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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 높은 도시화율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로 도심 내 생활권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환경적 기능뿐 아

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

식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역사, 문화체험, 교육, 일자리, 치

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 1960~70년대 지정 후, 조성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 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

년까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 실효하게 된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9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 실효시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도시의 그린인프라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이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자동실효에 대한 시민

사회 내 인식정도 파악과 사례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공원일몰제에 대

한 대응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시민사회 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1 2 내용 및 방법

◦ 기존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으며, 국내 민간분야의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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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를 통해 기존 대응 활동을 검토하였다. 

◦ 서울시 내 민간단체 중 공원․녹지를  주요한 활동공간으로 삼고 있는 단

체를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

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담당자를 면접조사 하였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활동계획이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 

대상으로 3차례 워크숍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사

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2 1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집행률은 49.96%다. 서울시의 집행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여의도의 7배에 달할 만큼 많은 면

적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 2020년 자동실효시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

성, 미집행 공원 중 70% 이상이 근린공원이라는 점, 약 40% 이상이 사

유지임을 감안했을 때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극심한 도시숲의 훼손 및 감소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며, 또한 소유주에 의한 이용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

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2 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국내 민간단체 대응 사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민간분야 대응사례로는 광주중앙공원시

민네트워크 사례와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사례가 있다. 광주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추진 관련 

현안에 대한 활동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대응활동으로 발전된 사례다.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논의 중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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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도시공원 사안이 포함되어 논의된 사례이다. 민간에서는 연구 사

업에 연구진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

련 사안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광주와 인천

사례를 통해 지역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3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기관면접조사

국토교통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담당자를 면접조사 했다. 1960~70년

대 공원지정 및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었으나, 1990년대 지방자치

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면접을 통해 알아보니 국

토교통부와 산림청은 현재 업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고, 서울특별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여건과 민원 등 행정여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2 4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단체 인식조사 결과 장기미집행도

시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지여부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시

민사회 내 대응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대응활동방법은 제도개선 및 연구 활동, 캠페인, 트러스트 활동 순으로 

응답했으며 제도개선 및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2 5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결과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워크숍을 통해 현안에 대한 공

감대를 갖게 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내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시민사회 내 공감대를 높이는 활동과 구체적  거점공간을  중심

으로 현장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주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며,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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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해가는 활동이 주요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었다. 

2 6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 2020년까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도시공원시민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

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 학습 및 교육을 통

해 단체 활동가부터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 시민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집행여부나 2020년 자동 실

효시 발생할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에게 본 현안

에 대해 알리고, 지역중심의 활동사례를 만들어 간다.  

◦ 지역의 도시공원이 2020년 자동실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며 또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

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3 정책건의

3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를 담당할  부서 설치 및 담당자 배치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도시기반시설로 도시계획국의 시설계획과에 속해 

있지만, 실제 담당은 푸른도시국의 공원녹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분할된 체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업무와 담당이 명확하

게 주어지지 않고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체계이다. 이에 장기미

집행도시공원 문제를 담당할 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하게 지정해 시민사

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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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성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해 지자체가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

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연구를 통

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시된 해결방안 실현을  위해

서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토지소유자, 지자체(업무에 따른 부서

영역)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 학

계, 시민단체, 토지소유자, 이용자 등이 분산되어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 

앞으로 2020년까지 한시적이더라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대안

을 함께 마련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안을 모색해 갈 수 있는 민

관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3 3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기반 구축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사안은 행정만의 역할로 풀기 어렵다. 시민

들의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기금모금, 트러스트 운동

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원 문제에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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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1 1 높은 도시화율과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생활권 도시공원 수요 증가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

주하고 있으며, 도시의 생활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에 도시공원은 도시 내 기후변화 완화, 소음감소, 대기정화 기능 등 환경

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뿐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은 역사, 

문화체험, 교육, 일자리, 치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도시민의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 1 2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따른 도시공원 해제 

위기 도래

도시공원은 철도, 도로 등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

설 설치 절차에 따라 조성된다. 1970~80년대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

고 설치되는 과정에서 지정 후 조성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들이 발생했

다. 지정된 시설에 대해 조세부과, 행위제한 등이 이루어지자 소유자들

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헌

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2000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해 장기간 미 집행된 상태로 남아 있는 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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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전체 면적 1,4453.79㎢ 중에

서  861.04㎢를 차지하여 59.5%에 이른다. 미집행공원은 다른 시설에 

비해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어 초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토지보상비

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지자체에서는 집행

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1 1 3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자동실효에 따른 문제점 

서울시 미집행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2,068개소 중 119개소, 미집

행 면적은 전체 43.7㎢ 중 27.98㎢ 로 약 50%에 이른다. 미집행공원의 

지목 중 임야가 80.7%를 차지해 2020년 자동 실효시 심각한 도시숲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미집행도시공원 119개소 중 근린공원

이 88개소를 차지함으로 생활권에서 이용가능한 도시공원이 줄어들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2020년 자동실효시 서

울시 1인당 공원면적은 4.35㎡/인에서 2.72㎡/인으로 절반 가까이 감

소하며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3.55%)에서 41.45㎢(6.85%)

로 증가될 수 있어 지역별 삶의 질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자동실효에 따라 소유주들의 도시공원의 출입 금지시 시

민들이 등산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도시

공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1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자동실효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인식을 파악하고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도시공원일몰제 문

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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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1 연구의 내용

◦ 기존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 국내 민간분야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검토하였다. 

