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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시공원, 시설 현대화  편의성·접근성 증진
주변지역 건강프로그램 연계해 활성화해야

도시공원은 건강증진에 큰 효과 … 수요분석 등으로 활성화방안 제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많아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건강에 관심
을 기울이는 시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미래
도시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적 시설 설치와 프로그램을 통한 공원 운영은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걷기를 포함한 공원 내에서의 건강증진 활동은 사회적, 정신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신체적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준다. 이렇듯 공원은 시민들이 신체활동을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며 법적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태적 기능, 여가공간 제공 기능을 우선시했고,
건강증진 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공원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등은 소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의 역할을 파악하고 서울시민의 수요 분석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도시들, 신체활동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장소로 도시공원 활용

해외의 도시들도 도시적 차원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과 공원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원을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장소로 활용하며, 공원으로
의 접근성을 높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행로 조성으로 건강증진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공원 내부의 다기능화로 이용 빈도를 높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도 한다.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안내시설을 강화하는 것과 같
은 실천전략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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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자체들, 건강도시 기반마련 노력 … 참여부족·지속성결여 한계

국내 여러 지자체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공원에 도입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
그램을 운영하며, 건강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
여 부족과 프로그램의 지속성 결여와 같은 운영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시적이고 이벤트
성인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고, 지역 내의 커뮤니티를 참여시키지 못하여 프로그램의 상설 운영
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도시를 목표를 하는 지자체의 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 지
원이 연계되어 뒷받침된다면,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조성도 가능하고, 시민의 참여로 이용이 활
성화될 수 있다.

서울시민들 “공원 내 걷기, 체조 위주 활동 … 편의시설·음수대에 불만”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이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주로 65세 이상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을 위해 공원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걷기, 체조’가 7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원 내 헬스기구 이용’이 11.2%로
나타났다. 시설물을 활용하기보다는 산책이나 체조 등 맨손으로 가볍게 운동하는 비율이 높
다. 운동을 위한 시설이 그다지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이는 걷기나 체조 위주로 공원을
이용하므로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때문이다. 반면에 편의시설이나 음수대에 불만이 많았
다. 공원의 개선사항으로는 운동시설 추가 설치, 치안을 위한 순찰 확대, 화장실 추가 설치를
요구하였다.

[그림 1] 개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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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공원 조사 “주 이용계층 고려 부족, 시설 획일적, 프로그램 미비”

독립공원, 홍릉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신림근린공원, 청담근린공원, 개포근린공원, 숭인근린
공원 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편의성, 이용성, 접근성, 유지관리, 건강시설, 여가시설이라는 7개
항목, 14개 요소별로 3점 척도(상중하)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결과 ① 운동시설의 개수나 종류, 정비 상태 등이 공원마다 고르지 않다. 운동시설이 설치
되어 있을지라도 획일적인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주 이용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② 건강
증진 활동의 편의성을 위한 방범벨, 음수대,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의 증진이 필요하다. ③
접근로 정비 및 안내시설의 추가가 필요하다. ④ 건강증진 시설에 비해 프로그램을 그다지 갖
고 있지 않다. ⑤ 인접한 공공시설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활용한 지역 내 자원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그림 2]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개선 방안

공원시설 현대화, 산책로·운동시설 개선, 안전시설·청결성 강화 필요

운동을 위해 공원을 찾는 이용객을 위해서 시설을 현대화할 뿐 아니라, 산책로의 노면상태 개
선, 운동시설 개선, 안전시설 설치와 강화, 청결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산책 트랙은 면밀하게
조사하여 필요시 보행로 폭을 확장하고, 홈이 패어서 물고임 현상이 있는 곳은 교체하고, 탄성
포장이나 흙길 포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시행이 필요하다. 안내판을 설치해 적정 운동거리의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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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해주고, 다소 난이도가 높은 인근 산림의 둘레길과 연계하여 산책할 수 있도록 동
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운동 시설은 안전성과 운동의 효율성을 갖춘 시설로 교체하거나 정비한다. 성인 남성의 이용에
맞추어진 시설이 많은데, 연령대를 고려한 시설물의 개선도 필요하다.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식수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원이 많다. 음수대, 수도시설 등의 식수시설의
개선과 구비가 시급하다. 공원 내의 화장실에는 방범벨, CCTV 등 안전망의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야간 이동에는 가로등이 필수적이므로 가로등 정비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구의 고장으로 불빛이 흐리게 되면 부상 가능성이 있고, 시민이 공원 접근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 순찰대가 정기적으로 공원을 순찰하면서 안전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장실이 부족한 공원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접근성 높이고 주변지역 체육센터·도서관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물리적 측면의 접근성 개선과 공원 외부와의 연계를 이용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입구가 정문, 후문으로만 만들어진 출입문을 여러 곳의 측면까지 확대하여 접근성
을 확보한다. 경계면상의 도로로 접근이 어려운 공원은 배후지역과 구름다리 또는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연계한다. 주차장 수요를 파악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도보에만
국한되지 않은 이용객 편의 고려가 필요하다. 안내시설물을 설치해 공원 외부에서의 진입, 공원
내부 동선 활용을 제시해야 한다.
공원 주변에 체육센터나 도서관이 있는 곳이 많은데, 이곳의 프로그램을 공원에서의 신체활동
과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민에게 제공한다면 야외 건강활동이 주는 유익을
얻게 된다. 최근 지역 보건소의 건강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보건소의 프
로그램에 공원 내 활동을 포함하면 공원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원봉사 방식의 건강 프로
그램 운영을 독려하며 지역민 간의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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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방향성·실천전략 담은 통합지침 마련하고 시범사업도 시행

서울시는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활용의 방향성은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과 통합적
인 지침 마련이 미흡하다. 공원관련법에도 공원 및 시설 설치 기준이 있지만, 시설 설치기준에
한정되어 있다. 개별 공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속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것이 없다. 따라서 조례를 보완하고, 방향성 설정 및 구체적인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통합적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공원과 신설 공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요소 도입 및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배후지역과 인접한 시설과 연계 요소,
시설 증진 요소, 프로그램 도입 요소에 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갖도록 한다.
서울시 권역별로 이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공원을 선정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모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확장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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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도시생활을 하는 많은 시민은 현대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불안감, 우울증, 분노, 혼란
뿐 아니라 디스크, 비만, 관절염, 각종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건강 악화는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
시켜 사회적 비용까지 들게 된다. 도시민들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면
서 공원은 도시민이 쉽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사회
적으로도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 필수 공공재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즉,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의 증가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졌고,
이것이 공원 수요 증가로 연결되었다.
최근 ‘웰빙(Well-being)’을 넘어서 ‘내춰럴빙(natural-being)’이란 용어가 화두로 다뤄지
고 있다. 이는 자연과 더불어 잘 살면서 ‘건강’을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다(신원섭, 2007).
도시 내 공원과 녹지는 자연과 더불어 질병을 줄여주고 신체적·정신적·사회 관계적 측면에
서 건강을 회복하는 병원으로서 효과와 기능이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직장 근로자
와 학생은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특히 비만과 척추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도시 내의
공원시설과 산책길의 이용은 체력 단련과 쾌적한 환경에서의 활동으로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공원을 좀 더 확충하고 부족한 녹지를 늘린다면 도시민의 건강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정적인 도시 공간에서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서울시
공원 미집행률 41%라는 수치를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서울시의 공원은 그동안 양적 공급에 집중되어 왔고, 수치적으로 서울시 공원 총면적은
115.7㎢, 1인당 11.14㎡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급 기준(6㎡/인)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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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조성은 수요자의 수요에 따른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일방적 설계와 시공 방침에 따라서 설치하여 왔기 때문에 수요자의 행태나 의견을 반영하
는 것은 다소 미진하였다.
서울시에서 전체공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3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 공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원의 ‘이용편리성’, ‘접근성’, ‘안전성’ 항목의 만족도가 ‘종합만족도’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그림 1-1] 참조). 특히 이용편리성 만족도(73.9점)는 공원
만족도의 핵심 요소임에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안전성(71.0점), 접근성(70.6점)도 만족
도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반영운 외 4인(2015)의 공원 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공원은
상시 이용 비율이 낮고 이용 목적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시 이용자 비율이
20~30% 정도로 매우 낮으며, 40~50% 정도의 이용객이 공원을 단지 보행공간 또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로 볼 때, 이제는 양적인 공급보다 공원의 질적인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그림 1-1] 공원 만족도
자료: 2013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공원부문, p.13.

서울시는 30년 이상 된 공원 비율이 높아서 대체로 공원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공원은 2015년 현재 공원 2,811개소 중 253개소가 1980년 이전에 조성된 공원
으로 노후화되어 재정비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그림 1-2], [표 1-1] 참조). 재정비 방향
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비롯
한 공원의 환경을 재검토하고 재정비하는 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 공원 재정비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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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여러 개의 병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림 1-2] 서울시내 공원 조성연도별 현황
자료: 서울시, 2015,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p.212.

[표 1-1] 공원 조성연도별 개소 수

공원 조성연도

개소 수

면적(㎢)

1970년 이전

59

1.35

1971년~1980년

194

5.58

1981년~1990년

497

10.65

1991년~2000년

441

22.09

2001년 이후

961

11.92

총계

2,152

51.60

자료: 서울시, 「2016 공원현황」, 공원조성연도 재구성(도시자연공원 면적은 제외함).

01 연구개요 / 5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주거지에서 접근하기 쉽고 상시 이용이 가능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노후화되어 재정비를 필요로 하는 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근린공원의
공간 구성과 시설물들을 살펴보고, 방문객의 이용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건
강증진을 위한 공원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사례를 조사하
여 건강증진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공원 재조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건강증진과 공원
의 공간과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활동 유형
및 시설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건강과 공원 관련 법 및 제도 고찰, 국내외
건강공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여 건강증진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공원
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를 추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7개의 대표공원을 현장 조사하여 건강증진과 관련한 시민의 수요 및 현재 공원 이용 현황
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강과 관련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 사항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공원 비이용자에 대해서도 설문조
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공원 개선 시 이용에 대한 것을 파악하였다. 현장조사 대상지
는 공원의 규모가 넓을수록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10만㎡ 내외
의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현장 인터뷰와 시설물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근린공원의 건강성 증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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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법제도 검토 및 국내외 사례조사는 문헌을 조사하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장답사를 통해 공원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넷
을 이용하여 서울시민의 건강과 관련한 공원 이용의 만족도와 수요를 분석하였다. 설문자
는 남녀 500명을 표본으로 하여 연령대별 분포를 유사하게 하여 전체 연령대별 이용도와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은 설문조사의 경우 SAS 8.4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
석하고, 기술통계량, IPA분석,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공원 실태조사는 근린공원을 현
장답사하여 2명의 전문가가 자료와 현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
였다.

3) 연구 흐름도
이 연구는 아래 [표 1-2]와 같은 구성과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표 1-2] 연구의 구성체계

연구과정

Ⅰ. 연구개요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분석
Ⅲ. 공원과 건강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사례분석

연구의 내용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
공원의 건강증진 관련성
건강증진과 공원활동 및 시설 연구사
▼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관련 법 및 제도분석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국내외 사례

연구방법

-

문헌연구

문헌연구

▼
Ⅳ.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의 활용도 진단

공원의 건강목적 이용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서울시 근린공원의 건강증진성 현장평가

설문조사
현장조사
문헌연구

▼
Ⅴ.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활용도
제고방안

공원 내부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증진
접근성 향상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통합 지침 마련 및 시범사업 시행

-

02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분석
1_공원의 건강증진 효과
2_건강증진과 공원 활동 및 시설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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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분석
1_공원의 건강증진 효과
1) 건강증진의 개념
건강은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이면서도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
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WHO, 1946)’를 의미한다. 즉 신체적으로 허약하지 않고 질
병이 없는 상태, 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신 상태,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 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정은 건
강한 생활습관을 촉진하는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활동, 건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활동, 건강을 위한 선택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만드는 활동, 심신
의 건강 유지를 위한 교육 활동 등을 포함한다.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健康增進)이란 용어는 197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었다
(Lalonde, 1974). Jennie Naioo · Nane Wills(2011)은 WHO 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
정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능력의 강화활동뿐 아니라, 사회, 환경, 경제적인 과정
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1)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흡연과 과음의 해악을 알리고, 금연구
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내용, 보건교육, 영양상태 조사 및 영양개선방안 강구, 구강건
강 계획 수립, 건강검진 실시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식습관과 관련한 건강, 신체
의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건강증진 의학은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진단을 통한
완치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질병이 생기기 전에 위험인자를 교정하는 활동을 통해 질병
을 예방한다’는 개념이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노인들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 건강하고 원활한 성생활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2)

1)

오타와 헌장(1986년)의 건강증진 정의: 건강증진은 포괄적인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나타낸다. 건강증진은 개인의 기술과
능력을 강화하는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조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중 및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
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건강증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건강을 개선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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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서, 건강증진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운동 및 전문
가 상담을 통하여 현재 개인의 건강을 저해하는 인자를 제외시켜서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 둘째, 병원진료와 건강검진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체력, 영양, 생활양식을
고려한 건강 상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에 이르는 광
범위한 개념으로 보건·의료 외에도 노동, 경제 상태와 연관 지은 건강증진이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 중에서 신체 분야 활동은 건강과 가장 밀접하다고 알려진 요
소이다. 신체건강은 정신 및 사회적 건강과도 밀접한 상호 영향 관계가 있으며,
BMI(Body Mass Index)와 같이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
나 정신 건강 및 사회적 건강은 병원 전문의의 진찰에 의하지 않고는 측정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건강의 정신적·사회적 분야 측정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의 신체적 측면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원의 신체적 건강증진 효과
건강 상태는 한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다. 건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몇 요인도 있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다. 예를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신체가 여러가지 질병의 공격을 방어할 내성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흡연이나 스트
레스 등이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사회경제 요인, 환경 요인, 생활습관
요인, 생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체적 질환에 영향을 준다.
지역 내 쾌적한 환경이 있고 산책과 운동이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습관을 건전하게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또한, 바르게 규칙적으로 걷는 운동은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
골다공증, 폐질환, 관절염 등의 신체적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줄 수 있고 우울증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에 관한 기존의 접근방식은 질병 치료 중심이었으며, 건강과 관련된 생
물학적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물리적 환경요인에 관심을 기울

2)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증진의학 [Health Promotion Medicine] (학문명백과: 의약학,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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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향으로 관점이 바뀌고 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을 개인적인 선택과 책임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줌으
로써 건강증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서비
스를 올바로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무인 동시에 공동체 형성의 필수 요소가 된다.
질병 가운데 비만은 식습관뿐 아니라 신체활동의 부족 원인이 크다. 먹는 것에 비해서 활
동량이 적고 이동도 걷기보다는 차량에 의존한다면 비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걷기를
포함한 활동이 비만율과 정신적 우울증을 낮추고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림 2-1]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간의 관계

복지(wellbeing) 향상은 공원과 같은 건강하고 매력적인 환경 상태에 의해 증진된다
(Defra, 2007). 공원은 건강증진을 도모해줄 수 있는 가치가 가장 높은 장소이며 이용하
는 시민에게 다양한 유익을 준다. 공원의 이용을 통해서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행복 증진,
사회적 결속, 경관 감상을 통한 즐거움, 쾌적한 대기질 제공, 지역 온도를 낮추는 쿨링
효과 등 직간접적인 복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공원은 스트레스와 정신장애를
줄여주고 신체 활동을 증진시켜주며 건강의 불균형을 감소시켜주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다. 간접적 효과로는 운동장을 제공함으로써
신체 활동의 기회를 주고, 생활 휴양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켜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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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활력을 준다(IFPRA, 2013).
국제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행정연맹(이하 IFPRA)(2013)에서 작성한 도시공원의 유익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도시공원 이용과 건강증진 효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인터뷰와 생리학적 건강도 측정3)으로 결과를 제시한다. 도시
공원이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 유익들은 정신적 행복과 비만 감소, 스트레스 감소, 자가
지각 건강, 두통 감소, 정신 건강의 증진, 뇌졸중 사망률 감소, 집중력 강화, 삶의 질 향상,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장애(ADHD) 증상 완화, 심혈관 증상 완화 및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 건강에 관한 불평 감소, 전체 사망률 감소, 장수, 재난 후 회복, 코르티솔4)
수치 감소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도시 공원의 건강 측면에서의 유익과 정도

주요 유익

유익의 정도

·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고 비만을 감소하는 데 기여

강함

·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며 자기 진단 건강과 정신 건강을 증진시킴

보통

· 레크리에이션과 정신적 웰빙 및 사회적 지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간접적인 영향

약함~보통

· 소음감소 및 냉각효과, 수명 연장을 통해 건강에 간접적인 영향

보통

· 뇌졸중 질병 감소, ADHD 증상 완화,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의 감소

보통

자료: IFPRA, 2013, “Benefits of Urban Parks”, p.41 재구성

도시공원의 건강에 대한 간접적 유익들은 대기 오염 물질인 NO₂와 미세먼지를 감소시킴
으로 쾌적한 대기질 제공, 소음 감소 효과, 휴양 활동과 지역에 대한 애착, 사회적 지원
증진, 냉각효과 또는 열 쾌적성 증진이 있다고 제시한다.
선행 연구는 레크리에이션 센터, 체육 시설, 스포츠 시설의 비교 환경을 포함시켜서 통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내부공간의 시설보다는 공원이 신체 활동을 증진 시키는 데 훨씬

3)

뇌파 전위 기록술, 근전도검사법, 심박동 수, 코르티솔, 신체 비만 지수, 성장 곡선 등

4)

