 사업은 2021년 현재도 진행 중이다. 

8) 어울누리정원의 형성 배경은 김완순 외(2013)가 저술한 『서울그린트러스트: 시민과 함께한 녹색 도
시 만들기』 중 ‘어울누리정원’(164-179)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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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마스터 가드너)가 재능기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했으며, 서울그린트러

스트 측에서 제공한 설계비에 기부금을 더해 조성비를 조달했다. 정원의 관리

는 설계자가 수시로 방문하며 보식 및 관리를 총괄하는 형태이다. 복지관에서

는 조성 후 정원을 관리할 가드너가 필요했으며, 설계자는 교육자로서 학생들

과 정원을 직접 실습할 공간이 필요했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주요 배

경이 되었다.

2. 대상지 현황

(1) 일반 현황

현재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 내 4개의 발달장애인복지관 중 유

일하게 직접 운영되고 있는 시립 복지관이다. 총 4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관장, 사무국장 이하 가족지역팀, 평생활동팀, 직업활동팀, 문화활동팀, 

발달지원팀, 기획경영팀, 시설관리팀의 7개 팀과 주간보호센터 1개 팀을 포함

한 8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림 3-1]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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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 교통 현황

[그림 3-2]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주변 현황도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보라매공원과 관악구 클린센터, 8차선 도로인 

봉천로로 둘러싸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어렵다. 복지관과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은 시내버스 4개 노선과 마을버스 1개 노선이 통과하는‘보라매공

원입구’ 정류장이며 직선거리로는 약 110m 거리이나 도보 이용 시 약 5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역 또한 서쪽으로 650m 떨어진 2호선 신대방

역이 가장 인접해 발달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자의 자가용을 통해 방문한다. 

(3) 건축물 현황

복지관 건축물은 본관 1동, 별관 1동으로 2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본관은 

건물통합 건축면적 1,180.17㎡, 연면적 2,360.34㎡의 지상 2층 건물이며,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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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건축물 전경(출처: 연구자 촬영, 2021년)

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및 생활공간이자 복지관 근로자들의 근무 공간으로 사

용되고 있다. 별관은 지상 1.5층 규모의 식당 겸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

물 내부에서는 교육·상담·근무 등 정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며 교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밀집되어 있어 동적인 활동들은 대부분 정원 혹은 인근 보라매공

원에서 이루어진다.

(4) 정원 현황

가. 어울누리정원

어울누리정원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39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

지관 내부에 위치한다. 정원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으나 울타리, 수목으로 인해

조성 이전(2010) 조성 이후(2021)

[그림 3-4] 정원의 조성 전후 모습(출처: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제공,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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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39

면적 약 1,000㎡

용도지역 제 1종 일반주거지역, 공원

식재 수목 141주, 초화 10,690본 (2013년 기준)

특이사항 식재 개수에서 주변 경사지에서 채집 혹은 번식한 초화는 제외됨

[표 3-1] 어울누리정원 일반 현황

인근 보라매공원, 관악구 클린센터와 구분되어 복지관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

하는 공간이다. 2010년 조성 이후 10년 이상 복지관 근로자와 이용자들이 정

원을 향유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주중 09시부터 18시이며, 주말은 

사회서비스지원(혹은 치료) 프로그램이 편성된 경우만 운영한다. 정원의 관리

는 대학 강의 및 실습의 일환으로 설계자와 학생들이 방문해 봉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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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어울누리정원 평면계획도

자료 :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공식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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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별 구성

명칭 면적 시설물 현황 주요 식재 특징

데크 쉼터 약 30㎡

파라솔, 테이블, 

의자, 분리수거함, 

개수대, 청소용구함

자작나무, 

산딸나무, 히어리, 

수선화, 

루드베키아 등

- 정원의 유일한 인공그늘 

및 테이블 배치

- 주간 찻집, 일일 카페 등 

행사가 열리는 공간

보리수 쉼터 약 105㎡
물확 1개, 평의자 

9개, 평상 1개

보리수나무, 은쑥, 

백리향, 털수염풀, 

꿩의비름 등

- 정원에서 가장 넓은 오픈

스페이스

- 장애인의 날 식사 행사 등 

비교적 대규모 행사의 장

텃밭 정원 약 148㎡ 텃밭 8

돌단풍, 삼색조팝, 

열무, 상추, 쪽파, 

양파, 고구마 등

- 정원 관련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간

- 자연친화활동, 텃밭활동, 

직업활동 등

이끼정원 약 70㎡ 평의자 3개 이끼류

- 정적행태가 주로 일어나는 

공간

- 감상, 통화, 대화 등

조각상 쉼터 약 25㎡
조각상 1개, 평의자 

3개

메타세쿼이아, 

산수국, 황매화, 

도깨비고비, 

비비추, 당귀 등

- 정원 입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정적인 공간

[표 3-2] 어울누리정원 공간별 현황

 어울누리정원의 조성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정원 내 각 공간의 명칭이 붙여

진 바는 없다. ‘어울누리정원’이라는 명칭 역시 설계자가 아닌 복지관 측에

서 선정한 것으로, 정원 및 각 공간의 명칭은 구성원들이 직접 명명하였다. 복

지관 구성원들의 구술자료 분석을 통해 분류한 각 공간은 [그림 3-3]와 같으

며, 공간별 경계는 유의미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정원은 출입구 3개소, 5개

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출입구는 본관 측 출입구 A로, 관찰 결과 

대부분의 복지관 이용자가 해당 출입구를 이용하여 정원으로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5개의 공간은 [그림 3-3]에서 연구자가 분류한 명칭 및 영역을 바

탕으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각 공간별 현황은 다음 [표 3-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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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원 출입구

출입구 A 출입구 B 출입구 C

[그림 3-6] 데크 쉼터의 물리적 구성(출처: 설계자 제공, 연구자의 재구성)

복지관 이용자 및 방문객은 총 세 개의 출입구를 통해 정원으로 진·출입한

다. 복지관 근로자, 학부모, 장애당사자를 포함한 복지관 구성원들은 복지관 

본관과 연결된 출입구 A를 이용해 정원으로 출입하며, 치료실 및 상담실이 밀

집한 출입구 C는 보조 출입구의 역할을 한다. 출입구 A는 정원의 조성과 함께 

기존의 벽을 허물고 자동문을 설치해 만들어졌으며 출입구 바로 옆에 학부모

대기실이 있어 내부에서 학부모가 정원을 이용하는 장애당사자를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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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및 외부인들은 출입구 B를 이용해 정원으로 출입한다. 설계 당시 출

입구 주위에 화살나무를 군식하여 외부인의 시야를 차폐하였으며, 출입구 동

쪽에 위치한 관악구 클린센터의 악취·소음을 제한하는 역할도 함께 도모하였

다. 

나. 데크 쉼터

 데크 쉼터는 복지관 본관 건물에서 정원 출입구 A 전면에 있는 약 30㎡의 

공간이다. 조성 당시 건물 1층 층고와 정원 바닥 사이의 단차가 존재하였기에 

목재 데크를 설치해 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일상적인 휴식뿐만 아닌 주간 찻집, 식사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발생하는 정원의 주요 공간이다. 시설물은 파라솔 1기, 테이

블 1개, 의자 6개, 분리수거함 1개가 있으며, 쉼터 주변에 식재된 주요 수종으

로는 자작나무, 산딸나무, 히어리, 수선화, 루드베키아 등이 있다.

시설물 현황
파라솔 1개, 테이블 1개, 의자 6개, 급수대 1개, 

청소용구함, 분리수거함

[그림 3-7] 데크 쉼터의 물리적 구성(출처: 설계자 제공, 연구자의 재구성)



- 43 -

[그림 3-8] 데크 쉼터의 전경(출처: 연구자 촬영, 2021년)

다. 보리수 쉼터

시설물 현황 물확 1개, 평의자 9개, 평상 1개

[그림 3-9] 보리수 쉼터의 물리적 구성(출처: 설계자 제공, 연구자의 재구성)

 

보리수 쉼터는 정원에서 가장 큰 오픈 스페이스이며 면적은 약 105㎡이다. 

정원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리수나무가 중앙에 있어 현재의 명

칭으로 불리고 있다. 정원의 조성 전에는 나무 하부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전

정 후 공간을 확보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정원에서 가장 많은 9개의 평의

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울누리정원 오픈기념일 행사부터 시작하여 매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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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보리수 쉼터의 전경(출처: 연구자 촬영, 2021년)

인의 날 기념행사, 수확 및 식사 행사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자체 행사가 열리

는 공간이다. 행사 시 테이블 및 의자를 추가로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라. 텃밭 정원

시설물 현황 텃밭 8

[그림 3-11] 텃밭 정원의 물리적 구성(출처: 설계자 제공, 연구자의 재구성)

 텃밭 정원은 어울누리정원의 중앙에 위치한 약 200㎡의 공간이다. 조성 직후

부터 정원 관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추, 토마토, 깻잎, 호박, 오이 등의 작물

들을 심고 수확까지 관리해왔다. 복지관 근로자들의 주도하에 2019년까지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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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텃밭 정원의 전경(출처: 연구자 촬영, 2021년)

로 인근 원예시장에서 모종을 사서 심고 작물을 재배했으나 2020년부터는 직접 

씨를 사서 작물을 키우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간 이외에

도 쉬는시간 혹은 점심시간마다 일상적으로 텃밭에 와서 식물을 관찰하거나 휴

일에 가족들과 정원에 와서 둘러보고 직접 자신이 기르는 작물을 소개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주도적인 활동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텃밭은 부서별로 8개의 공간을 나누어 운영한다. 보통 4월에 모종을 심어 10

월 말경 수확하는 방식으로 텃밭 활동을 진행하며, 4개의 팀에서 관련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최초에는 모종을 사서 텃밭에 바로 심었으나 현재는 종자를 길러 

옮겨 심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주로 식용 재료인 가지, 옥수수,  고구마, 

열무, 쪽파, 무 등을 심으며 모종 및 종자의 구입은 담당 근로자가, 심기, 물주

기, 잡초 제거 등은 복지사의 도움과 함께 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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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끼정원

시설물 현황 평의자 3개

[그림 3-13] 이끼정원의 물리적 구성(출처: 설계자 제공, 연구자의 재구성)

이끼정원은 이끼류가 지면을 모두 뒤덮고 있는 면적 70㎡의 공간이다. 정원

의 세 출입구(A, B, C)에서 가장 먼 공간이자 복지관 건물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관악구 클린센터 측 경사면 교목들이 만드는 그늘로 인해 서늘하고 습

한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통화, 대화, 휴식 등 정적인 활동이 주를 이

룬다. 시설물은 평의자 3개가 있으며 정원에서 이용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공

간이다.

