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보고서
2019. 12. 4.

출장기간 : 2019. 11. 4. ~ 11. 9. (4박 6일)

출 장 지 : 오스트레일리아(브리즈번)

출 장 자 : 염인섭 책임연구위원, 이은재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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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2019년도 용역과제(과제명:둔산센트럴파크 조성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수행 관련, 도심지역 근린공원 재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호주
브리즈번의 주요 공원정책과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벤치마킹
○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 재활성화 정책과 근린공원 재생 프로젝트(Victoria
Park 등), 테마형 근린공원 조성 프로젝트(South Bank Parklands 등)
등에 관한 현장시찰과 자료수집
○ 전문가 면담 및 전략세미나 개최 : 브리즈번 공원계획 및 설계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Prof. Debra Flanders Cushing(퀸즐랜드 공대
조경학과 교수) 연구팀과의 인터뷰 및 세미나 진행

2. 출장기간 : 2019. 11. 4. ~ 11. 9. (4박 6일)
3. 출 장 지 : 오스트레일리아(브리즈번)
4. 출 장 자 : 염인섭 책임연구위원, 이은재 책임연구위원

Ⅱ

출장 일정

구분

시간

도시

11.4.
(월)

20:05~
06:50+1일

인천
브리즈번

11.5.
(화)

14:00~18:00 브리즈번

주요 내용

비고

• 인천국제공항(ICN) ⇨ 브리즈번국제공항(BNE)/ KE123
① 퀸즐랜드 대학 방문 및 전문가 면담/ 세미나 개최
- 브리즈번 공원정책 관련 세미나
: 세대맞춤형 공원계획, 공공미술과 공원, 장소만들기 등
-『Victoria Park Vision』을 비롯한 공원정책 관련 자문
② 브리즈번 식물원 방문
- The Brisbane Botanic Gardens
③ 브리즈번 시청/ 박물관 방문 ․ 자료수집
- 빅토리아 공원 재창조 프로젝트 조사: Victoria Park Vision
- 공원 내 활력증진 및 건강 프로그램 조사
④ 브리즈번 근린공원 시찰 1
- 근린공원(Victoria Park, Roman Street Park 등)

Prof.Debra Cushing
(퀸즐랜드 공과대학
조경학과 교수) 외
2명

11.6.
(수)

전일

브리즈번

11.7.
(목)

전일

브리즈번

⑤ 브리즈번 근린공원 시찰 2
- 워터프론트 공원(South Bank Parklands 등)

공원 관계자

전일

브리즈번

⑥ 브리즈번 도시자연공원 시찰
- 탬보린 국립공원(Tamborine Rainforest Skywalk 등)

공원 관계자

08:25~17:35

인천

• 브리즈번국제공항(BNE) ⇨ 인천국제공항(ICN)/ KE124

11.8.
(금)
1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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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Barry Hancock
(前 브리즈번시청 공무원)

Ⅲ

출장 내용

1. 브리즈번 공원정책 세미나
① 퀸즐랜드 대학(QUT) 방문/세미나
○ 일

시 : 2019.11. 5.(화), 14:00~16:00

○ 장

소 : D-Block on the Gardens Point
Campus of QUT

○ 면담자 : Prof. Debra Flanders Cushing
(퀸즐랜드 대학 조경학과 교수)
○ 주요내용
- 브리즈번의 주요 공원조성 현황을 비롯한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자문
- 세대별 교류활성화 전략,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공원디자인 접근방법, 주거지
인접한 근린공원 조성 관련 노하우(know-how) 등에 관한 자문
- 브리즈번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에 관한 자료수집 : Frew park & play
ground, Waterline park(Queens Warf), Howard Smith Warves, New
Stead/New Farm park, Ken Fletcher park, Southbank parklands,
Rocks Riverside park, Victoria park 등
- 브리즈번의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기업(컨설팅 회사 등) 주도로
공원조성이 진행되고 있었음. 즉, 전문가는 공원 내에서의 다양한 세대 간
융합, 커뮤니티 차원 교류 활성화, 생태적 공원환경 조성, 주제별
장소만들기 등에 중점을 둔 기본원칙과 개념을 정립하고, 공원조성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주로 전담 컨설팅 회사 또는 조경회사가 책임지고
시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브리즈번 공원은 총 2,100개 이상이 조성되어 운영•관리 중에 있음
- 규모별로 구분해보면, 소공원(small pocket parks), 근린공원(district
parks), 식물원(botanic gardens), 야생초원 등으로 구분됨
-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브리즈번 도심부 중심상업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들 즉, Roman Street parklands, Southbank
parklands 등에서 도입된 조성기법이 참고할 만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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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면담자 이력(요약) - Prof. Debra Flanders Cushing