코르티솔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계의 호르몬으로서, 부신피질에서 생성된다. 부신피질은 스트레스나 낮은 농도의 혈중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반응해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혈당을 높이고, 면역 시스템을 저하시키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돕는 작용을 한다. 코르티솔은 뼈의 생성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위키피디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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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변 공간과 산림 내에서의 운동과 야외
활동을 통한 경험이 공원에서보다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데 더 낫고, 원기를 회복하는데
더 좋다고도 했다. 이는 시설 위주의 공원보다는 수목이 잘 갖추어진 공원시설이라면 산림
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이로 볼 때 공원 이용 및 활동과 관련된
건강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공원까지의 거리, 기관 및 편의시설의 위치, 공원의 규모 및 전
체 녹피율, 종풍부도, 공원에서 머무르는 시간 및 방문 빈도 등이 제기된다.
이창관(2016)은 서울시 25개 구 2,692개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신체활동과 건강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의 지역 특성에 따라 신체활동 참여 정도가 다른데
근린공원의 면적이 크고 운동장이 있는 학교시설이 많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행활
동 참여 시간이 더 길었다. 근린공원의 면적이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저강도 신체활동
참여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린공원과 같은 적정규모 이상의 공원
확보는 신체활동 참여 증진과 함께 환경적·심미적 요소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공원은 직간접적으로 건강증진에 큰 효과를 주고 있으
며, 특히 공원 내 신체 활동은 물론 공원을 찾는 행동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공원은 배후지역과 공원 내부로 구분해볼 수 있다. 배후지역은 공원의 이용객 및 잠재적
이용객의 거주 공간이 위치하며, 또한 공원 주변으로 레크리에이션 시설, 체육관, 도서관
등이 있어서 공원과 연계될 수 있다.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배후지역 연결통로가 있으면
공원 이용이 증진될 수 있다. 공원 내부는 면적, 선적, 점적 요소로 구성된다. 공원의 면적
요소인 녹지공간은 공원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며, 특정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면적 요소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
다. 공원의 선적 요소인 도로 및 산책로는 보행과 자전거 이용 등 선적인 활동을 수용한
다. 이는 공원 간의 연결과 생태통로로 기능하며, 도시와 연계된 활기 있는 공간, 다양한
선형부지로 활용 가능하다. 공원의 점적 요소들은 휴식 등 운동 활동이 가능한 시설들로
이루어진다. 특히 건강활동을 하려는 이용자에게 체육시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다
양한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을 매개로 한 소규모 운동이 이루
어진다. 자투리 공지도 점적인 요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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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건강증진과 공원 활동 및 시설 연구사
1)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의 역할과 요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주환경이 쾌적할수록 시민의 건강도 좋으며, 동반자와 함께 운동하
는 것이 운동의 지속성을 높여주어서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한 공원의 출입구나 숫자가
신체활동의 이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많을
수록 신체활동에 효과가 좋다는 점을 공원 설치 시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박경훈 외(2014)5)에 따르면, 공원까지의 거리, 이동 가로환경이 건강증진과 밀접한 관계
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공원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 중 집에서 공원까
지의 거리와 이동하는 가로의 환경에 대한 요소가 컸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및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계획 수립 시 공원 내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뿐 아니
라, 주거지로부터 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동선의 보행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
이다.
박장근 외(2001)의 논문에서도 공원 증진방안을 다루고 있는데, 공원 이용 장소 및 이용
행태는 휴식공간 55.4%, 산책로가 23.7%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동적 시설 외에도 공원
내 교양시설과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시설의 설치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이우성(2015)과 박승범 외(1999)는 운동 시 동반자가 따를 때 운동의 지속성이 높아진다
는 것을 말한다. 혼자 산책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동반자가 따를 때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군중심리에 의한 운동유발 환경이 조성되어 공원 이용을 유도한
다는 것이다. 공원녹지 확대나 접근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꾸준
히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운동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5)

박경훈 외(2014)는 창원시 소재의 공원을 대상으로 근린공원 만족도가 신체활동과 건강증진 목적의 공원이용빈도 및 체질량지수
(BMI)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후지역의 여건 중에서 거주지에서 공원까지의 거리, 이동 가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시간적 여유의 부족, 공원까지의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공원 내 이용시설 부족을 꼽았다. 이들은 공원 이외에 집 근처의 길, 유료 실내 체육시설 등을 신체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원까지의 접근성, 걷기 또는 산책, 휴식시설,
수목이나 그늘, 운동공간의 다양성 등의 이유로 공원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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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2016)는 서울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의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거주환경의 쾌
적성 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였다.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에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녹지면적, 가로녹지율이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백수경(2014)은 창원시 공원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공원별 특성과 신체활동 목적의
공원녹지 이용행태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공원녹지의 출입구와 공원의 수가 신체활
동 이용과 연관성 있으며 집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많을수록 신체활동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체
활동 장소로서의 공원녹지 이용증진을 위해 개인의 생활습관, 시간적 여유, 유전적 특성
등에 관련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건강증진과 공원의 활동 유형
공원 활동의 유형을 동적 활동과 정적 활동으로 크게 구분지어 보면 동적 활동에는 자전
거 타기, 조깅, 산책, 줄넘기, 인라인스케이트 타기, 구기운동, 등산/삼림욕이 있다. 정적
활동에는 휴식, 단순한 만남, 공연 및 행사 관람, 친목 활동, 자연 학습, 여가 활동이 포함
된다. 이러한 활동 유형과 시설의 관계를 살펴본 김민형(2012), 김유일(2011), 문혜식
(2006), 박승범 외(1999)에 따르면, 이 논문들의 설문조사 대상인 총 응답자(4,078명) 가
운데, 동적활동(2,325명)의 인원이 정적활동(1,753명)보다 다소 많았다. 동적 활동 이용
객 중 약 58%의 이용객이 산책, 36%의 이용객이 조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적인
움직임을 갖는 신체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민형(2012)은 도시공원 방문객의 체류시간 영향요인을 입지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
사하였다. 즉 산지형, 평지형, 수변형의 입지유형별로 공원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휴식
및 산책, 건강을 위한 운동, 사교활동 및 취미활동 중 어떠한 목적으로 방문하는지를 조
사하였다.
김유일(2011)은 안양시(982인), 부천시(615인), 의정부시(500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
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하였다. 방문목
적은 산책/걷기, 운동/조깅, 만남/대화/데이트, 공연 및 행사 관람, 등산, 가족친목,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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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색하기, 자전거타기의 9가지 항목별로 응답을 받았다. 시민들은 공원을 자연과의
접촉뿐 아니라, 운동 및 건강 및 웰빙에 긍정적인 기여를 주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혜식(2006)은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공간으로서 대구시 공원녹지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문조사하였다. 신체활동 유형은 산책/걷기, 달리기, 줄넘기, 자전거타기,
인라인스케이트, 등산, 구기운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신체활동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공원녹지의 유형은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소규모 근린공원, 집주변 소공
원’이라고 대답했다. 신체활동은 약 70%의 비중을 보인 ‘산책, 걷기’가 대부분으로 나타
났고, 공원녹지에서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고려 요소로는 ‘산책로’가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활기차게 걷는 것과 같은 중･저강도의 신체활동이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
이나 체중감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산책, 걷기’가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박승범 외(1999)에서는 공원방문 목적
을 위의 논문에서 제기된 유형 이외에도 자연학습, 여가 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공원의 이용시설에 있어서 시설 종류는 동적 시설이 정적 시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개소 수는 정적 시설이 대체로 많이 배치되어
있다.

16 / 시민 건강증진 위한 도시공원 활용도의 향상방안

[표 2-2] 공원 건강증진 관련연구

연구자
(발행연도)

연구목적

박장근

· 수원시 만석공원 대상

외

· 이용자들의 이용 형태

(2001)

및 공원만족도 분석

연구결과

시사점/한계점

· 공원 이용 장소 및 이용행태는 · 동적 시설 외에도 공원 내 교양시
휴식공간 55.4%, 산책로가

설과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23.7%를 차지함

있는 활동시설 설치 필요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근 · 사람이 많을수록 군중심리에 · 주변에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를
린공원 대상

의한 운동유발환경이 조성되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필요

이우성

· 건강증진 목적으로 공원

(2015)

이용 시, 물리적 환경에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

관한 인식의 만족도 및

여 운동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

공원 이용 영향 분석

필요

박승범
외
(1999)

어 공원 이용을 유도함

·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 부산시 암남공원 대상 · 공원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인자 · 공원 건강증진에 영향을 주는 인
· 공원이용 후 평가영향을
주는 요인 도출

①동반자, ②정신적 보건활

자를 향후 공원 조성 시 중요한

동 ③건강 및 심신단련

개발지표로 고려해야 함

· 서울 서베이자료를 활용 · 주관적 건강행복지수에는 1인 · 도시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 중심
장인수
(2016)

·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거주

당 도시공원 면적과 녹지면

의 쾌적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마

환경의 쾌적성(amenity)

적, 가로녹지율이 응답자의

련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자치구

간 상호연관성 파악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에 긍정

단위로 수립, 시행해야 함

적 영향
· 창원시 공원 대상
· 공원별 특성과 신체활동
백수경
(2014)

목적의 공원녹지 이용
행태의 상호관련성을
분석

· 공원녹지의 출입구와 공원의 · 신체활동 장소로서의 공원녹지 이
수가 신체활동 이용과 연관성

용증진을 위해 개인의 생활습관,

있음

시간적 여유, 유전적 특성 등에 관

· 집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거나 저렴한 운동시설이 많
을수록 신체활동의 증가에 긍
정적 영향

련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
한 공원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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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이 장에서는 공원과 건강증진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조성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건강증진은 개인적인 능력의 강화활동뿐 아니라 사회, 환경, 경제적인
과정을 포함하였다. 건강증진을 위한 3가지 요소 중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분야에 이르
는 광범위한 개념에서의 접근에서 신체 분야 활동이 건강과 가장 밀접하였다. 도시공원은
직간접적으로 건강증진에 큰 효과를 주고 있으며, 특히 공원 내 신체 활동은 물론 공원을
찾는 행동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원의 이용시설의 종류가 동적시설보다
정적시설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흥미로운 운동 프로그램 및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원의 방문율을 높이고 자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
다. 근린공원 경우는 젊은 청장년층의 이용보다는 50대 이상의 주부들과 경제활동을 하
지 않는 인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공원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계층을 고려한 공원 정비가 필요하다. 흥미로운 운동 프로그램 및 시설 도입으로 방문객
들을 유인할 뿐 아니라 공동체 기반의 운동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
이 요구된다.
거주지 주변 운동여건과 분위기가 건강증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연구되었다. 이는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수록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도 필요하다. 공원 내부뿐 아니라
외부적인 개선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는데, 공원의 계획 요소에 공원에 이르는 가로환경
과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공원 내부 시설의 질적 개선도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공원 활동 영향 인자를 고려하여 공원의 시설 및 공간을 배치토록 해야
한다. 공원별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한 공원 조성 및 공간배치로 이용 빈도 증대가 필요하
다. 무엇보다도 공원까지의 이동거리를 고려한 출입구 및 보행로 설치, 야간 이용 시의
불편 해소, 접근성 제고, 시설의 수선과 보충을 통한 보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03
공원과 건강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사례분석
1_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관련 법 및 제도분석
2_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국내외 사례

20 / 시민 건강증진 위한 도시공원 활용도의 향상방안

03ㅣ 공원과 건강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사례분석
1_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관련 법 및 제도분석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공원의 설치
공원관련 법 및 제도로는 「도시공원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2030 서울시공원녹
지기본계획」이 있으며, 건강관련법으로는 「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기본조
례」, 「서울시민 신체활동종합계획」이 있다. 각 법과 조례, 계획 등은 [그림 3-1]과 같은
위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3-1] 공원 및 건강증진 관련 법체계

생활 소득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도시공원 관련 법규
를 정비하여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때 ‘체육공원’이 주제공원의 한 형태로 분류되었다. 이는 기존
도시공원 중 체육 기능의 역할을 담은 공원 설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공공 체육 공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공원’, 국
토해양부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운동장’,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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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
는 ‘체육시설’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체육공원 관련 업무는 공원녹지부서에서, 운동장
관련 업무는 지자체에서, 생활체육시설은 문화관광부서에서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실제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용 목적과 방법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지원하는 부
서가 달라서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빈 공간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관 부서 간의
연계와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르면, 공원조성 시 생태환경, 접근성, 커뮤니티 최적화
등을 고려하게 되어 있다. 공원 활동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가능
함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 내 시설의 설치 규정은 시설 안전성만을 고려할 뿐 기능
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재정비에 대한 서울시 공원혁신 마스터플랜
「2030 서울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공원녹지 미래상을 설정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전
략 가운데 기존 공원의 정비와 조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공원을 정비할 때에 문화와
건강에 맞추어 정비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러한 전략계획을 구체화한 것이 「서울시 공
원혁신 마스터플랜」이다. 2013년 4월 푸른도시선언 선포 이후에 의견수렴을 오랜 기간 거
치고 나서 만들어서 2014년 2월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발표하였다. ‘서울의 정체성을 강
화’하고 사회의 요구와 추세를 반영하면서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공원녹지 정책 실현
을 목표로 한다. 그 실천과제 가운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조성’, ‘에코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공원과 걷자 프로젝트’와 같은 시민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공원재정비 차
원에서의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공원과 걷자’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공원 걷기를 건강관리와 접목한 걷기로 변화
를 유도하는 것이다. 비만·고혈압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기법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걷기운동을 추진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요 공원과 도시숲에 시민건강증진센터를 운
영하며, 보건소, 생활체육회, 운동처방사 등과 연계한 주민 맞춤 참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건강걷기 강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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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 숲, 보라매공원, 서울숲의 4개 공원에서는 5~10월 중에 걷기대회
를 개최하고, 5㎞. 10㎞ 구간 거리별 인증을 해주어서 독려할 뿐 아니라, 건강걷기강좌는
시 직영 공원부터 운영 후 지역별 공원으로 확산토록 하는 계획이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원을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휴식공간, 운동공간으로 탈바
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미래수요를 감안한 공원 조성·관리에 대한 장기
비전이기도 하다. 공원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수준을 뛰어넘는 공원분야의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기존 관 위주의 공원운영 방식에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민주
도형 공원운영 방식으로 탈바꿈하며, 공원 축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원시
설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공원 운영에 있어서 ‘공원사랑 시민모임’을 구성하
여 운영하려고 한다.
오픈되고 공적인 공간 확대를 지양하고, CPTED 디자인(범죄예방 환경설계)과 같은 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공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범죄로부터 24시간 안전한 공원을
위한 방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저해하는 음주문화 및 노숙인
등의 단속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원혁신 마스터플랜과 시민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활용도 제고 노력은 매우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

3) 신체 활동을 촉진을 위한 건강증진법과 기본조례
건강관련법인 「서울시민 신체활동 종합계획」에서는 서울시민의 건강확보 및 신체활동 증
진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하고 활기찬 서울시민’이라는 비
전 실현을 위해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신체활동의 접근성을 강화를 위해 ‘신체
활동 친화 디자인 제도의 시행’에 대한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6)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증진과 저해 행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국민 스스로가

6)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부 주관법이며, 2016.3.2에 시행(법률 제14057호)되었고, 2016.9.3 일부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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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규정한다.
시·도지사 및 자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주요 시책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므로 서울시도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건강생활 지원, 건강의식 저해 광고 금지, 금연, 보건교육, 국민영양조사, 구강건강 사업
등 세부적인 건강 항목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는 시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
다.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을 바탕으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며,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
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건강법과 기본조례는 대체로 건강 저해요소와 개인 보건에 초점을 두고 있
다. 도시공간과의 연관성이 없이 개인 생활과 관련한 내용만을 규정함에 따라 실생활상의
활동 공간 속에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약한 것이 한계이다.
「서울시민 신체활동 종합계획」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서울시민”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
한다. 이에 따른 5대 정책과제로서 ‘움직임이 즐거운 도시환경 만들기’, ‘신체활동 인식제
고 위한 교육 및 홍보’,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격차 해소 위한 공평한 신체
활동 참여 기회’, ‘신체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5대 정책과제에 맞추
어 세부적인 과제도 제시되어 있다([그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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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울시민 신체활동 종합계획의 정책

즉 신체활동하기 좋은 친화 마을 조성의 하나로 ‘신체활동 친화적인 디자인 및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직장으로부터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산책로 조성, 신체활
동 증진을 위한 공원녹지 연결 걷기길 조성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현재 연간 1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야쿠르트사 후원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향후 WHO 건강도시
연맹에 모범사례로 등록되도록 홍보하려고 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건강체중 3(개월동안)·3(kg)·3(개월유지) 프로젝트와 연계
되어 있다.