[그림 3-14] 이끼정원의 전경(출처: 연구자 촬영,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유튜브 채널, 2021년)



- 47 -

바. 조각상 쉼터

시설물 현황 조각상 1개, 평의자 3개

[그림 3-15] 조각상 쉼터의 물리적 구성(출처: 설계자 제공, 연구자의 재구성)

 조각상 쉼터는 조각상 1개와 평의자 3개의 시설물이 설치, 메타세쿼이아, 

산수국, 황매화, 도깨비고비, 비비추, 당귀 등이 식재된 약 25㎡의 공간이다. 

정원의 주 출입구(출입구 A)에서 가장 멀어 이용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특징

이 있다. 조각상은 인근 대학교 학생의 졸업작품을 기증받아 본 위치에 배치

하였으며 정원의 조성 전부터 자리하고 있던 수목들로 인해 자연 그늘이 형성

된다.

[그림 3-16] 조각상 쉼터의 전경(출처: 연구자 촬영,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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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악구 클린센터 측 경사면

식재 현황 양버즘나무, 겹벚나무, 앵두나무 등

[그림 3-17] 조각상 쉼터의 물리적 구성(출처: 설계자 제공, 연구자의 재구성)

관악구 클린센터 측 경사면은 정원의 배후녹지이자 북사면에 해당하며 면적

은 약 380㎡이다. 동작구 관할의 녹지이며 정원에 속하지 않으나 정원의 배후

녹지로서 봄에는 겹벚꽃, 여름에는 그늘, 가을에는 열매 및 낙엽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의 개관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원에 드리우

는 그늘로 인해 텃밭의 생산력을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나 습한 환경을 조성해 

이끼정원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림 3-18] 관악구 클린센터 측 경사면의 전경(출처: 연구자 촬영,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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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조성 당시 어울누리정원 식재 팔레트 65종 중 일부

(6) 식재 현황

2010년 조성 당시 어울누리정원은 65종의 수종으로 이루어진 수목 141주, 

초화 10,690본을 식재하였다. 교목은 기존 조성예정부지에서 자라고 있던 메타

세쿼이아, 겹벚나무, 보리수나무, 은행나무 등의 일부만 존치한 후 자작나무, 

팥배나무, 화살나무 등을 건축물 전·측면에 배치해 그늘 생성 및 외부로부터

의 차폐 효과를 도모하였다. 

정원의 식재 디자인은 관목, 초본류가 주를 이뤘으며, 설계자와의 심층 인터

뷰 결과 팥꽃나무, 미스김라일락, 꼬리풀, 빈카마이너, 아주가, 황금자주달개비 

등의 보라색 초화, 상사화, 금낭화, 작약, 둥근잎꿩의비름 등의 자색 초화와 같

이 다양한 색을 가진 수종들의 혼식을 통해 다양한 배치 및 배색을 염두에 두

고 설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7) 수상 이력

가. 서울시 ‘꽃피는 서울상’ 최우수상 수상

어울누리정원은 2014년 서울시가 주최한 ‘꽃피는 서울상’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꽃피는 서울상’은 서울시 내 생활공간 속에서 꽃과 

나무로 이루어진 우수 공간을 선정해 시상하는 공모였으며, 시민들의 추천 및 

공개투표, 최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울누리정원을 2014년 최우수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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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했다. 심사 기준으로는 참여자들의 인원, 자발성, 빈도, 기간 등을 포함

한 ‘적극성’, 차별화, 공동체 의식 향상 등을 포함한 ‘감동 및 우수성’, 

녹화를 통해 주변 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나타내는 ‘경관성’, 식물 재

료의 적절한 선택 및 디자인 요소를 나타내는 ‘녹화 수준’을 고려하였다.

[그림 3-20] 서울시 발간 『2014‘꽃 피는 서울상’콘테스트』중 1p., 24p.

나. 가보고 싶은 정원 100선 선정

 어울누리정원은 2016년 12월 국립수목원이 발간한 『가보고 싶은 정원 10

0』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었다. 국립수목원은 2016년 1년간 전국의 정원 150

개소를 심의해 100개를 선정하여 발간하였다. 책에는 정원의 전경과 위치, 면

적, 조성연도, 참여자 이름 등이 설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림 3-21] 국립수목원 발간 『가보고 싶은 정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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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복지관 관련 주체의 이해

1. 발달장애인

(1) 이용자 현황

복지관의 등록 이용자는 2020년 기준 674명이며9) 1회성 프로그램 참여자를 

포함하면 연간 약 2,000명이 복지관을 이용한다.10) 복지관의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94명이며11)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

적장애, 지체장애 등 6가지로 나뉜다. 복지관에서 제공한 ‘2020 서울시립발달

장애인 이용자 실인원’ 자료에 의하면 지적장애가 71.67%(483명), 자폐성장애

가 20.03%(135명)로 두 유형이 대부분(92.70%)을 차지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서 발달장애인의 범주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규정

하는 까닭이다. 이용자 성별은 남성이 62.91%(424명)으로 여성(37.09%, 245명)

에 비해 많다. 연령별 이용자 수는 20대(36.94%), 10대(19.73%), 30대(16.32%) 

순으로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경우 연령별 인원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만 4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노화가 일찍 진행되어 비장애인에 

반해 신체기능의 저하가 조기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윤민석 외, 2018). 또한 장애등급은 1급 37.60%(241명), 2급 31.98%(205명), 

3급 29.95%(19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지관 이용자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체장애(1%)의 비율이 극히 적어 보행 등 기

본적인 신체활동이 제한되는 이용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하였다.12)

9) 복지관에서 제공한 ‘2020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실인원’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10) 기획경영팀 직원의 증언을 인용하였다.

11) 2020년 기준으로 8월 27일 실시한 복지관 관계자와의 예비조사에서 인용하였다.

12) 복지관 운영을 담당하는 피면담자 G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재 복지관 이용자 중 휠체어 이용자
는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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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통계

2. 복지관 근로자

2020년 기준 복지관 근로자는 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하여 8개 팀 총 48명이

다. 근속기간은 올해 입사한 1년차 직원 9명부터 1988년 입사한 33년차 직원

까지 기간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복지관 근로자의 연차별 인원수는 [그

림3-23]과 같으며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전체의 35.42%(17명)를 차

지하고 있다. 즉, 어울누리정원의 조성 전후부터 현재까지 정원의 형태와 이용

행태를 경험해온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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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근로자 연차별 인원수(2020년 기준)

[그림 3-24]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근로자 직무별 인원수(2020년 기준)

[그림3-24]을 통해 직무별 인원은 사회복지직이 16인(33.34%)으로 가장 많았

으며 기타 직군은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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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의 관리주체

[그림 3-25] 정원 관리주체의 협력관계도

조성 이후 설계자를 필두로 정원관리사 1인을 포함한 복지관 근로자들이 주

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설계자는 2010년 조성 이후 정기적으로 정원을 방

문하여 후속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초 조성작업 이후에도 복지관 실무진과

의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식물재료의 교체 및 보식 작업을 진행하며 대상지 환

경의 질적·양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정원의 조성 이전부터 복지관에 근무

하며 정원 관련 프로그램의 계획 및 정원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복지

관장도 어울누리정원 관리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관수, 텃밭 경영 등을 직

접 수행하는 동시에 설계자와의 주기적인 소통을 지속하며 정원의 쾌적한 환

경 조성 및 유지를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정원 관리의 책임자는 동작구청에서 고용한 ‘복지일자리’13) 직

원 5인과 복지관에서 직접 고용한 1인, 총 6인이다. 이들은 1일 4시간의 정원 

및 시설관리,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한다. 정원 관리에서는 전정, 관수, 잡초 제

거, 보행로 청소 등을 수행하는데, 이는 복지관 이용자들의 정원 이용방식과 

확실히 구분되는 정원 관련 활동의 수행으로 볼 수 있다.

