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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grasping improvement factors of Cheonho Park, Gandaemae Park and 

Hunlyunwon Park as barrier free friendly parks. For this study, current status of parks, users' state 

and satisfaction were analyzed in October, 2014 and September, 2015. To detect current status, period 

of designing, whole size, facility․pavement․green space area, and main spaces were examined. As 

for BF status, mediation facilities, leading and guidance facilities, convenient facilities and BF pedestrial 

passage were analyzed. Also, It examined user behavior and satisfaction by accessibility, convenience 

and safety items. As a result of status analysis, three parks were designed in 1997∼1998. The size 

of parks were 15,180m2～26,697m2. As for mediation facilities, the slopes of walking-passage in 

Cheonho Park and Gandaemae Park were flat. The rate of leading-guidance facilities was 72.7%∼

93.4%. In the three parks, the effective width of safe pedestrian space within BF pedestrial passages 

* 본 논문은 상명 학교 2014학년도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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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more than 1.8m. In Cheonho Park and Gandaemae Park, more than 50% of soil and urethane were 

used as paving materials. Users were the most satisfied with accessibilities in Cheonho Park due to 

flat-typed walking passages. In convenience, when it comes to using benches and pergolas, it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satisfaction in every park. In safety, there were also considerable difference in 

every park. Overall, it was analysed that the satisfaction with information for safety and facilities was 

significantly low.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uggests three considerations to recreate parks as 

barrier free friendly parks. 

1) Flat-typed walking passages and enough parking areas near parks should be constructed. 2) Additional 

rest furniture for convenience should be installed and complemented. 3) Walking oriented-spatial safe 

facilities for safety should be differently supplemented.

Key Words：BF Status, BF Pedestrial Passage, Accessibility, Convenience, Safety.

I.서  론

우리나라 7  특별․ 역시에 거주하는 교통

약자는 2013년 체 인구의 약 25% 인 1,278만 

명 수 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4만 명 증가하

다. 교통약자 유형은 고령자가 625만 명으로 

가장 높은 유율(48.9%)을 차지하 으며 어린

이, 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높았

다(http://korealand.tistory.com). 이와 같은 교통

약자를 고려한 녹색 복지정책이 다양화되어 가

고 있으며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노약자에 한 사회  심 뿐만 아

니라 물리  환경에 한 심이 증 되어 왔

다. 이후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보

장에 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부공간에서의 

이동  활동 등에 한 심도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Kang et al., 2007). 사회  동향에 발

맞추어 2010년부터 인천시와 시에서는 산

림청 녹색사업단의 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이나 

노인 문병원 등의 옥상, 자투리공간에 정신치

유 힐링공원이나 녹색 복지숲을 조성하여 왔다. 

한, 서울시에서 2013년 여의도공원 무장애공

원 시범조성을 시작으로 2014년 7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보라매공원을 무장애친화공원으로 개선하 다. 

같은 해 서울시 17개 직 공원에 한 사 조사 

 기본계획을 통해 “무장애친화공원 가이드라

인”을 수립, 연차 으로 무장애친화공원을 조성

해 나갈 정이다. 이와 같은 도시공원에 한 

무장애 정비사업에 있어 미국, 일본, 국에서도 

공원별 입지조건, 다양한 이용계층을 수용한 시

설 정비 등 BF 정비 기  마련을 통해 외부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국내

에서도 유니버셜디자인, 무장애디자인 등을 

한 법규  제도를 통해 공원의 환경개선을 도모

하고 있으나 공공건물  공 이용시설 등, 건축

련 부문에 집 되어 있어 외부공간 개선안 반

에 있어서는 명확치 않은 실이다. 고령자  

장애인를 포함한 교통약자는 지속 으로 증가하

고 있으므로 이들의 외부활동과 연계한 휴식, 휴

양 시설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Kang et al., 2010). 교통약자를 배려한 

복지정책의 변화와 함께 여가활동의 심도 높

아지고 있으므로 무장애친화공원화를 해서 도

시내부에 치하면서 쉽게 근,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권 공원의 리노베이션 방안이 매우 효

율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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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에서 근이 가능한 도심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을 상으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

안하고자 수행하 다.

II.이론적 고찰

무장애친화공원을 한 개념은 유니버셜디자

인, 무장애디자인과 같은 유사개념의 고찰이 선행

되어져야 한다.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은 장애, 비장애인과 노년층 등 모든 사람이 사

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실 하는 것에 있으며 환

경평가를 한 7가지 원리가 제시되었다(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 of the disabled, 2010).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은 1974년 유

엔 장애인생활환경 문가 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생긴 

개념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하여 

건축물, 공원, 보도 등의 턱을 없애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와 같이 무장애(Barrier-Free 이하 BF) 련 연구

는 1950년 건축환경에서 장애인들에게 근성

과 이동성을 높이고  하는 목 에서 시작되어 

건축용어로 자리잡았다. BF에 있어서는 2000년

 반 건축물과 연계한 공간이용에 한 의식

이 요하게 두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무장

애 내부환경 조성을 하여 장애인과 고령자를 

고려한 공공도서 이나 박물 , 철도시설, 복합 

상업시설지 실태 악  개선방안에 한 연구

(Hwang, 2014; Jung,  2001; Noh et al.,  2011; 

Yun, 2010)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 무장

애 실 을 한 학교시설 개선(Seo, 2009), 무장

애 놀이공간의 계획기 (Kang et al., 2009) 마련

에 있어 장애, 비장애학생 모두가 편리한 무장

애 환경시설 구축방향을 제시하 다. BF 련 

연구는 부분 건축물과 련된 내부 시설 개선

에 집 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차 외부공간과 

연계한 무장애 동선, 시설을 용한 정원이나 

공원 조성과 같은 녹색복지서비스의 역이 확

되고 있다. 무장애공원에 한 기 연구로서 

Kang and Kim(2001)은 도시공원인 보라매공원 

무장애 공간화 기본계획안으로서 재활정원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 Lee and Yeom(2012)는 

일본 도시공원 정비 사례 평가를 통하여 한국 

도시공원의 베리어 리 정비사업을 한 정책

 제언을 하 다. Seo and Koo(2015)는 보라매

공원의 BF인증 가능성을 분석하고 공원시설 개

선시 문제 을 도출하 다. 무장애공원 계획요

소에 한 연구로서 Lee et al.(2011)은 근성, 

BF보행로 지정  연속성 확보, 이용편의성, 유

도안내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획방향을 제시

하 으며 Roh(2011)는 근린공원의 장애인 편의

시설 이용을 하여 공원 진출입 통제계획과 

용주차장과 통합안내  설치, 안 한 편리시설 

 보행유도의 연속성, 바닥마감재 교체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사회 반의 녹색복지

서비스 인식의 확산으로 무장애도시, 무장애공

원에 한 요구도는 지속 으로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외부환경에 한 정비, 개선을 한 

안들이 두되고 있는 시 이다. 특히, 무장

애공원에 한 매뉴얼이나 설치기 이 획일

이기 보다는 공원별 황  이용자 속성에 

합한 탄력 인 기 이나 계획방향의 유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Lee and Yeom, 2012). 