Dr. Cushing’s research combines her interest in healthy and supportive environment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her understanding of effective community participation, creating
sustainable and vibrant environments, and theory related to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placemaking. Her current research areas include:
• children and youth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sign and planning to create child- and
youth-friendly communities;
• innovative intergenerational park design to encourage physical activity and social interaction;
• the use of public art in public parks;
• purposeful placemaking with young people; and
• design pedagogy and immersive learning form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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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번 공원정책 예시>

②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 건강증진 이벤트 (Active and healthy events)
○ 개요 : 브리즈번에서는 공원별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목표로
무료 또는 저비용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
- 공원 내에서 세대별/운동종목별 프로그램 운영 : 요가, 그룹 자전거, 줌바,
복싱, 아쿠아 에어로빅 등 매주/매월 평생교육 형식으로 진행 중임
(프로그램명) Seniors-Gold, Cycling, Dancing, Fitness and strength,
Kids, Mind and body, Sports, Teens, Water activities 등

그림 1. 공원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구성 예시

③ 인프라 개선 : 빅토리아 공원 재창조 프로젝트 (Victoria Park Vision)
○ 개요 : 50년 안에 브리즈번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원으로 재창조를 목표로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빅토리아 공원을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남쪽(공원)과
북쪽(골프장)의 이용환경이 매우 상이한 지역을 모든 세대의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재창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
-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2020년까지는
커뮤니티 차원의 의견수렴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문가 컨설팅 과정
등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그림 2. 빅토리아 공원 재창조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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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리즈번 근린공원 현장조사
(조사개요) 브리즈번 근린공원 현장시찰은 우선 도심부(중심상업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식물원, 시청광장, 근린공원, 애견공원 등을 비롯하여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다만, 브리즈번 공원들
중에서 현지 전문가가 추천하는 공원지역(parklands)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동수
단(보행, 버스, 전기스쿠터, 자전거 등)을 활용하되, 공원 이용자 관점에서 이동
경로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음
특히, 브리즈번 주요 근린공원 현장조사를 위해 브리스번 시청 전직 공무원 출
신인 Mr. Barry Hancock 씨를 비롯하여 지역거점 대학인 퀸즐랜드 대학의 조경
계획/도시계획 분야 교수님들(Prof. Debra Cushing, Prof. Mirko Guaralda,
Prof. Tan Yigitcanlar)의 자문을 통해 자료수집과 관련 지식•정보에 관한 지원
을 받아 진행하였음. 실제로 현장조사 중에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수시로 연락하
였으며, 그들과 만나 공원별 현장시찰을 위한 조사경로를 추천받아 진행하였음.
주요 조사 경로는 다음 그림과 같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도 경로별로 파악된 결
과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임

그림 3. 브리즈번 도심부 공원 현장시찰을 위한 조사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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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지역/구역 구분)

브리즈번市 경제개발위원회 소속 마켓팅팀(Brisabne

Marketing, Economic Development Board)에서 제공하는 브리즈번 관광 관련 공
식 홈페이지(https://www.visitbrisbane.com.au)를 통해 브리즈번의 주요 관광자원
과 공공시설을 크게 3개 지역 – 도심지역(inner-city)/주거지역(neighborhoods)/외곽
지역(surburbs) - 으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
세부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색을 갖춘 다양한 어메니티 시설들에 대하여
‘칼라코드화 된 지도(color coded map)’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국외출장에서는 주요
구역(THE CITY, ROMA STREET PARKLAND & SPRING HILL, SOUTH BANK,
NEW FARM, FORTITUDE VALLEY 등)별 공원과 연계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그림 4. 브리즈번 칼라코드 맵 (color coded map) : 지역 및 구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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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oman Street Parklands
<개요>
○ 위치 : 1 Parkland Blvd, Brisbane City QLD 4000 오스트레일리아
○ 구역 : ROMA STREET PARKLAND & SPRING HILL
○ 특성 : 주거지 인근 대규모 근린공원

