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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most ideal storytelling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and the ways 
to invite citizens’ participation in community gardens by communicating with the participating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with the clear objectives of creating space as part of efforts to explore storytelling and characteristics 
about the community garden ‘Rest (休) Garden’ in the neighborhood park through citizens’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rom the demographic aspect, villagers appeared to be characteristically the most frequent users of the community 
garden (‘Rest Garden’) as the participating members in it. The age group that visited the park the most was in their 
60s. The frequency of visit was the highest between 4 and more a month. Weekends were the most visited days of 
the week, and the length of stay less than 1 hour was the highest. When asked about 'who did you mostly accompany 
when visiting the community garden (‘Rest Garden’)’, were answered in the order of family, friends, companion animals, 
alone, and others, showing that the family was the highest. As for the purpose of visit, walking was found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meeting, get-together, exercise, education and personal reasons. Regarding the things to be improved 
in the ‘Rest Garden’, the addition of events and programs was on the top of the list, followed by expansion of rest 
and convenience facilities, active guidance and promotion, the need to plant various plant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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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원에대한수요는단순생산, 취미를넘어신체및정신건

강과직결되어증가하고있으나, 도시의 주거형태인아파트에

맞게 정원은 획일화 된 부분이 대부분이다.

최근 쉽게 접근 가능한 공공적 공간을 공동체정원으로 조성

하여주거환경개선및지역공동체연대감고취하는사례들이

나타나고있다. 국외의사례를살펴보면, 특히영국의공동체정

원(community garden)은 지역내경작(food desert) 문제해결,

환경개선, 이민자 및 노숙자 문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다양한사회환경문제해결의수단으로활용될뿐만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치유와 복지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각 근린공원마다 주민의 참여를 위해 1차적으로 정원에 관

심을 가진 시민들을 교육하여 근린공원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으며, 지역 내 사회적 관심과 공원을 찾는 대상에 대

한 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특화정원’ 휴

가든 조성 시 최초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설계부터 완성단계까

지 맞춤식 근린공원의 특징을 그대로 구현한 특별한 공동체정

원을 넘어 ‘휴가든 특화정원’을 설계하였다.

특히 주민 대부분이 수없이 등산하며 보았던 자연의 이미지

를 지역 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공동체정원’

근린공원 휴(休)가든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공

간연출의스토리텔링이있는정서적, 감각적 요구로주제와표

현방식의 독창성으로 지역의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

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가특정한사회적공간에서공통의가치와유사한정체

성을가진사람들의집단으로 정의하고있고, 이것은 정원의 범

주에서도볼 수있다. 많은 나라에서 산업화와도시화를거치는

동안 공동체정원(community garden 또는 allotment garden)은

‘함께’의 가치와중요성을강조한다. 뉴질랜드의더니든시는땅

의 3분의 1 이상을정원으로이용하고있다. 할당된공간및커

뮤니티 정원, 플롯 등은 비영리 용도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게 대여한다(진혜영, 2021).

이용객의특성과만족감을주는공원의역할을위해본연구

자는 연구의 출발점을 두게 되었는데,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

한 경제 성장과 4차 산업의 시작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특화정원’ 휴가든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환경

복지, 환경정책의실효성및사회전반적인치유와복지의영역

까지다루고자한다. 기존의설치된근린공원을포함한수많은

공원들을지역적특성과문화, 인구구성도등에따라 ‘공동체정

원으로 맞춤식 정원을 조성하였다.

본 연구목적은서울시노원구지자체의 9개소의근린공원을

지역주민과 함께 의논하고 협업을 통하여 방향성을 세워 특화

된근린공원내조성된공동체정원을통해주민들의생각을설

문을 통하여 차후 더 발전적인 특화정원을 구성하는 기초자료

를활용코자하며, 본 연구에서는근린공원내공동체정원을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시민참여를 통한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측면에서
마을 이용특성은 공동체정원 조성 참여 구성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높고, 이용횟수는 월
4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요일은 주말이 가장 높고,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정원을 주로 누구와 함께 방문 시에서는 가족, 친구, 반려동물, 혼자서, 기타 순으로 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 목적은 산책, 만남 및 모임, 운동, 교육 및 개인사유, 기타 순으로 산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정원의 개선할
사항은 이벤트 및 프로그램 추가, 휴게 및 편의시설 확충,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다양한 초화류 식재 필요, 기타 순으로
이벤트 및 프로그램 추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정원 이용실태에서 방문횟수 마을별로는 나비정원은 ‘월 1회’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녀 모두 ‘주 2∼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가 ‘친구 등 지인의
추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에서는 ‘친구
등 지인의추천’이 가장 높게나타나 이용성에 반영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는, 20대이하는 ‘휴게 및 편의시
설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은 ‘이벤트 및 프로그램 추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자영업에서는 ‘이벤트 및 프로그램 추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부와 학생은 ‘휴게 및 편의시설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발전을 위한 생각은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원프로그램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시설개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공동체정원, 스토리텔링, 시민참여, 휴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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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명칭을특화정원(휴가든)이라칭하였다. 또한, 지역의인프라

와 연계한 시민참여 공동체정원의 시민주체성과 자율성, 지역

사회 소속감을 높이면서 앞으로는 정원 조성뿐만 아니라 사회

적 가치를 만드는 운영관리에도 실질적인 연구의 의의도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범위 및 내용

공간적범위는서울시노원구내 29개근린공원중 50%에근

접한 9개근린공원은연구자가참여한 ‘특화정원’ 휴가든으로성

공적인목표를달성하였고본다. 이는공동체정원디자인을넘어

새로운개념의 ‘특화정원’ 휴가든이라는도시재생발전에기여하

였으며, 특히 여러 계층의주민이직접참여하여의사소통과방

향을설정, 스토리텔링으로발전시켰다. ‘특화정원’ 휴가든이라는

새로운패러다임의변화로사례중심의지역적특성을간직하고

있는 ‘특화정원’ 노하우의 가치와 의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첫째, 지역 내 근린공원별 주민들의 성향, 인

구구성및학군등철저한시장조사를바탕으로스토링텔링기

법을 활용하여 독특한 공동체 디자인으로 발전시켰다.

둘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실제 노원구 내 설치한 9개 근

린공원에함께참가한지역주민과이론적고찰을통해측정및

설문 항목을 세워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셋째, 9개의 근린공원의 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대상지 개요

와 현황 및 설문 응답자의 성향과 특성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특화정원의 향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였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특화정원’

휴가든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동체형

성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특화정원’ 휴가든의 발전을

기대해 보고, 노원구 내 29개소 근린공원 중 공동체정원 조성

에 적합한 9개소를 선정하였다(표 1 참조).