4) 시사점
이상의 법제도를 살펴본 결과, 건강증진 관련 법정시설로는 도시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등이 있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는 공원 조성 및 시설 설치뿐 아니라 공원조성
시 생태환경, 접근성, 커뮤니티 최적화 등을 고려하여 공원 내 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 내 시설 설치 규정에는 시설 안전성만을 고려할
뿐 기능적인 측면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었다. 그러나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에서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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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기 위한 활동이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지역 내 커뮤니티 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는 등 이미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내 시설 활용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민 신체활동 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는 공원시설을 연계하여 활성
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근린공원이 현재 기본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를 확대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운영 기본 계획의 부재와
이를 조례로의 관리하는 규정의 부재, 타부서와의 연계의 미흡 등으로 인해 그 역할과
활성화가 미흡하다.
즉 도시공원건강증진을 위한 방향과 세부적인 사업들은 운영되어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통합적 지침 및 구체적인 실천방향은 미흡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 공
원 및 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능을 충족
하고 이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원과 건강증진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계획 간에는 연계가 미흡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연계 및 규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_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국내외 사례
1) 해외사례
(1) 배후지역과 연계 사례
① 미국, 리치몬드의 건강도시 가이드라인7)
미국 리치몬드는 건강한 도시를 위한 10가지 도시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다음
과 같이 결정하였다. ① 여가 및 오픈 스페이스 접근성, ② 건강한 음식 접근성, ③ 의료서

7)

City of Richmond, 2012, “Richmond General Plan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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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향상, ④ 대중교통, 활동적 통행 접근성, ⑤ 양질의 주거 접근성, ⑥ 경제기회 접근
성, ⑦ 근린생활시설 완성도, ⑧ 안전한 이웃과 공공장소, ⑨ 환경, ⑩ 지속가능개발과
같이 10가지 요소가 있으며, [그림 3-3], [그림 3-4]와 [표 3-1]과 같이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3] 공원 접근성 향상

[그림 3-4] 여가 접근성 향상

[표 3-1] 리치몬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예시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정
책

· 공원, 쇼핑, 놀이터 및 오픈 스페이스의 통합 시스템
· 다양한 공원의 형태와 기능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서비스 및 시설의 질
· 공동이용의 기회

· 안전한 공공공간과 시설
· 대규모 자연지역의 접근성
· 해안선 접근성 및 개발
·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공평한 분배

실
천

· 공원 마스터 플랜
· 공원 기부 조례 및 기부 인센티브 프로그램
· 공원 유지관리 기획

·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 공동사용 계약
· 공공 안전 설계 지침

② 호주, Healthy by Design8)
호주는 보행환경과 공원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민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2004
년부터 시행하고 있다.9) 신체적 비활동성으로 인해 호주에서는 직접적인 건강관리 비용으
로 매년 15억 달러가 소모된다. 이러한 신체적 활동의 부족은 호주에서 10명 중 한명 꼴
로 조기사망을 유발하고 있다. 호주인의 건강을 위한 국가신체활동지침(National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Australian)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적어도 적당한

8)

김영현 ․ 성은영, 2013,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정책 연구, p.101

9)

Healthy by Design 201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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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바람직하게는 모든 요일에 운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IHW 2001).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호주 성인의 약 67%가 건강증진을 위해 불충
분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① 보행로, 자전거도로 ② 오픈 스페이
스 ③ 안내표지판, 조명, 울타리, 벽에 대한 Healthy by Design을 제시하고 있다.
보행 및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디자인 고려사항에서는 근린환경 내 주요 목적지에 안전하
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① 오픈 스페이스와 연계된 통합적 보행,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 보행가
로 폭과 포장재료, 경사도를 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조성할 것 ② 자전
거 이용자들이 50km/hr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③
거주지에서 500m 이내에 오픈 스페이스를 배치할 것.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공급
을 통해 활동적인 여가 활동을 장려할 것 ④ 깨끗한 오픈 스페이스를 유지관리할 것 ⑤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할 것 ⑥ 강아지와 함께하는 체육공간을 조
성할 것(호주인 63%가 애완동물 사육, 그중 40% 애견인) ⑦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 공중 화장실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할 것 등이다. 안내표지판은 거리,
난이도, 방향, 목적지 정보를 제공하고, 조명시설은 보행 및 자전거도로 주요 교차점에
설치해 야간보행자 이용을 고려하며, 낮은 벽과 투명한 울타리를 통해 보행 및 자전거도
로를 시각적으로 연결토록 제시하고 있다.
③ 미국, 아틀란타 벨트라인
미국의 아틀란타 정부는 「Atlanta beltline health Impact Assessment report」를 통하
여 1999~2007년까지 ① 선로의 공원화10), ② 예술을 접목한 디자인 ③ 기반시설 확충
④ 건강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여왔다. 첫째, 선로의 공원화를 통해서 과거 화물철도였던
22마일 선로를 공원, 산책로, 대중교통 및 주거개발로 전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Atlanta 시에서 약 45개의 이웃, 19개의 근린 주거단위(NPUs), 4~12개의 협의회 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벨트라인은 교통수단 확대, 공원 및 트레일 확대, 도시 내 활용률이
낮은 토지 재개발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둘째, 예술을 접목한 디자인 사업으로

10)

Atlanta beltline health Impact Assessment report,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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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와 공원지역에 인근 예술가의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Atlanta Beltline 회랑을 따라 수백 명의 시각 예술가, 연주자 및 음악가의 작품을 선보이
는 전시회는 Atlanta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것을 수집하고 연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통로이다.
셋째,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공용화장실, 안내지도, 조명, 비상호출자를 도입·설치해 이
용자들의 활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길찾기 맵, 조명 및 비상 호출 상자와 결합된
공용 화장실은 통일된 이미지와 기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각기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공공화장실은 사람들이 더 긴 간격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
게 하며, 보행자 길 찾기 도구는 편안함을 증가시키고 사람들이 더 많은 목적지로 걸어가
거나 자전거를 타도록 격려하며, 조명 및 비상 전화상자는 안전감을 향상시킨다. 집단적
어메니티로 설계되어 시각적 혼란을 줄이고 트레일을 따라 활동 노드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건강 커뮤니티 사업으로 45개 인근지역을 통과하는 통행로를 이용해 마라톤 대회를
열어 커뮤니티를 조성하였다. 2017년 Atlanta Beltline “Run, Walk, Go!” 달리기 대회가
그것으로, Westside 5km, Eastside 10km의 두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그림 3-5] 미국 아틀란타 벨트라인
자료: porturban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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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의 공원화

예술 접목한 디자인

기반시설 확충

건강 커뮤니티

[그림 3-6] 미국 아틀란타 벨트라인의 건강증진 사업

④ 캐나다 온타리오, 건강 거주공간
캐나다의 비만도와 만성질환 비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신체활동 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12세가 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활동적이다.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비만과 같은 질병은 주요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과체
중 또는 비만인 캐나다 2~17세 사이의 청소년 비율은 지난 25년간 3배 증가하여 26%에
이른다.
이러한 배경 하에 캐나다 도시계획협회(Canadian Institute of Planners, CIP)가 주최가
되어 2010년 ‘건강 커뮤니티(Healthy Communities)’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
에는 활동적인 교통, 오픈 스페이스 활용, 음식 시스템의 변화가 포함된다.
우선 활동적인 교통이란 걷기, 자전거타기,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타기, 스키타
기, 카누타기 등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모든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걷기와 자전
거타기가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며 다른 교통 활동들과 함께 결합된다. 많은 지역사회는
공중보건,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후보호, 교통 혼잡 감소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걷기 및 자전거타기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활동적인 교통 계획과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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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전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있다.
첫째, 통학버스 없이 걷기이다. 초등학생은 이제까지 부모의 감독 하에 학교에 걸어가거
나 자전거를 탔다.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도보거리에 주차하고 아이들과 함께 “블록을 걷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 둘째, 동네 걸어
다니기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지역사회 및 학교 내에서 건강과 안전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동네를 산책했다. 이러한 정보는 혁신적인 도시 맵핑 방식을 통해 이동 경로에 포함되며
학생과 학생관계자 및 학부모 간의 인식을 높였다. 셋째, 공원, 오픈 스페이스 및 자연
지역과 관련된 계획이다.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기회와 생태계 건강에 대한 기회를
동시에 검토한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자원을 분석하고 지역 사회성장 및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데 필요한 새로운 자산을
구별한다. 여기에는 운동공원, 커뮤니티 공원, 또는 강아지 공원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공원, 그린웨이 및 산책로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오픈 스페이스와 자연
환경을 위한 계획은 생태계 보존, 야생 동물 서식지 보호, 수로 보호, 위험지역 관리 및
보호관찰을 위해 지정된 공간에 더 중점을 둔다.
이 프로젝트는 주변 지역과 인접한 녹지 공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몬트리올의 생물 다양
성을 높이며, 녹화 및 도시농업의 대체 방법을 만들고, 도시 열섬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줄인다.
(2) 건강증진형 공원 조성 사례
① 미국 덴버시, City Loop Park11)
미국 덴버시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Denver dept. of park and recreation and
public works)에서는 2012~2014년에 레크리에이션 공원인 City Loop 공원을 순환형 공
원으로 재조성하였다. 우선 공원 이동 동선으로 공원 내 800m 통행로를 조성하고, 걷기
와 달리기, 자전거 등의 스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13에이커(약 53,000㎡)
규모의 이 도시공원은 1/2마일에 달하는 통행로에서 걷기, 조깅, 자전거 등의 스포츠 활

11)

http://porturbanism.com/work/denver-city-park-city-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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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즐길 수 있는 순환형 공원으로 바뀌었다.
또한 공원 중심에 넓은 잔디밭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신체적 활동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
한다. 마주앉는 벤치의 형태로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원형의 공간으로 이용자 편안함
을 배려하고 있다. 바닥 디자인은 선명한 색상으로 걷는 공간, 휴식공간, 버스 등의 교통
수단이 다니는 공간을 구분하고 있어서 이용자를 배려한다.

[그림 3-7] 미국 City Loop Park 재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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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동선

공원 이용

휴식공간 조성

바닥 디자인

[그림 3-8] 미국 City Loop Park 건강증진 사업

② 영국, 셰필드 Sheaf Valley Park12)
영국의 셰필드(Sheffield) 시에서는 1998년부터 셰필드 도심 재개발 City of Heart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Sheaf Valley Park의 보행환경과 공원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민들의 신
체활동 촉진하는 것을 추진했다. 또한 셰필드의 Gold Route는 셰필드 시의회가 이끄는
중대한 재생사업으로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도보 및 사이클링을 통해 활동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도심을 재정비하고 개조했다. 이러한 공공공
간의 개선은 문화적이고 운동적인 가치의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
첫째, 자전거 및 보행자 통로를 내어 활동성을 증진했다. 산을 올라가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로가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는 사용자에게 선택 경로를 제공한다. 이 경로는 해당 지역
의 지형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정상에 오르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절한 구배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원하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단 또한 제공된
다. 통행로는 간결한 표지판과 함께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낮과 밤 모두 안전한

12)

Active design 2015,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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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제공하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둘째, 복합기능적 공간조성이다. 공원 조경의 일
부로서, 가운데 지역을 평평하게 만든 원형 경기장이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지형을 활용해 도시의 경관을 만들고 이벤트 공간을 제공한다. 이 공간은 문화 및 스포츠
이벤트에 사용된다.
셋째, 보행친화적 연결가로의 조성이다. 하워드 스트리트(Howard Street)는 셰필드 지하
철역, 셰필드 Hallam 대학교, 주요 소매상점 구역과 비즈니스 구역 사이를 직접 연결한
다. 이전에는 차량 통로였지만, 이 도로는 Gold Route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완전한 보행
자 전용통로로 조성되고, 나무, 조명, 벤치가 제공되었다. 혁신적이고 통일된 포장처리법
을 사용하여 하워드 스트리트는 혼잡한 셰프 스트리트(Sheaf Street)를 건너서 지하철역
을 향한 연결통로를 제공하고 전체 거리에서 ‘보행자 우선’구역을 만든다. 넷째, 기반시설
조성이다. Gold Route의 끝을 알리는 데본셔 그린(Devonshire Green)은 이웃 개발로
부터 제106단계 자금 지원을 사용하여 이사회에 의해 재창조되었다. 그 결과 가우디 식의
농장주와 좌석과 잔디밭이 넓어지는 역동적인 공공 공간이 만들어졌다. 데본셔 그린은 일
년 내내 수많은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대사로 구성된 팀이 이 지역과 도심 외부 공공공간
을 관리하고, 사용자의 반사회적 행동과 공간의 유지 관리 문제를 보고 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다양한 공간에 걸쳐 안전성과 높은 수준의 유지 보수를 제공한다.

[그림 3-9] 셰필드시의 Sheaf Valley Park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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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 쿠호쿠 뉴타운의 그린 매트릭스 시스템(Green Matrix System)
그린 매트릭스 시스템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츠즈키구13)에서 1969년부터 현재까지
요코하마시, 주택/도시정비공단이 주최가 되어, 녹지와 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고향
을 품게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① 친환경 설계기법, ② 녹도조성, ③ 수변 및 친수공간 조성, ④ 다목적 공간
조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친환경 설계기법에 있어서 단지 지구 내 녹도를 주 골격으로
하여 공동주택, 학교, 기업용지 등 Super Block의 경사면 수림이나 개인 정원, 공원 녹지
등을 일체화하도록 연속 배치하고, 나아가 역사적 유산이나 수계와 결합시켜 전체 공간구
성 요소를 네트워크화 하였다. 축이 되는 녹도는 지구 전체에 5개소로, 폭은 10~40m 정
도이나 사면 녹지를 포함하는 곳은 폭이 100m 이상이며 보조 녹지, 광장, 학교, 실개천,
연못 등의 오픈 스페이스는 연속되어 있고 이들 지역을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로 접근
되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실현시키고 있다.
일본 코호쿠 신도시의 공원은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공원 1개소, 자연지형이나
식생을 도입한 지구공원 4개소, 근린공원 15개소, 어린이공원 65개소가 구성 및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공원은 면적의 약 50%를 수림이나 기존 지형을 보존하도록 설계하여 물과
녹지가 조화된 레크레이션의 장과 생물환경 보전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녹도는 이들 공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소광장이나 휴식장소, 산책로, 능선길, 실개
천길, 역사의 길 등 다양한 주제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보존녹지는 그린
매트릭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요소로서 상수리나무 등 2차림을 최대한 보전, 활용하
고 있는 사유림이다. 보존녹지는 개발이전 저지대의 경작지 주변에 잔존하던 잡목림으로
고향을 품는 마을만들기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에서 보존녹
지로 정해져 공공녹지와 일체화 되었으며 요코하마시의 「녹의 환경을 만들어 육성하는 조
례」의 근거 하에 소유권은 인정되나 일정 규제를 받는 한편, 장려금 교부 등의 보상이
주어졌다.

13)

방상원 외 2인, 2010, 「미래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방안 연구」, pp.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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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그린 매트릭스 시스템
자료: 일본 요코하마시, 2006, 환경보전기본계획, 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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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사례
(1) 건강증진형 공원조성 사례
① 파주시 운정건강공원
파주시 운정건강공원은 신도시 개발 이전에 있던 작은 규모의 저수지와 신도시 동쪽의 경
의선 철로를 따라 흐르는 소리천 등을 연계 개발하여 큰 규모의 공원시설로 조성하였다.
본래 있던 야산, 저수지, 유적지, 경사로 등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자연 친화적 공원이다.
면적은 약 150,000㎡이며, 도시테마를 생태, 건강으로 삼은 파주 운정신도시 내에 있는
건강 테마 공원이다. 주요시설은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장, 인공암벽장, 테니스장, 생태
림,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등이 있으며, 공원의 주요기능은 체육활동 외에도 생태·
휴식 공간의 기능을 담당한다. 특징: 연접한 면적 726,000㎡의 운정호수공원과 연결되어
총연장 7㎞의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갖추고 있다. 이 공원은 다양한 운동시설을 구비하여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공원관리 인력의 상시배치 및 운영의 장점이 있고 주야간 이용
에 편리한 기반시설을 구비함으로써 이용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없고 이용객 스스로가 운동공간을 찾아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그림 3-11] 운정건강공원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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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운정건강공원의 주요시설

② 성북구 삼태기 건강마을
성북구에 위치한 삼태기 건강마을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Human Health Village’를 뜻하
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
를 추구하는 마을이다. 주요 시설로는 발지압판, 아이들을 위한 협동놀이시설, 전통놀이
운동기구, 천장산 산책로, 다양한 안내판(걷는 방법 안내, 비만 탈출 백서, 올바른 운동법
안내, 삼태기숲 이용 안내, 건강마을 식생활지침서, 발지압 안내, 산림욕체조, 금연공원
안내)이 있어서, 건강활동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테마를 ‘건강’ 목표로 설정
하여 공동체가 같이 협력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공원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건강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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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삼태기건강마을의 배치도

③ 용인시 동백호수공원, “U-헬스케어” 설치운영
용인시, 동백호수공원은 IT 시설을 설치한 U-파크로 조성되었다. U-헬스케어, 감지영상시
스템, U-환경, U-미디어보드, 무선인터넷 존 등 5개 U-서비스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제공
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최근 강남구에서 양재
천에 이와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용인시 동백공원의 경우는 이
용도가 저조하고 관리가 수월하지 않아서 2017년 2월로 설치장비를 회수하였다. 기획의
도는 좋았으나 지역 여건과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노력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상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이용 및 운영이 원활하
지 않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프로그램 기획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
램 기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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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용인 동백호수공원의 U헬스케어

(2) 건강 프로그램 공원운영사례
① 서서울 호수공원 여름철 건강증진프로그램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가 주최가 되고 (사)나눔과 동행이 주관하여 서서울호수
공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서울호수공원은 서남권의 대표적인 친환경공원으로
2009년 옛 신월정수장을 공원화한 곳으로 학교와 주택가가 바로 인접해 있다. 특히 이
공원은 항공기 소음이라는 환경적 제약점을 테마화하여 중앙호수에 소리분수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당 선착순 40명을 정원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미니함성대
회>로서, 공원 인근주민 약 500명을 대상으로 2015.9.5.(토) 10:00~13:00에 시행이 되었
다. 소리분수를 육성으로 깨우는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공항근처라는 입지여건을 반영하
여 설치된 소리분수를 육성으로 깨우며 지역주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벤트이다.
이때 건강체조를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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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서서울 호수공원 미니함성대회

프로그램

진행내용

비행기소리를 보자

· 행사 오픈식, 다함께 건강체조

소리, 물을 깨우다

· 미니함성대회, 다함께 소리지르기(분수와 호흡하기)

보내고 맞이하다
스트레스 팡팡
부대행사

· 메르스, 가뭄, 무더위 등 힘들었던 여름 보내기 퍼포먼스
· 첫 가을을 맞이하는 소원지로 만든 동아줄로 희망의 화합을 표현하는
시민참여 큰줄넘기
· 비눗방울 놀이, 바닥그림 그리기
· 페이스페인팅, 자연물로 만들기(목공체험)

[그림 3-15] 미니함성대회

두 번째는 <어린이건강교실>으로서 2015.9.5(토)~9.19(토)에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주택밀집과 초등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초등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공원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여가프로그
램을 제공한 것이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에게 높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키(성장판)
비만관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가족단위 참가자들
을 위해 전래놀이 및 피구, 킨볼놀이 등 놀이체육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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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서서울호수공원 어린이건강교실

일자
9월 5일(토)
9월 6일(일)

주제

내용 및 방법

집중력 UP · 웃음 운동, 어린이 건강 요가, 자연 명상
키 쑥쑥

· 성장판 자극에 도움되는 스트레칭, 걷기와 달리기의 기본동작 배우기
줄넘기/단체줄넘기

9월 12일(토) 척추 건강

· 척추측만증 예방과 관리(강의), 척추에 좋은 자세 배우기,
골반틀어짐 측정과 운동

9월 13일(일) 비만 예방

· 신체측정(키, 몸무게,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온몸스트레칭, 공원산책

9월 19일(토)

· 전래놀이, 여왕피구, 킨볼놀이 등 놀이 체육

체력 UP

[그림 3-16] 어린이건강교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스트레스 해
소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았다.
서서울호수공원의 입지여건(항공소음)을 반영한 미니함성대회는 다른 공원과 차별화된 특
색있는 행사로 공원을 알리고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참여학생의 부모님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운영의 요구를 받고 있다.
② 서울시 동부 및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동부녹지사업소에서는 월드컵공원을 대상으로 2016년 자연환경 및 시설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심신안정과 건강증진 도모의 목적으로 하며 ① 가족건강프로
그램, ② 실버 숲, ③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숲 치유의 3가지로 운영한다. 첫째, 가족건강
프로그램은 총 33회 운영하였으며 379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노을여가센터를 찾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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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강프로그램으로서 의료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유사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
는 단체와 협력하여 야외 활동과 실내 활동으로 운영된다. 둘째, 실버 숲(은빛 청춘 가꾸
기)은 총 20회 운영되었으며 147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산림치유지도사가 참여하는 단체
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전문 숲 치유 프로그램이다. 셋째,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숲 치유
는 총 9회 운영되었으며 106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대상 맞춤형
숲 치유이며 산림치유지도사 협동조합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된다. 2017년에는 8월 혹
서기를 제외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공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가능한 치료요법을 활
용할 예정이다. 운동요법으로 바르게 걷기(노르딕워킹), 밧줄놀이, 생태(전통)놀이가 진행
되며, 자연요법으로 풍욕, 일광욕이 진행되고, 정신요법으로 춤 테라피, 향기명상, 차 명상
프로그램, 물 요법으로 족욕, 아로마 요법으로 아로마 마사지, 향기 놀이프로그램이 진행
될 계획이다.