그림 5. Roman Street Parklands 주요 전경

<주요내용>
○ 세계적 수준의 테마정원(Spectacle Garden, Rainforest walk 등)을
포함하여 호수공원, 야외무대(라이브 음악 프로그램 등), 여가활동 공간,
휴식공간, 카페, 놀이터 등 다양한 공원시설이 배치되어 있음
○ 어린이(5~12세)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 :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체험•학습 프로그램(스포츠, 드라마,
정원꾸미기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
○ Parkland Explorer : Forest Meadow 근처에서
매일 오전 10시~오후 12시30분(수요일-일요일)
사이에 운행하였으나 현재는 유지관리 문제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Parkland Explorer(버스)]

○ 시사점1 : 주거지와 대중교통거점(전철, 철도, 고속버스 등)이 인접해 있고,
차량과 보행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도심부 공원에 해당하고, 가이드투어,
마라톤대회, 레크리에이션 등 방문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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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을 위한 각종 여가활동과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음
○ 시사점2 : 공원 방문자(체류자)를 위한 활동 동선과 보행이동을 위한 통과
동선을 분리하고, 다양한 이동패턴을 고려한 공원시설 배치가 매우
인상적임. 또한, 도심부 중심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보행에 의한 최단거리
이동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접근에 의한 근접성 향상에 매우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었음
○ 시사점3 : 친수공간, 녹지공간, 휴게공간, 여가공간, 이동공간, 주차공간 등
공원의 주요 공간을 성격별로 구분하여 특색있게 디자인하였음. 특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Spring-Hill 지역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남-북 경사도가 매우 심한
편인데 원활한 보행환경과 차량의 접근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이용
상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었음

그림 6. Roman Street Parklands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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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risbane City Botanic Gardens
○ 위치 : 147 Alice St, Brisbane City QLD 4000 오스트레일리아
○ 구역 : THE CITY
○ 특성 : 브리즈번을 대표하는 식물원(랜드마크)

그림 7. Brisbane City Botanic Gardens 주요 전경

<주요내용>
○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식물원으로써 기본적인
녹지제공은 물론, 열대우림을 포함한 다양한
수목과 테마정원, 강변 조깅트랙 및 산책길,
분수대, 공연장, 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단순한 여가/휴식 공간과 시설은 물론, 음식(푸드트럭), 공연(라이브 뮤직),
소풍(BBQ 시설) 등 특별활동과 이벤트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 일반적인 수목원 시설이지만, 대학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있었으며,
브리즈번 강에 인접하여 자전거도로,
조깅트랙,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쾌적한
느낌을 주는 공원으로 유명함
○ 시사점 : 수목원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있었지만, THE CITY
구역(Brisbane City Botanic Garden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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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ill Bridge 입구 전경

(South Bank Parklands 연결부)

SOUTH BANK 구역(South Bank Parklands)을 연결하는 Goodwill Bridge
(보행전용교)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원의
확장성은 물론, 다양한 공공 문화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었음
→ 이는 단순한 보도교가 아닌 공원과 공원, 공원과 주거지, 구역과 구역,
도심부와 근린주구를 보행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
→ 브리즈번 수목원과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친환경적인 이동경로(보행,
자전거, 전기스쿠터 등)는 주변 공원 및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성을 더욱
증진시켜주고 공간 자체의 매력을 더욱 증진시켜주고 있었음

③ South Bank Parklands1)
○ 위치 : Stanley St Plaza, South Brisbane QLD 4101 오스트레일리아
○ 구역 : SOUTH BANK
○ 특성 : 기념공원, 공공잔디밭, 시민정원, 야외
수영장, 놀이터 등이 선형으로 배치되어 있으
며, 브리즈번의 주요 문화시설과 컨벤션시설
(랜드마크 타워,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미술
관, 공연장, 국제회의장 등)과 인접하고 있음

The Arbour 전경
사우스뱅크 공원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뼈대와 덩굴식물

<주요내용>

○ Epicurious2) Garden : 시민정원/식용작물 재배/공동체 텃밭/교육/체험
- 공동체 텃밭 형태로 식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일부 작물은 시민참여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는 정원 : 계절별로 허브, 과일, 채소 등을 재배하며,
가족단위 오감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 시민들이 정원을 서로 공유하고, 일부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함