즉, 무장애친화공원화를 하여 공원 황에 기

한 개선인자를 추출하여 보편타당한 리노베

이션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

존에 연구되어온 무장애공원은 고령자, 어린이, 

유아동반자, 장애인, 일시  장애인 등, 모두

가 이용가능한 에서 공원내 물리  장애물

이 완 히 제거되도록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무장애친화공원은 기존의 환경을 고

려, 공원이용에 필수 인 역을 상으로 물리

 장애물을 제거하고, 물리  무장애가 어려운 

부분은 인 서비스  정보제공을 통한 보완으

로 이용자의 안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한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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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5a).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무장애친화공

원화를 하여 황조사를 수행하 고, 교통약

자를 포함한 공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통합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악하

고자 하 다. 

III.연구방법

1.연구 상지

본 연구는 서울시 할 직 공원  도심 내

부에 치하며 공원 인근에 거주자나 통행하는 

자의 휴식이나 산책을 해 조성된 소면 의 근

린생활권 근린공원(10,000m2～30,000m2)을 

No Park name Location Area(m2) Park type

1 Gandaemae Park Dongdaemun-gu 15,180
Neighborhood 

park
2 Cheonho Park Gangdong-gu 26,697

3 Hunlyunwon Park Jung-gu 16,735

4 Seoul Forest Seongdong-gu 237,552

Urban region 

park

5 Eungbong Park Seongdong-gu 791,220

6 Citizen's forest Seocho-gu 258,991

7 Yeouido Park Yeongdeungpo-gu 229,539

8 Pureun Park Guro-gu 103,354

9 Jungnang Camping Park Jungnang-gu 179,666

10 Naksan Park Jongno-gu 198,477

11 Dream Forest Gangbuk-gu 665,190

12 Independence Park Seodaemun-gu 113,021

13 Ttukseom park Seongdong-gu 194,842

14 Seonyudo Park Yeongdeungpo-gu 110,407

15 Childern's Grand Park Gwangjin-gu 560,552

16 Boramae Park Dongjak-gu 424,106

17 Namsan Park Jung-gu 1,111,804 Metropolitan 

park18 World Cup Park Mapo-gu 1,547,220

* http://parks.seoul.go.kr/

Figure 1. Location map and list of direct management park in Seoul.

Cheonho Park Gandaemae Park Hunlyunwon Park

Legend

 School area  Road area  Residential area

 Commercial area  Waterway area  Research site

Figure 2. Land use map of around resear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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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 다. Figure 1과 같이 서울시 직  근

린공원(18개소)은 근린생활권, 도시지역권, 역

권 근린공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상지는 도

심 내부에 치하는 소면 의 근린생활권 근린

공원으로 평지에 입지, 근의 용이성 등으로 무

장애친화공원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상되어 선정하 다. 평지형 근린생활권 근린공

원으로 천호공원(26,697m2), 간데메공원(15,180m2), 

훈련원공원(16,735m2) 3개소를 선정하 다. 공

원 주변(반경 500m)의 토지이용 황을 살펴보

면, 서울시 강동구 천호공원과 동 문구 간데메

공원은 주택지 내부에 입지하 으며, 구의 훈

련원공원은 상업지 내부에 치하 다(Figure 2).

2.연구방법

1) 현황조사

황조사에서는 일반 황과 BF 황조사(2014

년 10월)로 구분하 으며 일반 황은 조성시기, 

체 면 , 시설․포장․녹지 면 , 주요 공간을 

악하 다. BF 황조사 항목은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2012)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공원편)”을 토

로 근린공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 다. 총 5

개의 평가부문, 13개의 범주, 44개의 평가항목

에 있어 건축물 내부환경 심의 생시설은 제

외하 으며 조경 인 범 에서 실측과 수조

사가 가능한 매개시설, 유도  안내시설, 편의

시설, BF보행로 4개 평가부문, 7개 범주, 13개 

평가항목을 선정하 다(Figure 3). 매개시설은 

근로와 주출입구로 구분하 으며 근로는 

외부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유효폭, 단차, 기울기, 

덮개의 유무를 조사하 고 주출입구는 공원입

구와 보도와의 경계를 조사하 다. 유도  안

내시설에서는 안내  설치여부, 양각안내  개

수를 조사하 다. 편의시설은 근  이용성, 

공원시설, 기타설비로 구분하 고, 근  이

Mediation

facility

3 category, 14 

evaluation items
Possibility of 

the actual 

measurement

∙Accessing road: Effective width, Level gap, 

Slope, Check cover 

∙Main entrance: Boundary between park entry 

and sidewalk

Leading and

guidance

facility

1 category, 4 

evaluation items
∙Installing of direction board

Convenient 

facility

3 category, 5 

evaluation items Complete 

enumeration

survey

∙Access and usability: Main entrance of the 

park facility

∙Others: Pergola, Bench, Drinking fountain

BF Pedestrial 

passage

1 category, 7 

evaluation items

∙Walking safety space, Level gap, Slope, Floor 

covering materials

Sanitation 

facility

5 category, 14 

evaluation items
Does not apply

*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2. Manuals of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e 

System. (recomposition)
Figure 3. Investigating items of BF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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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은 공원시설의 주출입구를 조사하 으며 

기타설비는 고라, 벤치, 음수 를 조사하 다. 