[그림 3-17] 월드컵 공원의 치유 프로그램

서부녹지사업소에서는 보라매공원에서 ① 건강프로젝트, ② 건강걷기 프로그램 ③ 숲 태
교 프로그램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숲에는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숲에서는 운동화 한 켤레, 노르딕워킹, 지붕없는 체육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그림 3-18], [표 3-4]와 같다.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전문 강사를
섭외하거나 재능기부로 연계하여 진행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보건소와 연계하여 체력
검사를 시행하고, 바른 걷기습관과 스트레칭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
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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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의 건강프로젝트

서울숲의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서울숲의 지붕없는 체육관
프로그램

[그림 3-18]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의 여러 가지 건강증진 프로그램

[표 3-4] 보라매공원, 양재시민의 숲, 서울숲 건강증진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건강프로
젝트

운영일

횟수/시간

인원/대상

내용

집결장소

’17.4~6월,
공원에서100세까지! 건강프로젝트
9~10월
총 40회 회당 200명
독서쉼터 주변
- 바르게 걷기, 맨손체조,
(매주 화, 15:00~16:00 누구나
데크
스트레칭, 명상방법 등
목)

독서쉼터 주변
보라매 건강걷기 ’17.4~6월, 총 38회 회당 30명 알고 걸으면 건강 두배
9~10월
체력검사,
보행분석
및
걷기상
데크+잔디광
공원 프로그램
10:00~11:00 누구나
(매주 월,수)
담, 걷기 및 스트레칭 등
장 트랙
숲태교
프로그램

총 140명 숲태교 프로그램
’17.5~6월,
총 20회
산보+보호 -임산부 요가, 숲 산책, 태명 명 북동산 일대
9~10월
10:00~12:00
매주
자
찰 만들기 등

양재
숲 치유
시민의
프로그램
숲

순간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라!
-도시민들이 공원에서 자연과
8회(4회
기별 15명
시민의숲
4월~5월
연속참여)
교감하며 심리적, 신체적 안정
성인
자연학습장
(매주 화)
10:00~12:00
을 찾고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숲치유 프로그램

운동화
한켤레

서울숲

숲에서 배우는 올바른 걷기
’17.4~6월
55회
회당 20명/ - 점심시간 직장인 대상으로 숲
(매주
서울숲 일대
(12:00~12:50) 직장인
에서 배우는 올바른 걷기 프로
월~금)
그램

노르딕워킹 리더양성과정
’17.4~5월
14회
회당 20명/
노르딕워킹 (매주 월,
- 성동구보건소와 함께하는 노 방문자센터
(10:00~11:30)
성인
목)
르딕워킹리더양성 과정
지붕없는
체육관

건강쑥쑥스트레칭
’17.4~10월
50회
회당 20명/
-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건강쑥 서울숲 일대
(매주
가족
(14:00~15:00)
쑥스트레칭운동 프로그램
토요일)

44 / 시민 건강증진 위한 도시공원 활용도의 향상방안

③ 평택시와 인천시의 보건소와 공원 연계 건강 프로그램
평택시는 송탄보건소 주최로 2016년 5월 17일 ~ 2016년 10월 31일 동안 이층 분수공원
(근린공원)에서 “체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체조 강사에 의해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주중 상시 무료 운영하고 참가비 지원 없이 진행되
었다.
인천시 연수구 문화공원에는 2016년 5월 2일 ~ 2016년 12월 31일 기간에 추진된 “건강
실천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 이 또한 전문 강사에 의해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주중 상시
무료 운영하고 참가비 지원 없이 진행되었다. 운영날짜는 주 2분할로 체조 및 댄스교실
(월, 수, 금요일)과 걷기운동(화, 목요일)으로 진행되었다.

평택시의 건강체조 교실 운영

인천시 연수구의 건강실천 프로그램

[그림 3-19] 경기도 지역의 건강 프로그램 운영

④ 원주시와 무주군의 건강증진 기반 강화 프로그램
강원도 원주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시만들과 함께 건강
도시를 만들어나갔다. 원주시의 건강도시 정책활동은 건강의 날 기념행사, 건강도시 자문
위원회 구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북 무주군은 2009년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는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무주시의
건강도시 정책활동은 무주-호주 로간시의 건강도시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고, 무주군 건
강도시 선포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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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건강도시로의 제도적인 기반 조성

3) 국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해외의 경우 도시계획으로 건강증진 목표를 설정하고, 공원과 연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을 운영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리치몬드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도시여가시설로서 공원의 위치와 배후지역과의 접근성을 제시하였다. 실천
적인 측면에서는 건강증진에 기여에 따른 조례, 인센티브 프로그램, 유지관리 지침, 안전
과 시설물에 대한 지침, 설계 방침 등을 제시하였다. 호주의 경우 정책적으로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해 신체활동 약 30분, 모든 요일에 운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배후지역과의
연계 속에서의 공원의 위치, 안내표지판, 야간보행자를 위한 조명 시설 등과 같은 안전요
소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미국 아틀란타 벨트라인은 다양한 트레일을 제공하고, 단순
산책과 걷기를 넘어서 이용가능한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예
술을 접목하거나 커뮤니티 활성화와 연계함으로써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캐나다
몬트리올은 건강 커뮤니티라는 슬로건으로 맞춤형 공원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운동
공원, 커뮤니티 공원, 애견 공원 등의 유형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시설물을 제시함으로써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공원 유형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조성 사례로 미국 덴버시에서는 레크리에이션 공원이었던 City
Loop 공원을 순환형 공원으로 재조성하였다. 우선 공원 이동 동선으로 공원 내 800m
통행로를 조성하고, 걷기와 달리기, 자전거 등의 스포츠를 즐기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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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 넓은 잔디밭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신체적 활동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셰필드시의 Sheaf Valley Park는 보행환경과 공원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민들의 신
체활동을 촉진하였다. 산과 공원의 자전거 및 보행자 통로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형
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보행 편의를 위해 혁신적이고 통일된 포장
처리법을 사용하여 보행자 우선구역을 만들었다. 다양한 기금을 통해 수많은 행사를 개최
하는데 행사에 따른 지역 내부와 외부 공공공간을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 사용자의 반
사회적 행동과 공간의 유지 관리 문제를 보고 한다. 이것은 다양한 공간에 걸쳐 안전성과
높은 수준의 유지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공원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일본은 단순
연계를 넘어서서 향후 생태적인 연계 및 네트워크 조성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파주공원의 경우 건강테마공원으로서 다채로운 시설과 상주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이를 활용하지 못한 상태이다. 용인 동백호수공원의 U-헬스케어
는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와 지역주민과의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좋은 시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서울시 공원의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령대별 건강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
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공원 내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있다. 또한 지역보건소나 의료전문가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하는 노력도 있다.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보았을 때에
도 일반적인 걷기나 산책이 아닌 공원이 가지고 있는 수목, 자연, 태양 등의 자연과의 결
합을 통한 심신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특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강
운동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 이용하는 공간을 임시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몇 개월씩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객들은 연중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계절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실내외 프로
그램을 구성하여 연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평택시와 인천시
는 보건소와 공원이 연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시설을 겸비하였으며, 원주와 무주는
업무협약 등의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종합해보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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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다. 특히, 공원을 도시계획적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다양한
보행로 조성으로 건강증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공원 내부의 다기능화로 이용 빈도
를 높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
여 보급하고,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실천전략을 만들어 활용하는데 특히 안내시설
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국내의 지자체 사례를 통
해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도입, 계층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도시 기본
계획 수립 및 업무협약 등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기획의도와 다양
한 시도를 한 것에는 의의가 있으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부족과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적인 운영의 한계 등 일시적이고 이벤트성인 프로그램에 그침으로써 지역 내의 커뮤니
티 참여와 상설운영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의 특성이 잘 반영된 프로그
램은 평가를 하여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다른 공원에 전파함으로써 서울시 고유의
건강공원 프로그램으로 브랜딩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도시를 목표하는 지자
체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
들어서 보급하는 등 다른 공원에서도 쉽게 접목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이 마련되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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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의 활용도 진단
1_공원의 건강목적 이용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1) 조사 목적 및 조사 설계
(1) 조사 설계
이 조사는 근린공원 방문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시민 건강증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표 4-1]과 같이 시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이며,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이었다. 조사내용은 1)일반적인 공원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시민들이 공원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 3)건강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공원 수요 파악 4)만족
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분석은 SPSS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을 하였
다. 응답자특성은 [표 4-2]와 같다.
[표 4-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명 대상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신뢰수준 및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4.38%

표본 추출 방법
조사기간

설문항목

· 성별/연령별 임의 할당표집
· 2017년 3월 21일 ~ 2017년 3월 27일(총 7일)
1)
2)
3)
4)

일반적인 공원 이용 현황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평가- ①방문, ②시설, ③관리, ④안전성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공원 수요 파악
만족도

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코딩, 에디팅 과정을 거쳐 SPSS로 전산처리
· 분석은 항목별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실행

조사기관

· ㈜오피니언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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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응답자 특성

연령

구분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전체

500

100.0

미혼

131

26.3

기혼

291

58.3

19 ~ 34세

120

24.0

이혼 및 사별

77

15.4

35 ~ 49세

120

24.0

자영업

131

26.3

50 ~ 64세

120

24.0

사무/관리직

291

58.3

65세 이상

140

28.0

전문직

77

15.4

남성

250

50.0

100만 원 미만

103

20.6

여성

250

50.0

100만 ~ 199만 원

57

11.4

아파트

246

49.2

200만 ~ 299만 원

69

13.8

다세대/연립주택

143

28.6

300만 ~ 399만 원

62

12.4

단독주택

99

19.8

400만 ~ 499만 원

66

13.2

주상복합·오피스텔

8

1.6

500만 ~ 599만 원

46

9.2

상가

4

0.8

600만 원 이상

97

19.4

성별

거주
형태

구분
혼인
상태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

(2) 분석방법
공원 이용에 있어 요소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방문편리성, 시설편리성, 운영 및 관리 등
3가지 영역별로 IPA 분석을 시행하여 항목별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IPA 분석
방법은 만족도의 경우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의 평균값으로 하였고, 중요도는 중요도로
응답한 항목의 빈도수를 중요도 척도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요도와 만족도의 각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4사분면으로 나뉘었으며 중요도가
낮은 2개의 영역은 관리영역으로 분류하고 중요도가 높은 2개 영역은 개선부분으로 분류
하였다. 각각은 만족도의 낮고 높음에 따라 지속적 관리, 후순위 관리, 중점개선, 장기적
개선으로 명명하여 고찰하였다([그림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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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IPA 분석에 따른 영역별 평가

지속적 관리는 현상유지 영역으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이다. 시민들이 중요하
다고 인식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있음으로써 만족도가 유지되고 있는 영역이
다. 현 상태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점차적인 노력을 하면 된다.
후순위 관리는 우위유지 영역으로 중요도는 낮고 만족도는 높은 영역이다. 중요하다고
인식되지는 않지만 만족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 질에 만족감을 표현함으로 현재 관리상
태를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점개선은 중요도는 높고, 만족도는 낮은 부분이다. 공원서비스 질을 위해 시급하게 개
선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서,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이용에 현재 저해되고 있는 요소이므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장기적 개선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부분이다. 공원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2) 공원이용 및 건강증진 이용에 대한 특성
(1) 공원이용 특성
① 근린공원 방문 및 이용 경험
최근 근린공원 방문 및 이용 경험이 이는 응답자는 76.6%이었다. 반면 근린공원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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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않은 경험은 23.4%이었다. ‘경험 있다’는 응답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85.7%), 남성(81.6%), 기혼(80.8%), 사무/관리직(80.8%), 월소득 600만 원 이상
(83.5%)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험 없다’는 응답은 19~34세(30.8%), 여성
(28.4%), 미혼(32.8%), 자영업(32.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3.4%를 차지하는 근린공원을 방문/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이유는 ‘공원을 이용할 시간
이 부족해서’(46.2%), ‘집 주변에 공원이 없어서’(38.5%), ‘특별히 공원에 가야할 만한 이
유가 없어서’(31.6%),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15.4%), ‘공원 내의 운동, 여가, 문화 등
시설이 충분치 않아서’(14.5%), ‘불안한 치안 때문에’(12.0%), ‘기타’(1.7%)의 순으로 나
타났다.
근린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젊은 층의 미혼 여성 등으로 공원을 이용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집 주변에 공원이 없어서 등이 주된 이유로 밝혀져, 공원 이용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2] 근린공원 방문 및 이용 경험

최근 근린공원 방문 및 이용자의 평소 집이나 직장 근처의 근린공원 방문/이용 빈도는 ‘한
주에 5회 이상’ 25.3%, ‘한 주에 3~4회 정도’ 13.3%, ‘한 주에 1~2회 정도’ 37.9%, ‘한
달에 1회 정도’ 18.3%, ‘3개월에 1회 정도’ 3.9%, ‘6개월에 1회 정도’ 1.0%, ‘일 년에 1회
이하’ 0.3%로 각각 응답되었다. 이는 주 1회 이상이 76.5%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은 일상적으로 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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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원 방문/이용 목적
공원 방문/이용 목적으로는 ‘운동’이 6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휴식’ 37.1%, ‘약
속장소’ 0.5%, ‘공원 내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참여’ 0.3%, ‘기타’ 0.5%로 나타났다.
운동 목적 방문자의 계층을 살펴보면, 50~64세(63.7%), 65세 이상(87.5%), 여성
(66.5%), 단독주택 거주자(76.9%), 이혼 및 사별(74.6%), 전문직(74.6%) 등이 높았으며,
휴식목적 방문자의 경우는 35~49세(64.0%), 남성(40.2%), 자영업(46.6%) 등이 높았다.
이로 볼 때, 단독주택지 주변의 연령대가 높은 여성 어르신 계층이 운동에 관심이 많으며,
반면 중년층 남성은 공원을 휴식의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공원 방문 시 이동수단 및 체류시간
공원 방문 시 이동수단은 대부분 ‘도보’(78.6%)이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11.0%,
‘자전거, 스쿠터, 오토바이’ 7.0%, ‘자가용’ 3.4%의 순으로 이용한다. 이는 본인의 거주지
근처의 공원을 방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26.5분이었으며, 소요 시간별 분포는 ‘10분 미만’ 9.4%, ‘10~19분’ 35.5%, ‘20~29분’
19.6%, ‘30~59분’ 21.4%, ‘1시간 이상’ 14.1%이었다. 따라서 공원 이용객들은 도보 30
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번 방문 시 공원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 평균은 약 1시간 46분이었다. 시간대별로 구분
할 경우 ‘30분 미만’ 3.1%, ‘30분~1시간 미만’ 16.7%, ‘1~2시간 미만’ 45.7%, ‘2~3시간
미만’ 17.2%, ‘3시간 이상’ 17.2%의 분포를 보였다.
④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대
계절별로 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봄 32.6%, 여름 23.8%, 가을
31.5%, 겨울 12.1%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일은 ‘평일/주말에 관계없이 아
무 때나 이용’이라는 응답이 48.3%로 높았고, 다음으로 ‘주말’ 35.8%, ‘평일’ 15.9%로
나타났다. 한편 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로는 ‘오후’ 43.9%, ‘저녁 이후’ 19.1%,
‘오전’ 12.8% 순으로 나타나며, ‘시간 무관’은 24.3%였다. 이는 공원은 상시 이용하고
있으며 주말 저녁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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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증진에 대한 공원 이용 특성
① 공원에서의 주요 활동 및 시설 이용
주로 방문하는 공원 내 건강증진 시설에 대해 ‘충분하다’ 55.9%(매우 충분 14.6% + 충분
한 편 41.3%), ‘부족하다’ 12.0%(부족한 편 11.2% + 매우 부족 0.8%)로 각각 응답되었
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2.1%였다. 따라서, 공원 내 건강증진 시설에 대해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림 4-3] 공원 내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충분정도

② 공원 내 건강활동 시 동반자
공원 내 건강활동 시 함께 하는 사람을 질문한 결과, ‘혼자’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 36.3%, ‘친구, 동네주민’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라고
한 응답자에서 연령층은 65세 이상(67.5%), 단독주택 거주자(55.1%), 이혼 및 사별
(72.9%), 전문직(72.9%), 월소득 100만 원 미만(72.5%) 등에서 가장 높았고, ‘가족’이라
고 한 응답자에서는 35~49세(64.0%), 아파트 거주자(45.3%), 기혼(48.1 %), 사무/관리
직(48.1%), 월소득 500~599만 원(54.5%) 등이 가장 많았다. 이로 볼 때, 홀로된 독거노
인층이 공원을 홀로 방문하는 비율이 높고, 가족 단위는 중년층에서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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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공원 내 건강활동 시 동반자