1) https://www.visitbrisbane.com.au/south-bank
2) A person who lives life in the constant pursuit of great food, drink, debauchery and open-minded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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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rbour
- ‘더 아버’는 Queensland maritime museum
에서 부터 The Wheel of Brisbane 까지 이
어지는 보도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음
- South Bank Parklands는 브리즈번강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다양한 테마의 공원들이 선형

Queensland Performing Arts Center 전경

(남북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를 이어주는 경관요소로써 보도 옆에 철구
조물로 뼈대를 만들고 덩굴식물을 재배하여 연속적인 보행을 유도하면서도 주
변 공원들과 공간적 연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함
- 시사점 : Picnic Island Green(캠핑장)~Epicurious Garden(시민정원)~Streets
Beach(인공해변)~Riverside Green Playground(놀이터)~Rainforest Walk(열
대우림)~The Wheel of Brisbane(전망대)~Queensland Art Gallery(미술관)
으로 이어지는 도심부 주요 공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연결함으로써 문화와 예술,
휴식, 여가 등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형태로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음. 특히,
호주의 벚꽃나무인 자카란다 나무의 보라색 꽃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음
○ Streets Beach
- 인공적으로 설치된 해변으로 시민들이 도심지
역 내에서 물놀이, 일광욕,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음
- 시사점 : 호주의 봄, 여름, 가을에 집중적으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바, 이는 시민들
의 여가문화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브리즈번 Streets Beach 전경

파악됨. 특히, 해변(공원)에서 전 세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휴식시설, 놀이시설, 수영장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었음
- 마치 대규모 리조트(resort) 시설을 도심부에 옮겨놓은 것 처럼 브리즈번 강
변의 다양한 친수공간을 테마로 하여 계곡, 분수대, 익스트림스포츠 시설, 휴
식과 독서를 위한 시설(의자 등) 등을 배치하고, 주변에 야외공연장, 열대우림
정원, 산책로, 카페, 화장실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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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rside Green Playground & Rainforest Walk
- Riverside Green Play ground는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증진시켜주기 위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
놀이터임
Rainforest Walk

- Rainforest Walk는 도심 속에서 열대우림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목원임
- 시사점 : 활기찬 놀이터와 조용한 수목원이 함께
인접하고 있지만, 마치 독립된 공간의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고 있었음

Riverside Green Playground

- 유사한 속성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간의 성격 자체가 상이한 것을 배치함으로 인해
다양한 이용세대를 배려한 공간배치가 매우 인상적임
○ Wheel of Brisbane
- 브리즈번 도심부 전경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시설에
해당하며, 외부관광객이 선호하는 시설임
- 시사점 : 브리즈번의 주요 랜드마크 시설로써 공원
안에 컨벤션시설 및 문화예술시설과 함께 위치하고
있어 도심 속 낭만과 쾌적한 느낌을 주는 시설로

Wheel of Brisbane

자리매김하고 있었음. South Bank지역을 비롯한 브리즈번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9. South Bank Parklands 주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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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Howard Smith Wharves & New Farm Riverwalk
○ 위치 : 5 Boundary St, Brisbane City QLD 4000 오스트레일리아
○ 구역 : FORTITUDE VALLEY, NEW FARM
○ 특성 : 브리즈번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근대철교 ‘스토리브리지(Story
Bridge)3)’와 인접하고 있으며 포티튜드밸리(Fortitude Valley)~캥거루포인트
(Kangaroo Point)~뉴팜(New Farm) 지구를 연결하고 있음
<주요내용>
○ 스토리브리지 아래 하구둑에 위치한 Howard Smith Wharves은 기존의 양
조장을 활용한 카페들이 밀집되어 있음
○ New Farm Riverwalk는 Howard Smith Wharves와 New Farm 지구를
이어주는 보행교로서 브리즈번 강위에 조성되어 있음. 단순한 보행교이지만
스토리브리지(지역자산)와 연계한 경관조망점이면서 캥거루포인트를 남북방
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10. Howard Smith Wharves & New Farm Riverwalk 전경