◦ 서울시 내 민간단체 중 공원․녹지를 주요한 활동공간으로 삼고 있는  단

체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지여부, 대응 필요성, 참여의지 

등을 조사하였다.

◦ 도시공원과 관련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산림청의 담당자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기관별 입장을 파악하였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활동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단체를 대

상으로 3차례 워크숍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

였다.

2 2 연구의 방법

2 2 1 자료조사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조사

◦ 국내외 민간분야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사례 조사

◦ 서울시 내 공원․녹지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현황 조사

2 2 2 설문 및 면접조사

◦ 서울시 내 공원․녹지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기관 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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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워크숍

◦ 시민단체 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활동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단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논의



II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개요

2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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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개요

1 1 발생배경

1970~80년대 지정 후 조성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조세부과 

및 행위제한이 있자, 거주자 및 소유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1999

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헌법불

일치 판결이 나면서 2000년 개정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장기간 미 집행된 상태로 남아 있는 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

동 실효하게 된다. 

 법   률   조   항 주     요     내     용

 제48조
 [전문개정 2009.2.6]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6조
 [전문개정 2009.2.6]

 ① 이 법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가산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표 2-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관련 조항

1 2 발생원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집행예

산 부족으로 인한 개발 개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크다. 그 중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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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이 결정되는 시설로 규모 및 비용이 

크기 때문에 미집행비율이 높다. 

1 3 전국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2012년 말 기준 전국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1,900,996,361㎡ 으로 

이 중  497,077,776㎡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면적은 1,403,918,585

㎡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비율은 26.15%밖에 되지 않는다.  이 중  도시

공원 결정면적은 735,713,979㎡인데 집행면적은 127,638,933㎡로 집

행률은 17.35%밖에 되지 않으며 미집행도시공원 면적은 608,075,580

㎡으로 여의도 면적(8.35㎢)의 약 7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행정구역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집행비율(%) 추정사업비계
(백만원)

서울특별시 113,868,204   56,882,972   56,985,232 49.96   2,161,988

경기도   83,942,800     4,207,444   79,735,356   5.01 16,129,391

강원도   35,134,297     2,688,536   32,445,761   7.65   2,188,513

충청북도   42,657,582     1,105,345   41,552,237   2.59   1,738,807

충청남도   42,309,500     4,067,596   38,241,904   9.61   3,035,836

전라북도   43,649,079     9,050,473   34,598,606 20.73   2,566,195

전라남도   54,230,371     3,116,049   51,114,322   5.75   2,639,205

경상북도   61,029,867     6,276,342   54,753,525 10.28   2,379,970

경상남도   68,447,576     4,983,016   63,464,560   7.28   4,118,821

제주도   13,065,545     1,980,405   11,085,140 15.16      819,275

세종특별자치시        821,414          21,842        799,572   2.66        91,742

광주광역시   12,276,393     1,305,201   10,971,192 10.63   2,916,030

대구광역시   19,584,577     6,134,479   13,450,098 31.32   1,804,790

대전광역시   17,562,780     5,074,279   12,488,501 28.89      559,501

부산광역시   51,806,115   10,142,620   41,663,495 19.58   4,978,295

인천광역시   47,073,380     6,339,182   40,734,198 13.47   2,265,751

울산광역시   28,254,499     4,262,618   23,991,881 15.09   2,167,805

총합 735,713,979 127,638,399 608,075,580 17.35 52,561,915

표 2-2 전국 도시공원 현황(2012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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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점

1 4 1 개발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감소 및 훼손 

서울시 도시공원은 지정 용도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53.8%이

며, 대부분이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때문에 도시공원 

해제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도시공원의 감소 또는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4 2 도시민의 삶의 질 악화 예상

2020년 자동실효시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은 4.35㎡/인에서 2.72㎡/

인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

(3.55%)에서 41.45㎢(6.85%)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역별 삶의 질 격

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근린공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제시 출입 및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게 될 경우 도시민의 여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1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집행률은 49.96%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는 높지만, 여전히  여의도의 7배에 달할 정도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자

동 해제 시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극심한 도시숲의 훼

손 및 감소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약 70% 이상이 근린공

원이고, 46% 정도가 사유지임을 감안할 때 자동실효시 개발압력이 높아

져 도시공원 이용 공간이 감소할 수 있으며,  소유주들에 의한 도시공원 

이용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계획” 서울시 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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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면적 현황

2012년 말 기준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123,175,980㎡ 으로 

이 중  58,312,375㎡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면적은 64,863,605㎡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비율은 47.3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50%에 이르지 못한다.  이 중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113,868,204

㎡이며 집행면적은 약 49.96%인 56,882,972㎡이다. 하지만 여의도 면

적(8.35㎢)의 약 7배에 달하는 56,985,232㎡ 면적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2 2 공원유형별 현황

미집행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2,068개소 중 119개소로, 근린공원

이 88개소, 어린이공원 20개소, 소공원 8개소 순이다. 