③ 건강을 위해 공원에서 주로 하는 활동
건강을 위해 공원에서 주로 하는 활동으로 ‘걷기, 체조’가 7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공원 내 헬스기구 이용’ 11.2%, ‘자전거타기’ 5.7%, ‘러닝’ 4.7%, ‘농구, 축구, 테니
스, 배드민턴 등 구기운동’ 2.6% 순이었다. ‘걷기, 체조’는 50~64세(85.7%), 단독주택 거
주자(78.2%), 자영업(83.0%), 월소득 100~200만 원 미만(76.7%) 등에서 특히 높게 나
타났다. ‘공원 내 헬스기구 이용’은 65세 이상(24.2%), 이혼 및 사별(25.4%), 전문직
(25.4%), 월소득 100만 원 미만(3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건강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맨손 활동 등
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5] 건강을 위해 공원에서 주로 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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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인지 및 건강관련 공원이용
① 본인 건강 관심도
평소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86.4%(매우 관심 있음 48.0% + 조금 관심 있음
38.4%)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고관심자는 65세 이상(92.1%), 기혼(87.6%), 사무/관리
직(87.6%), 월소득 500~600만 원 미만(95.7%), 공원 이용 유경험자(89.8%)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건강 저관심자는 미혼(5.3%), 이혼 및 사별(5.2%), 자영업(5.3%),
전문직(5.2%), 월소득 100만 원 미만(6.8%), 공원 이용 무경험자(10.3%)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공원이용이 적을수록 또 미혼의 젊은 계층이 관심도가 덜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6] 본인 건강 관심도

② 건강상태 및 건강관심 정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공원을 자주 이용’(3.42점) > ‘나는 건강한 것 같다’(3.24점) > ‘건강관
련 프로그램을 자주 찾아보는 편’(3.23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수가 높은 편이었으며, 건강정도 3.24와 건강관련 프로그램 관심이
3.23점 정도로 대부분 건강을 유지 및 지속하여 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나 이러한 이용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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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건강상태 및 건강관심 정도
[표 4-3] 건강상태 및 건강관심 정도

구분

동의(%)

보통(%)

비동의(%)

5점 평점(점)

100점 평점(점)

건강을 위한 공원 이용

48.4

29.6

22.0

3.42

60.6

본인의 건강정도

39.4

41.0

19.6

3.24

56.1

건강관련 프로그램 검색

43.2

34.6

22.2

3.23

55.9

③ 건강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여부
공원 이용 외 건강활동 관련 참여 프로그램이 있다는 응답이 16.6%로 나타났다. 프로그
램별 참여 횟수로 ‘헬스장 이용(N=50)’의 경우 1주일 평균 약 2.7회, ‘조기 축구 등 동아리
모임(N=18)’의 경우 한 달 평균 약 2.1회, ‘등산 모임(N=37)’의 경우 한 달 평균 약 2.2회
로 각각 응답되었다.
건강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헬스, 조기축구, 등산 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유사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관심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8] 공원 이용 이외 건강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여부

④ 건강을 위한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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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건강을 위한 소요 비용(1년 기준)에 대해 ‘1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33.2%,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8.4%,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7.0%,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6%, ‘200만 원 이상’ 3.0%로 각각 나타났다.
건강을 위해 연간 50만 원 미만을 쓰는 응답자가 약 67%로 월 4~5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공원 내에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4-9] 건강을 위한 소요 비용

3) 공원에 대한 평가
(1) 방문 편리성
공원 방문 편리성 관련 평가항목은 ‘공원 출입구 위치가 찾기 쉬운 곳에 있다.’(4.12점)
> ‘공원을 방문하기 편리함’(4.04점) > ‘공원위치 등 관련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3.63
점) > ‘공원까지 오는데 길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의 위치나 수량 적절’(3.58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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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공원 방문 편리성 평가

대체로 방문편리성의 항목에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으며, 공원위치 등 관련정보, 안내표지
판의 위치나 수량 항목이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낮았다. ‘전반적 공원 방문의 편리성’에
대해 긍정평가 78.1%(매우 만족 22.5% + 조금 만족 55.6%), 부정평가 2.6%(조금 불만
족 2.6%), 보통 19.3%로 나타났다.
공원 방문 편리성을 위해서는 안내표지판의 위치나 수량(긍정 55.1%)과 공원위치 등 관련
정보(긍정 59.3%)와 같이 안내시설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긍정적인 평가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공원 방문 편리성 전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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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공원 방문편리성 평가요소

구분

긍정평가
(%)

보통
(%)

부정평가
(%)

5점 평점
(점)

100점 평점
(점)

공원 출입구 위치

79.1

15.9

5.0

4.12

77.9

공원 방문 편리

79.1

17.8

3.1

4.04

76.0

공원위치 등 관련정보

59.3

35.0

5.7

3.63

65.9

안내표지판의 위치나
수량

55.1

35.0

9.9

3.58

64.4

(2) 시설 편리성
공원시설 편리성 관련 평가항목은 ‘산책로나 체육시설 등의 이용’(4.12점) > ‘공원 내 운동
시설 이용’(3.99점) > ‘편의시설 이용’(3.86점) > ‘공원 내 안내표지판을 통한 안내’(3.81
점) > ‘음수대/수도시설 이용’(3.74점) > ‘장애인을 위한 시설’(3.50점)의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그림 4-12] 공원시설 편리성 평가

대체로 공원시설 편리성의 항목에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 항목은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매우 낮았다. 공원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배려가 극히
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전반적인 공원의 시설’에 대해 긍정평가 73.4%(매우 만족 19.3% + 조금 만족 54.0%),
부정평가 3.4%(매우 불만족 0.3% + 조금 불만족 3.1%)였다. 한편 ‘보통’은 23.2%로
나타났다. 공원시설 편리성의 평가요소별로 살펴보면 공원 내 안내표지판을 통한 안내(긍
정 63,9%), 음수대 및 수도시설 이용(긍정 64.4%), 장애인을 위한 시설(긍정 51.8%) 등
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편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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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공원시설 편리성 전반 만족도
[표 4-5] 공원시설 편리성 평가요소

구분

긍정평가
(%)

보통
(%)

부정평가
(%)

5점 평점
(점)

100점 평점
(점)

산책로나 체육시설 등의 이용

81.0

17.1

1.9

4.12

78.0

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

73.4

21.0

5.6

3.99

74.7

편의시설 이용

68.9

20.1

11.1

3.86

71.5

공원 내 안내표지판을 통한 안내

63.9

29.7

6.3

3.81

70.3

음수대/수도시설 이용

64.4

24.3

11.1

3.74

68.5

장애인을 위한 시설

51.8

33.9

14.2

3.50

62.6

(3) 안전성
공원 안전성 관련 항목별 평가 결과 ‘공원 내 시설의 안전성’(3.73점) > ‘공원 내 야간조명
상태’(3.58점) > ‘공원 안전 관리’(3.50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4] 공원 안전성 평가

‘전반적 공원 안전성’에 대해 긍정평가가 68.4%(매우 만족 16.2% + 조금 만족 52.2%)로
나타나며, 부정평가는 5.5%(매우 불만족 0.5% + 조금 불만족 5.0%)였다. 한편 ‘보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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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로 나타났다. 공원 안정성 중에서 공원 내 야간조명 실태(긍정 54.6%)와 공원 안전
관리(긍정 53.8%)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공원 안전관리는 부정 13.6%로
공원 안전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5] 공원 안전성 전반 만족도
[표 4-6] 공원 안전성 평가요소

구분

긍정평가
(%)

보통
(%)

부정평가
(%)

5점 평점
(점)

100점 평점
(점)

공원 내 시설

66.1

28.7

5.2

3.73

68.3

공원 내 야간조명 상태

54.6

38.1

7.3

3.58

64.6

공원 안전 관리

53.8

32.6

13.6

3.50

62.4

(4) 운영 및 관리
공원 운영/관리 관련 평가항목은 ‘공원 내 전반적인 청소상태’(3.92점) > ‘화장실의 각종
비품비치 및 청결상태’(3.79점) > ‘운동시설 장비 관리’(3.74점) > ‘음수대/수도시설 관
리’(3.74점) > ‘애완동물 동반이용수칙 관리’(3.21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원 운영
및 관리에서 애완동물 동반이용수칙이 가장 점수가 낮으며, 긍정평가는 40.6%, 부정평가
가 25.6%로 애완동물 동반이용수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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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공원 운영 및 관리 평가

‘전반적 공원 운영 및 관리’ 결과는 긍정평가 66.8%(매우 만족 12.5% + 조금 만족
54.3%), 부정평가 7.3%(매우 불만족 1.3% + 조금 불만족 6.0%), 보통 25.8%로 나타
났다.

[그림 4-17] 공원 운영 및 관리 전반 만족도
[표 4-7] 공원 운영 및 관리 평가요소

구분

긍정평가
(%)

보통
(%)

부정평가
(%)

5점평점
(점)

100점평점
(점)

공원 내 전반적인 청소상태

72.6

23.1

4.3

3.92

72.9

화장실의 각종 비품비치 및 청결상태

65.7

26.3

8.0

3.79

69.7

음수대/수도시설

65.1

26.1

8.8

3.74

68.6

운동시설 장비

64.1

28.2

7.7

3.74

68.5

애완동물 동반이용수칙

40.6

33.8

25.6

3.21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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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반적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① 전반적 만족도 및 공원 이용 만족 주요 요인
‘주 방문/이용 공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긍정평가가 74.4%(매우 만족 16.7% + 조
금 만족 57.7%)로 나타나며, 부정평가는 4.2%(조금 불만족 4.2%)였음. 한편 ‘보통’은
21.4%였다. 5점 기준 평점으로는 3.87점, 100점 기준 평점으로는 71.7점이었다.
본인의 공원 이용 만족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
의 편리함’이 3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원방문의 편리함’ 25.8%, ‘공원의 운영
및 관리’ 25.6%, ‘공원 이용의 안전함’ 14.4%, ‘기타’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원
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8] 공원 이용 만족을 위한 중요 요인

② 개선 의견 및 개선 후 공원 이용 의향
공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공원 내 운동시설 추가설치’(11.2%), ‘치안을 위
한 순찰 확대’(8.9%), ‘화장실 추가 설치’(6.7%), ‘관리자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5.8%),
‘공원 내 애완동물 출입 금지’(5.4%), ‘깔끔하고 청결한 공원’(5.4%), ‘가로등 추가 설
치’(5.4%)등의 순으로 개선사항을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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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개선 의견

공원의 서비스 제안사항이 개선될 경우 공원 이용 의향에 대해 ‘한 주에 5회 이상’ 30.5%,
‘한 주에 3~4회 정도’ 24.0%, ‘한 주에 1~2회 정도’ 35.2%, ‘한 달에 1회 정도’ 9.4%,
‘3개월에 1회 정도’ 0.5%, ‘6개월에 1회 정도’ 0.3%로 나타나서, 공원 서비스가 개선될
경우 전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해석된다.14)

[그림 4-20] 개선 후 공원 이용 의향 정도

14)

평소 방문빈도: ‘한 주에 5회 이상’ 25.3%, ‘한 주에 3~4회 정도’ 13.3%, ‘한 주에 1~2회 정도’ 37.9%, ‘한 달에 1회 정도’
18.3%, ‘3개월에 1회 정도’ 3.9%, ‘6개월에 1회 정도’ 1.0%, ‘일 년에 1회 이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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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도-만족도 비교분석
(1) 방문 편리성
방문 편리성 IPA분석결과 공원방문의 편리성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홍보자료를
통한 정보획득과 공원위치 안내표지판 등은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공원
출입구 위치를 찾는 것 또한 향후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그림 4-21] 참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R2=0.499, 유의확률=0.000) 공원 위
치 등 관련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0.285) > 공원을 방문하기 편리함(0.251) > 공원
출입구 위치가 찾기 쉬운 곳에 있음, 공원까지 오는데 길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의 위치
나 수량이 적절함(각 0.1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홍보자료를 통한 정보획득
및 공원위치 안내표지판 구축 등은 공원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판단
된다.

[그림 4-21] 방문 편리성 IPA 분석결과

(2) 시설 편리성
공원시설편리성 IPA분석결과 편의시설은 중점개선 요인이었다. 산책로나 체육시설은 지속
적 관리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고, 공원내부 운동시설은 후순위
관리가 요구되었다 공원내부 안내표지판, 음수대 및 수도시설, 장애인시설 등은 장기적으
로 개선으로 도출되었다([그림 4-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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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시설의 회귀분석 결과(R2=0.568, 유의확률=0.000) 산책로나
체육시설 등의 이용이 편리함(0.204) >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매점, 휴게시설) 이용이
편리함(0.170) > 공원 내 운동시설의 이용이 편리함(0.142) > 공원 내 안내표지판을 통해
안내가 잘 이루어짐(0.115) > 음수대/수도시설 이용이 편리함(0.09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책로나 체육시설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시설로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안내판, 음수대 등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구비됨’의 경우 유의확률(α)이 0.05를 초과함으로 장애인 시설
에 대해서는 유의성이 검토되진 않았지만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장기적 개선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4-22] 시설 편리성 IPA 분석결과

(3) 운영 및 관리
공원운영 및 관리 IPA분석결과 청소상태나 쓰레기통은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었고, 음수대
및 수도시설, 화장실 등은 후순위 관리 대상이었다. 애완동물 동반 이용은 장기적으로 개
선되어야 하는 사항이었다([그림 4-23] 참조).
공원 운영 및 관리 항목별 회귀분석 결과(R2=0.428, 유의확률=0.000) 화장실의 각종 비품
비치 및 청결상태가 양호함(0.260) > 음수대/수도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됨(0.177)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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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단, ‘애완동물 동반이용수칙에 대한 관리가 잘 됨’, ‘공원 내 전반적인 청
소상태, 쓰레기통 관리상태가 양호함’, ‘운동시설 장비 등의 부식, 고장 등에 대한 관리가
잘 됨’ 등 3개 항목의 경우 유의확률(α)이 0.05를 초과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상태나 음수대, 수도시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중요
한 요소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애완동물 동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애완동물 동
반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기반시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23] 운영 및 관리 IPA 분석 결과

(4) 공원 안전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의 안전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R2=0.550, 유의확률
=0.000) 공원 안전 관리(야간경비, 치안관리가 잘 되고 있다(0.322) > 공원 내 야간조명
상태(밝기, 위치, 수량 등 가 양호하다(0.305) > 공원 내 시설(계단, 문, 보도, 난간 등은
견고하여 안전하다(0.1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원안전관리와 공원 내 야간조명 상태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5) 종합만족도
종합 만족도와 요인별 만족도 간 회귀분석 결과(R2=0.575, 유의확률=0.004), [공원의 시
설](0.352) > [공원 운영 및 관리](0.248) > [공원의 안전성](0.175) > [공원 방문의 편리
성](0.1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공원의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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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으며, 공원의 시설에서도 편의시설과 산책로나 체육시설은 매우 주요한 요인으
로 판단된다. 또한 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해당하는 화장실이나 쓰레기통과 음수대와 식수
시설 등이 주요 요인이며 공원의 안전성을 위한 안전관리와 야간조명 등이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5) 종합 및 시사점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은 크게 건강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군과 미 이용군으로 나누어서 설문하
였다. 미 이용군의 앞으로 이용가능성을 고려한 방향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결과 근린공원 방문 및 이용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약 76.6%이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건강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였다. 도보 30분 거리 이내의 공원을 주로
이용하며, 일상적인 이용행태를 나타냈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원 내 건강시설이
충분하다고 약 55.9%가 응답하였으며, 나머지는 보통이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들은 주로 혼자 또는 가족의 형태로 건강을 위해 이용하였다. 주 활동은 걷기와 체조가
75.7%로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밖의 활동은 헬스기구 11.2%, 자전거타기,
달리기를 비롯한 농구, 축구 등의 구기 운동이다.
‘걷기, 체조’는 50~64세(85.7%), 단독주택 거주자(78.2%), 자영업(83.0%), 월소득 100
만~200만 원 미만(76.7%) 등의 이용자들에게서 특별히 높은 활동이다. 따라서 건강을
위한 공원이용자들은 걷기, 체조 등의 맨손활동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시설을 보충
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요계층이 소득이 높지 않은 홀로 사는 여성임을 고려한 안전의
문제, 프로그램의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민 중에서 건강에 관심있는 응답자는 약 86.4%로 매우 높았는데, 건강을 위해 공
원을 자주 이용하고(3.42), 본인의 건강에 자신하고 있었다(3.24).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3.23) 높은 응답자들에게 공원이 주요한 핵심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건강프
로그램 개발,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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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용시간대를 고르게 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원 이외의 헬스장(주 2회),
조기 축구와 같은 동아리모임(월2.1회), 등산 모임(월 2.2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원내
에 체력단련시설 운영, 축구 동아리모임 활동 공간, 인근 산지와 연계된 건강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건강을 위해 연간 50만 원 미만의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
므로, 무료로 개방되는 공원 공간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고급화하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면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다.
건강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미혼의 젊은 계층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이 적고 공원이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의 위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공원에
갈 시간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원 내 운동시설 추가 설치, 치안을 위한 순찰확대,
화장실 추가 설치 등이 개선된다면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공원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준 요인은 공원의 시설(0.352)이 가장 높았고, 공원 운영 및
관리(0.248), 공원의 안전성(0.175), 공원 방문의 편리성 순(0.110)이었다. 공원의 시설에
서도 편의시설과 산책로나 체육시설은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산책로와 체육시설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
야 한다. 다음은 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해당하는 화장실이나 쓰레기통과 음수대와 식수시
설 등이 주요 요인이며 공원의 안전성을 위한 안전관리와 야간조명 등이 매우 주요한 요
인이다. 공원 위치 정보 및 안내판 설치 등의 개선도 매우 필요하다.