3) 1940년대 개통된 총길이 1,375m의 다리로 호주 건축가 존 브래드필드가 설계하여 가설된 트러스트교에 해당함.
2005년부터 다리 등반(Bridge climb)이 하나의 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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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New Farm Park
○ 위치 : 1042 Brunswick St, New Farm QLD 4005 오스트레일리아
○ 구역 : NEW FARM
○ 특성 : 주거지 인근 대규모 근린공원 (playgrounds 포함)
<주요내용>
○ 뉴팜공원은 단독주택지가 밀집한 뉴팜지구에 조성된 공원으로 가족단위 정서
함양과 여가문화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임
○ 보호수를 비롯한 수목관리가 매우 양호한 편임
○ 시민정원, 공립도서관, 어린축구장, 테니스장, 로툰다(그늘집) 등의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음

그림 11. New Farm Park 주요 전경

⑥ Victoria Park
○ 위치 : 454 Gregory Terrace, Spring Hill QLD 4000 오스트레일리아
○ 구역 : FORTITUDE VALLEY
○ 특성 : 주거지 인근 대규모 근린공원(playgrounds, off-leash dog park 포함)
<주요내용>
○ 현재, 리모델링 중인 공원으로 공원 내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장, 크리켓경
기장, 기념건축물, 기념산책로 등이 배치되어 있음

그림 12. Victoria Park 주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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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 공원은 현재, 공동체 차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매우 다양한 아
이디어를 담아내어 세계적인 공원으로 재생 중에 있음
○ 빅토리아 공원 내 애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소
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해서 공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공원에는 별
도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일반 공원 이용객들과의 이용권역을 분리하고 있었
음

Ⅳ

출장성과(또는 기대효과)

○ 본 출장 중에는 브리즈번 공원정책과 관련 벤치마킹 공원사례를 조사하는 과
정에서 전문가 그룹, 공무원 그룹, 관리자 그룹, 이용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면담조사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사전에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 본 공원과
달리 실제 공원의 계획•정책 수립에서부터 공원조성•관리 실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브리즈번 도심부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이동경로를 따라 공원을 직접 이용하면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공원의 필요
성과 공공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다양한 입지특성을 갖추고 있는 브리즈번의 주요 근린공원들을 살펴보면서
공원 방문자들의 이용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전
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원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
○ 특히, 공원이 선형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일상적인 활용은 물론, 다
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원별 주제설정, 다양한 세대를 위한 공
원시설 설치, 이동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공원 간 전용연결도로 설계, 전체적
인 근린공원 자체의 일관적인 정체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요소(공공디자인)
의 중요성에 대하여 파악하였음
○ 대전 둔산지역의 근린공원들 간의 연결에 있어서도 물리적 차원의 공간연계
도 중요하지만, 맥락적 차원에서의 공원의 정체성에 기초한 심리적 요소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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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 자료

① 공원시설 관련 단편적인 시사점 정리
구 분

시사점
• 도심지역과 인접한 주거지변 GREGORY Park, FREW
Park, Milton Park 등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근린공
원의 모습이었지만, 호주가 배출한 테니스 스타를 기념하
여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안에 테니스 강연을 비롯한 주
민들을 위한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었음 + 스포츠 중심의 어린이놀이시설 배치 등
• 공원입구부터 테니스를 주제로 공원이 디자인 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
• 공원 내 세대별로 구분된 시설을 살펴본 결과, 조용한 독
서공간, 활기찬 운동공간, 편안한 휴식공간, 재미있는 놀
이터시설 등 전 세대를 위한 섬세하고 다양한 디자인 요
소가 시설마다 확인되었음
• 공원에서의 다양한 이용행태와 활동수요를 반영한 세부적
인 공원시설 배치와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이 잘 반영되
어 있었음
• 브리즈번 도심부에서 주요 공공시설을 살펴보면, 공원으
로 이동하는 도로에 설치된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시
설, 보행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동편의를 위
한 바닥처리,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적 조치 등 이용자 입
장에서 매우 섬세하게 배려된 도시설계/공공디자인 요소
를 발견할 수 있었음
• 특히, 도심지역에는 다양한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전기스쿠터 등),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
로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또는 외부 방문객 입장에서는 매
우 쾌적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이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되었음. 실제로 공원을 이동하면서 중•단거리 지역으로 이
동할 때 매우 편리하였으며, 공원 이용 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됨
• 공원에 설치된 카페는 단순히 식음료 판매하는 곳이 아니
라 공원이용자를 포함한 주변 주민들의 정보교류 장소로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었음
• 공원마다 설치된 전용입구의 디자인의 경우, 공원의 정체
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공원 내 각종 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
• 공원 내 음수대는 단순한 시설이 아닌 퀸즈랜드 주정부에
서 통합적인 물관리시스템에 의해 제어되고 있었음. 일종
의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고 있음
(www.urbanutilities.com.au)
•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비롯한 생태적인 물순환 차원에서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공원에서 확인되었음. 즉, 단순히
공원시설 조성차원보다는 물순환, 이동패턴, 바닥면 처리
등에 이르는 다양한 측면의 영향요인을 고려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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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브리즈번 Top 10 kids parks 사례 안내
구 분