2. 연구방법 및 분석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특화

정원 휴가든 조성에 대한이용자의 만족도및 바라는 점, 참가

의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문항설정에있어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묻

는 문항은 명목척도(nominal)를 부여하여 빈도분석이 가능하

도록한다. 명목척도는측정대상간의크기, 산술적인계산은할

수없지만빈도수(frequency), 백분율(%)의 의미를 가지고있

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산술적인 계산이 아닌

빈도 집계를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적합한 설문지 구성

및 내용을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한다(표 2 참조).

설문조사는 디지털시대 종이의 활용을 줄이고, 네이버오피

스를 활용 파일자료를 공유하여 휴대폰에서 간단히 설문이 가

능토록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대한항목으로 9개소근린공원

에 주 2∼3회씩 순환식으로 방문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설문조

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문을 보여주며, 휴대폰으로 응답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의 성실성을 높이려 질문의 핵심과 간단한 질문을 통하

여 오차를 줄이고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1차적으로 종이에 의한 설문조사를 1주일간 진행해 보았으나,

응답률이 저조및 설문을 거부하였다. 이에 9개특화정원에대

상자 선별을 위해 오전, 오후 및 요일까지 정해서 설문대상자

표 1. 공간적 연구 대상지 현황

연번 근린공원 위치 면적(㎡) 주요�시설 비고

1 원터�근린공원 상계6 ․ 7동� 753-2 10,121 배드민턴장

2 느티울�근린공원 상계6 ․ 7동� 741 10,000 정자,�장미원

3 당현천�근린공원 상계6 ․ 7동� 762-1 9,653 광장,�정자

4 온수�근린공원 상계10동� 686 17,946 배드민턴장

5 삿갓봉�근린공원 중계4동� 356 10,653 조합놀이대

6 골마을�근린공원 하계1동� 251-8 9,808 농구장

7 한내�근린공원 월계3동� 1-1일원 20,300 체육시설

8 나비정원 중계4동 11,050 각종시설

9 햇살어린이공원 월계2동 2,041 체육시설�

출처:�노원구청(www.no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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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모집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연구자본인과특화정원조

성 참여자를 활용함으로써 설문의 요지와 이해도가 높은 인력

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설문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9개소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조성 및 시민참

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2019년 8월

부터 2020년 9월까지총 1,000부를 배부하여 248부회수하였으

나, 불성실 응답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247부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용실태 관련 특성, 이용만

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일

반적 특성에따른골마을(한내, 온수, 삿갓봉, 햇살, 당현천, 나

비, 느티울, 원터)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이용실태의 연관성

을알아보기위해카이제곱검정을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이용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실태에 따른 근린공

원 내 공동체정원 이용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의 스토리텔링 대안

노원구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등의 조성을 통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원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자가 근린공원은 공원녹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새로

운공원녹지의가치반영을위한다양한역할로기존의도시민

들의 여가와 휴식을 담당하는 공간으로서의 공원녹지 기능뿐

아니라, 기후변화 또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공원녹지의 생태적

기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며, 공원녹지 간 생태네트워크

구축, 하천과산림, 공원녹지간연계성을강화하는예산수립과

정책발전이 필요하다. 공동체정원의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시민들의 정원에 대한 문화적 수준향상과 자연학습 공간의 제

공 및 자연학습의 공간으로 쉼, 복지와 여가의 역할을 기대되

며, 노원구의 공동체정원공간을창출해내었다. 이와 같이 ‘공

동체정원은 공간창출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참여주민과 지

자체 등 함께 소통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근

린공원내공동체정원을위해자치구발간문헌, 지역문화홍보

안내판 등에 적시된 내용 재정리하여 정원디자인에 스토리텔

링을 조성하였다(표 3 참조).

2. 인구통계학적 이용특성 및 실태

1) 인구통계적 이용특성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이용객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

표 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성 내용 문항수

일반적�사항 -�설문�기본사항(설문대상별) 3문항

조성관리

내용

-�전반적인�공동체정원�조성�후�만족도

-� 공동체정원의� 방문수단,� 이용목적� 및�

방문효과

-� 공동체정원� 방문� 시� 이용시설물� 및� 전

반적인�만족도

-� 공동체정원� 향후� 조성� 시� 참가의향� 및�

하고�싶은말�등

25문항

계 28문항

표 3.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의 스토리텔링 내용

연번 공원명 공동체정원별�조성�특성�

1 원터�근린공원

-�휴(休)가든은�예전에�역참(驛站)으로서�노역원이�이곳에�있있다.�

-� A� 근린공원의�뜻은� 30년�전에�노원구가�발전하기�전에�주민들이�일터복귀�및�휴식을� 위해�잠시�쉬어가는�공간

이었다.� 특히,� 농부들이�논과� 밭에서�일하고�집으로�복귀할�때�구루마에서�잠시� 휴식을�취하는�곳으로�특화정원�

조성시� ‘구루마’를�조형물로�선택하였다.�

▶�고령인구가�집중되어�있는�지역으로�옛날�추억을�담을�수�있는�조형물�설치

2 느티울�근린공원

-�휴(休)가든은�이대호의사비가�공원한쪽�구석에�방치되어�있었다.� 이를�주민�자치위원회에서�발견하여�이대호의사

를�기념하기�위해�휴(休)가든을�조성하게�되었다.

▶�지하철�주변�및�병원,�학교�등�복잡�다양한�구성원으로� ‘쉼’을�강조하여�공원조성

3 당현천�근린공원

-� 휴(休)가든은�공원조성�시�풍차를�설치한�이유는�공원�내�마로니에�나무가� 7그루가�식재되어�있고,� 지형이�언덕

형이라�유럽�같은�공원의�분위기에�맞는�조형물로�풍차를�선택하게�되었다.

▶�주변�대단지�아파트�밀집지역과�젊은�세대들로�구성원�되어� ‘유럽풍식�조형물’�설치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7 no. 4

350�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4호(2021년 12월)� �

다(표 4 참조). 총 247명으로마을은골마을 32명(13.0%), 나비

정원 29명(11.7%), 느티울 28명(11.3%), 당현천 25명(10.1%),

삿갓봉 20명(8.1%), 온수 24명(9.7%), 원터 24명(9.7%), 한내

33명(13.4%), 햇살 32명(13.0%)으로 한내가가장높게나타났

으며, 연령대는 20대이하 10명(4.0%), 30대 59명(23.9%), 40대

57명(23.1%), 50대 90명(36.4%), 60대 이상 31명(12.6%)으로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 116명(47.0%), 여자

131명(53.0%)으로나타났으며, 직업은회사원 77명(31.2%), 주

부 58명(23.5%), 학생 4명(1.6%), 자영업 76명(30.8%), 공무원

4명(1.6%), 기타 28명(11.3%)으로 회사원이가장높게나타났

다. 거주지는 상계동 76명(30.8%), 중계동 51명(20.6%), 하계

동 53명(21.5%), 공릉동 22명(8.9%), 월계동 39명(15.8%), 기

타 지역 6명(2.4%)으로 상계동이 높게 나타났다.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이용실태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참조).