13) 복지일자리는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에 의거,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직업경험을 제공하
는 일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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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학생들의 정원가꾸기 활동

(출처 :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공식 홈페이지-복지관소식 게시판)

텃밭 구역의 경우 장애당사자와 복지관 근로자가 물 주기, 잡초 제거, 경작, 

수확물 나누기 등을 통해 함께 관리한다. 정원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2년간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봉사의 형태로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강연도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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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정원 관련 활동의 이해

[그림 3-27]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장애당사자의 정원활동 유형 분류

1. 정원 관련 프로그램

(1) 상시 프로그램

복지관 이용자의 프로그램 이용 형태는 크게 수시 이용, 주간 보호, 방문 서

비스 세 가지로 나뉜다. 수시 이용의 경우 발달장애인이 팀별 편성 프로그램

의 일정에 맞게 간헐적으로 복지관을 방문하며, 주간 보호의 경우 주중 0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매일 정기적으로 방문

한다.14) 방문 서비스의 경우 복지사 또는 치료사가 직접 발달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가족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방문 서비스 이용자는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제한되는 중증장애인이 다수이므로 정원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평생활동팀의 ‘성인 낮활동 프로그램(굿데이 레드·블루·옐로)’의 경우 평일 09시부터 16시까지 
매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주간 보호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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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유형

사업명 구성 프로그램
이용 형태

수시 이용 주간 보호 방문 서비스

상담 및 평가

전문상담, 언어평가, 

작업평가, 물리평가, 

직업상담 등

○

교육지원
반응성교육, 인지교육, 

정보화자격증 등
○

치료지원
개별 언어치료, 음악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

사회적응훈련
중고등사회기술, 

트레킹캠프 등
○

평생교육

굿데이 

레드·블루·그린·옐로, 

하프스테이지, 등

○

사회서비스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

[표 3-3]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 형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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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근로자 인터뷰 결과 [그림3-28]과 [표 3-3]에서 다룬 프로그램 중 정

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6개(개별 물리치료, 그룹 물리치료, 챌

린지 신체활동, 자연친화훈련, 직업활동, 힐링팜)로 나타났다. 이 중 동작구 내 

다른 정원에서 진행하는 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인‘힐링팜’을 제외한 3개 팀

의 5개 프로그램은 대상지인 어울누리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해당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치료사를 포함한 복

지관 근로자 및 발달장애인을 우선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2010년 조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울누리정원을 이용하는 5개의 복지관 
프로그램은 <표 3-4>과 같다. 프로그램은 총 3개 팀에서 운영 중이며 발
달지원팀이 3개(개별 물리치료, 그룹 물리치료, 챌린지 신체활동), 직업활동
팀과 평생활동팀이 각각 1개씩(자연친화활동, 직업활동) 운영하고 있다.

문화여가

성인아카데미, 

어울누리합창단, 

토요프로그램, 

늘푸른등산학교, 

동아리활동 등

○

직업지원

직업평가, 현장평가, 

직업적응과정, 

직업전환교육, 취업알선 

등

○

가족지원

사례관리, 중장년기 

건강증진프로그램, 

힐링팜, 긴급돌봄 등

○

지역활동

동행(동작구에서 

행복하기), 방문간호, 

장애인식개선교육, 복지관 

이용차량 무상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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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누리정원 관련 프로그램 

소속(팀)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기간 참가대상 참여인원 비고

발달지원팀

개별 물리치
료, 그룹 물
리치료,
챌린지 신체
활동

연중 장애당사자 10~20명 
이상  

개별- 계단 오르내리기, 걷
기
그룹-물풍선던지기,물총놀
이,비눗방울활동,숙여서바
닥의물건짚기,낙엽주워계절
꾸미기,정원에서꽃과함께사
진찍기,벤치에앉고서기등
챌린지-장애물넘기,징검다
리건너기,벤치에앉아공던지
고받기,과녁맞추기등 

직업재활팀 자연친화훈련 2011.04.01
~11.30 장애당사자 21명 그린트러스트 진행

직업재활팀 자연친화훈련 2012.04.01
~07.30 장애당사자 21명 직업적응훈련생

직업재활팀 자연친화훈련 2013.04.01
~07.30 장애당사자 21명 직업적응훈련생

직업지원팀 자연친화훈련 2014.04.01
~07.30 장애당사자 21명 직업적응훈련생

직업지원팀 자연친화훈련 2015.04.01
~07.30 장애당사자 16명 직업적응훈련생

직업지원팀 자연친화훈련 2016.04.01
~07.30 장애당사자 16명 직업적응훈련생

직업지원팀 자연친화훈련 2017.04.01
~07.30 장애당사자 16명 직업적응훈련생

직업지원팀 자연친화훈련 2018.04.01
~07.30 장애당사자 14명 직업적응훈련생

직업활동1팀 자연친화훈련 2019.04.01
~07.30 장애당사자 14명 직업적응훈련생

직업활동팀 자연친화훈련 2021.04.01
~11.30 장애당사자 10명 직업적응훈련생

평생교육팀 일상생활교육
(텃밭)

2017년 
4월~9월

장애당사자
, 직원 30명 평생활동팀 이용자

평생교육팀 텃밭가꾸기 2018년 
4월~9월

장애당사자
, 직원 30명 평생활동팀 이용자

평생활동팀 텃밭활동 2019년 
7월~10월

장애당사자
, 직원 27명 평생활동팀 이용자

평생활동팀 직업활동 (텃
밭활동)

2020년 
5월~8월

장애당사자
, 직원 27명 평생활동팀 이용자

주간보호센
터 Work Activity 2000년대~ 장애당사자

, 직원 15명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표 3-4] 2010년 조성 이후 어울누리정원 관련 프로그램

발달지원팀의 정원 관련 프로그램은 장애당사자의 치료를 주요 목적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 물리치료’ 프로그램은 
전문 자격증을 갖춘 치료사와 장애인이 1대1 대면으로 물리치료를 진행한
다. 보통 실내에서 계단 오르내리기, 걷기 등 기본적인 보행 동작의 원활한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이며 정원에서 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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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는 10~20명의 장애당사자가 함께 치료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물풍선 던지기, 물총놀이, 비눗방울 활동, 숙여서 바닥의 물건 집기, 낙엽 
주워 계절 꾸미기, 정원에서 꽃과 함께 사진찍기, 벤치에 앉고 서기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실내 또는 정원에서 진행한다. ‘챌린지 신체활동’은 장애물넘
기, 징검다리 건너기, 벤치에 앉아 공 던지고 받기, 과녁 맞추기 등 적극적
인 신체활동을 통해 물리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같은 
치료 프로그램은 복지관 실내에서 모두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터나 
정원, 공원 등의 넓은 공공 옥외공간의 필요성이 높다.

직업활동팀의 정원 관련 프로그램인 ‘자연친화활동’은 장애당사자를 대상
으로 어울누리정원 내 텃밭을 가꾸는 프로그램이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적 능력의 발달을 목표로 적응훈련을 지원하

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주로 평생활동팀의 성인 발달장애인보다 연령대가 

낮은 20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0~20명의 직업적응훈련생이 참

여하며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지도를 바탕으로 식물의 구매부터 물주기, 텃밭 
가꾸기와 작물 재배까지 진행하는 활동이다. 이 같은 자연친화활동은 지역
사회 내 식물관리 관련 일자리 취직 및 기타 취업 활동에 필요한 직업 적응 
능력의 획득에 의의가 있다. 본 활동은 앞서 기술한 발달지원팀의 치료 프
로그램들과 달리 텃밭 가꾸기가 가능한 정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평생활동팀이 진행하는 정원 관련 프로그램은 직업활동의 형태로서 일상
생활 수행능력의 개선 및 자립심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타 정원 관련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늦은 2017년에 실시되었으며 최초에는 20대~50대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프
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2020년부터 작물의 관리부터 수확물의 판매를 동반
한 직업의식의 형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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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는 작업 활동인 Work Activity 중 텃밭 활동의 형태로 정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ork Activity는 소근육을 사용하는 작업 활동
으로서 식물을 다루며 생명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다. 수확한 작물을 활용해 요리 만들기, 식습관 개선 등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특징이다.

(2) 행사

조성 직후부터 어울누리정원은 복지관 행사의 장으로서 사용된다. 정원의 

조성 전, 기존 복지관의 행사들은 대부분 건물 내부의 강당에서 열렸으나 정

원의 설치 이후 그 기능을 나누게 된 것이다. 2010년 11월 어울누리정원의 오

픈기념일 행사를 시작으로 복지관의 공식·비공식 행사 시 다수의 인원을 수

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사의 내용은 주로 공연이나 자연체험 프로그램, 삼겹살 파티, 다과회, 수

확물 잔치 등이다. 공연은 청소년합창, 댄스공연, 음악 연주회 등의 외부 공연

팀의 초청을 통해 열리며 자연체험 프로그램은 ‘허브화분 만들기’, ‘보리

수나무 희망의 메시지 달기’, ‘보물찾기’ 등이 진행되었다.

[그림 3-29] 어울누리정원 관련 행사 포스터 및 사진

(출처 :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공식 홈페이지-복지관소식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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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적 공간으로서의 정원

(1) 일상적 이용

어울누리정원은 상시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외에도 일상적 이용이 주가 되
는 공간이다. 종일 복지관에서 일과를 보내는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무
하는 복지관 근로자들도 휴식 시간, 프로그램 참여 전후, 점심 식사 직후 등
에 정원을 이용한다. 이는 접근성이 양호한 옥외공간 이용의 일상화라는 측
면에서 치유정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이용자들의 일상적 이용은 주로 주간보호센터 및 평생활동팀에 속한 장애 
당사자들 위주로 발생한다. 주간보호센터 및 평생활동팀 이용자들은 주 5일 
이상 복지관을 방문하며 정원을 이용한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가족을 포
함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을 유지 및 향상하여 재활을 돕는 복지관의 부설사업이다. 발달
장애인은 장애 유형 중에서도 돌봄 스트레스가 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
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자녀를 둔 가족 구성원들은 생리적 시간과 여
가시간을 줄이며 상당한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보낸다(양심영 외, 2013; 
유창민, 2015; 이아영, 2016; 손동균, 2019). 즉, 주간보호는 장애인 가족의 
항시 돌봄부담 및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 동안 장
애인을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평일 동안 0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
하는 여러 서비스 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서비스로는 보호, 식
사, 이동, 사회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의 지원을 담당하는 자립지원사업이 있
다. 발달장애인은 주로 이러한 주간보호 서비스를 통해 복지관에서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레 다양한 목적으로 정원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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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발달장애인의 정원 이용 모습(출처: 연구자 촬영, 2021년)

평생활동팀 이용자 또한 20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보호 형태의 평생교육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사업 프로그
램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09시에서 16시 30분까지 진행하는 주간
활동이며,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침여교육’, 
‘문화예술교육’의 5개 영역을 바탕으로 장애당사자의 평생활동을 지원한다. 
평생활동팀 이용자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하며 복지관에서 일상을 보내
며 오전 교육을 마친 점심시간에 주로 정원을 이용한다.