2 3 용도지역 현황

미집행 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53.8%로 가장 높고 녹지지

역은 45.7%에 그치고 있다. 

2 4 소유현황

미집행공원의 소유현황은 사유지가 46%, 국유지가 19%, 공유지는 35%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5 지목현황

미집행공원의 지목은 임야 80.7%, 공원 5.7%, 대지 3.2% 순으로 나타

났다. 



Ⅲ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대응사례 및 기관 

면접조사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민간단체 대응사례 조사

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기관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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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대응사례 및 기관 

면접조사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민간분야 대응사례 조사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민간분야 대응 사례로는 광주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 사례와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사례가 있다. 광

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추진 관

련 현안에 대한 활동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대응 활동으로 발전된 

사례이다.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논

의 중 장기미집행도시공원으로 인한 도시민의 도시공원 부족 문제가 포

함되어 논의된 사례이다. 민간에서는 연구진으로 참여해 연구활동에 참

여한 사례는 있었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사안만 가지고 적극적

으로 활동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1 1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1 1 1 개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추진관련 현안에 대한 활동이 장기미

집행도시공원 관련 대응활동으로 발전한 사례다. 광주 중앙공원은 행정

의 손쉬운 개발대상지로 광주시에서는 2005년 특급호텔 건립, 2009년 

유스호스텔 건립, 2013년 양궁장설치 등을 추진했으나 시민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변경 또는 저지됐다. 

2005년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2012년에는 중앙공원을 무대로 지

속적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가 발족했

다.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에서는 광주 중앙공원의 조성을 위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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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집행도시공원, 공원일몰제에 관해 논의하고, 지역의 여론을 형성해

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1 1 2 구성 단체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는 교육문화공동체, 광주생명의숲, 광주시

민센터 서구지부, 광주앞산뒷산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

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금당산지킴이, 무

등산풍경소리, 서구청년회, 어린이도서관아이숲, 중앙공원을사랑하는

사람들의모임 등 총 1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1 1 3 경과

시  기 경                    과

2005
~2006

․ 광주시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추진
․ 중앙공원 특급호텔 건립 반대 공동대책위 구성
․ 반대운동 진행 및 건립계획 백지화

2009 ․ 광주시 중앙공원 내 유스호스텔 타당성 용역 추진 
․ 중앙공원유스호스텔 반대 대책위 결성
․ 청소년수련시설 타당성 용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유스호스텔 건립 반대활동：주민서명, 기자회견, 시민참여행사 개최
․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 요구 토론회 및 발대식(12월)

2010 ․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 요구 활동：주민서명, 광주시장 후보자 중앙공원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광주시의회 청원

2011 ․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방침 결정
․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기본계획(안) 현상 설계 공모 관련 자문회의：시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

2012 ․ 국가공원 법제화 및 조성을 위한 국가공원 민관네트워크 추진 워크숍 진행
․ 중앙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 착수
․ 중앙공원시민잔치 및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발족(9월)
․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회의 7회 진행：재수립용역, 국가공원법 법제화 논의

2013 ․ 광주시 중앙공원 남단 양궁장 설치 계획 추진 
․ 양궁장 현장답사를 통해 광주시와 양궁장입지 논의와 네트워크 제안서 전달
․ 광주시 양궁장 시민네트워크 제안 범위내에서 입지 변경
․ 중앙공원 시민잔치 진행
․ ‘공원, 일몰제 광주의 대책과 전망은?’ 토론회 진행
․ 광주 환경예산 모니터링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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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1 2 1 개요

인천 내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활동 중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안이 

포함되어 논의된 사례다.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는 2013년 6월 광주에서 발족했으며, 

이에 인천 지역에서도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2013년 10월 발족되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시민휴식공간인 도시공원 조성에 국

가의 역할과 책임 부분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여론 조성활동, 국가도시

공원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활동, 국가도시공원 추진 

전국네트워크 및 도시별 네트워크와의 교류, 협력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 중에 있다.

1 2 2 구성 단체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천주교인

천교구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생협협

의회, 인천여성민우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화와통일을여

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천

주교사제모임, 주거복지센타,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도주의의사실

천협의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여

성단체협의회, 인천전문건설조경협의회 등 총 1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1 2 3 경과

시   기 경                    과

2013.8.1 ․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1차 기획회의
 - 국가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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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경                    과

2013.8.14 ․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2차 기획회의
 - 국가공원 추진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 논의

2013.8.27 ․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3차 기획회의
 - 국가공원 추진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 및 발족식 논의

2013.9.6 ․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4차 기획회의
 - 국가공원 추진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 및 발족식 논의

2013.9.26 ․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5차 기획회의
 - 국가공원 추진 인천민관네트워크 진행과정 점검

2013.10.15 ․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6차 기획회의
 - 국가공원 추진 인천민관네트워크 진행과정 최종 점검

2013.10.31 ․ 국가공원 추진 인천민관네트워크 발족식 및 전국네트워크 토론회

1 2 4 향후 활동 계획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에서는 향후 국가도시공원 관련 법 제·

개정 청원활동, 전국민관네트워크 협력, 연대 방안 구축, 부평미군기지

터의 국가도시공원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기관 면접조사

도시공원은 1960~70년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중앙정부에서 지정․
관리해 왔다. 1960~70년대에는 조성보다 지정에 급급했으며, 양적 확

대에 주력해 왔다.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시공원의 조성․관
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미

집행도시공원은 대부분 1960~70년대 지정 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다. 이와 관련해 1960~70년대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국토교통부와 현

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면접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계

획시설업무를 총괄하는 시설계획과와 공원조성을 담당하는 공원조성과

를 면접했다. 또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 도시숲

경관과와의 면접을 통해 기관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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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면접 결과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현재 권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는 

재정 및 행정여건 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

었다. 

