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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을 위한 어린이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의식평가

Evaluation of Citizens' Perception on the Utilization of Children's Parks 
for the Elderly

이경복*, 홍광표**, 이혁재***

Kyong-bok Lee* Kwang-Pyo Hong**, Hyukjae LEE*** 

요 약 산업화시기에 획일적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활용도가 낮으며, 낮에는 주로 고령층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

령층을 위한 운동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설치되면서 어린이공원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질에 맞는 어린이 공

원의 조성방안과 고령층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어린이들과 고령층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변화

를 원하고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싶어하는 반면, 고령층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이 어린이들은 고령층과 공원을 같이 사용하는 거에 대하여 싫어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별도의 공원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층은 현재의 어린이공원을 개조하여 계속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어린이공원의 입지적 특성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일부 어린이공원의 일부 공간을 고령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전체를 고령층으로 위한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고

령층을 활용한 유지관리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어 : 시민의식, 어린이공원, 프로그램, 전문가의견, 설문조사

Abstract The children's park, which was created uniformly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is less utilized and 
is mainly used by the elderly during the day. In addition, sports facilities and rest facilities for the elderly are 
being installed, damaging the essence of children's park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creation of a children's park that was appropriate to its essence and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elderly. In this 
study, we conduct a survey to identify citizens' perception of children's parks and found that the opinions of 
children and the elderly were generally different. Children want to change and enjoy various games, while older 
people want to enjoy various programs while maintaining the status quo. As above, children do not dislike using 
the park with the elderly, but hope to create a separate park if possible. Meanwhile, the elderly want to renovate 
the current children's park and continue to use it. Therefore, in the future, some areas of children's parks will be 
created for the elderly or the entire area will be changed into small parks for the elderly, considering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population distribution of children's park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programs for the elderly or maintenance using the elderly. 

Key words : Citizens’ Perception, Children’s Park, Program, FGI,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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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 도시공원법에서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

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정

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판한 법률」에서는 도시공

원을 크게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분화하고 있다. 어린이공원은 생활권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공원, 근린공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주

제공원에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

육공원, 기타로 구분하였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범주 안의 다른 공원과 달리,

공원의 주 이용자를 어린이로 규정함으로써, 타 공원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설치목적에서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원 내의 시설물의 설치에서도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1]. 어린이공원의 조성은 1980년에 도시공

원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널리 보급

되었다 [2]. 이로써 사람들은 과거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주거 밀도가 높아지고 국

토 난개발이 심각해지는 등 각종 부작용도 뒤따랐다.

그와 함께 아파트를 비롯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형성된

곳곳에 다양한 도시공원도 함께 들어서기 시작했다. 또

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인구증가와 교통량의 증가

로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은 극히 한정될 수 밖에 없었

던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활동시간 및 영역이 극히 제

한된 어린이들의 놀이장소에 대한 배려로 주택지와 인

접한 곳에 조성해 왔다 [1,3,4].

한편, 200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평균수

명의 연장에 의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섰으며, 고령화

지수도 20년 전 대비 3.5배 증가했다. 통계청이 28일 발

표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집계 결과'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전체의 15.5%인 77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 고령인구 비중은 7.3%였으나 20년 만

에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5]. UN은 65세 이상 인구

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

로 구분한다. 반면 2019년 내국인 인구 중 유소년(0~14

세) 인구는 631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를 차지

했다. 유소년인구는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21%를 차

지했으나 해마다 그 비중이 꾸준히 감소했다 [5]. 이에

따라 2019년 고령화지수는 122.7로 작년의 114.1 대비

8.6 증가했다. 고령화지수는 2000년에는 35로 집계됐으

나 20년 만에 3.5배가 증가했다. 고령화지수는 고령인구

를 유소년인구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한다. 지난

2018년 200만명 이하로 떨어진 0~4세 인구는 2019년에

더 줄어든 184만명을 기록했다. 0~4세 인구는 1966년

488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05년 200만명대로 내려

선 이후 13년 만에 100만명대로 떨어졌다. 반면 70세

이상 인구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인구 중

96.2%(745만4000명)은 일반가구에, 29만2000명은 집단

가구 및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상기의 고령화와 같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다양한 어린이들의 성장패턴, 놀이행태, 놀이욕구의 변