‘공동체정원을자주이용하십니까?’라는질문에는 ‘주 4회이상’

26명(10.5%), ‘주 2∼3회’ 118명(47.8%), ‘주 1회’ 44명(17.8%), ‘월

1∼2회’ 50명(20.2%),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9명(3.6%)으로

주 2∼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체정원에 다시 방문

의향이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있다’ 215명(87.8%), ‘모르겠

다’ 30명(12.2%)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정원을 주로 이용하는

요일은?’이라는질문에는 ‘주말(토요일/일요일)’ 113명(46.1%),

‘평일’ 88명(35.9%), ‘공휴일’ 39명(15.9%), ‘요일 구분 없이 수

시방문’ 5명(2.0%)으로 ‘주말(토요일/일요일)’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공동체정원방문경로및이유는?’이라는질문에는, ‘친

구등지인의추천’ 133명(54.3%), ‘신문, 홈페이지및 SNS’ 74

명(30.2%), ‘인쇄물 등’ 17명(6.9%), ‘기타’ 21명(8.6%)으로,

‘지인의 추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정원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은?’이라는 질문에는, ‘도보’ 121명(49.0%), ‘자전거’ 42

명(17.0%), ‘버스’ 45명(18.2%), ‘지하철’ 7명(2.8%), ‘개인차량

(운행)’ 29명(11.7%), ‘기타’ 3명(1.2%)으로, ‘도보’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공동체정원 내 머무르는 시간은?’이라는 질문에

는, ‘30분 이내’ 7명(2.8%), ‘1시간 미만’ 151명(61.1%), ‘2시간

미만’ 77명(31.2%), ‘2시간 이상’ 9명(3.6%), ‘기타’ 3명(1.2%)

으로 ‘1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정원을 주로

누구와함께방문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가족’ 84명(34.1%),

‘친구’ 79명(32.1%), ‘반려동물’ 49명(19.9%), ‘혼자서’ 31명

(12.6%), ‘기타’ 3명(1.2%)으로 ‘가족’이가장높게나타났다. ‘공

동체정원 이용 목적은?’이라는 질문에는, ‘산책’ 159명(64.4%),

‘운동’ 39명(15.8%), ‘만남및모임’ 42명(17.0%), ‘교육및개인

사유’ 5명(2.0%), ‘기타’ 2명(0.8%)으로 ‘산책’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최근 공원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 가족과 함께 산책하

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2) 공동체정원의 이용실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방문횟수의 연

표 3. 계속

연번 공원명 공동체정원별�조성�특성�

4 온수�근린공원
-�휴(休)가든은�물놀이터와�연계하여�아이들과�함께�사진을�찍을�수�있는�호박�마차를�설치하였다.

▶�아파트단지로�구성된�지역으로�특히�젊은�세대들이�많은�사는�지역

5 삿갓봉�근린공원

-� 휴(休)가든은� 고운� 선율에� 나비가� 춤추고� 꽃향기� 나는� 아득한� 둥지그네와� 프러포즈� 트리에서� 도시인이� 꿈꾸는�

쉼과�위로와�희망을�표현하고자�했다.

▶�노원구�정원센터가�위치한�곳으로�불암산의�자연경관을�그대로�옮겨놓음.

6 골마을�근린공원

-� 휴(休)가든은� 공작을� 조형물로� 가족� 모두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억이� 넘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조성하였다.

▶�당현천�주변으로�아파트가�밀집되어�있고�운동,�산책�등�가족단위�움직임이�잦은�지역

7 한내�근린공원

-� 휴(休)가든은� 삿각봉� 자락� 한� 아름� 가득히� 곱게� 품어� 사계절� 내낸� 늘푸른� 소나무,� 대나무� 이슬� 비바람� 참서리�

눈을�온몸으로�안아�늘�그�자리에서�반겨주는�바위,� 소박한�장독대�돌고�돌아가는�물레방아�하늘을�향하여�소리�

없이�자라나는�나무와�꽃�삿갓봉�공원이�자연과�조화롭도록�청렴한�선비의�뜰을�형상화하였다.

▶�역세권과�빌라촌으로�고령인구가�많은�지역으로� ‘물레방아,�흔들그네’로�분위기�조성

8 나비�근린공원

-�휴(休)가든은�월계2동에�위치하여�조합놀이대,�그네,� 네트놀이대,� 시소,� 스텐딩�흔들�놀이,�연식의자�및�앉음벽과�

휴(休)가든�정원을�조성하였다.

▶�젊은�세대가�많이�거주하는�곳으로� ‘어린이�공원’을�조성하여�거주민들의�욕구를�충족

9
해살�어린이

근린공원

-� 휴(休)가든은�현대인이�바쁜�일상의�상징인�자동차를�정원속으로�끌어들여�바쁨과�쉼이�함께�어우러지는�도시인

의�감성을�표현하고자�하였으며,� 꽃을�품고�달리는�자동차�꽃을�담는�타이어를�상상�속에�꿈꾸는�정원을�거닐며�

작품을�감상할�수�있도록�구상하였다.

▶�주변�대형쇼핑물(이마트,�트레이더스)가�위치하여�쇼핑�후�산책과� ‘풍경’을�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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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일반적특성에따른공동체정원방문횟수는마을(χ2=53.281,

p<0.05), 연령(χ2=37.194, p<0.01), 성별(χ2=15.200, p<0.01),
직업(χ2=72.273, p<0.001), 거주지(χ2=60.841,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마을별로는나비정원은 ‘월 1~2회’ 12

명(4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비정원 외는 ‘주 2∼3회’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N=247)

구�분 빈도(%)

마을

골마을 � 32(13.0)

나비정원 � 29(11.7)

느티울 � 28(11.3)

당현천 � 25(10.1)

삿갓봉 � 20(8.1)

온수 � 24(9.7)

원터 � 24(9.7)

한내 � 33(13.4)

햇살 � 32(13.0)

연령

20대�이하 � 10(4.0)

30대 � 59(23.9)

40대 � 57(23.1)

50대 � 90(36.4)

60대�이상 � 31(12.6)

성별
남 116(47.0)

여 131(53.0)

직업

회사원 � 77(31.2)

주부 � 58(23.5)

학생 � � 4(1.6)

자영업 � 76(30.8)

공무원 � � 4(1.6)

기타 � 28(11.3)

거주지

상계동 � 76(30.8)

중계동 � 51(20.6)

하계동 � 53(21.5)

공릉동 � 22(8.9)

월계동 � 39(15.8)

기타�지역 � � 6(2.4)

전체 247(100.0)

표 5.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이용실태

구분 이용실태　 빈도(%)

이용횟수

주� 4회�이상 � 26(10.5)

주� 2∼3회 118(47.8)

주� 1회 � 44(17.8)

월� 1∼2회 � 50(20.2)

거의�방문하지�않음� � � 9(3.6)

방문�의향
있다 215(87.8)

모르겠다 � 30(12.2)