2 1 면접개요

기관명 면담부서 일     시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녹지공원과 2013년 11월 8일 - 주요업무범위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현황
- 문제 및 해결방안
- 해결우선순위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013년 10월 22일

시설계획과 2013년 11월 6일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2013년 10월 18일

2 2 면접내용

2 2 1 국토교통부

◦ 2005년 법개정 당시 추진한 시범사업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진행되

지 못했으나 그 당시 도시공원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부

족이며, 이 상황에서 소규모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큰 예산의 집행은 어

려운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집행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지자체

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업무가 지자체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행

정 활동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

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토지보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

감대 및 국회 논의를 통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

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보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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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2020년 자동실효시에 난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져 1차 훼손을 막기 

어렵고 산림법 등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등산로의 경우 이용제한이 될 경우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

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2020년이라는 시

간제한을 감안하여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정

책과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2 2 2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부지를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상을 

통해 매입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라 2020년

까지 보상을 통한 완전한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 전국 광역, 지자체 과장들이 모여 전국공원녹지협의회를 만들어 국토교

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요청하고,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시에서는 자동실효시에 서울시의 미집행도시공원의 특성상 개발욕

구 상승과 이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난립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

다. 이에 보상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2 2 3 산림청

◦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도시

숲의 범주 안에서 조성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산림청은 공원구역의 지정에 관계 없이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는 측면에

서 접근하며, 나무, 숲 등 지상물에 한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

집행도시공원은 토지구역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산림청과 무관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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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인식하고 있다. 

◦ 지자체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할 경우 산림청에서 조성하

는 것은 가능하지만, 토지 확보를 위한 매입은 산림청이 할 수 없는 업무

로 인식하고 있다. 

◦ 산림청의 업무가 시․군․구로 내려오면 공원, 녹지를 담당하는 실행부서

에서 진행하게 되어 지자체의 도시공원업무와 같아 보이지만, 산림청의 

업무는 주로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지자체의 도시

공원 업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된다. 법률체

계가 다른 상황에서 산림청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기는 어

렵다. 



Ⅳ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워크숍

1.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2.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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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워크숍

1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단체 인식조사 결과, 장기미집행도

시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시민사회에서의 대응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활동 방법에 대해 제도개선 및 연구 활동, 캠

페인, 트러스트 활동, 현장 조성 활동 등의 순으로 의견이 나왔으며, 주

로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1 1 조사개요

◦ 조사기간：2013년 11월 ~ 2014년 1월

◦ 조사방법：온라인조사

◦ 대 상：서울특별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원, 도시, 녹지 등 관

련 활동 단체와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중 서울에 소재한 단

체 중 38개 단체

◦ 주요내용：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인지여부, 대응활동 필요 정도, 향후 참

여 계획, 시민사회 대응 방법 등 

순번 단    체    명 소   재   지(주   소)

1 (사)녹색연합 서울 성북구 성북2동 113-34

2 (사)생태지평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1-60 2층

3 (사)환경정의 서울 마포구 성산1동 249-10 나루건물 1층 환경정의

4 (재)녹색미래 서울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층

표 4-1 설문 대상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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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단    체    명 소   재   지(주   소)

5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278 녹색공유센터

6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4 미주플라자 204호

7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28-5 오스카상가 202호

8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서울 강서구 등촌1동 NGO센터 3층

9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서울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10 관악산숲가꿈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10-45 공원관리사무소 2층

11 광진시민연대 서울 광진구 구의동 405-12

1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내

13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 금천구 가산동 769 두산위브아파트 상가 304호

14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서울시 종로구 지하문로 1나길 7-13

15 녹색교통운동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나루4층

16 녹색미래연대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9-10 관악센츄리타워 13층

17 녹색법률센터 서울 성북구 성북2동 113-34

18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 종로구 당주동 세종빌딩 908호

19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5-1 4층

20 불교환경연대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1 조계사신도회관 402호

21 불암산사람들 서울 노원구 상계동 76-9 재원빌딩 B1

22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 종로구 익선동 30-6 운현신화타워빌딩 1층 102호

23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 은평구 진관동 302-6

24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366 대원빌딩 2층

25 송파시민연대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7-2 성창빌딩 304호

26 숲지기강지기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센터

27 시민환경연구소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28 에코붓다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29 여성환경연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9 여성미래센터 2층 201호

30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서울 양천구 신정동 144-35

31 텃밭보급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23 4층

32 한국YMCA연맹 서울 중구 명동 1가 1-3

33 한국YWCA연합회 서울 중구 소공동 117번지 1층

34 환경과공해연구회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9 3층

35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9-1 현대플라자 201호

36 환경문화연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11 영복빌딩 601호

37 환경사회책임연구소 서울 마포구 용강동 67-1 인우빌딩 5층

38 환경운동연합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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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조사결과

◦ 서울에 소재한 38개 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한 단

체는 17개 단체로 회수율은 44.7% 였다. 

