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해양치유 공원은 연안 지역의 부존하는 치유 자원을 활용

하여 치유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공간의

환경 특성을 특화하여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계 으로 해풍 등 자연재해의 험요소를 고려하여

공간 계획 시 ‥‥( 략)‥‥.

2. 해양치유공원의 유형별 특성

해양치유공원은 입지 여건에 따라 해변형, 갯벌형,…

( 략)… 치유 로그램에 따라 개방형, 폐쇄형, 혼합형으로

…( 략)…

3. 유형별 공간조성계획 시 고려사항

1. 해변형 해양치유공원의 공간조성계획

해변에서의 치유활동은 정 인 활동과 동 인 활동으로

구분되고, 해변의 길이, 해변의 구성(모래,돌…), 이용가능한

치유자원, 환경 요소(기온, 습도, 바람…)에 의해 …( 략)…

…( 략)…

4. 기 조성된 해양공원에서의 치유공간조성계획

최근 해양 확 를 한 해양공원 조성이 지자체를

심으로 활발하게 …( 략)…

4. 결론 제언

해양치유공원은 해양환경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화 요소를 부각하여 조성할 수 …( 략)…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치유공원의 조성이 용이한 환경

특성을 갖추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한 복지

측면과 해양 활성화를 한 해양공간의 복합 이용

측면에서 앞으로 다양한 실용 연구가 지속 으로 …

(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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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해양치유공원은 연안을 심으로 옥외 치유 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치유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치유 목 에 합한 계

획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재 시행되고 있는 옥외 치유 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여 공원 조성 시 필요한 공간계획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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