BF보행로는 공원 내부보행로의 보행안 공간, 

단차, 기울기, 바닥마감재를 조사하 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천호공원, 간데메공원, 훈련원공원 3

개소의 공원 이용자를 상으로 무장애친화공원의 

개념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으로 진행하 으며 2015년 9월 19일, 20일 주말

에 실시하 다. 상자는 일반인과 교통약자(고

령자와 유아 동반자)를 심으로 설문을 진행

하 고, 설문항목은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일반 황, 이용행태를 악하 다. 공원 이용자

의 일반  특성으로 성별, 연령, 이용자 유형으

로 구분하 으며 이용자 행태에 있어서는 이용

횟수, 방문 요일  목 , 교통수단, 공원까지의 

소요시간  공원내 체류시간, 공원이용시 불편사

항으로 세분화하 다. 설문지 구성 항목은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 of the disabled(2010)

의 유니버셜디자인 7가지 원리와 Lee et al.(2011)

의 고령자를 한 거주지 외부환경 평가요소로 

제시한 7가지 기 을 용하 다. 그 가운데 본 

연구의 BF 황 평가부문 4개 항목과 가장 련

성이 높은 근성, 안 성, 편리성을 도출하 다

(Figure 4). 황조사 항목과 연계하여 설문 구성

에 있어 근성, 편리성, 안 성으로 구분하여 

Roh(2011)의 근린공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2015b)

의 무장애친화공원 가이드라인 기 을 토 로 

외부환경에 합한 35개 설문항목을 추출하

다(Table 1). 근성은 외부공간에서 근시 유

효폭, 단차  경사, 포장재, 주차장과의 거리  

단차, 화장실․ 리사무소․놀이터․ 고라 

Figure 4. Evaluation items of BF environment.

Table 1. Contents of questionnaire.

Distinction Investigation items

General feature Gender, Age, Type of the mobility handicapped

User's behavior Use frequency, Visiting days and purposes, Vehicles, Stay time within the park

Satisfaction

Accessibility

In accessing from exterior space: Effective width, Level gap and slope, Pavement 

materials, Distance and level gap of parking lot

In accessing to toilet․manager's office․playgound․pergola: Level gap and slope

Convenience
Guidance direction board, Securing parking space, Bench or drinking fountain, Vending 

machine, Manager's office and playground

Safety

In using interior park: Effective width, Level gap, Slope, Pavement material, Walking 

inconvenience due to bicycle and plants, Information announcing dangerous space 

(Guidance direction board, Alarm bell, CCTV installation, Night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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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의 단차나 경사의 불편성을 악하 다. 안

성은 공원 내부 이용시에 유효폭, 단차, 경사, 

포장재, 자 거  수목 등으로 인한 보행불편, 

험지역 등을 알리는 정보(안내표지 , 비상벨

이나 CCTV설치, 야간조명) 항목을 설문하 다. 

편리성은 안내표지 , 주차공간 확보, 벤치, 음

수 , 자 기, 리사무소  놀이터 사용시의 

만족도를 악하 다. 

각 공원마다 설문지는 50부씩 총 150부 설문

조사를 실시하 으며 150부의 설문지  불성

실한 응답자의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45부를 

유효표본수로 하 다. 설문은 5  리커트 척도

에 의거하여 시행되었고,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3개

소 공원간의 만족도 차이를 악하기 해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으

며 통계분석 로그램인 SPSS ver.22.0을 사용

하 다.

IV.결과 및 고찰

1. 상지별 일반 황

상지별 내부 토지이용  세부 황(Table 2, 

Figure 5)을 살펴보면, 평지의 소면 형 근린공원

으로서 천호공원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치

하고 있으며, 1998년 조성되었으나 2009년 

Table 2. Status of research site.

Distinction Cheonho Park Gandaemae Park Hunlyunwon Park

Location
702, Olympic-ro, 

Gangdong-gu, Seoul, Korea

59, Seoulsiripdae-ro 2-gil, 

Dongdaemun-gu, Seoul, Korea

227, Eulji-ro, Jung-gu, 

Seoul, Korea

Year of establishment 1998 1998 1997

Park area 26,697m2 15,180m2 16,735m2

Facilities area 9,744m2 4,941m2 6,638m2

Pedestrian road area 5,693.9m2 2,867.8m2 3,600.5m2

Green area 63.5% 67% 60.3%

Current state of

facilities

Musical fountain, 

Outdoor stage, 

Fitness facilities, Library

Pond, Fitness facilities, 

Basketball court

Outdoor stage, 

X-Game, Cascade, 

Fitness facilities

Cheonho Park Gandaemae Park Hunlyunwon Park

Legend

 Green area  Pedestrian road  Waterway  Building  Facilities area

Figure 5. Land use map of resear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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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업으로 재조성 되었다. 동부공원 리사업소

에서 직 리하며 공원면 은 26,697m2, 시설면

이 9,744m2이며 보행로의 면 은 5,693.9m2로 

조사되었다. 시설은 음악분수, 야외무 , 체력단

련시설, 도서  등이 있다. 간데메공원은 서울시 

동 문구 답십리동에 치하고 있으며 1998년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원 녹

지가 부족한 동 문 주택 집지역내에 조성되

었다. 부공원 리사업소에서 직 리하며 공

원면 은 15,180m2, 시설면 이 4,941m2, 보행

면 은 2,867.8m2이었으며 시설은 연못, 체력단

련시설, 농구장 등이 조성되어 있었다.

훈련원공원은 서울시 구 을지로 5가에 치

하고 있으며 조선시  병사의 무술훈련  병서․

투 형 등의 강습을 맡아 훈련하던 곳을 1997

년에 근린공원으로 재조성하 다. 부공원 리

사업소에서 직 리하며 공원면  16,735m2이

었다. 시설면 이 6,638m2, 보행면 은 3,600.5m2

로 조사되었다. 시설은 야외무 , X-Game장, 계

류천, 체력단련시설 등이 있으며 주변에 국립

앙의료원, DDP, 패션벤쳐타운이 있으며 X-Game

장으로 인해 청소년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

고 있었다.