◦ 응답 단체 중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현도시개혁센터, 녹

색연합, 녹색미래, 서울그린트러스트, (사)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

경운동연합 등 총10개 단체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고 응답했으며, 녹색미래연대, 관악산숲가꿈이,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숲지기강지기 7개 단체는 들

어본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 설문은 사무처장 7명, 사무국장 2명, 팀장 1명, 기타(대표, 운영위원 등) 

7명이 응답했으며 단체 규모는 20인 이상이 5개로 가장 많았으며, 5인 

이내  4개, 10인 이내 4개, 15인 이내 3개로 나타났다.

구           분 사례수 / 응답수

특성 전체 38 / 17(44.7%)

인지여부 들어본 적이 있다. 10

들어본 적이 없다. 7

직책 사무처장 7

사무국장 2

팀장 1

기타(대표, 운영위원 등) 7

단체규모 20인 이상 5

15인 이내 3

10인 이내 4

5인 이내 4

표 4-2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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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지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3명(30%), ‘잘 알고 있다’는 3명(30%), ‘보통이

다’는 4명(40%)이 응답했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여부 사례수 응답율(%)

전체 10 100

매우 잘 알고 있다 3 30

잘 알고 있다 3 30

보통이다 4 40

잘 모른다 - -

아주 모른다 - -

표 4-3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지정도

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대응 활동 경험

4명(40%)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6명(60%)이 ‘없다’고 응답했다. 활

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연구 활동, 현장공원 조성활동, 캠페

인 활동과 트러스트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 여부 사례수 응답율(%)

전체 10 100

있다 4 40

없다 6 60

표 4-4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대응 활동 경험

3)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향후 활동 계획

‘있다’는 4명(40%), ‘고려해볼 수 있다’는 3명(30%), ‘없다’는 2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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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응답했다. 활동계획이 있는 경우는 주로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현장

공원 조성활동, 캠페인 활동, 트러스트 활동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캠페인 활동, 트

러스트, 현장공원 조성활동 순으로 응답했다. 활동계획이 없는 경우는 

‘단체의 활동분야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나왔다. 

구분 사례수 응답율(%)

전체 10 100

있다 4 40

없다 2 20

고려해볼 수 있다 3 30

기타 1 10

표 4-5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향후 활동 계획

4)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시민사회 대응활동의 중요성 및 활동분야

‘매우그렇다’는 4명(40%), ‘그렇다’는 5명(50%), ‘보통이다’는 1명(10%)

이 응답해 중요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활동분야

에 대해서는 ‘트러스트’가 8명(33%), ‘캠페인활동’이 7명(29%), ‘제도개

선 및 연구활동’이 6명(25%), ‘현장공원 조성활동’은 3명(13%)이 응답해 

트러스트 활동과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응답율(%)

전체 10 100

매우 그렇다 4 40

그렇다 5 50

보통이다 1 10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표 4-6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시민사회 대응활동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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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

1) 대응활동 계획 여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활동 계획 여부에 대해 ‘있다’가 2명(29%), ‘고려

해 보겠다’가 4명(57%), ‘없다’는 1명(14%)이 응답해 대응활동에 대해

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응답율(%)

전체 7 100

있다 2 29

없다 1 14

고려해보겠다 4 57

표 4-7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대응 활동 계획 여부

2) 대응활동 시 활동 내용에 관한 사안

대응시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캠페인 활동,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연대

활동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연대활동 

참여, 캠페인 활동,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순으로 응답했다. 참여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의 활동분야가 아니라는 응답이 있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시민사회 대응활동의 중요성 및 활동분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시민사회 대응활동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매

우그렇다’가 5명(71%), ‘그렇다’가 1명(14%), ‘보통이다’는 1명(14%)

의 응답했다. 시민사회 대응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연구활

동’이 7명(41%), ‘캠페인 활동’이 5명(29%), ‘현장공원 조성활동’이 4명

(24%), ‘트러스트’는 1명(6%)이 응답해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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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응답율(%)

전체 7 100

매우 그렇다 5 71

그렇다 1 14

보통이다 1 14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지 않다 - -

표 4-8 시민사회 대응활동 중요성

2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워크숍을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현안은 장기적으로 도시환경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한 단체의 

활동만으로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했으며, 시민사회단

체 내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현재 시민사회 내 공감대가 적어, 향후 활동을 위해 시민사회 내 공감대

를 마련하는 활동의 필요성과 구체적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실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의

견을 같이 했다. 

2 1 워크숍 개요

워크숍은 총 3차례 진행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안에 대해 활동

할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단체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는 

현안에 대한 공유를 통해 이해를 높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 1 1 워크숍 목적

◦ 2020년 도시공원 자동실효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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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마련한다.  