정원에서는 정기적인 상시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비공식 체
험 프로그램이 발생한다. 복지관의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확물 시식 행
사, 바비큐 파티를 포함한 식사 행사, 보리수 열매, 앵두, 옥수수 등의 수확 
행사 등이 간헐적인 이벤트로 일어난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어울누리정원이 
단순한 행사 공간이나 교육 공간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적 공간으
로서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매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축

소해서 진행했어요. 그중에 하나로 복지관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식사를 했어요. 그렇

지만 작년까지는 장애의 날이 4월 20일이라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딱 좋을 때라

서 저희가 여기 보리수나무 있는 곳에 책상을 깔고 테이블을 펴서 야외 식당처럼 꾸

며 놓고 식사했죠. [피면담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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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별 이용행태

[그림 3-31] 공간별 이용행태

구술 분석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회복 특성을 도출하기에 앞서, 정

원의 주 출입구, 동선, 공간구성 및 세부 요소와 특정 장소에서의 이용행태 특

징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의 공간별 이용행태를 조사하였으

며, 복지관 관계자 및 이용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공간별 이용행태 관찰은 이용자들의 일상적 정원 이용이 가

장 활발한 12시에서 13시까지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머무르며 약 한 달간 6회

의 관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정원의 공간별 관찰 결과, 일자별 이용자 

수는 [표 3-5]와 같으며, 공간별 평균 체류시간은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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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대상

관찰 일자별 인원수

10/21 10/26 10/28 11/2 11/4 11/11 총계
평균 

이용자
/일별

데크쉼터 18 15 14 15 13 8 83 13.8

보리수 쉼터 2 3 2 3 5 1 16 2.7

텃밭 3 0 3 0 1 1 8 1.3

이끼정원 1 0 0 0 1 0 2 0.3

조각상 쉼터 0 1 2 0 1 0 4 0.7

[표 3-5] 어울누리정원 공간별 이용자 수 관찰 결과(12시-13시)

정원 공간

데크 쉼터 보리수 쉼터 텃밭 이끼정원 조각상 쉼터
평균 체류 

시간 10~20분 5~20분 1~2분 5~10초 3~5분

[표 3-6] 어울누리정원의 공간별 체류시간(12시-13시)

현장에서 실시한 행태관찰을 통해 이용자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공간은 데크 쉼터이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해본 결과 해당 공간에 

대한 선호는 크게 건물에서의 접근성, 유일한 인공그늘, 테이블의 유무로 나타

났다. 데크 쉼터는 본관 건물에서 ‘출입구 A’를 통해 이어져 있으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도 항상 데크 쉼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높은 

접근성이 선호도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나무 그늘이 아닌 파라솔을 통한 

인공그늘이 있다는 점도 이용자들의 선호를 이끌었다. 또한 데크 쉼터는 가장 

긴 체류시간을 보였는데, 파라솔과 함께 테이블과 의자가 많이 배치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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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유형
관찰 일자별 행태 발생 횟수

10/21 10/26 10/28 11/2 11/4 11/11 총계 평균 발생 
횟수/일별

감상 6 7 5 2 3 1 24 6

대화 4 3 10 3 7 0 27 4.5

휴식 4 2 6 4 2 0 16 2.7

식사 1 2 1 0 1 0 5 0.8

급수 4 4 5 3 2 2 20 3.3

분리수거 8 3 10 6 3 5 35 5.8

통화 1 0 2 2 5 0 10 1.7

[표 3-7] 어울누리정원 공간별 행태 관찰 결과(12시-13시)

행태 유형

감상 대화 휴식 식사 급수 분리수
거 통화

1회당 평균 
체류시간 1~3분 1~20분 3~20분 15~20분 1~5분 10~30초 1~10분

[표 3-8] 어울누리정원의 행태별 체류시간(12시-13시)

다만 데크 쉼터에 분리수거함이 위치해 복지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이 수시

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만 이용하는 

횟수가 총 이용 인원수에 포함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장시간 이용자의 규모

는 적음을 알 수 있다.

출입구에서 먼 보리수 쉼터, 텃밭, 조각상 쉼터, 이끼정원은 상대적으로 이

용이 적게 발생했으며, 특히 가장 먼 이끼정원과 조각상 쉼터는 각각 0.3, 0.7

의 일일 이용객 수를 기록하며 평소 이용자 수가 적은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감상, 통화, 급수 등 걷기를 동반한 활동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 수가 

많은 데크 쉼터 이외의 공간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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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선의 이용

[그림 3-32] 정원의 보행 동선 맵핑

정원은 총 세 개의 출입구를 잇는 주 동선 2개, 다수의 보조 동선으로 이루

어져 있다. 주 동선은 화강석 판석으로 포장되어 각각의 출입구를 잇는 보행로

를 확보한다. 보조 동선은 텃밭 정원, 이끼정원, 보리수 쉼터 등의 공간과 주 

동선을 잇는 역할을 한다. 다만 주 동선의 보행로에 기타 보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치료사 혹은 사회복지사의 보조 없

이 정원을 이용하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이용자가 정원 이용을 원할 시 지원자(복지사, 공익복무요원 등 보호자)가 필수

로 동행한다. 식재 공간이 포장된 보도와 구분되어 있으며 노면이 평평해 이용

자들의 보행에 용이하나 쉼터 및 정원에 쇄석, 이끼 등이 지피되어 정원 전체

적으로 다양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정원 이용자는 대부분 출입구 A를 통해 

정원에 출입하며 출입구 B에 위치한 분리수거장 이용을 위해 A와 B를 잇는 주 

동선의 통행 빈도가 가장 높고 보행속도 또한 빠른 편이었다. 보조 동선은 주

로 통화, 양치, 감상 등 혼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텃밭의 경우 예외적으

로 2인 이상 모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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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적 행태

[그림 3-33] 이용자 동적 행태 격자망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의 동적 행태의 관찰 결과를 분석하고자 격자망 분

석(quadrat)을 이용하였다. 격자의 크기는 평면계획도 상에서 2m×2m로 설정

하였으며, 행태의 발생 위치 및 총 인원수를 분석하였다. 동적행태는 놀기, 걷

기, 뛰기15) 동적행태는 이용자 행태 분석에 앞서 현장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획득한 동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복지관 본관 건물의 정

문 측인 출입구 A에서 주차장 측 출입구 B로의 이동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분리수거장의 이용 빈도가 많은 까

닭으로 보인다.

15) 본 연구에서 동적행태는 김효경 외(2010)가 기술한 가장 움직임이 잦은 이동 방식과 다양한 움직임
을 포함하는 동적행태(Moving Behavior)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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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적 행태

[그림 3-34] 이용자 정적 행태 격자망 분석

서기, 앉기로 대표되는 정적 행태(Resting Behavior)는 안정된 신체의 상태에

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태 유형이다. 휴식, 식사, 통화, 대화 등의 기본행동

유형은 앉거나 선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정적 행태의 범주에 넣어 결과를 나타

내었다. 그 결과 정적 행태는 주로 데크 쉼터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

며 보리수 쉼터, 텃밭, 조각상 쉼터, 이끼정원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정적 

행태가 데크 쉼터에서 일어났으나 2인 단위의 대화는 다른 공간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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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결

1. 발달장애인의 정원 이용에 적합한 물리적 요인

(1) 정원의 자연 연계

대상지인 어울누리정원은 양질의 자연 공간 확보를 통해 발달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회복을 유도하는 자연 연계의 장이다. 서울시립발달장애

인복지관은 도시공원인 보라매공원 대지 내에 위치해 자연성을 강조한 정원이 

들어서기에 용이했으며, 기존에 몇몇 교목과 잡초가 무성한 나지에서 정원으로 

조성되며 자연적인 요소들을 보존하는 동시에 이용 목적을 극대화하였다. 이로 

인해 정원은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이 일상 시간을 보내며 빈번한 자연 접촉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가치를 갖고 있다. 이에 정원은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의 유지·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

인복지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어울누리정원은 다양한 식물재료의 식재를 바탕으로 높은 자연성을 갖추고 

있다. 정원은 현재 65종 이상의 수종과 10,000본 이상의 다양한 식물재료가 식

재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보식 작업으로 다양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정원은 이

용자들에게 자연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 타 옥외공간에 비해 높은 안전성 및 접근성

발달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의 보호 및 교육을 목표로 일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 내 다른 공간에 비해 높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복

지관 내에 위치한 어울누리정원은 복지관 밖의 공간이나 수목, 생울타리, 펜스 

및 단순한 동선 설정으로 인해 타 옥외공간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관 대지 내부에 있어 인근 공원, 하천변 공원 등 다른 녹지보다 접

근성이 월등히 높다. 복지관 남측의 봉천로에서만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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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정원 공간이 분리되어 차량의 움직임 및 소음이 이용자들의 보행과 이용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보행을 기본으로 한 정원의 특성상 높은 안전

성 및 접근성 확보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정원 관련 활동의 양상

(1) 정원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스트레스 회복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은 정원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상시 프로그램, 행사를 

통해 건강증진 및 스트레스 회복 기회를 갖는다. 치료 프로그램, 자연친화훈

련, 텃밭활동 등의 상시 프로그램은 복지관으로 찾아와 일상을 보내는 이용자

들에게 신체적 건강의 유지 및 개선이나 정서적 건강의 회복 및 타인 의존도 

저감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정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복지관과 발달장애인 

관련 기념일 축하, 연례행사 등에 식사, 다과회, 소모임 등을 동반하며 발달장

애인의 사회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복지관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요인의 해소 및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효용이 있다.