2. 상지별 BF 황

1) 천호공원

매개시설  근로에서 보․차도가 분리되

어 있는 근로는 2곳으로 유효 폭이 각각 2.5m

와 4m로 휠체어 2 가 교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단차, 경사, 덮개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 공원 주출입구와 보도와의 경계

에서 단차, 경사가 없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외부에서 공원으로 근하기 쉽도록 조성되어 

있었다. 유도  안내시설에서 공원의 안내 은 

총 20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방향안내

은 2개 으며, 장애인이 쉽게 이용 가능한 양

각안내 은 18개(90%)로 조사되었다. 공원시설

은 리사무소가 있었으며, 리사무소의 주출

입구의 단차는 6cm이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

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리사무소를 이용하

기 제한 이었다. 기타설비로 고라는 총 6개

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

설은 2개소(33.3%) 다. 벤치는 총 80개가 설치

되어 있었고 그  손잡이가 설치된 등의자 45

개(56.3%), 평의자 35개(43.7%)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등이 사용가능한 고라는 부족했으나 

벤치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인 손잡

이가 설치된 등의자가 50% 이상 확보된 상태

다. 음수 는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하부공

간이 확보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 

힘든 구조 다.

BF 보행로에서 내부보행로는 보행안 공간이 

1.8m이상 확보된 지역이 5,669.2m2(99.3%)로 휠

체어 교행이 가능한 황이었다. 공원내부에 단

차, 경사 8% 이상 지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보

행로 마감재는 소형고압블록 2,186.9m2(38.3%), 

마사토 포장 1,960.9m2(34.4%), 우 탄 포장 

1,519.4m2(26.6%), 데크 42.3m2(0.7%) 순으로 비

교  안 한 마사토  우 탄 포장이 50% 이상

을 차지하 다.

Mediation facility Leading and guidance facility Convenient facility BF Pedestrian passage

Figure 6. BF status of Cheonho Park.



143무장애친화공원화를 한 근린생활권 공원의 황  이용자 만족도 분석

2) 간데메공원

매개시설  근로는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보․차도 혼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차, 경사

는 없었으나 덮개는 출입구 부근에 4m로 조사

되었다. 한, 공원 주출입구와 보도와의 경계

에서 단차, 경사도가 없어 장애인 등이 공원으

로 근하기 쉽도록 조성 되어 있었다. 유도  

안내시설에서 공원의 안내 은 총 15개가 설치

되어 있었으나 방향안내 은 설치되어 있지 않

았으며, 양각안내 은 14개(93.4%)로 조사되었

다. 간데메공원의 공원시설은 리사무소가 있

었으며, 리사무소의 주출입구의 단차는 8.5cm

이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

용자가 리사무소를 이용하기 제한 이었다. 

기타설비에서 휴식시설로 고라는 총 7개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2개소(28.5%) 으며, 벤치는 총 58개가 설치되

어 있었고, 그  손잡이가 설치된 등의자는 17

개(29.3%), 평의자 41개(70.7%)로 장애인 등을 

한 고라  벤치가 부족하 다. 음수 는 2

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모두 하부공간이 확보

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 힘든 구조

다. BF 보행로에서 내부보행로는 보행안 공

간이 1.8m이상 확보된 지역이 2,390.9m2(83.4%)

이었으며 공원내부에 단차는 없었으나 경사 8% 

이상인 지 이 3개소로 조사되었다. 보행로 마

감재는 우 탄포장 1,527m2(53.2%), 소형고압블

록 920.8m2(32.1%), 자연석포장 420m2(14.7%) 

순으로 우 탄 포장율이 가장 높았다.

3) 훈련원공원

매개시설  근로에서 보․차도가 분리되

어 있는 근로는 2곳으로 유효폭 4.5m로 휠체

어 2 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단차, 경사, 덮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공원 주출입구와 보도와의 경계에서 단차는 

없었으나 9%의 경사가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통행하기 다소 어려운 황이었다. 유도  안

내시설에서 공원의 안내 은 총 11개가 설치되

어 있었으며 그  방향안내 은 1개 고, 양각

안내 은 8개(72.7%)로 조사되었다. 공원시설은 

리사무소가 있었으며, 주출입구에 단차와 경

사가 없어 수평 근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

었다. 기타설비에서 평상과 같은 휴식공간이 1개

Mediation facility Leading and guidance facility Convenient facility BF Pedestrian passage

Figure 7. BF status Gandaemae Park.

Mediation facility Leading and guidance facility Convenient facility BF Pedestrian passage

Figure 8. BF status of Hunlyunw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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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벤치는 총 17개가 설치

되어 있었고, 그  등의자는 3개(17.7%), 평의

자 14개(82.3%)로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평의자가 부분이었다. 음수 는 1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본래 휠체어 이용자도 사용

이 가능한 음수 지만 하부공간에 디딤돌을 

놓아 하부공간이 미확보 되었다. BF 보행로에서 

내부보행로는 보행안 공간이 1.8m 이상 확보된 

지역(336.5m2(93.5%))이 부분이었고 공원내

부에 단차는 2곳, 경사 8% 이상 지역이 4개소로 

조사되었다. 보행로 마감재는 블록포장 3,429.8m2 

(95.3%), 자연석포장 170m2(4.7%)순으로 블록 포

장율이 가장 높았다.

4) 공원별 종합분석

각 공원별 BF 황조사를 종합해 보면 매개

시설  근로는 천호공원과 훈련원공원의 유

효폭이 1.8m 이상으로 휠체어 교행이 가능하

Table 3. Situation summary of research site.