◦  2020년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관한 단체별 활동 계획 및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하고 본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2 1 2 워크숍 개요

◦ 1차 워크숍

- 일시：2013년 12월 17일(화)

- 장소：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AREX-III)

- 참가：전국 생명의숲 사무국장 및 도시숲담당 활동가  총 18인

- 주요 내용：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이해(개념, 현황, 제도, 문제점 중

심), 주요 쟁점 및 활동방향

◦ 2차 워크숍

- 일시：2014년 1월 16일(목)

- 장소：숲센터 4층 부피에룸

- 참가：공원 및 녹지 관련 시민단체 담당자 총 8명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녹색미래,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재)서울그린트러스트

- 주요 내용：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안 소개, 향후 대응방안 논의

◦ 3차 워크숍

- 일시：2014년 1월 27일(월)

- 장소：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실

- 참가：전국생명의숲,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 대응을 위한 TFT, 광주

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울산생명의숲, 중앙생명의숲, 춘

천생명의숲 

- 주요 내용：장기미집행도시공원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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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워크숍 2차 워크숍 3차 워크숍

그림 1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모습

2 2 주요 내용

2 2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안 관련 접근방법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은 현안 자체가 한 단체의 활동만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자체, 중앙정부, 학계, 시민단체,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용어에서 오는 어려움과 실질적 체감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지

와 사례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 시민단체에서 현안으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공

원이 위치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찾아갈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2 2 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시민사회 대응방안

1) 도시공원에 관한 시민네트워크 구축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현안은 장기적으로 도시환경문제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며, 한 단체의 활동만으로 풀어가기 어렵다. 또한 시민단체

의 활동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주민,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 풀어가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활동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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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민단체 내 현안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공감대 형성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이해도 및 공감대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 학습 및 

교육 시간 마련, 이해자료 제작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

동이 필요하다. 

3) 시민 대상 캠페인 활동 전개 

시민대상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사안과 현황에 대

한 이해를 높여 간다. 이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을 만들어야 한다. 

4) 지역 중심의 활동사례 만들기 

거점공간 대상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만들고 지역여

론을 형성해 간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공유자산을 지키는 활동으로 접근한다. 

5) 제도개선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활동

장기매수협약, 장기임대계약 등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제안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자동실효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지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6)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운동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업무는 지자체의 업무이지만, 현재 지자체만으

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운동을 전개한다. 



Ⅴ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1. 시민사회 대응 활동 목표

2. 시민사회 대응 활동 방향

3. 시민사회 대응 활동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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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1 시민사회 대응 활동 배경 및  목표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자동실효에 따른 도시공원의 훼손 및 감

소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환경

적 가치뿐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소이다. 이에 도시공원이 가지는 기능과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

들에게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안을 알리고,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생활 속 도시공원의 문화를 확대해야 한다. 

2 시민사회 대응 활동 방향

◦ 생활권 도시공원 중심 운동：시민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체감하고 이용

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권 도시공

원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한다.

◦ 민관협력 운동：공원은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자체, 중앙

정부, 학계, 시민단체, 시민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안을 함께 풀어

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간다. 

◦ 지역사회 중심, 시민 스스로 만들고 지켜가는 운동：시민 스스로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을 지키는 캠페인, 트러스트 운동이 되어야 도시공원이 가

지는 기능과 가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주민

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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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사회 대응 활동 방안 제안

◦ 도시공원시민네트워크 조직：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자동실효는 2020

년까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문제

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한 단체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연대가 필요한데, 

이 연대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

의 단체 및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현장중심의 실행네트워크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역의 여론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만  

닫힌 형태보다는 시민사회,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사회적기업, 기업, 

모임 등 시민 누구나 현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개

방적 형태여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 및 다양한 대안 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캠페인이 이를 

위한 기반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기업 및 시민 나무심기

- 목적：나무심기 활동을 통해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알림

- 추진방법：미집행도시공원, 녹지 지정부지 중 토지는 매입되어 

있으나 조성하지 못한 곳에 나무심기 행사 진행

② 시민 대상 공원 프로그램

- 목적：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알림

- 추진방법

․ 대상：초·중고생, 대학생, 일반시민

․ 장소：서울시 내 생활권 공원(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 내용：교육, 문화, 봉사활동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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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교육 활동 숲놀이, 숲체험활동 / 숲+예술교육 등 소공원/어린이공원

문화 활동 숲속 작은음악회 / 이야기 마당 등 근린공원

자원 봉사 유해식물제거/덩굴제거/물길정비 등 숲가꾸기 도시자연공원

표 5-1 시민대상 공원프로그램 내용

③ Green Walk 행사(가칭) 개최

- 목적：생활 속 공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도모

- 활동대상지：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등

- 내용：근린공원 별 공원걷기, 공원에 관한 이야기전 등 행사, 바

자회 진행

◦ 시민사회단체 내 공감대 형성：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우선적으로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 학습 및 교육을 통해 장기미집행도

시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동가 스스로 본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간다. 세부 활동으로 시민단체 활동가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 