(2) 복지관과 설계자의 통합 관리

어울누리정원은 복지관의 자체적인 관리에 설계자의 관리가 동반되는 형태

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관을 이용했던 인원들의 고용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역할도 한다. 설계자는 재능기부 및 수목 기부로서 정원에 기여

하며 복지관 측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배치하여 정원의 질적 수준 

유지 및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복지관은 관할구청 복지일자리 5인의 간접고

용 및 발달장애인 1인의 직접고용을 통해 정원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직의 형

태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이용자로서 복지관을 다녔

던 인원들도 포함되어 정원의 관리 소요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일자리 창출 측

면에서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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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적 이용을 통한 휴식과 신체활동

대상지는 주간 동안 복지관에 상주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들의 옥외

공간 이용을 일상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평생활동팀 및 주간

보호센터 이용자의 경우 복지관에서 주중 오전부터 오후까지 복지서비스를 제

공한다. 이때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의 전후 혹은 점심시간에 지원자 및 보호자

와 함께 정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한다. 이외에도 비공식 체험 프로그램으로 열

매 따기, 낙엽 줍기, 물놀이 등 실외 놀이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용자

들의 휴식과 저강도의 신체활동을 유도하여 쾌적함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

다.

3.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정원 활동

이용행태 관찰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 어울누리정원의 동적 공

간은 데크 쉼터, 텃밭 일원이며, 일과 이외의 시간에는 복지관 건물과 가까운 

데크 쉼터 일원에서, 일과 시간에는 건물 출입구와 먼 텃밭에서 동적 행태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원의 정적 공간은 데크 쉼터, 보리수 

쉼터, 이끼정원, 조각상 쉼터이며, 동적 행태와 다르게 정적 행태가 정원 전체

에 고루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상에서는 정적 공간으로서, 일과 시

간에는 활동 공간으로서 정원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

터뷰에서 이용자들은 정원 관련 프로그램 시 즐거움, 기쁨 등의 감정을 느낀

다고 답변했으나 프로그램 전후나 점심 식사 후 이용에 대해서는 편함, 예쁨, 

안전함 등의 감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어울누리정원의 정체성은 ‘발달장애인의 프로그램 수행 및 일상적 회복의 

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복합적 이용을 동반한 정원의 환경적 자극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대처 및 회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복지관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회복 가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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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정원 이용을 통한 복지관 이용자의 스트레스 회복

[그림 4-1] 정원을 통한 발달장애인 스트레스 회복 특성의 분류

정원 이용 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반응 및 스트레스 회복 특성을 확인

하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획득한 구술자료의 분석 결

과 정원 이용시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회복 특성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각의 요인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복지관 관계자와 공유를 통해 해당 내용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복지관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표 3-9]

와 같이 연구대상자를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연구대상자의 유형은 본 연구 3

장 2절 [표 3-3]의 어울누리정원 관련 프로그램 전체를 각각 운영주체 및 목적

에 맞게 분류해 치료 프로그램, 자연친화훈련, 직업활동, 주간보호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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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상자 특징 참여 기간 모집단 
크기

치료 
프로그램 물리치료사, 장애당사자 중증장애인이 많아 

장애당사자의 인터뷰에 제약 최장 10년 10명

자연친화
훈련 상담사, 장애당사자 직업활동팀의 특성상 현장에 

취직한 장애당사자가 다수 최장 10년 10명

직업활동 사회복지사, 장애당사자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원이 
있으나 소수 최장 4년 27명

Work 
Activity 사회복지사

중증장애인이 많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
최장 10년 15명

[표 4-1] 연구대상자 유형 분류

이를 바탕으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면담은 [표 4-2]의 피면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을 수행한 담당자 및 장애당사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각

각 30분 이상 1시간 이하의 대면 심층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참여자는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 방식을 통해 선행 참여자의 추천을 받아 확보하

였으며, 장애당사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인터뷰 목적 및 연구의 범위를 설명한 

후 사전 동의를 받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기 연령 성별 복지관 
이용연수 참여 방식 인터뷰방

식 일시

A 40대 여성 15년 개별 물리치료, 그룹 물리치료, 
챌린지 신체활동 1인, 대면 2021.09.24.

B 30대 여성 8년 자연친화훈련 1인, 대면 2021.09.28.

C 20대 남성 3년 직업활동, 텃밭활동 1인, 대면 2021.09.29.

D 30대 남성 2년
주간보호센터 Work Activity 2인 그룹, 

대면 2021.10.26.
E 40대 여성 27년

F 40대 남성 11년 어울누리정원 설계 1인, 대면 2021.10.22.

G 50대 여성 31년 정원 관리, 자금 조달, 정원 관련 
프로그램 관리 1인, 대면 2021.11.29.

a1 30대 여성 2년

직업활동, 텃밭활동 1인, 복지사 
동반 대면

2021.09.29.

a2 40대 여성 30년 2021.10.01.

a3 20대 여성 10년 2021.11.29.

[표 4-2] 이용행태 관련 피면담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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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신체적 건강의 유지 및 개선

1. 저강도 신체활동을 통한 물리치료

담당 부서 발달지원팀

목적 장애당사자의 치료(물리, 작업, 언어)

기간 연중(주로 3월~11월)

대상 복지관에 등록된 장애당사자

인원 연간 총 10~20명

유형 개별 물리치료, 그룹 물리치료, 챌린지 신체활동

[표 4-3] 복지관 치료 프로그램의 개요

복지관 구성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원 이용 시 장애 당사자들의 신

체적 효용을 질문한 결과 저강도 신체활동을 통한 물리치료가 신체적 건강의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원의 특성을 

전제로 복지관 근로자들은 이용자들이 정원에서 걷기,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

기 등의 저강도 신체활동과 햇빛 및 식물에 대한 노출 등을 동반하는 치료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에서의 신체적 건강 유지 및 개선 효과는 발달지원팀이 진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에서 주로 나타났다. 치료 프로그램은 물리치료사, 언어재활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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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로 구성된 복지관의 발달지원팀이 기획·운영한다. 발달지원팀에서 진

행하는 개별 물리치료, 그룹 물리치료, 챌린지 신체활동은 이용자의 발달을 도

모하고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를 지원한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위험군 

및 장애인이며, 3개의 프로그램 모두 정원의 조성 초기부터 시행되어 매년 

10~20명의 장애당사자를 치료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특성상 중증장애인이 많

아 당사자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면 인터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진행 및 관리까지 책임지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발달지원팀의 팀장을 인터뷰하여 프로그램의 목적, 기대효과, 장

애당사자의 행동특성, 반응 등에 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1) 개별 및 그룹 물리치료

발달장애인이 우울에 이르는 스트레스 축적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신체 

능력의 저하이다. 피면담자들의 응답에 의하면 정원에서 이뤄지는 치료 프로

그램(물리치료)은 신체 능력의 저하를 늦추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치

료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는 크게 보행활동 능력의 회복, 경직된 신체의 이완, 

신체를 활용한 놀이활동 능력의 개발로 나눌 수 있다.

[그림 4-2] 저강도 신체활동을 통한 물리치료(출처: 연구자 촬영,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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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행활동 능력의 회복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의 대상자는 보행이나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

는 장애당사자이다. 치료 프로그램은 이들의 신체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보행능력의 회복에 집중한다. 평평하지 않은 정원의 노면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당사자들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준다. 또한 복지관 내

부에 반해 지나다니는 사람이 적어 위험 요소가 비교적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

다. 

안에서만 걷다 보면 보행 공간이 좁고 복도도 자극이 없잖아요. 근데 화단 내려가

는 길이 경사로이기 때문에 서 있기가 어렵거든요. 까치발 있는 분들은 뒷면에 거꾸

로 뒤꿈치를 잡고 서 있는 게 어려우니까 주간보호 앞에 내려가는 경사로에서 서 있

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켰죠. 저희 당사자분들이 평지는 잘 걷는데 우리 분들이 평평하

지 않은 바닥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2층 계단은 지루하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다 위험하고… [피면담자 A, 물리치료사]

보행보조기 잡고 걸을 때도 그쪽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평평한 공간을 잘 걷는데 

울퉁불퉁한 데는 못 거는 친구들은 일부러 주차장 앞 자갈밭에서 그쪽 터널처럼 통과

해서 한 바퀴를 돈다던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해서… [피면담자 A, 물리치료사]

10년 이상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인 피면담자 A에 의하면 ‘개

별 물리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서 있기, 왔다갔다 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보행의 기본적인 수행능력 획득에 주목한다. 보통 실내에서 보행훈련을 똑

같이 진행하지만 노면이 평평하지 않고 손잡이가 없는 정원에서 실행했을 때 

그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기대하는 효과가 안에서보다 밖에서 훨씬 더 잘 걷긴 해요. 복도에는 난간이 

있어서 난간 잡고 걷는 연습을 하는데 여기에서보다 밖에서 제 손이나 워커를 잡기가 

더 힘들잖아요. 바깥이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데 걸으려는 의지는 훨씬 더 많은 것 같

아요. 볼 것도 많고 꽃도 지나가고, 하다못해 고양이도 지나가고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죠. [피면담자 A, 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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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서의 보행훈련은 물리치료사의 손을 잡거나 보행보조기를 잡고 수행

된다. 체중 보조를 위해 의지할 손잡이가 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걷는 훈련

은 그 자체로 난이도가 높은 동시에 보행능력의 상승을 유도한다는 것을 피면

담자 A의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경직된 신체의 이완

정원에서의 물리치료 프로그램은 경직된 신체의 이완을 돕는다. 프로그램 

이용자는 개별 물리치료의 바닥에 쪼그려 앉기, 팔 벌리기 등의 가벼운 신체

이완 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그룹 물리치료는 높이 있는 열매 따기, 바닥에 있

는 물건 집기 등 정원의 물리적 요소를 활용한 응용치료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쪼그려 앉기나 높이 팔 뻗기나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저기서 한번 

‘팔 이렇게 펴서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죠. 앵두 같은 것도 따기 위해 몸을 숙이

기도 하고, 물리치료 과제 중에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기 위해 치료실에서는 보통 벤

치 같은 데 딱 걸쳐 앉아서 반복 연습을 해요. 그런데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

럼 정원에 나가서 벤치나 의자를 잡은 상태로 밑에 있는 사물을 집는다거나 쪼그려 

앉아서 꽃을 보는 거죠. [피면담자 A, 물리치료사]

복지관 건물의 치료실에서 이뤄지는 물리치료는 보통 의자, 기구 등을 활용

한 반복 연습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발달장애를 겪는 장애당사자의 특성상 

반복되는 연습에 집중력을 잃기 쉽다. 옥외 환경인 정원에서 수행하는 열매 

따기, 쪼그려 앉아 꽃 보기 등의 활동은 장애당사자로 하여금 치료 그 자체만

이 아닌 다양한 사물에 대한 관찰 및 주의 분산을 야기한다. 피면담자 A은 이

러한 특성 덕분에 정원에서의 물리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치료실에서의 치료보

다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렇듯 개별 및 그룹 물리치료는 저강도 신체활동의 수행을 바탕으로 실내



- 79 -

보다 실외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수행능력의 개선효과 또한 정원에서 높게 나

타나기도 한다.