Distinction Cheonho Park Gandaemae Park Hunlyunwon Park

Mediation
facility

Acce
-ssing
road

Effective width 2.5m / 4m None 4.5m

Level gap None None None

Slope None None None

Drain cover None 4m None

Main
exits

Boundary between
park entry and sidewalk

Easy access Easy access 9% slope

Leading and 
guidance
facility

Direction board installation
(Total number / Number of raised 

carving direction board)
20EA / 18EA(90%) 15EA / 14EA(93.4%) 11EA / 8EA(72.7%)

Convenient
facility

Main entrance of park facility
(Level gap / Slope)

6cm / No slope 8.5cm / No slope None / No slope

Others

Park faclity Park manager's office Park manager's office Park manager's office

Pergola
(Total number / Number of 

available pergola with 
disabled person)

6EA / 2EA(33.3%) 7EA / 2EA(28.5%) -

Bench

Total 80EA
Bench with back rest 
 : 45EA(56.3%)
Bench without back rest
 : 35EA(43.7%)

Total 58EA
Bench with back rest 
 : 17EA(29.3%)
Bench without back rest
 : 41EA(70.7%)

Total 17EA
Bench with back rest 
 : 3EA(17.7%)
Bench without back rest
 : 14EA(82.3%)

Drinking fountain 2EA 2EA 1EA 

BF
Pedestrian

passage

Pedestrian safe space
(Crossing possible area)

5,669.2m2(99.3%) 2,390.9m2(83.4%) 336.5m2(93.5%)

Level gap None None 2places

Slope(More than 8%) None 3places 4places

Paving materials

∙Compact high pressure 
block 2,186.9m2(38.3%)

∙Granite soil pavement 
1,960.9m2(34.4%)

∙Urethane pavement 
1,519.4m2(26.6%)

∙Deck 42.3m2(0.7%)

∙Urethane pavement 
1,527m2(53.2%)

∙Compact high pressure 
Block 920.8m2(32.1%)

∙Natural stone pavement 
420m2(14.7%)

∙Block pavement 
3,429.8m2(95.3%)

∙Natural stone pavement 
170m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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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간데메공원의 근로는 보차도 혼용으로 

되어 있어, 근시 차량과의 주의가 필요하 다. 

단차, 기울기는 3개 공원 모두 없었으며, 간데메

공원에서 트 치 덮개가 약 4m 길이가 있어 트

치 뚜껑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공원입구와 보도와의 경계는 천호공원과 간데

메공원의 근이 용이하 으며, 훈련원공원은 

9%의 경사가 있어 교통약자의 근이 비교  

어려울 것으로 단되었다.

유도  안내시설로 천호공원(90%), 간데메

공원(93.4%)은 양각안내 을 90% 이상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훈련원공원은 72.7%로 

추가 설치시, 양각안내 으로 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편의시설로 3개 공원 모두 공원 

리사무소가 있었으며, 천호공원과 간데메공원

의 리사무소 주출입구 단차가 있었고 경사로

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는 근

이 어려울 것으로 단되었다. 훈련원공원은 

리사무소 근시 단차가 없어 근이 용이하

다. 기타설비로 고라는 천호공원과 간데메공

원에 각각 6개소, 7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고라는 2개소로 고라 

이용에 제한 인 것으로 단되었다. 벤치는 장

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인 손잡이가 설치

된 등의자를 설치해야 하며, 천호공원은 등의자

(56.3%)를 50% 이상 설치한 황이었으나 간데

메공원과 훈련원공원은 30% 미만의 설치율을 

보여 이용하기 편리한 등의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음수 는 각 공원별 

1∼2개소를 설치하 으나, 하부공간이 확보되

지 않아 장애인  노인의 사용이 불편할 것으

로 단되었다. BF 보행로는 공원 내부 보행로

로 산책  공원시설 간을 연결하는 요한 동

선으로, 바닥마감재는 넘어져도 충격이 고, 

Table 4. General information of users.

Distinction
Cheonho Park Gandaemae Park Hunlyunwon Park All

N % N % N % N %

Gender

Male 20 44.4 29 58.0 32 64.0 81 55.9

Female 25 55.6 21 42.0 18 36.0 64 44.1

Sub-total 45 100.0 50 100.0 50 100.0 145 100.0

Age

Less than 20 6 13.3 9 18.0 6 12.0 21 14.5

20∼29 8 17.8 12 24.0 14 28.0 34 23.4

30∼39 13 28.9 15 30.0 17 34.0 45 31.0

40∼49 2 4.4 5 10.0 4 8.0 11 7.6

50∼59 2 4.4 2 4.0 6 12.0 10 6.9

More than 60 14 31.1 7 14.0 3 6.0 24 16.6

Sub-total 45 100.0 50 100.0 50 100.0 145 100.0

Type of the 

mobility 

handicapped

Disabled 1 2.2 1 2.0 0 0 2 1.4

Elderly 13 28.9 5 10.0 3 6.0 21 14.5

Accompany with 

infant
10 22.2 21 42.0 15 30.0 46 31.7

Nondisabled 21 46.7 23 46.0 32 64.0 76 52.4

Sub-total 45 100.0 50 100.0 50 100.0 1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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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없이 미끄럽지 않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

다. 천호공원은 마사토포장과 우 탄포장이 50% 

이상을 차지하 고 간데메공원은 우 탄포장이 

53.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훈련원공원

은 부분 블록포장을 사용하 으므로 차후 공

원 리노베이션시, 틈새가 없고 충격이 은 포

장재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3.이용자 만족도

1) 일반적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145명의 일반 인 

황은 남자 55.9%, 여자 44.1%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천호공원을 제외한 간데메공원, 

훈련원공원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연령은 30

(31.0%)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 (23.4%), 60  이상(16.6%)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층은 정상 인 일반인

(52.4%), 유아 동반자(31.7%), 고령자(14.5%), 

장애인(1.4%) 순으로 구분되었다. 천호공원과 

간데메공원은 고령자  유아 동반자가 50% 

이상을 차지하여 안 한 무장애친화공원으로서

의 요구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상되었으며 훈

련원공원도 36%를 차지하 다. 천호공원의 경

우, 고령자가 28.9%로 간데메공원(10%)이나 훈

련원공원(6%) 보다 3배 이상 많은 이용 황을 

나타내었다.

2) 이용자 행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행태를 알아보기 

해 공원 이용횟수, 방문요일, 방문목 , 공원

까지 오는 교통수단, 교통수단 선택이유, 공원

까지 오는데 소요시간, 공원 내 체류시간, 동행

자, 공원의 불편사항을 악하 다. 공원을 이

용하는 횟수는 주 1～2회(33.1%), 거의 매일

(23.4%)로 나타났으며 공원 방문요일은 주말

(54.5%), 주 이나 주말 무 (29.0%)하게 이용

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목 은 휴식(27.6%), 아

이들과 놀기 해(23.4%), 운동(22.1%)이 비슷

한 비율을 차지하여 개인 는 유아 동반한 

산책, 휴식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까지 오는 교통수단으로는 도보

(5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는 다른 교통

수단보다 이용이 편해서(39.3%),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37.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

고 공원까지 오는데 소요시간은 30분 이내

(71.7%)로 부분 이용자들이 공원 근거리에서 

이용하고 있는 황이었다.