2_서울시 근린공원의 건강증진성 현장평가
1) 서울시 근린공원 건강증진성 평가 개요
(1) 서울시 근린공원 일반 현황과 시설물 특성
근린공원들은 대체로 녹지·광장·보행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원의 면적 대비, 시설 공급
이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공원시설 공급뿐 아니라, 여타 방식의 활용도 제고 방안도
필요하다. 공원 내 시설물 특성을 살펴보면, 운동시설에 비해 휴양시설의 개소 수가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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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많다. 휴양시설은 공원 면적 대비 1만㎡ 당 3개 설치되어 있고, 운동시설은 공원 면적
대비 1만㎡ 당 0.4개소 설치되어 있다. 공원은 대체로 녹지·광장·보행로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24] 서울시 공원의 전체 분포
[표 4-8] 서울시 공원의 일반 현황

공원분류
도시자연 공원
생활권
공원

주제
공원

기타
공원

공원종류
소공원
어린이
근린
체육
묘지
문화
역사
수변
생태
가로
기타(강변)

개소 수
12개
147개
1,106개
322개
3개
3개
18개
10개
6개
1개
2개
48개

면적(10,000㎡)
4,887만㎡
16만㎡
173만㎡
3,939만㎡
10만㎡
225만㎡
38만㎡
28만㎡
7만㎡
5만㎡
1,266만㎡

기타(그밖에)

599개

291만㎡

2,278개

14,622만㎡

합계
자료: 서울시 공원 통계(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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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서울시 공원시설물 현황

시설물
분류

시설물
소분류

개소 수
(개)

면적(1만㎡)
/ 개수(기)

시설당
수용인원

기반
시설

광장
도로
산책등산로

455개
450노선
891노선

80만㎡
140만㎡
17.5만㎞

약 50명
-

정자
야외탁자
장-의자
기타
운동장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기타

1,657동
127개소
51개소
5개소
8개소
12개소
53개소
219개소
47개소
503개소
10개소
115개소
3,502개소
1,054개소

3.1만㎡
1,286기
40,064기
2,317기
34.9만㎡
2,483면
3.7만㎡
4.4만㎡
17,242기
1,423기

약 10명
약 5명
약 2명
약 5명
약 100명
약 10명
약 50명
약 10명
약 30명
약 30명
약 20명
약 20명
약 10명
약 20명
약 10명
약 1명
약 5명

휴양
시설

운동
시설

자료: 서울시, 「서울시공원시설물현황」, 2016 재작성

(2) 평가 및 조사 대상 선정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린공원 현장 조사 대상지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공원유
형상 주거지인근에 접한 근린공원으로서, 서울시 시가화지역내에 위치하였으며, 용도지역
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접근성이 높고, 면적은 4만㎡~12만㎡(근린공원 평균 면적)
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되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재조성과 시설개선이 요구
될만한 공원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조건으로 6개 자치구의 7개 공원을 추출하였다. 이 7개 공원은 서대문구의 독립공
원, 동대문구의 홍릉근린공원, 구로구의 고척근린공원, 관악구의 신림근린공원, 강남구의
청담근린공원과 개포근린공원, 종로구의 숭인근린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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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조사 대상 위치도
[표 4-10] 공원 배후지역의 여건

공원명

반경 면적
(㎢)

거주인구
(만 명)

주 용도지역

독립공원

1.7

2.8

주거지(84%)

홍릉근린공원

1.5

3.7

주거지(100%)

고척근린공원

1.6

4

주거지(83%)

신림근린공원

2.0

5.8

주거지(99%)

청담근린공원

1.3

2

주거지(98%)

개포근린공원

1.6

2.4

주거지(70%)

숭인근린공원

1.4

1.9

주거지(77%)

종합

15.1㎢

≒29만 명

평균 주거지(84%)

해당공원의 배후지역 여건을 보면, 공원설치 반경 500m 내 거주인구 약 30만 명이 거주하
며 불투수 토양 비율이 높은 주거지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건강증진활동 위한 인프라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원 여건을 살펴보면, 약 2만㎡ 당 관리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공원 내 1만㎡당
약 15개 의자, 2만㎡당 약 1개 정자가 설치되어 있다. 표지판의 개소 수를 볼 때, 공원
및 시설 정보의 전달이 미흡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주변 녹화지역이 넓음에도 산책
로가 조성이 잘 안되어 있어서 건강증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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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조사대상 근린공원의 면적 및 건강관련 시설

관리
공원면적 이용자 수
임야 면적 산책로
인
(㎡) (만 명/연)
(1만㎡) (km)
(명)

공원명
독립공원

113,022

230만

155

0

15.5㎞

홍릉근린공원 103,000

15만

0

8.3

0㎞

고척근린공원 108,120

30만

4

9.3

1.0㎞

신림근린공원

91,000

13만

0

3.8

1.1㎞

청담근린공원 59,347

46만

0

3.0

0.4㎞

개포근린공원 90,000

44만

0

19.1

1.0㎞

숭인근린공원

10만

5

0.4

1.6㎞

종

45,615

합 610,104 약 388만 164명 44.0만㎡ 21.0㎞

휴식시설
(수)

운동시설

체력단련
표지판
시설

정자 3동
농구장
의자 153개 배드민턴장

30개

21개

의자 42개

배드민턴장

30개

4개

테니스장
운동장등

56개

13개

배드민턴장

29개

22개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22대

14개

-

40개

4개

운동장
배드민턴장

49개

4개

정자 12동
의자 237개
정자2동
의자 312개
정자 8동
의자 106개
정자 4동
의자 93개
정자 1동
의자 102개
정자 30동
의자 1,045개

-

256개 82개

(3) 현장조사 시 건강측면의 공원 평가방법
① 평가요소 선정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각 공원의 건강증진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별로 조사하고 평가하
고자 하였다. 안전성, 편의성, 이용성, 접근성, 유지관리, 여가시설, 건강시설의 7개 부문별
로 앞서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약 40개의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연구진 회의와 자문회의
를 통해 40개의 요소 중 다소 중복적이거나 국지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서울시의 근린공원
의 특성과 관련성이 적은 것을 제외하여 총 14개 요소, 7개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이 요소
별로 계획과 조성된 사항을 진단한다. 따라서 현황데이터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
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편의성, 접근성, 시설의 질 등을 중점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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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평가를 위한 계획 요소별 세부사항

계획요소

안전성

요소별 세부사항

해석

판단

보행안전성 확보

산책 등 경도 신체활동 용이함 측정

바닥 포장, 보차분리, 경사 등 확
인

사용 시간 경직성 측정

통계자료 통해 개소 수, 현장 조
명 상태 확인

야간조명 설치

CCTV, 순찰대 여부 치안 위험 측정
식수시설
편의성

안내표지판
휴식공간

신체활동의 지속성 측정

주차시설
배후지역 연결통로
관리사무소

식수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건강증진 관련 정보 전달력 측정 전달 정보내용, 개소 수
신체활동의 지속성 측정

이용성 이용인구 및 활동 정도 공원 활용도 측정
접근성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비목적성 활용 및 접근성 측정

휴식공간의 질, 개소 수
육안관찰 및 인터뷰 통해 파악
설치 여부 및 질
조성 연결통로의 질

공원의 통합 유지 관리 작동 여부 인터뷰 통해 활용 여부 측정

유지
관리

시설 관리 상태

비 물리적 공원 이용 저해요소 측정 청소, 소음발생 정도 등

여가
시설

경관 증진 시설
및 문화 시설

공원이용 증진 활동 가능성 측정 개소 수 및 관리 상태

건강
시설

운동 코스 상태
체력단련시설 상태

건강증진 활동 가능성 측정

개소 수 및 관리 상태

② 조사 및 평가방법
각 요소의 점수산정은 평가공원 간의 상대평가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연구책임자와 조사원 2인이 해당공원을 방문하고 사진촬영과 육안관찰을 통
해 수행하였으며 주변지역 조사 및 내부시설 답사 및 해당공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정성적 평가방법은 객관적인 현황데이터에서 나타나
지 않는 것을 조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평가한 것에 의의를 가진
다. 점수부여는 요소별 3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차 자료를 통해 설치조차 되어있
지 않거나 설치가 미비하면 1점, 설치가 잘 되어 있으나 작동이 안 좋으면 2점을 부여하고
그것이 작동상태나 관리상태가 좋을 경우 3점 만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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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근린공원별 현장조사 분석 및 평가
(1) 서대문구의 독립공원
① 공원 개요
독립공원은 1992년 8월 15일 개원하였으며 서대문구에 있는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한 기
념공원이다. 면적 113,022㎡으로 서대문지역 주민의 일상적 휴식과 애국지사의 자주독립
정신을 후손에게 기억시키기 위한 역사교육체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2009년 10월 28
일 재개장하였으며 독립문, 역사관, 독립관, 순국선열추념탑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노후한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② 공원시설 현황
공원시설은 산책로(15.5㎞), 체력단련시설 1개소(4기), 농구장(1), 배드민턴장(1), 공원등
(7), 안내판(종합21, 시설2)이 있고, 인근시설로 이진아 기념 도서관이 있다.

[그림 4-26] 독립공원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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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공원녹지사업소 주최로 “친근한 도심공원,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독립공
원 『바르게 걷기』 건강교실이 운영 중이다. 이는 잘못된 보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저녁시간대 공원 프로그램 확대로 공원이용의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려 한다.
[표 4-13] 독립공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최일시

장소/걷기코스

걷기교실

매주 수요일 10:00~11:00

독립문 광장/독립공원 걷기코스

야간 걷기교실

매주 목요일 19:00~20:00

〃

[그림 4-27] 독립공원의 건강 관련 시설의 현황

③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
독립공원의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는 [표 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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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독립공원에 대한 공원 평가

공원명
계획요소
보행안전성
확보
안전성

편의성

평가
3

• 보행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음.

야간조명 설치 1

• 기념도서관 인근에 조명이 흐리고 여름철 우거진 나무로 인하여 치안
에 위험성 있음.

CCTV, 순찰대
2
여부

• 대체적으로 안전함. 방범벨이 화장실마다 설치되어 있음.
• 노숙자, 정신이상자가 있어서 다소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음.
• 관리인이 있음에도 규모가 다소 커서 위험요소가 있음.

식수시설

3

• 음수대가 있음

안내시설

3

• 관광안내도, 서대문형무소와 관련한 역사관람안내, 자락길 안내도,
방향안내판 등이 잘 되어 있음.
• 총 21개 안내판, 건강정보안내가 있으나, 치매 위주의 정보로 제한적임.

3

• 편의점 및 휴식공간이 잘 구비되어 있음.

3

• 많은 주민이 산책과 운동시설 이용함.

3
3
3

• 도로변에 위치하며, 주차장도 구비되어 있음.
• 인근 주택가에서의 접근성도 좋음.
• 관리사무소가 있음.

3

• 매우 관리가 잘 되고 있음.

2

• 많은 운동기구가 있음.
• 노인들을 위한 운동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음.
• 전문운동공간은 배드민턴장 1개소만 있음.

휴식공간
이용인구 및
이용성
활동 정도
주차시설
접근성
배후지역 통로
관리사무소
유지관리 시설 관리
상태
체력단련시설
상태
건강시설

운동코스 상태 3

여가시설

내용

•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는 코스가 있음.
• 1.7km(약 40분 소요)의 산책로 조성
• 특히 치매예방 산책코스(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안내)도 있음.

경관증진 시설
3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이진아기념 도서관이 공원내에 위치함.
및 문화 시설
계
32

④ 특징 및 개선사항
독립공원은 접근성이 좋고, 역사관과 도서관이 인접하여 공원과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자가 많다. 기념도서관 인근에 조명이 흐리고, 여름철 우거진 나무로 인하여 치안에
위험성이 다소 있다. 운동시설이 다양하고 공간이 넓고 운동코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치매 예방코스 안내가 있을 정도로 건강인지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높여주려고
시도한다. 다만,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공예 위주의 어린이 프로그램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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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대문구의 홍릉근린공원
① 공원 개요
홍릉근린공원은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하며,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 민씨의 능인 홍릉
이 있어서 ‘홍릉’이라 한다. 면적 103,000㎡으로 녹지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부하
고, 홍릉공원을 한 바퀴 돌아 공원 내 울창한 숲을 즐길 수 있는 880m 둘레길 코스가
있다.

[그림 4-28] 홍릉근린공원 배치도

② 공원시설 현황
공원시설은 체력단련시설 30개소 30기, 운동장(1), 배드민턴장(2), 음수대(2), 공원등
(47), 안내판(종합1, 시설3)이 있고, 인근시설로 도서관, 세종대왕기념관, 홍릉수목원이
있다.

[그림 4-29] 홍릉근린공원 건강 관련 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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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
홍릉근린공원의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는 [표 4-15]와 같다.
[표 4-15] 홍릉근린공원에 대한 공원 평가

공원명
계획요소
안전성

평가

내용

보행안전성확보

2 •약간 구릉지에 위치하나 데크설치로 산책운동을 고려하여 설치

야간조명 설치

2 •야간조명을 위해 적절한 조명시설 구비

CCTV, 순찰대 여부 3 •자율방범순찰대, CCTV가 있음.

편의성

이용성

식수시설

1 •식수시설 없음

안내시설

2

휴식공간

2 •휴식공간이 적당한 규모로 배치됨

이용인구 및
활동 정도
주차시설

접근성

유지관리

건강시설

여가시설

배후지역 통로
관리사무소
시설 관리 상태

1

•종합안내지도, 홍릉산책로 안내문, CCTV 안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공원이용자가 매우 적은 편임(KIST를 비롯한 연구시설의 사람들
이 주로 이용)

1 •주차시설 없음.
1

•공원입구가 매우 높은 경사지에 위치하고, 영화원, 숭인원 위에
위치하나 접근이 어려움.

1 •관리사무소는 없음
3 •청결관리가 잘 되고 있음.

체력단련시설
상태

2 •다양한 체력단련시설을 갖추고 있음

운동코스 상태

3 •나무데크가 설치된 산책로가 잘 설치되어 있음.

경관 증진 시설
및 문화 시설

2

계

•공원 내에 도서관이 있으며, 역사문화시설(영화원, 숭인원), 연구
단지가 근처에 위치

26

④ 특징 및 개선사항
홍릉근린공원은 공원돌보미에 의해서 다소 청결하게 공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다양한 운
동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숲길을 따라 나무데크 산책로의 코스도 적당한 길이로 설치되어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자율 방법 순찰 및 CCTV로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공원
의 입구가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하여 배후지역의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안내시설
의 개선과 식수시설 설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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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로구의 고척근린공원
① 공원 개요
고척근린공원은 1988년 12월에 조성한 구로구의 유일한 종합공원으로서 면적 108,120㎡
(약 25,000㎡ 임야 상태로 보존)로 산책로 주변에는 운동시설, 주변 체육센터를 갖추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4-30] 고척근린공원 배치도

② 공원시설 현황
공원시설은 산책로 경로 1개(1.0㎞), 체력단련시설 15개소(56기), 운동장(1), 배드민턴장
(1), 농구장(1), 테니스장(1), 음수대(6), 조명등(103), 안내판(종합2, 기타 27)이 있으며,
인근시설로는 고척도서관(1988년 12월 개관), 구로구민체육센터(1993년 12월 개원)에는
실내 수영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체육관이 있다.

[그림 4-31] 고척근린공원의 건강관련 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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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
고척근린공원의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는 [표 4-16]과 같다.
[표 4-16] 고척근린공원에 대한 공원 평가

공원명
계획요소

평가

3

•개방된 공간으로 안전성 확보
•걷는길, 뛰는길의 코스가 별도로 설치
•조명등이 103기가 있고, 저녁에도 상시 이용가능

2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방범벨은 없음.

1

•해당시설 없음

안내시설

2

•코스 안내표지가 잘 되어 있음.
•방향 안내표지 잘 되어있음.
•건강관련 정보안내도 설치 되어 있으나, 가독성이 떨어짐.

휴식공간
이용인구 및
활동 정도
주차시설

3

•휴식공간을 잘 갖추고 있음

3

•주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음.

3

•인접한 구민체육센터의 주차장 이용 가능

보행안전성 확보 3
안전성

야간조명 설치
CCTV, 순찰대
여부
식수시설

편의성

이용성
접근성
유지관리

건강시설
여가시설

내용

배후지역 통로

3

•접근로가 다양하여 인근주민의 활용도 높음

관리사무소

3

시설 관리 상태

2

•관리사무소가 있음
•인근 주택가가 붙어있어서 새벽이용객에 대한 민원 발생
•청결한 관리상태
•최신의 운동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게이트볼장, 축구장, 농구장 등 전문운동공간 구비
•운동코스는 약 1km(30분 가량 소요) 산책로가 1개 있음
•구민체육센터, 고척도서관이 공원과 같이 있으므로 해서 건강구역
의 기능

체력단련시설
3
상태
운동코스 상태 3
경관 증진 시설
3
및 문화 시설
계
37

④ 특징 및 개선사항
고척근린공원은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구민체육센터가 위치하여 운
동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정기검사와 주기적인 청소로 운영 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운동하는 시민을 위해서 산책로를 뛰는 길과 걷는 길로 구분하여
이용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 주택 밀집 지역이 있어 다소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 식수시설이 부재하여 인근 건물을 이용해야 하는 불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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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악구의 신림근린공원
① 공원 개요
신림근린공원은 관악구 신림동의 야산에 위치하며, 면적 91,000㎡으로 울창한 수림의 관
악산둘레길과 연계된 구릉지의 근린공원이며,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언
덕을 따라 오르면 정자와 함께 체력단련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4-32] 신림근린공원 위치

② 공원시설 현황
공원시설은 산책로 경로 1개(1.1㎞), 체력단련시설 8개소(29기), 배드민턴장(1), 공원등
(0), 안내판(종합2, 시설20, 기타 1)이다. 조명등이 없어 야간 이용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인근시설로는 호림박물관이 있다.

[그림 4-33] 신림근린공원의 건강관련 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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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
신림근린공원의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는 [표 4-17]과 같다.
[표 4-17] 신림근린공원에 대한 공원 평가

공원명
계획요소

안전성

접근성
유지관리

건강시설

여가시설

내용

보행안전성확보

1

•도로 정비가 안 되어있음. 둘레길이 가파르고 미끄러움.
•흙이 무너져 내리고, 나무 계단도 망가짐.

야간조명 설치

1

•조명이 별로 없음.

CCTV, 순찰대
여부

1

•치안이 안 좋아서 경찰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음.

식수시설

1

•식수시설 없음.

안내시설

1

•여러 경로로 접근 가능하지만 공원표지판이 1개 뿐임.

휴식공간

2

•정자와 함께 휴식공간이 있음

이용인구 및
활동 정도

3

•이용도가 높음.