주로�이용하는�

요일

주말(토요일/일요일) 113(46.1)

평일 � 88(35.9)

공휴일 � 39(15.9)

요일�구분�없이�수시방문 � � 5(2.0)

방문�경로�

및�이유

친구�등�지인의�추천 133(54.3)

신문,�홈페이지�및� SNS � 74(30.2)

인쇄물�등 � 17(6.9)

기타 � 21(8.6)

교통수단

도보 121(49.0)

자전거 � 42(17.0)

버스 � 45(18.2)

지하철 � � 7(2.8)

개인차량(운행) � 29(11.7)

기타 � � 3(1.2)

공동체정원에�

머무르는�시간

30분�이내 � � 7(2.8)

1시간�미만 151(61.1)

2시간�미만 � 77(31.2)

2시간�이상 � � 9(3.6)

기타 � � 3(1.2)

주로�누구와�

함께�방문

가족 � 84(34.1)

친구 � 79(32.1)

반려동물 � 49(19.9)

혼자서 � 31(12.6)

기타 � � 3(1.2)

공동체정원�

이용�목적

산책 159(64.4)

운동 � 39(15.8)

만남�및�모임 � 42(17.0)

교육�및�개인사유 � � 5(2.0)

기타 �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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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5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주

2~3회’와 ‘월 1~2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대는 ‘주 2

∼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녀 모두 ‘주 2∼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주부는 ‘월 1∼2회’가 가장높

게 나타났으며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기타는 ‘주 2∼3회’, 학

생은 ‘주 2회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상계동, 하

계동, 월계동은 ‘주 2∼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계동은

‘주 2∼3회’와 ‘월 1∼2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릉동과 기타

지역은 ‘월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주이용 요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일반적특성에따른특화정원주이용요일은성별(χ2=32.866,

p<0.001), 직업(χ2=83.235,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보였으며, 마을(χ2=22.620, p>0.05), 연령(χ2=12.464,

표 6.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의 방문횟수

구분
주� 4회�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1∼2회 거의�방문하지�않음 χ2

(p)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마을

골마을 4(12.5) 19(59.4) 5(15.6) 4(12.5) 0(0.0)

53.281

(0.010)

나비정원 1(3.4) 6(20.7) 10(34.5) 12(41.4) 0(0.0)

느티울 6(21.4) 12(42.9) 4(14.3) 6(21.4) 0(0.0)

당현천 3(12.0) 14(56.0) 3(12.0) 5(20.0) 0(0.0)

삿갓봉 2(10.0) 12(60.0) 2(10.0) 4(20.0) 0(0.0)

온수 3(12.5) 12(50.0) 3(12.5) 6(25.0) 0(0.0)

원터 0(0.0) 14(58.3) 4(16.7) 5(20.8) 1(4.2)

한내 4(12.1) 16(48.5) 5(15.2) 5(15.2) 3(9.1)

햇살 3(9.4) 13(40.6) 8(25.0) 3(9.4) 5(15.6)

연령

20대�이하 2(20.0) 4(40.0) 0(0.0) 4(40.0) 0(0.0)

37.194

(0.002)

30대 4(6.8) 28(47.5) 16(27.1) 9(15.3) 2(3.4)

40대 3(5.3) 34(59.6) 9(15.8) 11(19.3) 0(0.0)

50대 7(7.8) 39(43.3) 16(17.8) 21(23.3) 7(7.8)

60대�이상 10(32.3) 13(41.9) 3(9.7) 5(16.1) 0(0.0)

성별
남 9(7.8) 63(54.3) 27(23.3) 15(12.9) 2(1.7) 15.200

(0.004)여 17(13.0) 55(42.0) 17(13.0) 35(26.7) 7(5.3)

직업

회사원 6(7.8) 38(49.4) 19(24.7) 11(14.3) 3(3.9)

72.273

(<0.001)

주부 7(12.1) 14(24.1) 6(10.3) 25(43.1) 6(10.3)

학생 2(50.0) 2(50.0) 0(0.0) 0(0.0) 0(0.0)

자영업 4(5.3) 52(68.4) 15(19.7) 5(6.6) 0(0.0)

공무원 0(0.0) 3(75.0) 0(0.0) 1(25.0) 0(0.0)

기타 7(25.0) 9(32.1) 4(14.3) 8(28.6) 0(0.0)

거주

상계동 12(15.8) 45(59.2) 12(15.8) 5(6.6) 2(2.6)

60.841

(<0.001)

중계동 4(7.8) 21(41.2) 5(9.8) 21(41.2) 0(0.0)

하계동 5(9.4) 25(47.2) 9(17.0) 8(15.1) 6(11.3)

공릉동 0(0.0) 6(27.3) 7(31.8) 8(36.4) 1(4.5)

월계동 4(10.3) 20(51.3) 11(28.2) 4(10.3) 0(0.0)

기타�지역 1(16.7) 1(16.7) 0(0.0) 4(66.7) 0(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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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거주지(χ2=20.260,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이용 요일은 마을별로는 골마을 18

명(58.1%), 나비정원 15명(51.7%), 원터 13명(54.2%), 한내 16

명(48.5%), 햇살 14명(45.2%)으로 ‘주말(토요일/일요일)’이 가

장높게나타났으며느티울 15명(53.6%)과당현천 12명(48.0%)

으로 ‘평일’이 가장 높게나타났으며삿갓봉과온수는 ‘주말(토

요일/일요일)’과 ‘평일’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

상은 ‘평일’이 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른연령대는 ‘주말(토요

일/일요일)’이 가장높게나타났다. 성별은남자는 ‘주말’, 여자

는 ‘평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주부는 ‘평일’이

가장높게나타났으며회사원, 학생, 자영업, 기타는 ‘주말(토요

표 7.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주이용 요일

구분
주말(토요일/일요일) 평일 공휴일

요일�구분�없이�

수시방문 χ2

(p)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마을

골마을 18(58.1) 10(32.3) 3(9.7) 0(0.0)

22.620

(0.542)

나비정원 15(51.7) 7(24.1) 7(24.1) 0(0.0)

느티울 9(32.1) 15(53.6) 4(14.3) 0(0.0)

당현천 11(44.0) 12(48.0) 2(8.0) 0(0.0)

삿갓봉 7(35.0) 7(35.0) 5(25.0) 1(5.0)

온수 10(41.7) 10(41.7) 3(12.5) 1(4.2)

원터 13(54.2) 9(37.5) 2(8.3) 0(0.0)

한내 16(48.5) 9(27.3) 7(21.2) 1(3.0)

햇살 14(45.2) 9(29.0) 6(19.4) 2(6.5)

연령

20대�이하 4(40.0) 3(30.0) 3(30.0) 0(0.0)

12.464

(0.409)

30대 31(52.5) 18(30.5) 9(15.3) 1(1.7)

40대 27(48.2) 20(35.7) 7(12.5) 2(3.6)

50대 38(42.7) 33(37.1) 18(20.2) 0(0.0)