주요 특성
달리고 오르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물을 비롯해 암벽 등반, 암벽등
반, 미사다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등반 구조물이 있다.청소년들과 어른들도 운동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운동 기구를 이용할 것이다.

1

7th
Brigade
Park,
Chermside

브리즈번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은 공원 중 하나이다. Formby와 Ormskirk Street 사
이에 위치하며 수상 경력이 있는 나무 꼭대기 스카이 워크, 화장실, 강아지 공원, 청소
년 공간 및 다양한 능력과 연령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놀이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2

Calamvale
District
Park,
Calamvale

Colmslie 해안 보호구역은 아름다운 Brisbane 햇빛 아래 아이들이 외출하기에 완벽한
공원이다. 이 놀이터는 아이들이 오르내리며 운동신경을 기를 수 있는 물고기와 문어
조각을 가지고 있다.

3

Colmslie
Beach
Reserve,
Murarrie

애슈그로브에 있는 한 골목길에 숨어 있는 도링턴 공원의 숲은 브리즈번 키즈에게 훌
륭한 그늘 놀이터다.

4

Dorrington
Park,
Ashg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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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는 모래놀이터, 창의적인 놀이 요소와 동식물에서 영감을 얻은 조각이 있습니
다. 놀이기구 아래에는 고무 매트가 있으며 넓은 통로를 통해 휠체어와 유모차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5

Kalinga
Park,
Kalinga

공원에서 가장 큰 놀이터 인 피그 트리 놀이터는 모든 연령과 능력을 충족시키는 활기
차고 창조적 인 공간이다. 스윙, 슬라이딩, 감각 및 퍼포먼스 플레이 기회가있는 활동
기반 플레이 존이 포함된다. 감각 자극 활동은 여러 사용자를 허용하고 사회적 포용을
촉진한다. 놀이터의 음악 스테이션과 활동 패널은 휠체어를 탄 유아와 어린이에게 적합
한 높이다. 놀이터 전체에 걸쳐 넓고 명확한 접근 가능한 통로가 있다.

6

7

New Farm
Park, New
Farm

Rocks
Riverside
Park,
Seventeen
Mile
Rocks

오래된 시멘트 채석장에서 만들어졌다. 이 공원에는 예약 사이트, 커뮤니티 가든, 무료
Wi-Fi, 그레이 트론, 반 농구장, 주니어 놀이터 (0-8 세), 등산 그물 / 요새 및 물놀이
구역이 포함된다.

빅토리아 파크 골프 단지의 새 놀이터는 브리즈번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의 시골 농지이다. 지역 브리즈번 가족과 협력하여 디자인된 울타리가 쳐진 나무
늘 놀이터는 칸막이 주택, 인접 구조물, 용도 변경 농장 트랙터와 함께 시골 농지의
낌을 가진다. 놀이터가 추가되면서 빅토리아 공원은 단순한 골프장이나 기능장소가
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목적지가 되었다.

8

Victoria
Park,
Her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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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느
아

놀이터에는 모래 굴착기, 다목적 스프링거, 스윙 세트 등이 있다. 놀이터 근처에 장애
인 용 주차 공간이 있으며 변경 장소 화장실을 포함한 장애인 편의 시설 블록이 있다.
또한 강아지 존이 따로 있다.

9

Whites
Hill
Reserve,
Camp Hill

물이 보이는 모튼 베이 옆에 있다. 여기에는 웅덩이 수영장, 걸어 다니는 부두, 그리고
등반 구조와 물을 뿜어내는 고무 고래가 있는 물놀이 공간이 포함된다.

10

Wynnum
Wading
Pool Park,
Wyn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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