주차시설

1

•주차시설 없음

배후지역 통로

2

•관악산 둘레길의 여러 코스 중 한 코스로서 등산객 코스로 접근

관리사무소

1

•공원 관리 인력이 없음(산돌교회에서 공원돌보미로 활동)

시설 관리 상태

1

•애견인들이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배변을 관리 안 하여 민원

체력단련시설
상태

1

•다양한 운동기구가 없음. 역기가 없어서 불만사항 있음.
•운동기구의 고정부분이 흔들리고 훼손됨.
•배드민턴 클럽이 있으며, 회원들간의 체육활동

운동코스 상태

1

•경로가 다양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짐.
•구릉지를 따라 산책로 약 1.5km(약 1시간 소요) 설치

경관 증진 시설
및 문화 시설

2

•호림박물관이 인근에 위치함

계

19

편의성

이용성

평가

④ 특징 및 개선사항
신림근린공원은 운동기구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낡고 오래될 뿐 아니라, 위험성이 있으므
로 정비가 필요하다. 조명도 노후하고, 수량도 적으며, 야간 이용 시에는 위험하여 안전성
에 문제가 있다. 공원 이용자의 애완견 동반 시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관리 인력
이 없으므로 관리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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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남구의 청담근린공원
① 공원 개요
청담근린공원은 1971년 강남구 청담1동의 남서 지역에 조성됨. 도심 속 아파트, 단독주택
지, 상가가 인접한 산지형 공원이며, 면적 59,347㎡으로 2013~2014년 재조성 사업(약
5억 원)으로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정비한 이후 이용 증가하였다.

[그림 4-34] 청담근린공원의 배치도

② 공원시설 현황
공원시설은 산책로 경로 2개(0.4㎞), 체력단련시설 6개소 22기, 농구장(1), 배드민턴장
(2), 골프장(1), 조명등(49), 안내판(종합10, 시설 4, 기타 2)이 있고, 인근시설로는 청소년
회관(문화 프로그램 제공)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4-35] 청담근린공원의 건강관련 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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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
청담근린공원의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는 [표 4-18]과 같다.
[표 4-18] 청담근린공원에 대한 공원 평가

공원명
계획요소
보행안전성 확보
야간조명 설치
안전성
CCTV, 순찰대
여부
식수시설
편의성

안내시설
휴식공간

이용성

이용인구 및
활동 정도

평가

3 •바닥에 야자섬유 미끄럼방지시설이 잘 되어 있음.
3 •조명시설이 잘 설치됨.
1 •방범벨은 설치되지 않음.
3 •식수시설 있음.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음.
•공원종합안내지도, 공원내 금지행위 안내문, 공원이용 안내문,
3
애완견 수칙 안내문, 금연안내문, 놀이시설설치 및 정기시설 검사
안내문 등이 있음.
3 •정자 및 휴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많은 지역주민이 산책을 함.
3 •안내자에 의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공원이용 향상에 기여
3 •주차장은 따로 없으며, 공원인접 간선도로에 주차가능
3 •주변에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성이 좋음.
3 •관리사무소에서 청결과 시설물관리를 적극적으로 함.
3 •애견인들이 애완견 잘 관리하고 있음.

주차시설
배후지역 통로
관리사무소
유지관리
시설 관리 상태
체력단련시설
3
상태
건강시설
운동코스 상태 3
경관 증진 시설
여가시설
2
및 문화 시설
계
39
접근성

내용

•근처 공원에 없는 운동시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음.
•다양한 코스와 설계로 인한 공간감 활용이 높음.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인근에 위치함
•지하수를 이용한 실개천으로 경관적 효과 높임.

④ 특징 및 개선사항
청담근린공원은 야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인공 설치물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
록 조성하였고, 지하수를 이용한 실개천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산책할 수 있는 다양한
경사의 산책로가 있으며, 여러 통로로 접근 가능하다. 또 다양한 코스와 설계로 인한 공
간감 활용이 높고, 낮은 위치의 조명 배치, 안내판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었다. 야자매트
바닥설치로 미끄럼을 방지하고, 편한 보행이 가능하게 하였는데, 다만 방범벨 설치가 필
요하다. 강남구청에서 선발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강사 8명에 의해 진행되는 해설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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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남구의 개포근린공원
① 공원 개요
개포근린공원은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아파트 2단지, 3단지 사이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90,000㎡의 울창한 수림으로 조성된 공원이며,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
용되고 있으며, 현재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다.

[그림 4-36] 개포근린공원 배치도

② 공원시설 현황
공원시설은 산책로 경로 2개(1.0㎞), 체력단련시설 10개소 40기, 공원 조명등(54개), 샘
터, 안내판(종합3, 시설 1, 기타 4)이 있고, 정상에 팔각정이 있는 특징이 있으며 남쪽의
개포마루공원이 인접하고 인근시설로는 도서관이 있다.

[그림 4-37] 개포근린공원의 건강관련 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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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
개포근린공원의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는 [표 4-19]와 같다.
[표 4-19] 개포근린공원에 대한 공원평가

공원명
계획요소

평가

내용

•일부 바닥포장이 파여있음.
보행안전성 확보 1 •치안상 위험성을 가진 외진 장소가 많이 산재함.
•공원내부 진입계단의 램프 활용도가 미비함.
안전성
야간조명 설치 1 •조명시설이 미흡함.
CCTV, 순찰대 여부 1 •화장실에 방범벨의 수리가 필요함.
식수시설
2 •약수터가 있으나, 이용도는 적음.
•전체 공원안내지도 2개소(1개는 노후화되어 있음)
편의성
안내시설
1 •방향안내판이 부족함. 건강정보 관련 안내는 없음. 애완견 동반 수칙
안내 있음.
휴식공간
2 •팔각정 및 정자에서의 경관감상 및 휴식
•주변아파트 재개발로 인하여 주민이 적음. 현재 낮시간대 약 20명
이용 중
이용인구 및
1
이용성
•오전시간대에는10명 미만이며, 여성 이용자가 극히 적음. 밤시간대
활동 정도
는 더욱 없음.
주차시설
1 •주차장이 없음.
접근성
•접근로도 공사중이므로 사라졌고, 인접한 개포도서관에서의 접근로
배후지역 통로 1
가 없음.
관리사무소
1 •관리사무소가 없음.
유지관리
•칡넝쿨이 교목을 덮고 있는데, 정비되지 못하여 생태 및 미관문제 있음.
시설 관리 상태 2
•청소관리인이 청소 관리
•노후화되어 있음.
체력단련시설
1
(발판이 닳아있거나, 기구 관절부분이 녹슬어 있음.)
상태
건강시설
•운동기구 40기가 10개소에 적절히 분산배치되어 있음
•경사로와 평탄지가 혼합되어 있어서 유산소운동, 산책에 적합
운동코스 상태 2
•운동코스는 2개 노선이 있으며, 약 1km(30분 가량 소요) 산책로
•개포도서관, 수도공고, 경기여고가 공원 근방에 위치하여 이용가능
경관 증진 시설
3
여가시설
성 있음.
및 문화 시설
계
19

④ 특징 및 개선사항
개포근린공원은 산책로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쉬운 코스이며 적절한 곳에 체력시설이 배치
되어 있다. 치안상 다소 외진 장소가 많이 산재하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범벨과 조명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칡넝쿨이 나무를 덮고 있을 정도로 식물관리가 잘 안되어서 미
관상, 생태적으로 관리가 요청되고, 운동기구들이 노후화되었으며, 바닥포장이 훼손되어
정비가 필요하다. 인근에 도서관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으며, 돌아서 가는
보행자로가 있으나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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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로구의 숭인근린공원
① 공원 개요
숭인근린공원은 1980년에 개원하였으며, 종로구 숭인동 동망산(東望山)에 위치하고 있으
며, 면적은 45,615㎡으로 주민들이 휴식과 산책,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이다.

[그림 4-38] 숭인근린공원의 위치도

② 공원시설 현황
공원시설은 산책로 경로 4개(1.6KM), 체력단련시설 10개소 49기, 운동장(1), 배드민턴장
(4), 음수대(4), 조명등(62), 안내판(종합1, 시설3, 기타 1)이 있다.

[그림 4-39] 숭인근린공원의 건강관련 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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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
숭인근린공원의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는 [표 4-20]과 같다.
[표 4-20] 숭인근린공원에 대한 공원 평가

공원명
계획요소
보행안전성 확보
야간조명 설치

평가

내용

3
3

식수시설

3

편의성

안내시설

2
3

이용성

휴식공간
이용인구 및
활동 정도
주차시설

•구릉지에 위치하여 있으나, 내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음.
•야간조명이 잘 설치되어 있음.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음. 여성안심화장실 비상벨이 잘 설치
되어 있음.
•숭일자율방범순찰대가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음.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음.
•공원 전체안내지도가 없으나, 추후 설치계획 중.
•방향안내판, 금연안내판, 안내견 수칙, 체육시설 수칙 등이
잘 설치되어 있음.
•벤치 및 정자가 적절히 잘 배치되어 있음

3

•인근 지역주민들이 오전에 가장 많이 이용함.

1

배후지역 통로

1

관리사무소

2

시설 관리 상태

2

•주차장이 없고, 도로변에 자유롭게 주차함.
•매우 경사지고 높은 곳에 공원이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
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함
•공원관리상태는 청결함.
•이용 주민 가운데 애완견 목줄 풀고 다니거나, 배변 처리 안되
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안전성
CCTV, 순찰대 여부 3

접근성

유지관리

건강시설

여가시설

체력단련시설
상태
운동코스 상태
경관 증진 시설
및 문화 시설
계

3

•작년 구청의 지원사업으로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됨(쉘터+헬스
기구 등 구비)
•주로 체력단련시설, 배드민턴장 클럽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주
민 간 단합형 체육활동
•공원의 둘레를 활용한 1.3km(약 40분 소요)의 산책로 이용

1

•공원 서측의 단독주택과 동측의 주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음.

3

31

④ 특징 및 개선사항
숭인근린공원은 최근 자치구 지원으로 설치된 운동기구를 골고루 갖추고 있고, 다양한 클
럽이 운영되고 있다. 언덕 위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공원입구도 확실치 않다. 공
원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어서 청결한 공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방범벨
을 구비하고 있고, 방범순찰대가 있어서 안전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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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및 시사점
독립공원, 홍릉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신림근린공원, 청담근린공원, 개포근린공원, 숭인
근린공원 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편의성, 이용성, 접근성, 유지관리, 건강시설, 여가시설
이라는 7개 항목, 14개 요소별로 3점 척도(상중하) 평가를 시행하였다. 각각의 공원의 평
가결과는 [표 4-21]와 같다. 신림근린공원과 개포근린공원은 7개 공원 중 상대적으로 점
수가 낮았으며, 청담근린공원과 고척근린공원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아서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소별로는 접근성과 안전성, 편의성, 유지관리 항목의 평균값이 낮았으며, 이는 앞서 설
문조사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식수시설이나 화장실 등의 편리성, 공원의 위치 찾기
등이 실질적으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이용성, 건강
시설, 여가시설은 평균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공원을 건강증진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건강시설에 대한 만족도나 시설 종류에 대한 충분함 등과 같은 결과와 일관성 있음
이 밝혀졌다. 종합해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쪽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르게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안전성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녁시간에 운동을 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는 CCTV 설치나 정기적인 순찰을 하여서 공원이 잘 관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함을 보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편의시설 중에서도 식수시설은 7개 공원 중 4개 공원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내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이용상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설문된 바와 같이 파악되었다.
③ 접근성 측면에서 공원조성 당시와 조성 이후의 배후지역이 변화됨에 따라 출입구나
접근로의 고려가 부족하여 배후지역에서 공원을 쉽게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는 공원마다 배후지역이 변경되거나, 당초 조성 시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했
다거나, 또는 접근로가 경사지거나, 정문과 후문의 2개에만 존재하는 등의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여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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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강시설의 경우, 공원 내에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을지라도 획일적인 구성과 성인남
성 기준으로 체력단련시설물이 설치되어서 주 이용층인 여성, 가족, 어린이 등의 이용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단련시설 구성도 다양하지 않고 획일적인 것이
문제로 파악되었다.
⑤ 건강증진 시설에 비해 프로그램이 부재 및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경관과 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공공시설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자원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건강 이용 측면에서의 공원 평가

공원명
계획요소
보행안전성 확보

독립공원

홍릉
고척
신림
청담
개포
숭인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총계

3

2

3

1

3

1

3

2.29

1

2

3

1

3

1

3

2.00

2

3

2

1

1

1

3

1.86

식수시설

3

1

1

1

3

2

3

2.00

안내시설

3

2

2

1

3

1

2

2.00

휴식공간

3

2

3

2

3

2

3

2.57

이용인구 및
활동 정도

3

1

3

3

3

1

3

2.43

주차시설
접근
성 배후지역 통로

3

1

3

1

3

1

1

1.86

3

1

3

2

3

1

1

2.00

관리사무소
유지
관리 시설 관리 상태

3

1

3

1

3

1

2

2.00

3

3

2

1

3

2

2

2.29

체력단련시설 상태

2

2

3

1

3

1

3

2.14

운동코스 상태

3

3

3

1

3

2

3

2.57

여가 경관 증진 시설
시설 및 문화 시설

3

2

3

2

2

3

1

2.29

계

32

26

37

19

39

19

31

29.00 29.00

안전 야간조명 설치
성
CCTV,
순찰대 여부
편의
성
이용
성

건강
시설

2.05

2.19

2.43
1.93

2.15

2.36

2.29

05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활용도 제고방안
1_ 공원 내부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증진
2_ 접근성 향상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3_ 통합 지침 마련 및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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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활용도 제고방안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앞선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서울시의 시민 설문조사 및 공원 현장조사 분석을 토대로 [그림 5-1]과 같이
개선방안이 세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공원은 개선, 연계, 실천 3가
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개선이다. 공원내부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증진이 요
구된다. 둘째, 연계이다.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용객을 유입시키고 주변 지역과 물리
적/프로그램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셋째, 실천방안이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가능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고,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
시켜야 한다.

[그림 5-1]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개선 방안

1_공원 내부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증진
1) 산책시설의 현대화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공원 이용 설문조사 결과 공원 내에서의 주 활동은 걷기와 체조
가 75.7%로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걷기, 체조’ 50세~64세(85.7%), 단독
주택 거주자(78.2%), 자영업(83.0%), 월소득 100만~200만 원 미만(76.7%) 등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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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서 특별히 높은 활동으로서 일상적인 이용을 하는 이용군으로 파악된다. 해외 사례
에서는 산책시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800m 정도의 걷기와 달리기
가 가능한 산책로 조성, 둘째, 산책로 주변의 예술적인 디자인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과의
결합, 셋째, 보행 편의를 위해 혁신적이고 통일된 포장 처리법을 사용하여 보행자 우선구
역 설정, 넷째, 산책로를 배후지역 또는 산 등과 연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덴버시는 공원 내 800m 이상의 통행로 조성을 확보하여 걷기
와 달리기, 자전거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동선을 확보해 준다. 국내 공원의 산책로는 산책
을 위한 목적으로서 걷기와 달리기에 적합한 거리인지에 대한 검증은 확인되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민들의 운동 시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적정 동선을 확보하고 걷기와
달리기에 최소한의 동선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산책로 주변의 예술적 디자인의 결합과 커뮤니티 프로그램과의 결합이다. 국내 현
황분석에서 살펴본 것은 산책로의 존재 여부라면 미국 아틀란타의 벨트라인의 경우는 단
순 공간확보를 넘어서서 걷는 길 주변에 예술을 접목하여 공간을 디자인적으로 향상시키
거나,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 걷
기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증진요인으로 필
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포장 처리의 통일화이다. 국내 산책로 등은 조성 당시의 유행을 따라 탄성포장
또는 마사토 등의 다양한 공법으로 조성되어있다. 반면에 영국 셰필드 시의 Sheaf Valley
Park는 보행편의를 위해 혁신적이고 통일된 포장 처리법을 사용하여 보행자 우선 구역
설정 등의 노력을 통해 건강을 목적으로 걷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넷째는 지역과의 물리적 연계이다. 국내 현장조사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는 산책로가 배후
지역과 단절되어 있거나 또는 진입로의 경사로가 지나치게 높아 접근이 어렵거나, 출입구
가 정문과 후문 2개소로 제한되어 매우 접근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배후지역과 산,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이 공원 주변에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에 쉽게 접근하게 하여 산책로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98 / 시민 건강증진 위한 도시공원 활용도의 향상방안

[그림 5-2] 산책 트랙의 현대화

2) 다양한 운동공간 및 시설 도입
서울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건강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미혼의 젊
은 계층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고 공원이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원의
위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공원에 갈 시간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원 내 운동시설
추가 설치, 치안을 위한 순찰확대, 화장실 추가 설치 등이 개선된다면 이용이 늘어날 것이
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원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준 요인은 공원의 시설(0.352)이 가장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편의시설과 산책로나 체육시설은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공원에 설치된 운동 시설의 가격은 매우 고가인 경우들이 많아,
교체가 필요해도 자치구의 예산이 부족하면 노후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운동시설이
성인 남성에 맞추어져 있다보니 어린아이들이 올라가서 위험한 경우도 있고, 필요한 연령
대의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주 이용계층에 대한 고려와 이에 따른
다양한 운동시설 도입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주 이용객들은 공원 이외의 헬스장(주 2회), 조기 축구와 같은 동아
리모임(월2.1회), 등산모임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 및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복합적인 운동공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덴버
시의 경우 공원 중심에 넓은 잔디밭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신체적 활동을 위한 다양한 운
동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신체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공간 확보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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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설문조사결과 공원 내의 주요 활동에서 달리기를 비롯한 농구, 축구 등의 구기 운동
은 3% 이내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적극적인 운동공간 확보 및 시설도입을 통해 다
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

[그림 5-3] 운동 시설의 개선

3) 안전시설 설치 및 강화 의무화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공원 이용 시의 주요한 만족요인으로 공원의 안전성(0.175)이 나
타났으며, 공원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와 야간조명 등이 매우 주요한 요인이라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장 조사결과 안전성은 편의성, 유지관리 항목과 같이 결과값이 낮
았다. 안전성은 CCTV 및 순찰(1.86), 야간조명(2.00), 보행안전성 관리(2.29) 순으로 매
우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공원의 안전성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원에서도 매우 주요한
요인이다. 호주의 경우 야간보행자를 위한 조명 시설 등과 같은 안전요소를 매우 주요하
게 다루고 있다.
공원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야간조명이라든가 안전관리가 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이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운동을 많이 하는 저녁시간대에는 공원이 어둡기 때문에 CCTV
설치나 정기적 순찰 등을 통해 공원이 우범지역이 아님을 알리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
다는 것을 관리 및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조사에 의하면 이런 시설들이
고장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되지 않는 곳이 많이 보였다.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개보수 설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야간 이동에 있어서는 가로등이 필수인데,
가로등의 전구가 고장나거나 불빛이 흐린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상 가능성이 있고,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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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요인도 되므로 전반적인 정비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 측면에서 볼 때, 지역
순찰대가 정기적으로 공원을 순찰하면서 안전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는 전담
관리인력을 확보하거나 확보가 어렵다면 지역 내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공원 이용자가 반려견 동반시에 목줄을 구비하는 것에 대한 의무 안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단속과 계도가 좀더
철저해져야만 공원이용자의 접근상 제약이 줄어들 것이다. 노약자 및 장애인은 걷는 데
불편함이 있고, 특히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계단 옆에 램프를 설치하
고, 손잡이도 설치하여 위험하지 않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5-4] 안전 시설 설치 및 강화