2. 신체를 활용한 놀이활동 능력의 개발

❙ 신체를 활용한 놀이활동 능력의 개발

그룹 물리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여러 발달장애인의 놀이활동을 통한 신

체의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세부 활동으로는 개별 물리치료에서 수행

하는 열매 따기, 꽃 보기, 바닥에 있는 낙엽 줍기부터 과녁 맞추기, 비눗방울 

놀이 등의 단체 놀이를 수행한다. 피면담자 A는 복지관 실내의 치료실이 그룹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협소한 까닭에 비교적 넓은 어울누리정원에서 실시하

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룹 같은 경우는 날씨 좋으면 밖에서 물풍선 던지기도 하고요. 과녁 맞추기도 하

고. 거기서 성인 대상으로 비눗방울 놀이도 했고.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원에서 하기도 했지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쪽(어울누

리정원)에서 많이 했거든요. [피면담자 A, 물리치료사]

그룹 물리치료, 챌린지 신체활동 프로그램 모두 치료실보다 정원에서의 활

동이 다양하고 응용하기 쉽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원의 나무, 꽃, 

의자 등은 기존에 실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변형해 새로운 놀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호도 또한 야외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실내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룹 활동도 안에서 할 때보다 밖에서 하는 것을 훨씬 좋아했어요. 물풍선 던지기

를 똑같이 실내에서 하더라도 정원에서는 진짜 나무를 맞추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딱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한다면 정원에서는 “우리 그럼 다른 것도 쏴볼까 

어디도 해볼까”이런 식으로 병행하거나 응용할 것들이 정원에 많으니까 그걸 훨씬 

좋아했고요. [피면담자 A, 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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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면담자는 A는 정원과 복지관 내부를 오가며 물리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원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비교군 분석을 통해 정원의 치료 효과를 단정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물리치료 프로그램 이용 전후의 신체능력 측

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가 신체활동의 회복에 분명한 도움을 

준다고 밝힌다.

어린 친구들은 확연한 발달이 있고요. 성장기가 끝난 청소년기 이후는 아무래도 

퇴화되는 편이에요. 성인기는 더 치료 시작할 때보다 확연하게 떨어지는 편이고 유지

하기도 어려워요. [피면담자 A]

이렇듯 정원에서 수행하는 저강도 신체활동과 놀이활동은 실내에서의 동일

한 활동보다 적극성 및 활동의 다양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자들은 보행능력의 회복과 신체의 이완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신체능력

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며, 이는 발달장애인의 신체 건강에 대한 유지 및 개선

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2절. 옥외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1. 안전한 옥외 환경의 경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 정원의 활동은 옥외 환경에서의 일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회복을 위한 옥외공간 프로그램은 

안전성의 확보 및 양호한 접근성이 중요하다. 접근이 가능하되 이용이 용이하

고, 적절한 신체활동과 휴식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용자 및 근로자들의 의견을 설문한 결과,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어울누

리정원은 안전성 및 접근성이 확보된 공간의 특성을 보였다. 이는 대상지의 

몇몇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건물 및 수목으로 인한 차폐, 건물 내부에서의 관

찰 가능, 정원 부지의 확장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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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배치의 특성

가. 건물 및 수목으로 인한 차폐

어울누리정원은 복지관 건물 및 수목으로 형성한 생울타리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과 시야에서 자유로우며 접근성 또한 양호하다. 복지관 건물은 [그림 4-3]

과 같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존의 복지관 안뜰을 정원으로 조성하여 그 배치가 

정원의 두 면을 둘러싼 형태인 까닭에 장애당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정원

의 동측·남측은 관악구 클린센터 건물이 배치되어 주변 도로와 보라매공원 

이용자들의 시야가 차폐된다. 복지관 개관부터 현재 정원에 있던 수목들과 정

원 출입구 B에 식재된 화살나무 여러 그루는 주변으로부터 차폐 효과를 배가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장애당사자들은 정원에서의 활동에 대한 안전

성 및 양호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피면담자a2는 보라매공원보다 

어울누리정원에서 더 안전함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림 4-3]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의 공간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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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나가면 거의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일반적인 야외 같은 경우는 통제

가 안 되고 그냥 누워버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면 다른 분들의 시선도 있고 그러니

까 장애당사자 본인도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피면담자 A, 물리치료사]

 그냥 정원에 있으면 몸이 편하고 좋아요. 별로 안힘들어요. (작물을) 안 따고 물

만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좋아요. [피면담자 a1, 장애당사자]

하루에 세네 번 둘러보고 와요. 바깥에 가면 그냥 좋아요. 의자에 앉는 게 제일 좋

아요.(보리수쉼터의 벤치로 확인됨) … 놀러가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잖아요. 교실에서 노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정원은 놀러가는 느낌이 나서 좋

아요. 보라매(공원)보다는 정원이 안전하다고 느껴요. [피면담자 a2, 장애당사자]

복지관 근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원이 아닌 일반적인 야외활동 시 장애

당사자가 복지사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도전적 행동16)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전적 행동은 장애당사자 본인뿐만 아닌 타인에게 위협적일 수 있으며 

환경적 자극으로 인해 사회적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Shaffer, 

2002). 이러한 관점에서 차폐된 정원은 환경적 자극의 개입이 제한된 동시에 

안전한 옥외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건물 내부에서의 관찰 가능

어울누리정원은 복지관 건물 내부에서 관찰하기에 용이하며 이는 돌봄 측면

에서 야외활동의 안전성을 더한다.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은 일

상에서 상시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하다. 특히 중증 장애당사자가 많은 주간보

호센터 이용자의 경우 복지관 매뉴얼 상 혼자 야외활동을 할 수 없으며 반드

시 공익복무요원,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자를 동반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대기

실이 정원 내 공간 중 이용량이 가장 많은 데크 쉼터의 옆에 위치하여 야외에

서 활동하는 장애당사자의 관찰이 용이하다. 이렇듯 돌봄이 항상 강조되는 발

16) 도전적 행동(Challenging behavior)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지칭
하며, 여러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박광옥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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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내부에서 조망하는 정원 모습(출처: 연구자 촬영, 2021년)

달장애인의 특성상 건물에서의 관찰은 안전성을 높여주며, 건물 내부에서도 

정원을 감상하며 계절감, 햇빛과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으로 볼 

수 있다.

다. 정원 부지의 확장성

어울누리정원은 주변 부지와의 연결로 인해 실제 부지보다 넓은 녹지로서의 

효용을 갖고 있다. 정원의 남동쪽 사면은 복지관 조성 당시인 1986년부터 존

재하던 녹지로, 동작구 관할의 대지이다. 정원의 조성 당시 정원 부지에 포함

되지는 않았으나 연결된 배후녹지로서 정원의 실질적 크기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지관 대지가 보라매공원 내부에 있어 공원으

로 자연스레 연결되어 실제 정원의 크기보다 큰 녹지처럼 여겨져 다양한 공간

에서 야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도전적 행동 빈도의 감소

주간보호센터의 정원 관련 프로그램에서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는 피면담자 

D, E의 증언에 의하면 복지관 정원에서의 활동은 도전적 행동의 빈도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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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경향이 있다. 이동석 외(2016)의 관점에 의하면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

인의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발상하며, 일상에서 

나타나고 그 원인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도전적 행동의 개념

과 원인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박광옥 외, 2017). 다만 피면담

자들은 정원 관련 활동 중 텃밭 가꾸기 과정에서 도전적 행동의 빈도가 복지

관 실내에서보다 줄어든다고 밝힌다.