60대�이상 13(41.9) 14(45.2) 2(6.5) 2(6.5)

성별　
남 73(62.9) 22(19.0) 20(17.2) 1(0.9) 32.866*

(<0.001)여 40(31.0) 66(51.2) 19(14.7) 4(3.1)

직업

회사원 55(71.4) 13(16.9) 8(10.4) 1(1.3)

83.235***

(<0.001)

주부 8(14.3) 44(78.6) 3(5.4) 1(1.8)

학생 3(75.0) 1(25.0) 0(0.0) 0(0.0)

자영업 36(47.4) 20(26.3) 19(25.0) 1(1.3)

공무원 0(0.0) 2(50.0) 2(50.0) 0(0.0)

기타 11(39.3) 8(28.6) 7(25.0) 2(7.1)

거주지

상계동 43(56.6) 24(31.6) 8(10.5) 1(1.3)

20.260

(0.162)

중계동 20(39.2) 21(41.2) 8(15.7) 2(3.9)

하계동 20(39.2) 23(45.1) 7(13.7) 1(2.0)

공릉동 9(40.9) 4(18.2) 9(40.9) 0(0.0)

월계동 18(46.2) 13(33.3) 7(17.9) 1(2.6)

기타�지역 3(50.0) 3(50.0) 0(0.0) 0(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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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요일)’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은 ‘평일’과 ‘공휴일’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상계동와 월계동은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가장높게나타났으며, 중계동과하계동은 ‘평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릉동은 ‘주말(토요일/일요일)’과 ‘공휴

일’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주말(토요일/일요일)’과

‘평일’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용 요일이 다름에 특화정원의 조성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

공동체정원 방문 경로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공동체정원 방

문경로는연령(χ2=22.004, p<0.05), 직업(χ2=46.515, p<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마을(χ2=28.490,

p>0.05), 성별(χ2=4.522, p>0.05), 거주지(χ2=20.763,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8.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방문 경로

구분
친구�등�지인의�추천 신문,�홈페이지�및� SNS 인쇄물�등 기타 χ2

(p)빈도(%) 빈도(%) 빈도(%) 빈도(%)

마을

골마을 15(46.9) 10(31.3) 2(6.3) 5(15.6)

28.490

(0.240)

나비정원 16(55.2) 10(34.5) 1(3.4) 2(6.9)

느티울 22(78.6) 5(17.9) 0(0.0) 1(3.6)

당현천 16(64.0) 5(20.0) 3(12.0) 1(4.0)

삿갓봉 11(57.9) 6(31.6) 2(10.5) 0(0.0)

온수 12(50.0) 10(41.7) 0(0.0) 2(8.3)

원터 7(29.2) 11(45.8) 3(12.5) 3(12.5)

한내 16(50.0) 10(31.3) 4(12.5) 2(6.3)

햇살 18(56.3) 7(21.9) 2(6.3) 5(15.6)

연령

20대�이하 9(90.0) 0(0.0) 0(0.0) 1(10.0)

22.004*

(0.037)

30대 31(52.5) 18(30.5) 8(13.6) 2(3.4)

40대 29(50.9) 22(38.6) 2(3.5) 4(7.0)

50대 43(48.3) 27(30.3) 6(6.7) 13(14.6)

60대�이상 21(70.0) 7(23.3) 1(3.3) 1(3.3)

성별
남 61(52.6) 35(30.2) 12(10.3) 8(6.9) 4.522

(0.210)여 72(55.8) 39(30.2) 5(3.9) 13(10.1)

직업

회사원 41(53.2) 25(32.5) 9(11.7) 2(2.6)

46.516**

(<0.001)

주부 33(58.9) 10(17.9) 2(3.6) 11(19.6)

학생 4(100.0) 0(0.0) 0(0.0) 0(0.0)

자영업 37(48.7) 33(43.4) 3(3.9) 3(3.9)

공무원 0(0.0) 1(25.0) 2(50.0) 1(25.0)

기타 18(64.3) 5(17.9) 1(3.6) 4(14.3)

거주

상계동 42(55.3) 25(32.9) 7(9.2) 2(2.6)

20.763

(0.145)

중계동 28(56.0) 13(26.0) 1(2.0) 8(16.0)

하계동 24(46.2) 14(26.9) 6(11.5) 8(15.4)

공릉동 13(59.1) 9(40.9) 0(0.0) 0(0.0)

월계동 22(56.4) 12(30.8) 3(7.7) 2(5.1)

기타�지역 4(66.7) 1(16.7) 0(0.0) 1(16.7)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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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문 경로는 마을별로는 골마을 15명

(46.9%), 나비정원 16명(55.2%), 느티울 22명(78.6%), 당현천

16명(64.0%), 삿갓봉 11명(57.9%), 온수 12명(50.0%), 한내 16

명(50.0%), 햇살 18명(56.3%)으로 ‘친구등지인의추천’이 가

장높게나타났으며원터 11명(45.8%)으로 ‘신문, 홈페이지및

SNS’이 가장 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가 ‘친구 등

지인의 추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녀 모두 ‘친구

등 지인의 추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은

‘인쇄물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

업, 기타는 ‘친구 등 지인의 추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별로는모든지역이 ‘친구등지인의추천’이 가장높게나타

났다.

최근가장활발하게홍보가되는 SNS를포함한입으로전달

되는 마케팅의 효과가 아직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참여 및 개선방안
근린공원 공동체정원 개선할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

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근린공원공동체정원개선할사항의연관성은마을(χ2=54.982,

p<0.01), 성별(χ2=12.346, p<0.05), 직업(χ2=57.067, p<0.001),
거주지(χ2=38.19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연령(χ2=22.693, p>0.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공동체정원을 개선할 사항의 연관성

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면, 마을별로는모든마을이 ‘이벤

트 및 프로그램 추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는 ‘휴게 및 편의시설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은 ‘이벤트 및프로그램추가’가 가장 높게나타났다. 성별

은남녀모두 ‘이벤트및프로그램추가’가 가장높게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자영업과 기타는 ‘이벤트 및 프로그램 추

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와 학생은 ‘휴게 및편의시설

확충’이 가장높게나타났고, 공무원은 ‘적극적인안내및홍보’

와 ‘다양한 초화류 식재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과 월계동은 ‘이벤트 및 프로그램 추가’

가 가장높게나타났으며, 공릉동은 ‘적극적인안내및홍보’가

가장높게나타났고, 기타지역은 ‘휴게및편의시설확충’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3.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의 만족도 분석

1) 공동체정원의 만족도 분석
근린공원 공동체정원 이용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

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근린공원특화정원조성후만족도는?’ 성별(t=3.307, p<0.01),
직업(F=9.945, p<0.001), 거주지(F=2.594, p<0.05)에서 통계
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 ‘골마을근린공원특화정원(휴가