천호공원과 간데메공원은 주택가 내에 입지

하 기 때문에 도보 이용자가 70% 이상을 차지

하 으며 이에 반해 도심 상업지내에 치한 훈

련원공원은 지하철  차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70%로 주변 토지이용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

다. 공원 내 체류시간은 2～4시간(27.6%)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1시간 내외(48.2%)로 머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방문 시 동행자는 친

구(38.6%)와 유아 동반형 가족(31.7%)이 가장 

많았으며 공원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보행  

편의시설 등의 이용불편이 17.9%로 높았으나 

불편이 없거나 불청결, 노숙자, 소음, X-sports로 

인한 통행 불편 등의 기타(36.6%) 요인도 높게 

나타났다.

3) 이용자 만족도

(1) 근성

공원별 근성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Table 6), 

주차장이나 화장실, 리사무소, 놀이터, 고라 

등으로의 근에 있어 만족도 3.48～4.04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호공원은 근

시 보행로의 단차, 경사 만족도(4.04)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 내․외부의 근에 

있어 단차, 경사가 모두 없이 평탄하게 보행로가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었다. 주차장

에서 공원까지 거리에 있어 훈련원공원이 3.94로 

높은 만족도를 보 는데 이는 공원 내에 지하주

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공원 근이 용이하기 때

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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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sers’s behaviors of parks.

Distinction
Cheonho Park Gandaemae Park Hunlyunwon Park All

N % N % N % N %

Number of 
times

Everday 15 33.3 11 22.0 8 16.0 34 23.4
1∼2 times a week 16 35.6 20 40.0 12 24.0 48 33.2
1∼2 times a month 7 15.6 7 14.0 11 22.0 25 17.2

1∼2 times in six months 3 6.7 9 18.0 7 14.0 19 13.1
1∼2 times a year 4 8.8 3 6.0 12 24.0 19 13.1

Sub-total 45 100.0 50 100.0 50 100.0 145 100.0

Visiting day

Weekdays 4 8.9 5 10.0 10 20.0 19 13.1
Weekend 20 44.4 30 60.0 29 58.0 79 54.5

At any time 18 40.0 15 30.0 9 18.0 42 29.0
The others 3 6.7 0 0 2 4.0 5 3.4
Sub-total 45 100.0 50 100.0 50 100.0 145 100.0

Use object

Rest 17 37.8 8 16.0 15 30.0 40 27.6
A simple exercise 9 20.0 8 16.0 15 30.0 32 22.1

Play with the children 7 15.6 18 36.0 9 18.0 34 23.4
Meeting with friends 7 15.6 12 24.0 2 4.0 21 14.5

For walking 3 6.7 4 8.0 6 12.0 13 9.0
The others 2 4.4 0 0 3 6.0 5 3.4
Sub-total 45 100.0 50 100.0 50 100.0 145 100.0

Transportation

By walking 33 73.8 37 74.0 9 18.0 79 54.5
Bus or taxi 6 13.3 5 10.0 3 6.0 14 9.7

Bicycle 2 4.4 0 0.0 1 2.0 3 2.1
Subway 2 4.4 4 8.0 18 36.0 24 16.6
By car 1 2.2 4 8.0 17 34.0 22 15.2

The others 1 2.2 0 0.0 2 4.0 3 2.1
Sub-total 45 100.0 50 100.0 50 100.0 145 100.0

Transport 
select reason

Comfortable than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13 28.9 17 34.0 27 54.0 57 39.3
Because they do not know or no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4 8.9 1 2.0 5 10.0 10 6.9

Since arriving soon 20 44.4 22 44.0 12 24.0 54 37.2
The cost to low 2 4.4 1 2.0 1 2.0 4 2.8

The others 6 30.0 9 18.0 5 10.0 20 13.8
Sub-total 45 100.0 50 100.0 100.0 145 100.0

Arrival time

Less than 10 minutes 17 37.8 24 48.0 7 14.0 48 33.1
Within 10∼30 minutes 22 48.9 17 34.0 17 34.0 56 38.6

Within half∼1hour 2 4.4 6 12.0 22 44.0 30 20.7
More than an hour 4 8.9 1 2.0 4 8.0 9 6.2

The others 0 0.0 2 4.0 0 0.0 2 1.4
Sub-total 45 100.0 50 100.0 50 100.0 145 100.0

Stay time

Less than 30 minutes 3 6.7 14 28.0 15 30.0 32 22.1
Within half∼1hour 7 15.6 20 40.0 9 18.0 36 24.8
Within 1∼2 hours 14 31.1 10 20.0 10 20.0 34 23.4
Within 2∼4 hours 19 42.2 6 12.0 15 30.0 40 27.6

The others 2 4.4 0 0.0 1 2.0 3 2.1
Sub-total 45 100.0 50 100.0 50 100.0 145 100.0

Companion

Alone 10 22.2 7 14.0 9 18.0 26 17.9
Family 10 22.2 21 42.0 15 30.0 46 31.7
Friend 20 44.4 18 36.0 19 38.0 56 38.6

Colleague 3 6.7 2 4.0 4 8.0 9 6.2
The others 2 4.4 2 4.0 3 6.0 7 4.8
Sub-total 45 100.0 50 100.0 50 100.0 145 100.0

Inconvenient
item

No information board 4 8.9 2 4.0 3 6.0 9 6.2
Pedestrian road pavement defects 0 0.0 4 8.0 2 4.0 6 4.1

Discomfort due to the passage of biking and 
inline skating

2 4.4 8 16.0 16 32.0 26 17.9

Short residence time due to lack of facilities 11 24.4 7 14.0 7 14.0 25 17.2
Rest room, amenities discomfort 13 28.9 8 16.0 5 10.0 26 17.9

The others 15 33.3 21 42.0 17 34.0 53 36.6
Sub-total 45 100.0 50 100.0 50 100.0 1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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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리성

상지별 편리성에 한 만족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7), 체 인 만족도는 2.7

6～3.82를 나타내었다. 특히 주차공간, 벤치, 

고라, 음수 과 같은 시설  편리성에 있어 

상지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주차공간은 

훈련원공원에서 만족도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훈련원공원내 지하주차장이 조성되어 있

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되었다. 벤치, 고라 사용에 있어 간

Table 7. One-Way ANOVA result on satisfaction of convenience factor by users.