저희 당사자분들이 대부분 중증이시고 도전적 행동도 있지만 정원에서는 비교적 

다들 차분하세요. 활동에도 잘 참여해 주시고 텃밭 활동할 때 더 좋아한다고 해야 할

까요. 재밌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면담자 D, 사회복지사]

복지관이 아무래도 공간이 제한되다 보니 이 공간 안에 많은 이용자들이 다 들어

와 있으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사자분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도전적 행동

의 빈도도 감소되고 밝아지세요. 그러니까 실내 활동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

대로 실외 활동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나눠서 진행하면 양쪽 다 만족도도 

더 높고 순환도 더욱 잘 됩니다. [피면담자 E, 사회복지사]

이동석 외(2016)의 관점처럼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기질이 발

생 확률과 연관이 있으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 또한 지대하다. 따라서 복지관 

정원이라는 옥외 환경이 도전적 행동의 발생 빈도 감소와 관련이 있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식물재료를 통한 감각적 자극

정원은 이용자들에게 햇빛, 그늘, 바람, 향기 등과 같은 환경적 자원을 제공

하며, 정원의 필수 요소인 식물재료는 자연물로서 이용자들의 감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데 기여한다. 발달장애는 인지기능 부족으로 대표되는 영구적인 정

신적 기능손상으로 인한 본질적 스트레스를 겪는다(이진향, 2015). 햇빛과 식

물재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향기와 촉감은 뇌에 긍정적 자극과 정서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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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및 쾌적함을 가져오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재활 및 인지장애에 대한 정

원의 효용을 고찰한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 있으며, 심층 인터뷰 결과 식

물의 다감각 자극 환경의 관점17)에서 정원의 환경에 관한 이용자 및 근로자들

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 식물재료의 감상을 통한 정서적 안정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장애당사자 및 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원에 대한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타

난다고 증언한다. 장애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항목 중 ‘심리적 요인’에

서 ‘감정/감각 질문’중 정원의 매력적 요소, 정원의 혼잡도에 관한 역측정 

항목에 대해 각각 ‘매력적인 편이다’, ‘산만하지 않다’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당사자들은 꽃과 날씨에 관한 질문에 정서적으로 긍정적

인 반응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선호하는 꽃의 색깔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편

적인 반응(피면담자 a1)도 있었으나 계절별로 선호하는 꽃의 색깔과 수종까지 

구술하는 장애당사자(피면담자 a3)도 있었다. 정원과 꽃 사진을 찍어 친구나 

가족, 복지사들에게 보낸다는 답변을 다수 확보하였다.

어떤 친구는 물리치료 끝나고도 계속 정원에서 1시간씩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카

카오톡으로 받고 그러면서 그 공간 자체를 굉장히 사랑했던 친구거든요. 자기 인생에

서 제일 좋았던 그런 사진이라고 하고… [피면담자 A, 물리치료사]

저희 친구들이 사진을 굉장히 자주 보내요. 지난주에도 잔뜩 찍어서 보냈더라구

요. 계절에 따라 흰 꽃, 빨간 꽃, 보라색 꽃 등등 다양하게 보내요. [피면담자 G, 복지

관장]

17) 김민선 외(2021)는 다감각 자극을 ‘신체와 정신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감각과 내부감각이 통
합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채택하였다. 이 때 외부감
각은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등 오감이며, 내부감각은 감각적 사고력, 기억, 상상, 공통감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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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는 친구들도 운동을 힘들어할 때 정원을 한 바퀴 돌아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중간중간에 보상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죠. [피면담

자 A, 물리치료사]

피면담자 A, G를 포함한 모든 복지관 근로자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식

물재료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으며, 그 중 일부 장애당사자는 메신저로 정원

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주 공유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피면담자 A는 보행에 제

약이 있는 장애당사자들에게 치료 중 보상으로 정원을 한 바퀴 돌아주며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답변했다. 이는 정원이라는 치유환경에서 

식물재료에 대한 시각, 후각, 청각 등의 외부감각과 감각적 사고력, 기억력 등

의 내부감각이 상호작용하는 다감각 자극이 발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적 활동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 및 이완된 분위기를 형성하는 다감

각자극환경의 관점(최영미, 2007)에서 식물재료의 감상이 장애당사자들에게 감

각적 자극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냥 정원에 같이 있으면 좋아요.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면 

좋아요. … 엄마랑 복지관 쉴 때 구경하러 오기도 했어요. 가지나 고구마 자란 거 보

여드렸어요. 같이 보다가 집으로 가고 그랬어요. …  장미나 꽃들이 제일 좋아요. 자

주 구경하고 집에 가요. [피면담자 a1, 장애당사자]

정원에서 예쁜 꽃 있으면 사진 찍어요. 보라색, 빨간색, 특히 여름엔 흰색 꽃이 예

뻐요. 친구들이랑 가족들, 선생님들(복지관 근로자)한테도 메신저로 보내요. 엄청 자

주 보내요. 그냥 정원에 있으면 기분 좋아요. 일할 때도 밖에서 하면 날씨 좋은 날에 

꽃도 보고 행복해요. [피면담자 a3, 장애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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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정원에서의 대화 및 휴식 모습(출처: 연구자 촬영, 2021년)

장애당사자들 또한 텃밭의 가지, 고구마 등 직접 심은 작물을 가족에게 자

랑하거나 다양한 색의 꽃을 사진찍어 주변인들에게 전송한다고 답변했다. 이

는 식물재료의 감상이 다감각 자극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어울누리정원은 차폐 기능, 관찰 기능, 인근 녹지와의 연계 등 외부

인들의 간섭 가능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보호가 용이한 공간 배

치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식물재료의 다양성을 갖춰 이용자들의 감상 

및 접촉이 용이하여 종합적으로 안전한 옥외 환경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특성은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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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사회성 향상

1. 능동적인 작업수행의 경험

담당 부서 직업활동팀, 평생활동팀, 주간보호센터

목적 장애당사자의 직업 훈련, 심리치료, 타인 의존도 저감, 일생생활 
수행능력 회복

기간 연중(주로 4월~11월)
소요 시간 1회당 5분~15분 가량(일과시간 및 작업활동 시간 중)

대상 복지관에 등록된 장애당사자
인원 연간 총 30~60명
유형 자연친화훈련, 텃밭활동, Work Activity

[표 4-4] 복지관 텃밭정원 이용

텃밭정원을 이용한 장애당사자들의 활동은 발달장애인의 주요 스트레스 요

인 중 하나인 타인 의존도의 저감에 기여하는 특성이 있다. 발달장애인은 일

상에서 항상 돌봄이 제공되기 때문에 작업의 수행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수동

적인 경향을 보인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연친화훈련, 텃밭활동, Work 

Activity는 텃밭 가꾸기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작업수행의 경험을 제공한다. 텃

밭 가꾸기를 통해 수확한 작물들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기르는 다른 프로그

램들로 연계되며 이는 수확물 나눔을 통한 사회성의 향상을 유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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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적 역할의 경험

[그림 4-6] 텃밭 활동을 통한 능동적 작업수행 경험(출처: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제공, 2021년)

발달장애인은 논리적 사고의 결여나 판단 능력의 부족 등의 시각을 통해 보호

의 대상으로만 간주되는 등 사회적 불리를 흔하게 겪는다(김용탁 외, 2019). 

그러나 근래의 패러다임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

하는 개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복지관 측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에 공감

하며 장애당사자의 자립심 고취를 위한 능동적 역할 경험에 초점을 맞춘 프로

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텃밭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에 해당한다.

텃밭 가꾸기가 주요 활동인 직업활동팀의 자연친화활동, 평생활동팀의 직업

활동(텃밭활동), 주간보호센터의 Work Activity 모두 공통적으로 자립심 고취

를 통한 능동적 역할의 경험을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당사자분들은 누군가에게 관심과 도움을 받는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지금

도 그런 역할, 위치, 포지션이 크기는 하지만 뭔가를 키우고 가꾼다는 건 내가 누군가

에게 보호받고 관심받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주고 내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거잖아

요. 이게 물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장애 특성상 사람한테 바

로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 작은 식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게 조금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피면담자 B, 장애인재활상담사]

아무래도 텃밭 활동을 하며 당사자분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건 사실 수확물에 대

한 기대에요. 수확해서 ‘우리가 심었다’, ‘이렇게 해서 먹을 거다’와 같은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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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계속 보게 만드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풀이거든

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대를 주면 “저 옥수수 언제 먹어요”와 

같은 반응이 나오죠. [피면담자 E, 사회복지사]

피면담자 B, E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것에 익숙했던 당사자들이 식물을 

심고 수확물을 기대하는 모습에서 텃밭 프로그램이 자립심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타인 의존도의 저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처음 했던 11년도는 진짜 처음이니까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느 정

도 보여지는 성과가 있으니 계속 했죠. 기관에서도 권장하니까요. [피면담자 B, 장애

인재활상담사]

가지, 옥수수, 감자, 고구마들 둘러보고 물도 주고 해요. 그것들은 선생님이 주시

면 가져가고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둬요. [피면담자 a1, 장애당사자]

피면담자 B는 자연친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텃밭 활동을 통한 능동적 

역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어도 눈으로 보이는 수확물과 그

것을 기대하는 이용자들이 있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

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장애당사자들 중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작

[그림 4-7] 장애 당사자의 텃밭 활동 모습(출처: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제공,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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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에 관심을 가지는 인원이 있음을 피면담자 a1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이용자들은 텃밭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직접 식물을 기르는 행위에 시

간과 노력을 들여 관심을 가지는 능동적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 주체적인 역

할의 수행을 통해 이용자들은 타인 의존도를 낮추는 훈련의 일환으로 텃밭 가

꾸기를 진행하며, 이러한 활동의 수행은 사회적 스트레스로부터 이용자들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2.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회복

정신 발육의 지체로 인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에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

인에게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다. 정원에서 수확한 작물

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개선 및 회복에 도

움을 준다. 작물은 요리 프로그램이나 삼겹살 파티 등으로 연계되며 남은 작

물은 복지관 구성원 및 가족들과 함께 나눈다. 이를 통해 식습관 개선, 사회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요리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식습관 개선

피면담자 E는 텃밭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작물을 수확하는 것에 그치는 것

이 아닌 요리 활동, 식사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의 연계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밝힌다. 관내 식당에 수확물을 제공하고 그것을 

반찬으로 만들어 급식에 제공하거나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김치, 오이소

박이 등의 음식을 만들고 삼겹살 파티 때 반찬 및 쌈채소로 활용하는 등, 작

물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들을 익히는 

과정에서 식습관 및 생활 능력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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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무 수확하고 김치를 만들어서 밥을 비벼 먹게 했더니 너무 만족도가 좋은 거예

요.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이 야채는 ‘맛 없는 거’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인이 직접 담궈서 집에 보내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꺼내 와서 먹어요. [피면담자 

E, 사회복지사]

나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때 시금치를 이렇게 데쳐서 

먹었을 때 요리가 됐어’ 혹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김치가 되더라’, ‘이렇게 해

서 찌니까 옥수수를 먹을 수 있어’ 등 나중에 자립했을 때 혼자 사는 환경에서의 일

상생활 능력이 올라가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 [피면담자 D, 사회복지사]

피면담자 D는 대부분의 장애당사자가 스스로 요리하는 것에 제약이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당사자가 혼자 사는 환경에 처할 시 직접 요리를 수행할 수 있

도록 반복하는 것에 텃밭 관련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답변했다. 이

는 장애당사자의 요리 능력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행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기여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요리 프로그램 및 식습관 개선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으로서 재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과정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회복하는 활동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동시에 학부모를 포함한 지원자에 대한 의존도

를 저감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회복 활동의 역할을 한다.