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린이공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낙후되고 있으며, 이용하는 사람들도

고령층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6]. 그러한 원인

으로는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획일

적인 시설설치라고 할 수 있으며, 비슷비슷한 공간계획

으로 주 이용 대상인 어린이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7,8]. 그리고 유년층이 적

어지고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현재 조성되어 있는 다수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시대적 흐름과 변화하는 이용

자 행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법적 테두리 속에 일

률적인 계획으로 공원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

려 노년층의 휴식공간, 청소년 탈선과 일탈의 장소, 노

숙자에 의한 음주와 흡연 등으로 인하여 혐오시설로 전

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9,10].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시기에 획일적으로 조성된 어

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의 본질과 목적에 입각하여 조

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노인들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방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여 어린

이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대

두되고 있는 노인 여가활동 문제를 풀어갈 대안으로 어

린이공원의 본질에 입각하면서도 노인과의 공동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어린이공원의 향

후 조성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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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어린이공원의 내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린이공원의 현황과 미래상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식을 파악하였다. 특히 어린이와 노

년층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계층간 의견차

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차이

가 있는지를 파학하였으며, 계층간의 차이에 대하여 고

찰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할 대상지로는 2000년대 이전에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었지만 철강산업의 쇠퇴와 함께

고령화에 의해 어린이공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

는 포항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우선 응

답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두었으며, 그 후,

사용빈도와 접근방법에 대하여 파악한 후, 공원의 방문

목적과 동행자, 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여 포항시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

식을 파악하였다. 또한, 어린이공원의 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의 어린이공원의 활용방법을 찾기 위하여 노인층

의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와 노인층과 공동으로 활용하

기 위한 프로그램 및 노인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어린이공원을 활용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시기인 9월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9월은 장마와

한여름의 폭염을 피할 수 있으며, 겨울의 추위와 봄철

의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조사일

시는 2020년 9월 1일~9월 26일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

증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FGI 참가자는 조경학과 대

학교수 4명, 조경설계 및 계획분야 2명, 조경시공 전문

가 2명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그룹의 인터뷰는 2020

년 9월 30일에 실시하였다.

Ⅲ. 연구의 결과

1. 설문조사의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연령별 속성은 표 1, 그

림 1과 같이 8세미만의 유치원생이 4%, 8세~13세미만

의 초등학생이 34%, 13~19세미만의 중고등학생은 6%,

19~30세미만의 청년층은 8%, 30~50세미만의 중년층은

18%, 50~60세 미만이 6%, 60대이상의 고령층이 2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

어서의 어린이공원의 역할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60대이상의 응답이

다소 많았지만 연구의 취지에 맞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설문조사를 어린이공원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표 1 설문참여자의 속성
Table 1 Survey participants

연령 참여비율
8세미만 4%

8세~13세미만 34%
13세~19세미만 6%
19세~30세미만 8%
30세~50세미만 18%
50세~60세미만 6%
60세이상 24%

0 10 20 30 40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직장인

무직

기타(주부)

0~8

8~13

13~19

20~30

30~50

50~59

60이상

그림 1 어린이공원 방문객의 직업
Figure 1 the occupation of children's park visitors

그림 2와 같이 평일이나 휴일 모두, 어린이공원을 이

용하는 계층은 어린이들과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많았

으며, 그림 3와 4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공원의 방문목

적으로는 초등학생들은 친구와 같이 놀러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0대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여

유시간이 많고 공원내 시설을 이용해 운동이나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50대는 아

이와 놀아주기 위해서 혹은 애완견을 위해 방문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valuation of Citizens' Perception on the Utilization of Children's Parks for the Elderly