든)에 조성된 나무, 조경, 꽃, 식물 등 만족도는?’ 성별(t=3.920,
p<0.001), 직업(F=12.442, p<0.001), 거주지(F=2.556, p<0.05)
에서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 ‘골마을근린공원특

화정원 조성 후 전체적인 만족도는?’ 성별(t=4.143, p<0.001),
직업(F=13.828, p<0.001), 거주지(F=2.983, p<0.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조성 후 만족도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마을별로는 느티울(4.81±0.48), 연령별에서는 60대

이상(4.87±0.35), 성별은남자(4.80±0.51), 직업별로는학생(5.00±

0.00), 거주지별로는 월계동(4.87±0.34)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별로는원터(4.50±0.93), 연령별에서는20대이하

(4.5±0.71), 성별은 여자(4.53±0.77), 직업별로는 주부(4.16±0.87),

거주지별로는 기타 지역(4.17±0.75)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근린공원 공동체정원에조성된나무, 조경, 꽃, 식물 등 만족

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을별로는 삿갓봉(4.80±

0.41), 연령별에서는 60대 이상(4.81±0.40), 성별은 남자(4.83±

0.44), 직업별로는학생(5.00±0.00), 거주지별로는월계동(4.82±

0.39)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별로는 햇살

(4.44±0.84), 연령별에서는 20대 이하(4.5±0.71), 성별은 여자

(4.52±0.77), 직업별로는 주부(4.16±0.87), 거주지별로는 기타

지역(4.17±0.75)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근린공원 공동체정원의 조성 후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마을별로는나비정원(4.83±0.38), 연령별

에서는 60대 이상(4.81±0.40), 성별은 남자(4.84±0.39), 직업별

로는 공무원(5.00±0.00), 거주지별로는 상계동(4.83±0.45)의 만

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별로는 햇살(4.48±0.81), 연

령별에서는 20대 이하(4.5±0.71), 성별은여자(4.52±0.78), 직업

별로는 주부(4.13±0.94), 거주지별로는 기타 지역(4.20±0.45)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공동체정원 이용실태에 따른 이용만족도 차이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의 이용실태에 따른 이용만족도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 11 참조).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의 조성 후 만족도는?’에 대해서는

이용횟수(F=38.601, p<0.001), 방문의향(t=5.085, p<0.001), 주
로 이용하는 요일(F=10.404, p<0.001), 방문경로 및 이유(F=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7 no. 4

356�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4호(2021년 12월)� �

48.025, p<0.001), 교통수단(F=12.364, p<0.001), 머무는 시간
(F=5.989, p<0.001), 주로누구와함께방문(F=4.325, p<0.01),
이용목적(F=7.236,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00 근린공원공동체정원에조성된나무, 조경, 꽃, 식

물 등 만족도는?’에 대해서는, 이용횟수(F=51.202, p<0.001),
방문의향(t=5.942, p<0.001), 주로 이용하는 요일(F=12.899,

p<0.001), 방문경로 및 이유(F=40.381, p<0.001), 교통수단
(F=13.992, p<0.001), 머무는시간(F=6.432, p<0.001), 주로누
구와함께방문(F=3.409, p<0.05), 이용목적(F=6.017, p<0.00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골마을근린공원공동

체정원 조성 후 전체적인 만족도는?’에 대해서는, 이용횟수

(F=42.847, p<0.001), 방문의향(t=4.921, p<0.001), 주로 이용

표 9. 공동체정원의 개선할 사항

구분

휴게�및�편의시설�

확충

적극적인�안내�및�

홍보

이벤트�및�

프로그램�추가

다양한�초화류�

식재�필요
기타 χ2

(p)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마을

골마을 10(31.3) 4(12.5) 14(43.8) 4(12.5) 0(0.0)

54.982**

(0.007)

나비정원 3(10.3) 6(20.7) 12(41.4) 6(20.7) 2(6.9)

느티울 1(3.6) 1(3.6) 17(60.7) 7(25.0) 2(7.1)

당현천 4(16.0) 6(24.0) 10(40.0) 4(16.0) 1(4.0)

삿갓봉 2(10.0) 2(10.0) 10(50.0) 6(30.0) 0(0.0)

온수 3(13.0) 4(17.4) 8(34.8) 4(17.4) 4(17.4)

원터 5(20.8) 5(20.8) 13(54.2) 1(4.2) 0(0.0)

한내 13(39.4) 6(18.2) 12(36.4) 2(6.1) 0(0.0)

햇살 10(32.3) 3(9.7) 15(48.4) 3(9.7) 0(0.0)

연령

20대�이하 4(40.0) 3(30.0) 0(0.0) 1(10.0) 2(20.0)

22.693

(0.122)

30대 9(15.5) 7(12.1) 28(48.3) 12(20.7) 2(3.4)

40대 10(17.5) 10(17.5) 30(52.6) 6(10.5) 1(1.8)

50대 20(22.5) 14(15.7) 37(41.6) 15(16.9) 3(3.4)

60대�이상 8(25.8) 3(9.7) 16(51.6) 3(9.7) 1(3.2)

성별
남 19(16.4) 22(19.0) 51(44.0) 23(19.8) 1(0.9) 12.346*

(0.015)여 32(24.8) 15(11.6) 60(46.5) 14(10.9) 8(6.2)

직업

회사원 9(11.7) 17(22.1) 40(51.9) 10(13.0) 1(1.3)

57.067***

(<0.001)

주부 18(32.1) 6(10.7) 16(28.6) 9(16.1) 7(12.5)

학생 3(75.0) 1(25.0) 0(0.0) 0(0.0) 0(0.0)

자영업 11(14.5) 8(10.5) 44(57.9) 13(17.1) 0(0.0)

공무원 0(0.0) 2(50.0) 0(0.0) 2(50.0) 0(0.0)

기타 10(35.7) 3(10.7) 11(39.3) 3(10.7) 1(3.6)

거주지

상계동 13(17.1) 8(10.5) 44(57.9) 10(13.2) 1(1.3)

38.198**

(0.008)

중계동 12(23.5) 5(9.8) 19(37.3) 11(21.6) 4(7.8)

하계동 11(21.2) 9(17.3) 21(40.4) 10(19.2) 1(1.9)

공릉동 4(18.2) 9(40.9) 5(22.7) 3(13.6) 1(4.5)

월계동 8(20.5) 5(12.8) 22(56.4) 3(7.7) 1(2.6)

기타�지역 3(60.0) 1(20.0) 0(0.0) 0(0.0) 1(2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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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일(F=10.320, p<0.001), 방문경로 및 이유(F=34.851,
p<0.001), 교통수단(F=13.556, p<0.001), 머무는시간(F=3.879,
p<0.01), 주로 누구와 함께 방문(F=4.498, p<0.01), 이용목적
(F=5.08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의 조성 후 만족도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이용횟수별로는 주 2∼3회(4.94±0.35), 방문의