[그림 4-8] 수확 작물을 활용한 김장하기(출처: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제공,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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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확물 나눔을 통한 사회성 향상

요리 활동, 행사 이후에도 남은 수확물은 동료 이용자 및 근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거나 가정으로 들고 간다. 복지관 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보호자 및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실제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수확물까지 보고 그 수확물을 가져가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고구마를 많

이 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캐고 그걸로 점심식사하고 가실 때쯤에 한 4시쯤 되니까 

집에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저희끼리 여기서 같이 쪄서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

이 안되니 가정에 배분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피면담자 B, 장애인재활상담사]

다 같이 나가서 재배한 뒤에 프로그램에서 요리 활동을 하거나 가정으로 가져가

곤 해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복지관 식당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쪄서 가정

에 가져갔고, 지난번에는 주간보호에서 다 같이 신문지를 깔고 열무김치 김장을 했어

요. 많지는 않지만 김장해서 각 가정에 본인이 만든 김치도 가져가서 먹고 그렇게 활

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피면담자 E, 사회복지사]

복지관 이용자들은 선생님,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수확물을 나눔과 동시에 

건네는 대화에도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특히 수확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식사, 

다과회 등을 통해 구성원이 한데 모여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어울린다는 점에

서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대다수가 

여가·사회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공동 작업, 

대화, 이벤트 등의 발생은 사회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작물의 생산, 가공, 섭취, 나눔으로 이어지는 텃밭 프로그램은 궁극

적으로 발달장애인의 타인 의존도를 저감하고 자립심을 고취시키는 훈련의 과

정이다. 이는 높은 타인 의존도,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부족 등 발달장애인이 

겪는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회복을 목표로 하며 이용자들의 복리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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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결

1. 정원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

(1) 신체적 스트레스에 관한 유지 및 개선 활동

발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발달장애로 인해 정신 발육이 지

체됨과 동시에 신체의 표현 및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

은 만성적인 신체적 건강요구(Health needs)18)를 겪고 있으며 복지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발달장애인복지

관에 조성된 정원은 현재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저강도 신체활동 및 놀이활

동을 통해 물리치료 프로그램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

활동 능력의 유지 및 개선, 경직된 신체의 이완, 신체놀이 능력의 개발 측면에

서 건강회복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겪는 신체적 건강문제의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2)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의 차단 및 안정

정신적 건강요구 또한 발달장애의 진단 이후 발달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회

복의 화두로서 주요하게 나타난다. 발달장애인이 겪는 자기조절 능력의 장애

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를 대

처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형성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장애 정도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이진향 외, 2016). 어울누리정원은 공간 배치의 특

성과 식물재료를 활용한 자연적 환경의 형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외부의 차별 및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18) 건강요구(Health needs)는 건강문제(Health problems)와 동의어 격으로 사용되며, 집단 사이에서 객관
적으로 다뤄지는 ‘객관적 건강요구’와 본인이 자각하여 해결을 원하는 ‘자각된 건강요구’의 개
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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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환경의 조성을 달성하였으며 안전한 옥외활동 경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 효과가 있음을 이용자 및 근로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적 스트레스 회복에 관한 활동

타인에 의존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은 비발달장애인에 비해 그 취약성이 높

으며 발달장애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이현주 외, 2009; Kittay, 2011; 이

진향, 2015;). 복지관은 높은 타인 의존도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스트레스 회

복의 훈련으로서 정원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복지관 이용자들은 텃밭 가

꾸기를 통해 파종부터 수확, 김장 담그기, 요리, 식사, 나눔으로 이어지는 활동

을 수행하며 능동적인 역할을 경험한다. 이는 타인 의존도의 저감뿐만이 아닌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회복, 사회성 향상 측면에서도 기여하며 이용자들의 긍

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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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 대상지의 이용행태 관찰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구성원들

의 구술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물 및 수목으로 인한 차폐 효과, 건물 내부에서 이용자의 관찰 및 감상이 

용이한 점, 정원 부지가 인근 공원 및 하천녹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

울누리정원은 발달장애인의 보호 및 안전성의 확보에 용이하다. 이는 발달장

애인의 정원 이용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외부인의 빈번한 출입과 시선, 차량

의 출입 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높은 접근성 확보, 실내보다 자유로운 활동, 보

호와 돌봄 서비스의 용이 등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 정원의 일상적 활용 시 

건물에서 정원의 출입이 가장 용이한 데크 쉼터 부근에서 가장 많은 행태가 

일어나며 감상, 대화, 휴식, 통화 등 정적행태가 주로 나타난다. 상시 프로그램 

및 행사 시에는 데크 쉼터와 보리수 쉼터가 가장 이용도가 높으며 달리기, 놀

기, 식사, 텃밭 가꾸기 등 동적 행태가 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정원의 공간 

특성 및 이용행태는 발달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및 

신체활동 공간을 제공함에 따라 스트레스 회복의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술자료 분석을 통한 발달장애인복지관 정원의 스트레스 회복 효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정원에서의 활동은 신체적 건강상태의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을 

준다. 실내에서의 활동은 공간이 한정되고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적

극적인 행동, 자세 등을 취하는 물리치료 프로그램이 제한된다. 정원에서는 공

간의 제약이 적고 옥외 환경이라는 점에서 실내보다 물리치료 효과가 커지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실생활에 더 가까운 환경에서의 치료가 목적 달

성에 도움이 된다. 넓은 공간의 확보 및 물, 나뭇잎, 열매 등 자연물을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물리치료에도 유리하다.

둘째, 옥외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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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하며 이에 옥외 환경의 경험 시 안전하고 접근성

이 좋은 곳이 유리하다. 장애인복지관에 조성된 정원은 복지관 이용자의 보호 

및 돌봄에 유리하며 외부 비장애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식물재료

를 통한 감각적 자극을 함께 제공하는 안전한 옥외 환경으로서 안전성 및 쾌

적성이 높은 공간이다.

셋째, 텃밭 활동을 통해 타인 의존도를 감소시킨다. 직원 및 타 이용자들과 

수확물을 나누거나 가정에 가져감으로써 재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경험한다. 

또한 텃밭 활동은 모종을 심는 4월, 10월부터 수확기까지 낮은 난이도의 업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단계별로 지속하며 능동적인 작업능력 및 

직업의식의 획득을 유도한다. 이는 수확물의 요리, 식사, 나눔 행사 등의 프로

그램으로 연계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일상생활의 수행에 기초가 되는 경

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정원의 선호도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당사자일수록 높았으며, 복지관 이

용자들은 전반적으로 정원에서의 야외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정원에서의 신체활동이 모든 장애당사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정원에서 

이뤄지는 신체활동은 과정에 임하는 장애 당사자의 건강 상태 및 적극성에 따

라 그 기대효과와 한계에 대한 개인차가 있다. 따라서 정원으로의 이동에 제

약이 있거나 신체의 가동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도 갖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들도 이를 인

지하고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장애 

설계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주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성된 정원

에는 보행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동선의 경사화 및 휠체어 

화단 등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복지관에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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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휠체어 이용자가 없다는 점에서 무장애 설계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도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향후 배리어프리(Barrier-free design)나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도입에 대한 복지관 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

기에 추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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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arden on Stress 

Restoration for Developmental Disabled

- Focused on Seoul Rehabilitation Center Garden -

Kim, Youngji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demand for social welfare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vulnerable people in the community. 

The social ripple effect is considerable as the number of carers with 

protective obligations and care stress for the disabled has also increased.

In many cases, domestic and foreign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have 

a number of green open space in the city, but there is no domestic study on 

the actual number of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time 

for specific research results on the effect of the quota of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on users.

The Seoul Rehabilitation Center Garden, the research site, is an area of 

1,500 square meters Since 2010. its main users a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use the welfare center's programs. They 

routinely use the garden as one of the main living spaces of the center, 

such as resting, appreciating the garden, gardening, healing programs, and 

enjoying the garden through center's events. After the creation of the 

garden, welfare center workers take the lead in managing the garden, and 

the garden area is managed by disabled parties and center workers as a 

place for programs such as treatments, nature-friendly train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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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tional training. For the smooth use and management of the garden, it 

has been maintained in its current form by various subjects, inviting experts 

in the form of volunteer work for two years at Seoul Green Trust.

As a research method, first,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garden of the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ressors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re explored, and based on this, the framework 

of analysis and interview items are derived. Second, preliminary 

investigations, behavioral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a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use characteristics and stress reduction factors of the 

disabled using the site. Thir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the conclusion on the stress reduction utility of the capacity of the center 

for the disabilities is reveal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als with the utility of the garden of 

the disabled welfare center, and suggests the utility of promoting the health 

of the vulnerable due to the use of the garden. Based on the results, it 

would be worth using as a basis for the creation of outdoor spaces, including 

welfare centers, in that education, training,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can 

be further activated in the garden at social welfare centers.

Keywords : Welfare Center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Rehabilitation 
Center, Garden, Developmental disabled, Stress recovery, Outdoor space, 
Restoration of Health

Student Number : 2020-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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