- 510 -

0 10 20 30 40

거의매일

주3-4회

주1-2회

월1-2회

거의오지않음

0~8

8~13

13~19

20~30

30~50

50~59

60이상

그림 2 어린이공원의 방문빈도
Figure 2 frequency of visits to children's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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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어린이공원의 방목목적-1
Figure 3 Purpose of Visit to Children's P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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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어린이공원의 방목목적-2
Figure 4 Purpose of Visit to Children's Park-2

한편,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는 그림 5와 같이 고령층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령층에서는 변화하

는 것보다 현재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들은 좀 더 새롭고 신선한 것을 추구

하여 이러한 결과가 타난 것이라고 사료된다. 어린이공

원의 조성목적 및 활용에 있어 본질적으로 문제가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린이 공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그림 6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어린이들이나 고령층 모두 어린이

공원 자체가 재미 없다고 답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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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어린이공원에 대한 만족도
Figure 5 Satisfaction with Children'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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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어린이공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Figure 6 Why not use Children'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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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어린이공원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Figure 7 What I like about the children's park

반면에 어린이 공원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그림 7

과 같이 고령층은 운동시설, 어린이들은 놀이시설이라

고 답하여 2가지 시설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용계층에 따라 선호하는 요소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나무나 정원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일부계층에서 마음에 든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전반적

으로 높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식물적인 요소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어린이공원에서 불필요한 시설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그림 8과 같이 고령층에서 놀이시설이라

고 답해 어린이공원의 본질에 대해 망각하고 있다는 느

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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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어린이공원에서 불필요한 시설
Figure 8 Unnecessary facilities in children's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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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어린이공원을 개선한다면?
Figure 9 What if we improve the Children'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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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어린이공원의 차별성
Figure 10 Discrimination of Children's Parks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개선한다면 필요한 시설로는

그림 9와 같이 어린이, 고령층 모두 화장실이라고 답하

였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놀이시설, 고령층은 운동시설

이라고 답해, 계층간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공원의 차별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림 10

과 같이 어린이들은 다른 공원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반면, 고령층에서는 특히 달라질 것

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령층을 위한 공원의 필요성에 대하서는 그림 11과

같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리고 고령층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다면 어린이들은 고

령층 전용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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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령층을 위한 공원의 필요성
Figure 11 the need for park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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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고령층을 위한 공원의 조성방향
Figure 12 Development of Park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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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프로그램의 참여의사
Figure 13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고령층에서는 그림 12와 같이 기존의 공원을 활용하

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린이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질

문에 대해서는 그림 13과 같이 어린이들은 참여의사가

많지 않았으나, 고령층에서는 참여의사가 많았다. 프로

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림 14와 같이 어린이들은 놀

이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으며, 고령층에서는 운동프로

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20대부터 50대까지의

기성세대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소일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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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Preferr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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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he Utilization of the Elderly in Children's Park

0 2 4 6 8 10 12 14

잔소리

간섭

옷차림

우리들의공간점유

기타(눈치, 흡연)

0~8

8~13

그림 16 고령층이 오는 것이 싫은 이유
Figure 16 The reason why I don't like older people
coming.

어린이공원의 고령층의 이용에 대하여 그림 15와 같

이 어린이들의 의견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오는 것에 대해 싫은 이유로는

그림 16과 같이 간섭과 잔소리가 싫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중고생의 이용에 대해서는 그림 17과 같

이 어린이, 고령층 모두 특별히 관심이 없었고, 중고생

이 오는 것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18과 같이 시

끄럽다는 의견과 폭력이 무섭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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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어린이공원의 중고생의 이용에 대하여
Figure 17 Use of Middle,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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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중고생이 오는 것이 싫은 이유
Figure 18 The reason wh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on't want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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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어린이공원에 바라는 점
Figure 19 What you want from Children'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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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어린이공원의 안전대책
Figure 20 Safety Measures for Children's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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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림 19와 같이