향에서는있다(4.75±0.60), 주로 이용하는요일은공휴일(4.87±

0.34), 방문경로별로는 신문, 홈페이지 및 SNS(4.93±0.34), 교

통수단별로는 도보(4.88±0.40), 머무는 시간별로는 2시간 미만

(4.79±0.52), 주로누구와함께방문에서는반려동물(4.92±0.40),

이용목적에서는운동(4.72±0.69)의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에 조성된 나무, 조경, 꽃, 식물 등

표 10.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의 만족도

구분
조성�후�만족도 t/F

(p)

식자재�만족도 t/F

(p)

전체적인�만족도 t/F

(p)M SD M SD M SD

마을

골마을 4.63 0.75

0.922

(0.499)

4.69 0.69

1.185

(0.308)

4.68 0.65

1.049

(0.400)

나비정원 4.79 0.49 4.79 0.41 4.83 0.38

느티울 4.81 0.48 4.79 0.50 4.82 0.39

당현천 4.72 0.54 4.76 0.44 4.76 0.44

삿갓봉 4.80 0.41 4.80 0.41 4.75 0.55

온수 4.67 0.56 4.71 0.55 4.63 0.65

원터 4.50 0.93 4.54 0.83 4.61 0.78

한내 4.55 0.79 4.55 0.83 4.53 0.88

햇살 4.52 0.81 4.44 0.84 4.48 0.81

연령

20대�이하 4.5 0.71

1.694

(0.152)

4.5 0.71

1.234

(0.297)

4.5 0.71

1.303

(0.269)

30대 4.64 0.79 4.61 0.81 4.63 0.81

40대 4.75 0.58 4.77 0.57 4.79 0.53

50대 4.56 0.72 4.6 0.65 4.6 0.66

60대�이상 4.87 0.35 4.81 0.40 4.81 0.40

성별
남 4.80 0.51 3.307*

(0.001)

4.83 0.44 3.920***

(<0.001)

4.84 0.39 4.143***

(<0.001)여 4.53 0.77 4.52 0.77 4.52 0.78

직업

회사원 4.75b 0.59

9.945***

(<0.001)

4.74b 0.62

12.442***

(<0.001)

4.79a,b 0.50

13.828***

(<0.001)

주부 4.16a 0.87 4.16a 0.87 4.13a 0.94

학생 5.00b 0.00 5.00b 0.00 4.75a,b 0.50

자영업 4.88b 0.43 4.93b 0.25 4.92a,b 0.27

공무원 4.50a.b 1.00 4.75b 0.50 5.00b 0.00

기타 4.75b 0.52 4.71b 0.46 4.71a,b 0.46

거주지

상계동 4.75b 0.61

2.594*

(0.026)

4.79b 0.52

2.556*

(0.028)

4.83b 0.45

2.983*

(0.012)

중계동 4.53a,b 0.70 4.55a,b 0.67 4.53a,b 0.73

하계동 4.52a,b 0.87 4.53a,b 0.85 4.52a,b 0.78

공릉동 4.73b 0.55 4.68b 0.72 4.67b 0.91

월계동 4.87b 0.34 4.82b 0.39 4.82b 0.39

기타�지역 4.17a 0.75 4.17a 0.75 4.20a 0.45

*� p<0.05,� **� p<0.01,� ***� p<0.001.�

문자� a<b가�다르게�표시된�것은�Duncan의�동일집단군으로�분석한�결과(p<0.05),�평균�간의�유의한�차이가�있음.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7 no. 4

358�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4호(2021년 12월)� �

표 11. 공동체정원 이용실태에 따른 이용 만족도

구분　
조성�후�만족도 t/F

(p)

식자재�만족도 t/F

(p)

전체적인�만족도 t/F

(p)M SD M SD M SD

이용횟수　

주� 4회�이상 4.81c 0.49

38.601***

(<0.001)

4.81c 0.49

51.202***

(<0.001)

4.81c 0.57

42.847***

(<0.001)

주� 2∼3회 4.94c 0.35 4.96c 0.30 4.94c 0.27

주� 1회 4.73c 0.66 4.77c 0.52 4.77c 0.42

월� 1∼2회 4.06b 0.75 4.06b 0.74 4.04b 0.84

거의�방문하지�않음 3.25a 0.46 3.22a 0.44 3.17a 0.41

방문�의향　
있다 4.75 0.60 5.085***

(<0.001)

4.78 0.53 5.942***

(<0.001)

4.78 0.51 4.921***

(<0.001)모르겠다 3.96 0.79 3.87 0.82 3.86 0.97

주로�이용하는�

요일

주말(토요일/일요일) 4.83b 0.46

10.404***

(<0.001)

4.86b 0.37

12.899***

(<0.001)

4.83b,c 0.38

10.320***

(<0.001)

평일 4.37a 0.87 4.39a 0.85 4.42a,b 0.85

공휴일 4.87b 0.34 4.87b 0.34 4.89c 0.31

요일�구분�없이�

수시방문
4.60a,b 0.55 4.20a 0.84 4.20a 1.10

방문�경로�및�

이유

친구�등�지인의�추천 4.73b,c 0.52

48.025***

(<0.001)

4.71b,c 0.53

40.381***

(<0.001)

4.70b 0.54

34.851***

(<0.001)

신문,�홈페이지�

및� SNS
4.93c 0.34 4.96c 0.35 4.93b 0.48

인쇄물�등 4.59b 0.94 4.59b 0.94 4.75b 0.68

기타 3.38a 0.67 3.52a 0.60 3.53a 0.61

교통수단　

도보 4.88b 0.40

12.364***

(<0.001)

4.88c 0.37

13.992***

(<0.001)

4.88b,c 0.38

13.556***

(<0.001)

자전거 4.81b 0.71 4.86c 0.57 4.90c 0.37

버스 4.20a 0.88 4.20a,b 0.92 4.21a 0.99

지하철 4.86b 0.38 4.71b,c 0.49 4.29a,b 0.49

개인차량(운행) 4.21a 0.69 4.24a,b 0.64 4.25a 0.70

기타 4.00a 1.00 4.00a 1.00 4.50a,b,c 0.71

공동체정원에�

머무르는�시간

30분�이내 4.00b 0.82

5.989***

(<0.001)

4.00b 0.58

6.432***

(<0.001)

4.14a,b 0.69

3.879**

(0.005)

1시간�미만 4.66b,c 0.67 4.67c 0.65 4.65b 0.67

2시간�미만 4.79c 0.52 4.79c 0.52 4.79b 0.55

2시간�이상 4.44b,c 1.13 4.44b,c 1.01 4.78b 0.67

기타 3.33a 0.58 3.33a 0.58 3.67a 0.58

주로�누구와�

함께�방문　

가족 4.56b 0.65

4.325**

(0.002)

4.60b 0.62

3.409*

(0.010)

4.62b 0.60

4.498**

(0.002)