① 시민단체 활동가 워크숍

- 목적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인식향상

․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 찾기 및 실행계획 수립

- 추진방법

․ 대상：시민환경단체 활동가(서울 소재 환경, 녹지, 도시 관련 단

체 및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 대상)

․ 방법：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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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이해 교육, 2020년을 대비하

는 시민 역할 찾아보기, 각 단체별 활동계획 세우기 등

◦ 지역 중심의 활동사례 만들기：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문제와 2020년 

자동실효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지역중심의 활동사례

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은 현재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집

행여부나 2020년 자동실효시 발생할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자동실효시 벌어질 도시의 모습은 누구도 확답하기 어려운 상

황이지만,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원들이 2020년 자

동실효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체

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

요하다. 뿐만 아니라 쉬운 홍보물을 제작해 이해를 돕는 일도 필요할 것

이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면,  다양한 대안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우리지역 공원알기(가칭)

- 목적：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제시 공원소외지역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숲, 녹지 확충 방안 강구

- 대상：서울시 자치구 중 공원소외지역 대상

- 방법：이론교육, 현장실습교육으로 교육 모임 조직

- 내용：지역 도시공원 정기모니터링 및 자원활동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자동실효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20년 자동실효에 

따라 우리동네에서 매일 이용하던 공원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또는 출

입금지를 당하거나 이용제한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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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활동을 통해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

시공원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며, 2020년 자동

실효에 따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원상황에 대한 근린공원 이

용자 인식 연구, 공원소외 지역 중심으로 도시숲 확충 방안 연구 등이 필

요하다. 

① 공원상황에 대한 근린공원 이용자 인식 연구

- 목적：근린공원의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 참여 의사 확인

- 추진방법：주민, 지역단체 설문 및 인터뷰, 이용자 간담회 등

- 추진내용：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인식여부, 도시공원 조성 

참여 여부 및 방법

② 공원소외 중심으로 도시숲 확충 방안 연구

- 목적：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제시 공원소외지역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숲, 녹지 확충 방안 강구

- 대상：서울시 자치구 중 공원소외지역 대상

- 방법：문헌조사, 현장조사, 주민인터뷰 등

- 내용：공원, 녹지에 대한 주민인식도 조사, 자투리공간, 녹지조성

공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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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과요약

2.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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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과요약

◦ 높은 도시화율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에 따라 도심 내 생활권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

일치 판결에 따라 2020년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 해제될 위기를 맞게 되

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자동실효시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도시

의 그린인프라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이에 이 연구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자동실효에 대한 시민사회 내 인

식정도를 파악하고, 기존 시민사회 내 대응사례를 조사해 시민사회 내 

현황을 진단하며 향후 시민사회 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연구는 기존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장기미집행도

시공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으며, 국내 민간분야의 도시공원일몰제 대

응 사례조사를 통해 기존 대응 사례를 검토했다. 서울시 내 민간단체 중 

공원․녹지에서  활동하는 단체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식조

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담당자를 면접조사했

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활동계획이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 

대상으로  3차례 워크숍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사

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집행율은 49.96%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여의도의 7배에 달하는 면적의 도시공

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 2020년 자동실효시 서울이라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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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근린공원의 높은 비율, 46%가 사유지임을 감안했을 때 

극심한 도시숲의 훼손 및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소유주들에 의한 도시공원 이용 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②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국내 민간단체 대응 사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민간분야 대응사례로는 광주중앙

공원시민네트워크 사례와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사례

가 있다.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추진 관련 현안에 대한 활동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대

응활동으로 발전된 사례이며,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논의 중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사안이 포함되

어 논의된 사례이다. 민간에서는 아직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사안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례는 없지만 광주와 인

천사례를 통해 지역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기관면접조사

국토교통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담당자를 면접조사 했다. 1960~70

년대  공원지정 및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었으나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면접을 

통해 알아보니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은 현재 업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고 서울특별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여건과 민원 등 행정여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④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단체 인식조사 결과 장기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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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도시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지여부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시민사회 내 대응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

식을 같이 했다. 또한 대응활동방법은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캠

페인, 트러스트 활동 등으로 주로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이 필요하

다는 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⑤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결과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결과, 현

안에 대한 공감대를 갖게 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내 연대활동의 필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시민사회 내 공감대를 높이는 활동과 구

체적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현장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주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며 여론을 형성해가는 활동이 주요 대응방안으

로 제시되었다. 

⑥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 2020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중심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도시

공원시민네트워크를 만든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 이해력을 향상시

키고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 간다.  

-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

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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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건의

2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를 담당할 부서 설치 및 담당자 배치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도시기반시설로 도시계획국의 시설계획과에 속해 

있지만, 실제는 푸른도시국의 공원녹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분할된 체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업무와 담당이 명확하게 주

어지지 않고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체계이다. 이에 장기미집행도

시공원 문제를 담당할 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하게 지정해 시민사회가 지

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성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해결

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시된 해결방안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을 이용하는 시민, 토지소유자, 지자체(업무에 따른 부서영역) 등 다양한 관

계자의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 학계, 시민단체, 토지소

유자, 이용자 등이 분산되어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 앞으로 2020년까지 한

시적이더라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안을 모색해 갈 수 있는 민관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2 3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기반 구축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사안은 행정만의 역할로 풀기 어렵다. 시민

들의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기금모금, 트러스트 운동

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원 문제에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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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 및 현황조사 설문지(1)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 및 현황조사[알고있을 경우]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연구를 진행중
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서울시 내 환경, 공원, 녹지, 도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향후 계획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수행기관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유영민 책임연구원 (02-499-6214)

 최승희 연구원(02-499-6154)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매우 잘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보통이다. 