어린이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고령층

에서는 휴게시설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

왔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림 20과

같이 어린이들은 시간대별로 따로 사용하는 것을 바라

고 있는 반면, 고령층에서는 어린이들을 돌볼 임무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년층에서

는 보안관 제도가 가장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타나, 안

전에 대한 의식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간섭받는 것이 싫은 것이고, 중년층은 전문

적인 보안관에 의해 보호되었으면 하는 의견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고령층은 직접 보호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상기와 같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고령

층과 어린이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2. 설문조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어린이공원에 대한 어린이들과 고령층간의 의식차이

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다. 고령층이 이

용해서는 안되는 시설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어린이

를 위한 시설이다”, “어린이들은 고령층과 같이 공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

로 싫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고령층은 큰 상

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고령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령층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충분한 배려가

있는 다음에 고령층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과

어린이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가장 이

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공간을 분리

하거나 시설을 분리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고령층에서는 어린이들을 직접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으나, 보호자들의 생각은 전문적인 보안관이 필

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간섭받기 싫어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항상 돌발행동을 할 수 있고,

공원내에도 여러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으므로, 반드

시 일정수준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고

령층은 이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보안관을 양성할 필요

가 있다”와 같은 의견으로 좁혀졌다.

상기와 같이 전문가의 의견에서도 어린이들과 고령

층간에는 의식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 두 계층

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거리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을 위한 공원의 필요성에 대하서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고령층을 위

한 공원을 조성한다면 어린이들은 고령층 전용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고령층에서는 기

존의 공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계층간의

차이 발생하고 있었다.

어린이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린이들은 참여의사가 많지않았으나, 고령층에서는 참

여의사가 많았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

들은 놀이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으며, 고령층에서는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어린이공원의 고령층의 이용에 대하여 어린이들의

의견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치원생들은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오

는 것에 대해 싫은 이유로는 간섭과 잔소리가 싫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중고생의 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 고령층 모두 특별히 관심이 없었으나, 유치원생

들은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이 오는 것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끄럽다는 의견과 폭력이 무섭

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린이공원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특별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을 늘려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고령층에서는 휴게시설

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

은 시간대별로 따로 사용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반면,

고령층에서는 어린이들을 돌볼 임무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년층에서는 보안관 제도

가 가장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타나, 안전에 대한 의식

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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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이 싫은 것이고, 중년층은 전문적인 보안관에

의해 보호되었으면 하는 의견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에 고령층은 직접 보호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Ⅵ. 논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

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대체적으로 어린이들과 고

령층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

이들은 변화를 원하고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싶어하는

반면, 고령층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프로그

램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이 어린이들은 고령층과 공원을 같이 사용

하는 거에 대하여 싫어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별도

의 공원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층은 현재의 어린이공원을 개조하여 계속사

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공원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의 현실은 무료

하게 앉아있거나 노인용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는 고령

층이 잠식하고 있거나 불량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되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고령층에 의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하여 어린이들은 찾지 않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공원

을 찾는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의 이유만으로 어린이공원을 고령층으로

위한 공원으로 바꾼다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의 주변 시민들의 의

견청취와 함께 어린이공원의 입지적 특성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일부 어린이공원의 일부 공간을 고령층

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전체를 고령층으로 위한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고령층을 활용한 유지관리 방안

도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상기의 방안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어린이공원

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노년층을 위한 공간을 조

성한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

적으로 고령층을 위해서는 고령층을 위한 공간을 제공

하는 것보다 고령층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포항시의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포항시는 공업도시라는 특색이 있는점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함

에 있어 COVID-19의 영향으로 어린이공원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한정적이어서 대상지의 수에 비하여 많

은 의견을 청취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Ⅴ. 결론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어린이공원은 현재 본질

의 목적에 맞지 않은 방향으로 변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린이공원은 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고도성장기

에 조성된 경우가 많아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사용하는

어린이가 적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어린

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조성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

아보인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활용하는 주 이용층이

현재는 어린이라고 하기 보다는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

여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할 때에는 고령층을 배려한 계

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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