친구 4.61b 0.76 4.58b 0.74 4.56b 0.71

반려동물 4.92b 0.40 4.92b 0.34 4.98b 0.14

혼자서 4.74b 0.68 4.74b 0.73 4.68b 0.87

기타 3.67a 1.15 4.00a 1.00 4.00a 1.00

공동체정원�

이용�목적　

산책 4.72b 0.60

7.236***

(<0.001)

4.71b 0.59

6.017***

(<0.001)

4.71b 0.58

5.083**

(0.001)

운동 4.72b 0.69 4.77b 0.58 4.79b 0.47

만남�및�모임 4.59b 0.67 4.57b 0.67 4.55b 0.71

교육�및�개인사유 3.60a 1.34 3.60a 1.52 3.80a 1.79

기타 3.00a 0.00 3.50a 0.71 3.50a 0.71

*� p<0.05,� **� p<0.01,� ***� p<0.001.�

문자� a<b<c가�다르게�표시된�것은�Duncan의�동일집단군으로�분석한�결과(p<0.05),�평균�간의�유의한�차이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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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이용횟수별로는주 2∼

3회(4.96±0.30), 방문의향에서는 있다(4.78±0.53), 주로 이용하

는 요일은 공휴일(4.87±0.34), 방문경로별로는 신문, 홈페이지

및 SNS(4.96±0.35), 교통수단별로는 도보(4.88±0.37), 머무는

시간별로는 2시간미만(4.79±0.52), 주로누구와함께방문에서

는 반려동물(4.92±0.34), 이용목적에서는 운동(4.77±0.58)의 만

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휴가든)

의 조성 후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횟수별로는 주 2∼3회(4.94±0.27), 방문의향에서는 있다

(4.78±0.51), 주로 이용하는 요일은 공휴일(4.89±0.31), 방문경

로별로는 신문, 홈페이지 및 SNS(4.93±0.48), 교통수단별로는

자전거(4.90±0.37), 머무는 시간별로는 2시간 미만(4.79±0.55),

주로 누구와 함께 방문에서는 반려동물(4.98±0.14), 이용목적

에서는 운동(4.79±0.47)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의 조성 후 전체적인 만족도에 영향

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기위해공동체정원의조성후만족도

와골마을 근린공원공동체정원에조성된나무, 조경, 꽃, 식물

등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표 12 참조).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F=634.356, p<0.001)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4.1%로 나타났다. 공동체정원 조

성후전체적인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특화정원(휴가

든)에 조성된 나무, 조경, 꽃, 식물 등 만족도(B=1.020, t=
15.121, p<0.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은 0.991
로 나타났고, 공동체정원 조성 후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체정원에 조성된 나무, 조경, 꽃, 식물

등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정원 조성 후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적요

본 연구는 시민참여를 통한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스토리

텔링및특성을모색을위하여공간창출의목적을분명히가지

고 참여주민과 지자체 등 함께 소통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가장이상적인스토리텔링하고, 공동체정원시민참여를적용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측면에서 마을 이용특성은 공동체정원

참여구성원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연령대는 60대가가장높

고, 이용횟수는월 4회가가장높게나타났다. 주로이용하는요

일은주말이가장높고, 머무르는시간은 1시간미만이가장높

게나타났다. ‘공동체정원을주로누구와함께방문시가족, 친

구, 반려동물, 혼자서, 기타 순으로 가족이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목적은산책, 만남및모임, 운동, 교육및개인사유, 기

타 순으로 산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정원의 개선할

사항은’ 이벤트및프로그램추가, 휴게및편의시설확충, 적극

적인 안내 및 홍보, 다양한 초화류 식재 필요, 기타 순으로 이

벤트 및 프로그램 추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투자방향

은 근린공원내 공동체정원 추진, 공동체정원의 발전방향은 사

회적 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원프로그램 확충 등이 가장 높

게 나타나 참여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동체정원 이용실태에서 방문횟수 마을별로는 나비

정원은 ‘월 1∼2회’가 가장 높게나타났으며, 성별은 남녀모두

‘주 2∼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이용 요일은 마을별로는

골마을, 나비정원, 원터, 한내, 햇살로 ‘주말’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느티울과 당현천이 ‘평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삿갓

봉과 온수는 ‘주말’과 ’평일’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가 ‘친구 등지인의추천’이 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직업

별로는공무원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회사원, 주부, 학생, 자

영업에서는 ‘친구 등 지인의 추천’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성

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동체정원의 개선할 사항은 마을별로는 모든 마을이

‘이벤트 및 프로그램 추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는 ‘휴게 및 편의시설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은 ‘이벤트 및 프로그램 추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

데, 관내 특성을 살려 생명존중, 환경보호, 정서안정, 협동심,

인성교육, 스트레스 해소, 직업체험 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별은남녀모두 ‘이벤트및프로그램추가’가 가장높게나

표 12.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조성 후 전체적인 만족도에 영향 요인

구�분　 B SE β t p VIF 통계량

(상수) 0.26 0.13 � 2.051 0.041 　
F=634.356***

(<0.001)

adj� R2=0.841,�

DW=1.893

공동체정원�조성�후�만족도 —0.08 0.06 —0.08 —1.226 0.221 6.47

공동체정원에�조성된�나무,�조경,�꽃,�식물�등�

만족도
1.02 0.07 0.99 15.121*** <0.001 6.47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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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직업별로는회사원, 자영업에서는 ‘이벤트및프로그램

추가’가 가장높게나타났고, 주부와 학생은 ‘휴게 및편의시설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성된 나무, 조경, 꽃, 식물 등 만족도에 대하여 마을

별로는 삿갓봉근린공원, 연령별에 직업별로는 학생, 거주지별

로는 월계동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성 후 전체적

인만족도에대하여마을별로는나비근린공원이, 연령별에서는

60대 이상, 성별은 남자, 직업별로는 공무원, 거주지별로는 상

계동의만족도가가장높게 나타났다. 이용횟수별로는 주 2∼3

회, 주로 이용하는요일은공휴일, 방문 경로별로는신문, 홈페

이지 및 SNS가 높게 나타났다. 교통수단별로는 도보, 머무는

시간별로는 2시간 미만, 주로 누구와 함께 방문에서는 반려동

물, 이용목적에서는 운동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한, 향후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등 발전의견은 사회적 약자

및장애인에대한정원프로그램확충이가장높게나타났는데,

이는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시설접근성, 프리베어, 시설활용

편의성,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다양화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다.

이상과같이본연구는근린공원내공동체정원지역의인프

라와 연계한 시민참여의 시민주체성과 자율성, 지역사회 소속

감을높이면서앞으로는정원조성뿐만아니라, 이를 근린공원

내 정원조성 시 시민참여 관리에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

나 계절별, 계층별, 부지 특성별을 고려한 조성의 한계점이 있

어, 향후 정원화에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추후 연구 과제로 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를 통한 근린공원 내 공동체정원 거주민

과 이용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체적․심리적 즐거움, 욕구

충만을위해시민참여를적용할수있는있을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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