4) 청소와 청결, 식수대 등의 편의시설의 서비스 질적 강화
편의시설 및 쓰레기통, 화장실 등은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이자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한 건강을 위한 공원이용을 위해서 식수대 및 음수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편의시설 중에서도 식수시설은 7개
공원 중 4개 공원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중 화장실 내에는 비품을 비치
하고, 쓰레기통은 주기적인 청소로 청결상태를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공원 내 식물의 주
기적인 정비와 외래식물 제거 작업은 미관적인 측면의 개선일 뿐 아니라 생태적인 식물의
생육과 관련되고, 꽃가루 등 알레르기 인자에 민감한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
다. 또한 화장실이 부족한 공원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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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청소와 청결

2_접근성 향상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1) 공원 접근성 증진
(1) 주거지 주변의 접근로 확대
설문조사 결과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공원의 위치
를 잘 모른다고 하였다. 이는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조사 결과, 공원
조성 당시와 조성 이후의 배후지역이 변화됨에 따라 출입구나 접근로의 고려가 부족하여
배후지역에서 공원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공원마다 배후지역
이 변경되거나, 당초 조성 시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했다거나, 또는 접근로가 경사지거
나, 접근로가 정문과 후문의 2개만 존재하는 등의 다양한 원인이 파악되었다.
접근성 증진을 위해 물리적으로 경사로가 낮은 도로로 우회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거
나, 기존 경사로 높은 도로를 낮추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입구의 경우도 정문, 후문의
2개소에 국한하지 말고 측문 등을 확대하여 어느 곳으로부터 공원이 쉽게 접근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규모의 공원은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여 차량과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접근성 측면에서 공원의 경계가 도로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둘러가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횡단보도나 구름다리가 필요한 곳에 설치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영국 셰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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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Sheaf Valley Park와 같은 곳은 산과 공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은 산에 서울 둘레길이 설치되어 있고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를 공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공원과 산 그리고 골목길 등이 연결된다면 공원까지의
바닥을 색깔을 가진 선으로 안내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6] 주거지 주변의 접근로 확대

[그림 5-7] 공원 접근로 정비

(2) 안내시설 정비
공원의 안내시설 정비는 해외에서나 국내 이용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나타
났다. 호주의 경우 공원의 위치, 안내표지판, 공원 내의 운동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 등을
가이드라인에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공원의 위치, 공원 안내판
설치 및 정보습득 등은 장기적인 개선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공원의 위치정보의 부족
으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공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안내시설
정비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장조사결과 공원의 위치 찾기 등이 실질적으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원까지의 안내판은 지역주민에게는 그다지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공원을 잘 찾
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공원 내에서의 동선 등을 표시해놓는
공원 입구 안내표지판은 이용시민에게 매우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안내표지판
의 디자인과 설치 개수와 위치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원 내 공간별로 방향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운동시 건강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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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안내해주거나 건강관련 정보의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자
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나 폭설 등의 날씨에 따른 공원 사용에
대한 자제를 안내하는 정보를 설치하면 이용상의 건강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8] 안내시설 정비

2) 공원 주변기관과의 연계
(1) 지역 건강관련 시설
현장조사 결과 공원 주변에는 체육센터나 도서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부공간을
이용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시민들도 있는데, 체육센터나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공원에서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야외에서의 건강활동이 주는 유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사례조사 결과 건강공원의 경우 설치되었을지라도 지역
주민과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참여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좋은
시설일지라도 이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접한 지역 건강관련 시설과
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자원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 인근의 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도 연계하여 이용성을 높이고, 학생들
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커뮤니티를 통한 함께 운동하는 시간
과 장소를 홍보하면서 동아리 모음 등으로 함께 운동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면, 사회
적 유대감도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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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보건소 프로그램의 공원 내 활동연계
국내 사례조사를 통해 보면 최근 지역 보건소의 건강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다. 이러한
지역 보건소의 프로그램에 공원 내 활동을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공원활용도
가 높아질 것이고, 시민이 보건소의 건강진단과 함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특히 조기건강 모임과 같은 방식으로 시민들 가운데 자원봉사(재능기부) 방식의 운동 프
로그램을 진행하여 추진하면, 지역민 간의 유대감과 함께 건강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또 봄, 가을 등의 계절 걷기대회를 추진하는 공간으로 공원을 활용한다거나, 신체
건강검진을 공원 내에서 하면서 운동 캠페인을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림 5-9] 지역 건강 관련 시설과 연계

[그림 5-10] 지역 보건 프로그램의 공원 내 활동연계

3_통합 지침 마련 및 시범사업 시행
1) 가이드라인 등 통합적 지침 마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활용의 방향성은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정책과 통합적
인 지침마련이 미흡하다. 무엇보다 공원 및 건강관련 법정계획 간의 연계가 미흡하였다.
공원관련법에서도 공원 및 시설 설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시설 설치기준에만 국한되어 있
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준은 부족하여 그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원 계획요소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수요 및 욕구를 고려치 않은 채 공원 공급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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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이용층이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고, 배후도시의 사회·환경적 여건에 대
한 고려 없이 공원에 설치됨에 따라 방치되는 시설도 발생한다. 시설의 양적 공급에 집중
하는 것은 공원 이용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공원 조성·관리 시에 경관 및
휴식기능에 집중되어서 건강증진성에 대한 고려는 그동안 부족하였다. 또한 개별 공원에
서 시행하는 다양한 건강관련 사업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속성이나 효율성이 검증
된 것이 없다.
이를 위해서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원 내 시설의 배치 및 관리로 시설 여건을
개선시켜 주고 배후도시의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례를 보안하고,
방향성 설정 및 구체적인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은 기존 공원과 신설 공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요소 도입 및 정비 방안
을 제시하고, 배후지역과 인접한 시설과 연계 요소, 시설 증진 요소, 프로그램 도입 요소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 리치몬드의 경우와 같이 건강공원을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보급하여 정책과 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통합적 방향제시를 가능케 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 적용
가능하도록 이원화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도시
계획적인 부분에서 공원이 지역 내에 건강증진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원의 위
치, 배후지역과의 접근성 개선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는 건강 기여에 따른 조례,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제도화 등이 제시
되어야 한다.
[표 5-1] 가이드라인 제시(안)

구분

정책부문

내용

· 공원의 위치
· 배후지역과의 접근로 확보
· 인센티브 도입
· 건강 기여 조례 제정
·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 실시

실천부문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선

· 산책로의 표준화
· 청결 및 청소, 식수대 의무화
· CCTV 및 방범, 순찰 등의 정비
· 체육시설 및 신체 증진 공간 확보
· 유지관리 방안

· 정기적 및 특별 프로그램
·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 전문 인력의 활용
· 프로그램의 특성화 등
· 지속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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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증진형 공원 시범사업 시행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운영은 앞으로 공원이 나아가야할 선진적 모델 중 하나일 것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은 건강 커뮤니티라는 슬로건으로 맞춤형 공원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
다. 운동 공원, 커뮤니티 공원, 애견 공원 등의 유형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시설물을 제시
함으로써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공원 유형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용객이 많은 공원을 선정하여 시험사업을 시행한다. 배후지역의 특성을 파
악하고 공원의 적정규모를 살펴서, 산책로, 방범벨, 운동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정비하며,
콘텐츠의 개발 및 지역 프로그램과의 연계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각각의 프로
그램과 시설관리는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자 그룹을 형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
문 강사와 건강관리 등은 지역 내 보건소 등과 같은 기관과 협력하고 동사무소를 중심으
로 커뮤니티 동호회와 연결하여 지역사회에 건강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 커뮤니티들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것, 둘째,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 확보된
곳, 셋째,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등과 연계될 것, 넷째,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이루
어질 것 등에 따라 시범대상지를 선정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투자하여 함께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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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 령

① 18세 이하 ☞ 조사 중단
② 19세 이상 ~ 34세 이하 ③ 35세 이상 ~ 49세 이하
④ 50세 이상 ~ 64세 이하 ⑤ 65세 이상

[구]

거주지

① 종로구
⑥ 동대문구
⑪ 노원구
⑯ 강서구
㉑ 관악구

② 중구
⑦ 중랑구
⑫ 은평구
⑰ 구로구
㉒ 서초구

③ 용산구
⑧ 성북구
⑬ 서대문구
⑱ 금천구
㉓ 강남구

④ 성동구
⑨ 강북구
⑭ 마포구
⑲ 영등포구
㉔ 송파구

⑤ 광진구
⑩ 도봉구
⑮ 양천구
⑳ 동작구
㉕ 강동구

[동] ____________ (※ 동명은 직접 기재 )

※ 성별/연령 비율은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분포 적용(지역은 할당하지 않음)

○ 본 설문의 대상이 되는 공원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변의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
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얼마나 방문하는지, 방문 후 어떤 활동을 하는
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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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원이용 관련
1. 최근에 거주지 및 직장 근처의 근린공원(예: 청담근린공원, 고덕근린공원, 보라매공원 등)
을 방문/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방문/이용한 적이 있다

☞ Ⅰ-2번으로 이동

② 아니요, 방문/이용한 적이 없다

☞ Ⅰ-1-1로 이동

※ booster sample : 전체 500명 중 방문/이용경험자(문 1의 1번 응답자)를 최소 300명
이상 표집
1-1. (문 Ⅰ-1의 ②번 응답자만) 최근에 거주지 및 직장 근처의 근린공원을 방문/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기하여 주십시오.
① 집 주변에 공원이 없어서

② 공원을 이용할 시간이 부족해서

③ 공원 내의 운동, 여가, 문화 등 시설이 충분치 않아서
④ 특별히 공원에 가야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⑤ 불안한 치안 때문에

⑥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1-1번 응답 후 Ⅶ-1번 항목으로 이동

2. 귀하께서는 평소 집이나 직장 근처의 근린공원을 어느 정도 자주 방문/이용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십시오.
① 한 주에 5회 이상

② 한 주에 3~4회 정도

③ 한 주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회 정도

⑤ 3개월에 1회 정도

⑥ 6개월에 1회 정도

⑦ 일 년에 1회 이하

3. 귀하께서는 주로 어떠한 목적으로 공원을 방문/이용하십니까?
① 휴식

② 운동

③ 약속장소

④ 공원 내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참여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4. 귀하께서 공원에 가실 때 이용하시는 이동수단은 주로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 가지인 경우 가장 주로 이용하는 것을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① 도보

②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자전거, 스쿠터, 오토바이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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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께서 공원을 방문/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소요하십니까?
5-1. (앞에서 응답하신 이동수단으로) 공원에 가는 데 걸리는 시간
___________(시간)___________(분)

5-2. (한번 방문 시) 공원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
___________(시간)___________(분)

6. 귀하께서 계절별로 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합계가 100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_______ %

_______ %

_______ %

_______ %

=

합계
100%

7-1. 귀하께서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요일은 언제인가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일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① 평일

② 주말

③ 평일/주말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이용

7-2. 그렇다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① 오전

② 오후

③ 저녁 이후

④ 시간 무관

8. 귀하께서 건강을 위해 공원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걷기, 체조

② 러닝

③ 농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구기운동

④ 자전거타기

⑤ 공원 내 헬스기구 이용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 )

9. 귀하께서 주로 방문/이용하는 공원의 경우 공원 내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한 편이다

④ 부족한 편이다

⑤ 매우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10. 공원 내 건강활동 시 주로 누구와 함께 합니까?
① 친구, 동네주민

② 연인

③ 가족

④ 혼자

⑤ 직장동료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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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원의 방문 편리성
1. 귀하께서 주로 방문/이용하시는 공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 귀하께서 주로 방문/이용하시는 공원의 경우, 공원 방문편리성과 관련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1

2

3

4

5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원 출입구 위치가 찾기 쉬운 곳에 있음
공원까지 오는데 길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의 위치나 수량이 적절함
공원을 방문하기 편리함
공원위치 등 관련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

3. 위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원 방문의 편리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조금 만족

④

조금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③

보통

4. 귀하께서는 공원 방문 편리성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공원출입구 위치를 찾기가 편리함

② 공원위치 안내표지판 구비 상태

③ 공원 방문 편리성

④ 홍보자료를 통한 정보획득의 편리함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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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원의 시설 편리성
1. 귀하께서 주로 방문/이용하시는 공원의 경우, 편의시설 또는 부대시설 이용편리성과 관련
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용하시는 공원에 해당 시설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휴게시설) 이용이 편리함

0

1

2

3

4

5

해당사항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점,

음수대/수도시설 이용이 편리함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구비
됨
공원 내 안내표지판을 통해 안내
가 잘 이루어짐
산책로나 체육시설 등의 이용이
편리함
공원 내 운동시설의 이용이 편
리함

2. 위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원의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조금 만족

③ 보통

④ 조금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귀하께서는 편의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이용편리성과 관련된 항목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①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매점, 휴게시설) 이용의 편리함
② 음수대/수도시설 이용의 편리함

③ 장애인 시설 구비정도

④ 공원내부 안내표지판을 통해 안내가 잘 이뤄짐

⑤ 산책로나 체육시설 등의 이용하기 편리함

⑥ 공원 내부 운동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함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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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원의 안전성
1. 귀하께서 주로 방문/이용하시는 공원의 경우, 공원의 안전성과 관련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1

2

3

4

5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원 내 야간조명 상태
(밝기, 위치, 수량 등)가 양호하다
공원 내 시설(계단, 문, 보도, 난간 등)은
견고하여 안전하다
공원 안전 관리(야간경비, 치안관리)가
잘 되고 있다

2. 위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원의 안전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조금 만족

③ 보통

④ 조금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Ⅴ. 공원의 운영 및 관리
1. 귀하께서 주로 방문/이용하시는 공원의 경우, 공원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
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당 시설에 관리직원, 근무자, 매점이 없는 공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애완동물 동반이용수칙(목줄, 배설물 처리 도
구 지참 등)에 대한 관리가 잘 됨
음수대/수도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됨
공원 내 전반적인 청소상태, 쓰레기통 관
리상태가 양호함
화장실의 각종 비품비치 및 청결상태가 양
호함
운동시설 장비 등의 부식, 고장 등에 대한
관리가 잘 됨

0

1

2

3

4

5

해당사항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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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조금 만족

③ 보통

④ 조금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공원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다음의 항목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① 애완동물 동반이용에 관한 관리상태

② 음수대/수도시설의 관리상태

③ 청소상태나 쓰레기통 관리상태

④ 화장실 비품비치 등 화장실 관리상태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 )

Ⅵ. 전반적 만족도
1. 지금까지 응답하신 모든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하께서 주로
방문/이용하는 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조금 만족

③ 보통

④ 조금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귀하의 공원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① 공원방문의 편리함

② 공원의 운영 및 관리

③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의 편리함

④ 공원 이용의 안전함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 )

3. 귀하께서 주로 방문/이용하는 공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4. 앞에서 제안하신 사항이 개선된다면 얼마나 자주 공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한 주에 5회 이상

② 한 주에 3-4회 정도

③ 한 주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회 정도

⑤ 3개월에 1회 정도

⑥ 6개월에 1회 정도

⑦ 일 년에 1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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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건강인지 및 건강관련 공원이용
1. 귀하께서는 평소 본인의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①

매우 관심 있음

②

조금 관심 있음

④

별로 관심 없음

⑤

전혀 관심 없음

③

보통

2. 귀하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심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전혀
아니다

구분

2

3

4

아니다

보통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나는 건강한 것 같다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자주 찾아보는 편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3. 귀하께서는 공원이용 이외 건강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① 예,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 Ⅶ-3-1번으로 이동

② 아니요,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 Ⅶ-4번으로 이동

3-1. (문 Ⅶ-3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계십니까?
구분

참여횟수

헬스장 이용

평균 주

회

조기 축구 등 동아리모임

평균 월

회

등산 모임

평균 월

회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 )

평균 월

회

4. 귀하의 경우 본인의 건강을 위해 소요하는 비용이 1년을 기준으로 얼마 정도입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10만 원 미만

② 1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③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④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⑤

15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⑥ 2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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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아파트

② 다세대/연립주택

③ 단독주택

④ 주상복합·오피스텔

⑤ 상가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 )

2.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현재 동거중) ③ 이혼 및 사별 ④ 기타(구체적으로 : ____ )

3. 실례지만 귀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자영업

② 사무/관리직

③ 전문직

④ 기능직

⑤ 서비스직, 판매직

⑥ 농업, 임업, 어업

⑦ 단순노무종사자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 )

4. 귀하의 가구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③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④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⑤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⑥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⑦ 600만 원 이상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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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d Urban Park Utilisation for Health Promotion
Won-Ju KimㆍChang-Woo ShonㆍJung-Kyu JinㆍJin-Hae Chae
Rapid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have increased the incidence
of disease and ageing. Therefore, citizens are interested in health
promotion. Park operation to improve health will be the theme for the
development of an advanced model in the future.
Urban park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hysical health,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Health can be enhanced through activities, including
walking inside the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ole
of urban parks in health promotion, and propose measures for
revitalisation through demand analysis of Seoul residents and field
survey.
The survey involved seven independent parks. The main user group
was not considered due to uniform facilities. Approaches require
maintenance and additional information facilities.
In many cases, exercise facilities are tailored to adult males, and
improvement in facilities based on the use of each age group should
also be considered. Improvement and maintenance of drinking water
facilities are urgently needed. Street lamps are essential during
night-time movements, and the maintenance of street lamps should
be monitored frequently. The focus is on improvements in physical
accessibility and external links. Based on information facilities, access
to the outside of the park and the use of traffic lines inside should be
promoted. Often, sports centres or libraries exist around the park.
Programmes associated with park activities are designed to benefit
citizens engaged in outdoor health activities. Integrated guidelines
suggest strategies for improved health of existing and new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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