Distinction
Cheonho 

Park

Gandaemae 

Park

Hunlyunwon 

Park
F P-value

Information board position descriptions 3.29 3.34 3.20 .421 .657

Secure the parking lot 2.93A 2.76A 3.50B 8.363 .000**

Satisfaction with the bench 3.16A 3.82B 3.46AB 6.139 .003**

Satisfaction of the bench position 3.36 3.66 3.42 1.531 .220

Satisfaction with the resting space 3.09A 3.70B 3.48B 5.676 .004**

Satisfaction of the resting space position 3.31 3.72 3.50 2.520 .084

Satisfaction with the drinking fountain 3.56B 3.36AB 3.08A 3.643 .029*

Satisfaction of the drinking fountain position 3.44 3.42 3.12 1.850 .161

Satisfaction of the drinking fountain paving 3.56B 3.26AB 3.10A 4.084 .019*

Satisfaction with the vending machine 3.29 3.26 3.34 .097 .908

Satisfaction with the rest rooms 340 3.60 3.66 1.098 .336

Management office access 3.82 3.50 3.52 2.461 .089

Satisfaction with the playground 3.78 3.68 3.56 .725 .486

* p<0.05, ** p<0.01

Table 6. One-Way ANOVA result on satisfaction of accessibility factor by users.

Distinction
Cheonho 

Park

Gandaemae 

Park

Hunlyunwon 

Park
F P-value

The effective width of the pedestrian road 

around the park
3.93 3.64 3.62 2.162 .119

The level gap and slope of around the park 4.04B 3.70A 3.62A 4.423 .014*

Paving around the park 3.87 3.66 3.66 1.099 .336

An interval of bollard in the park entrance 3.67 3.78 3.58 .709 .494

The distance to the parking lots and parks 3.56A 3.54A 3.94B 4.063 .019*

Level gap and slope of the parking lot 3.60 3.48 3.64 .655 .521

Level gap and slope of the rest room 3.80 3.68 3.88 .804 .449

Level gap and slope of the management office 3.91 3.66 3.82 1.522 .222

Level gap and slope of the playground 3.96 3.84 3.66 1.986 .141

Accessibility of resting space 3.60 3.88 3.78 1.515 .223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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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메공원(면  15,180m2)이 각각 3.82, 3.70의 

높은 만족도를 보 다. 이는 세 개 공원 가운데 

면 이 가장 으나 벤치 58개소, 고라 7개소

로 상 으로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

인 것으로 악되었다. 이에 반해 가장 넓은 면

을 차지하는 천호공원(26,697m2)은 벤치 80개

소, 고라 6개소로 이용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음수  시설  바닥 포장에 있어 천호

공원이 3.56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 는데 음수

 공간과 주변 바닥과 구분가능한 다른 재질의 

포장재로 시공하 기 때문에 시각 으로 용이

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었

다. 이와 같이 무장애공원 시설물 계획에 있어 

음수 은 다양한 높낮이로 구성, 시각장애인이

나 약시자를 해 재질, 질감, 칼라를 구분한 포

장재(Kang and Kim, 2001)를 제안했던 연구결

과와 동일하게 본 공원 이용자들도 시각  용이

성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안 성

공원별 안 성에 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Table 8), 2.46～3.87의 분포를 나타내었으

며 긴 화나 비상벨, CCTV 설치 등의 안 장

치 항목에서는 2.46～3.07(평균 2.70)로 만족도

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공원별 안 성 강화를 한 시설의 추가 

설치  보완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단되었

다. 간데메공원은 자 거  인라인 통제를 하

고 있었으므로 공원내부 통행 만족도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X-Game장 등으로 인한 보행자

들과 시설  충돌이 상되는 훈련원공원이 

2.92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안내 의 식별성

에 있어서 양각안내 이 90% 이상 설치된 천호

공원과 간데메공원의 만족도가 각각 3.58, 3.28

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훈련원공원은 

3.12로 약간 낮았다. 야간의 안 성 확보를 한 

야간조명에 있어서도 천호공원, 간데메공원이 

Table 8. One-Way ANOVA result on satisfaction of safety factor by users.

Distinction
Cheonho 

Park

Gandaemae 

Park

Hunlyunwon 

Park
F P-value

Safety for pedestrians roads inside the park 3.80 3.76 3.58 1.272 .284

Width of pedestrians roads inside the park 3.87 3.70 3.68 .691 .503

Level gap and slope of the pedestrians roads 

inside the park 
3.58 3.64 3.56 .117 .890

Discomfort due to the passage of biking and 

inline skating
3.31AB 3.52B 2.92A 4.635 .011*

Inconvenience of walking due to tree 3.76 3.78 3.64 .515 .599

Easy to use forms of board 3.58B 3.28AB 3.12A 3.984 .021*

Warning information on dangerous locations 3.40 3.24 3.08 1.632 .199

Securing of safety pedestrian passages 3.18 3.18 3.16 .008 .992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emergency call 

and emergency call bell installed
2.73 2.66 2.46 1.085 .341

Emergency call, emergency call bell installed 2.53 2.66 2.50 .384 .682

Install CCTV 3.07 2.90 2.80 .896 .411

Install night lights 3.22B 3.42B 2.82A 5.119 .007**

* p<0.05, ** p<0.01



150 강 경․이수지․백승

각각 3.22, 3.42로 높은 만족도를 보 으나 훈련

원 공원은 2.82로 낮았다. 반 으로 훈련원공

원은 주변 상업가내에 치하면서 X-Game장 

등의 동  이용이 활성화된 에서 안 성의 만

족도가 두 개 공원에 비하여 낮았는데 보행자 

심의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안

한 보행공간, 정보시설, 안내  등의 추가  

보완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4.종합고찰

무장애친화공원화를 한 획일 인 정비는 

이용편의상 효과는 있겠지만, 과도한 훼손과 경

사극복시설 설치 등을 한 막 한 산이 투입

된다. 우선 으로 공원의 입지조건, 이용행태, 

공간구역별 세부 황 악이 선행되어져야 한

다. 본 연구 상지인 3개 공원 모두 평지에 입지

하여 근성과 련이 높은 매개시설은 양호하

으며 이용자 만족도도 높았다. 그러나 훈련원

공원 3개 주출입구 가운데 1개 출입구의 근에 

있어 9% 이상의 경사가 있어 휠체어 사용은 어

려울 것으로 상되었다. 3개 공원의 주출입구

가 3～4개 지 에 치하고 있었으므로 무장애

친화공원화를 해서는 훈련원공원 1개 출입구

를 제외하고 BF 보행로로서의 제 기능이 가능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리성을 해서는 면  