○ 잘 모른다.

○ 아주 모른다

2. 귀 단체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문항3로 이동)

○ 없다(문항4로 이동)

3.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활동 내용을 기타에 

작성해주세요) *중복응답가능

○ 캠페인활동

○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 트러스트(기금모금과 토지매입등)

○ 현장공원 조성활동

○ 기타(                   )

4. 귀 단체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있다(문항 4-1)

○ 없다(문항 4-2)

○ 고려해볼 수 있다(문항 4-3)

○ 기타(                   )



부록 61

4-1) 활동계획이 있다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가능

○ 캠페인활동

○ 제도개선및연구활동

○ 트러스트(기금모금과 토지매입 등)

○ 현장공원 조성활동

○ 기타(                          )

4-2) 활동계획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가능

○ 민간단체에서 대응해야 할 활동이 아니다

○ 단체의 활동분야가 아니다

○ 기타

4-3) 고려해볼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까? *중복응답가능

○ 캠페인활동

○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 트러스트(기금모금과 토지매입등)

○ 현장공원 조성활동

○ 기타(                       )

5.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문항5-1이동)

○ 그렇다(문항5-1이동)

○ 보통이다(문항5-1이동)

○ 그렇지않다(문항5-2이동)

○ 매우그렇지않다(문항5-2이동)

5-1. 시민사회 대응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가능

○ 캠페인활동

○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 트러스트(기금모금과 토지매입등)

○ 현장공원 조성활동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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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민사회 대응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중복응답가능

○ 민간에서 대응해야 할 활동이 아니다

○ 도시공원일몰제가 되어도 문제가 아니다

○ 관심없다

○ 기타(                       )

6. 기타 의견사항을 적어주세요

* 다음항목은 통계사항입니다. 단체명을 작성해 주세요. 

* 단체의 주요 활동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 환경

○ 도시

○ 녹지

○ 공원

○ 기타(                       )

* 직급을 선택해 주세요

○ 사무처장

○ 사무국장

○ 팀장

○ 기타

* 단체규모를 선택해주세요

○ 5인이내

○ 10인이내

○ 15인이내

○ 20인 이상

○ 기타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활동 관련 인터뷰 요청시 응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네

○ 아니오

* 추가의견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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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 및 현황조사 설문지(2)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 및 현황조사[모르고있을 경우]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연구를 진행중
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서울시 내 환경, 공원, 녹지, 도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향후 계획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수행기관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유영민 책임연구원 (02-499-6214)

 최승희 연구원(02-499-6154)   

*도시공원：도시지역에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

*도시계획시설：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도로,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는 부지 지정, 고시
  -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
  -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매수 청구
  - 20년 경과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 상실
  ⇒ 2020년 7월 1일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공원 일제 지정해제：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 도시민의 여가 활동 공간의 상실 및 생활환경의 질 저하 예상
  - 주거지 내 입지한 생활공원의 경우 개발 압력 상승 예상
  - 도시의 자연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 네트워크 단절 우려

1. 귀 단체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있다(문항2로 이동)         

○ 고려해보겠다(문항3로 이동)

○ 없다(문항4로 이동)

2.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중복응답가능

○ 캠페인활동

○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 트러스트(기금모금과 토지매입)

○ 현장공원 조성활동

○ 연대활동 참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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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해볼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중복응답가능

○ 캠페인활동

○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 트러스트(기금모금과 토지매입등)

○ 현장공원 조성활동

○ 연대활동참여

○ 기타(                       )

4.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가능

○ 단체의 활동분야가 아니다

○ 민간에서 대응해야 할 활동이 아니다

○ 기타(                   )

5. 도시공원일몰제에 시민사회 대응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문항6이동)

○ 그렇다(문항6이동)

○ 보통이다(문항6이동)

○ 그렇지않다(문항7이동)

○ 매우 그렇지 않다(문항7이동)

6. 시민사회 대응활동이 중요하다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가능

○ 캠페인활동

○ 제도개선및연구활동

○ 트러스트(기금모금과토지매입등)

○ 현장공원 조성활동

○ 기타(                   )

7. 시민사회 대응활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중복응답가능

○ 민간에서 대응해야 할 활동이 아니다

○ 도시공원일몰제가 되어도 문제가 아니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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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항목은 통계사항입니다. 단체명을 작성해 주세요. 

* 단체의 주요 활동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 환경

○ 도시

○ 녹지

○ 공원

○ 기타(                       )

* 직급을 선택해 주세요

○ 사무처장

○ 사무국장

○ 팀장

○ 기타

* 단체규모를 선택해주세요

○ 5인이내

○ 10인이내

○ 15인이내

○ 20인 이상

○ 기타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활동 관련 인터뷰 요청시 응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네

○ 아니오

* 추가의견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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