비 휴게시설이 많이 설치된 간데메공원의 만

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면 이 비교  넓은 천

호공원은 벤치 등의 추가설치가 요구되었다. 안

인 측면에서 양각안내 이 90% 이상 설치

된 천호, 간데메공원의 이용자 만족도는 높았으

나 훈련원공원(양각안내  설치율 72.7%)의 만

족도는 상 으로 낮았다. 따라서 양각안내

으로의 교체  추가설치가 요구되었다. 3개 공

원 모두 BF 보행로를 한 유효폭은 충분하

으나 안 한 포장재에 한 보완이 필요하 다. 

특히, 훈련원공원은 블록포장이 90% 이상이었

고 동  활동 심의 자 거, X-Game장 등으로 

인해 안 성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야간조명  안 정보시설에 한 요구도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천호공원  

간데메공원은 무장애친화공원화를 한 근

성, 편리성, 안 성 측면에서 비교  양호한 

황이었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

나 휴게시설의 추가설치 등 소극  정비가 필요

할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훈련원공원은 동

 스포츠공간과 분리된 BF 보행로 지정이 요

구되었으며 안 시설  안내  정비․추가설

치, 바닥 포장재 교체, 야간조명 추가설치 등의 

극  정비가 필요하 다. 따라서 공원별 무장

애친화공원화를 해서는 입지환경  내부 시

설 황, 이용행태를 정확히 악한 후 단계 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서울시에 치한 천호공원, 

간데메공원, 훈련원공원을 상으로 무장애친

화공원화를 한 리노베이션 계획시, 공원 외부

공간의 주요한 요소를 악하여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공원 황과 이용

자 행태  만족도로 구분하 으며 일반 황은 

각 공원별 조성시기, 체면 , 시설․포장․녹

지 면 , 주요공간을 악하 고, BF 황은 매

개시설, 유도  안내시설, 편의시설, BF 보행로

로 구분하 다. 한, 공원 이용자들의 행태와 

만족도( 근성, 편리성, 안 성)에 한 설문조

사를 병행하 다. 황 분석결과, 매개시설에 

있어 천호, 간데메공원 근시, 단차  경사가 

없이 비교  평탄하 으나 훈련원 공원은 일부 

구간에 9% 이상의 경사가 있어 교통약자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래할 것으로 단되었다. 유

도 안내시설은 3개 공원내 양각안내 이 72.7%～

93.4%로 양호한 황이었다. 편의시설은 벤치, 

고라와 같은 휴게시설에 있어 면 이 상

으로 넓은 천호공원의 개수가 간데메공원이나 

훈련원공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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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BF 보행로내 보행안 공간의 유효폭이 

1.8m이상 확보(83.4%～99.3%)되어 휠체어 교

행이 가능한 황이었으며 바닥포장재가 천호

공원  간데메공원은 마사토, 우 탄 포장이 

50% 이상을 차지하 으나 훈련원공원이 블록

포장이 95.3%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근성에 있어서 3개 

공원의 만족도가 평균 3.73으로 비교  높은 경

향이었으며, 공원 근로에 단차나 경사가 없는 

평지형 천호공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주차

장과 공원의 근성에 있어 지하주차장이 조성

된 훈련원공원의 만족도가 높았다. 편리성은 

고라  벤치 이용에 있어 공원간 만족도 차이

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원면  비 휴게

시설물에 한 보완  추가설치가 필요할 것으

로 단되었다. 안 성에 있어 자 거와의 보행

충돌, 양각안내  등에 한 공원간 차이가 높

았으며 반 으로 안  정보  시설(긴 화나 

비상벨, CCTV 설치 등)에 한 만족도(2.46～

3.07(평균 2.70))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결론을 토 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의 무장애친화공원화를 한 정비방안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평지형 

입지 황으로 근성이 양호해야 하며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편리성을 

한 휴게시설의 추가  설치  보완이 요구되었

다. 셋째, 안 을 한 차별화된 보행 심형 공

간, 동선의 확보가 요구되며 안 시설의 보완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반 으로 3

개 상지는 공원 내부에서 산책  이동에 있

어 경사  단차가 없는 평탄한 지형조건이었으

며 유효폭이 충분하여 BF 보행 기능이 원활할 

것으로 단되었다. 세부시설로 등의자, 양각안

내 의 추가 설치, 음수 의 하부공간 확보, 

리사무소 진입을 한 주출입구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와 같은 정비가 요구되었다. 무장애

친화공원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의 사

회  약자 심의 시설정비를 한 에서만 

정비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 공간인 만큼 공원시설은 이용자 

모두를 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Lee and 

Yeom, 2012). 즉,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가능한 편의시설 확충과 교통

약자의 활동 연계성을 고려한 무장애길 확보 

등, 사회통합  복지 실천을 한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Suh, 2008). 본 연구는 일상

생활과 한 계가 있는 근린생활권 근린공

원의 무장애친화공원화를 한 개선안 마련을 

한 기 연구로 수행하 다. 공원 황과 병행

하여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에 있어 교통약자 유

형별 비교를 통한 통합  개선방안 마련에 한계

을 갖는다. 특히, 교통약자 가운데 장애인  

임산부 설문 수가 매우 었으므로 이에 따른 

보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 공원별 장애

인  임산부, 고령자, 유아동반자, 일반인 등

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공간

별, 시설별 세분화된 정비 가이드라인의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 무장애친화공원화를 한 

에서 근린생활권 공원뿐만 아니라 입지조건이 

다른 도시지역권, 역권 공원에 있어서도 객

이고 실질 인 연구가 이루어져 공원유형별 

상세한 정비지침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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