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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배경 •사회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를 신체적·정신적인 특징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의 

제한으로 확대 해석하는 등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어린이·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의 BF인증기준이 다양한 변수를 갖는 공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만의 무장애 친화계획이 필요하다.

과업의 목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공원) 등에 따라 공원 현황을 진단한다.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존 장애요소를 최소화하고, 제거 불가능한 

장애물은 인적서비스를 통해 보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2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220일간(2014.08.27 ~ 2015.04.03)

내용적 범위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기존공원 무장애 현황진단

•BF인증지표를 바탕으로 공원별 장애요소 조사하고, 무장애공원 인증가능성과 정비대상 파악

•공원 관계자 및 이용객 인터뷰, 설문조사 반영

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 기본계획 수립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을 주는 장애요소 제거

•우선사업대상지 선정 및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작성

•서울시 공원 전반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수립(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참조)

•교통약자의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 난이도를 고려한 무장애등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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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동·중·서부 사업소 및 시설공단 관할 총 17개 공원 

[ 그림 1. 과업대상지 위치 ] 

연번 기관명 공원명 위 치 면적(㎡) 시설면적(㎡)

계 17개소 8,056,781 1,783,676

1

동  부
사업소

(5)

서울숲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432,394 146,323

2 응봉 성동구 금호동1가 1-72 75,570 14,358

3 천호 강동구 천호동 360 26,697 9,744

4 시민의숲 서초구 양재동 236 258,992 56,115

5 길동생태공원 강동구 둔촌동 558 80,683 12,264

6

중  부
사업소

(7)

남산공원 중구 회현동1가 산1 2,898,350 307,501

7 훈련원공원 중구 을지로5가 40-3 16,735 6,638

8 용산공원 용산구 용산동6가 68-90 75,900 17,500

9 중랑캠핑숲 중랑구 망우동 33 179,666 49,466

10 간데메공원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15,180 4,941

11 서울창포원 도봉구 도봉동 4-1 51,486 13,541

12 북서울꿈의숲 강북구 번동 산28-4 665,190 193,263

13
서  부
사업소

(4)

월드컵공원 마포구 상암동 481-72 2,278,011 603,789

14 독립공원 서대문구 현저동 101 113,022 34,043

15 서서울호수공원 양천구 신월동 149-20 217,946 75,772

16 선유도공원 영등포구 양화동 95 110,407 15,995

17 시설공단(1)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능동 18 560,552 222,423

[ 표 3. 과업 대상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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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리

1) 장애인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 2조 1항에 의한 교통약자를 포함한다.

2) 교통약자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분류는 아래와 같다.

[ 그림 2. 교통약자의 종류 ] 

3) 무장애 디자인

   (Barrier Free Design)

1974년 유엔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생긴 개념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건축물, 공원, 보도 등의 턱을 제거하고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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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으로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포용하여 누구나 쉽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으로 불리며, 다음의 7대 원칙1)을 지닌다.

가. 공평한 사용 : 누구라도 차별감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가?

나. 사용상의 융통성 : 다양한 생활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

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 직감적으로 사용방법을 간단히 알 수 있는가?

라. 정보 이용의 용이 : 정보구조가 간단하고, 복수 전달수단을 통해 정보입수가 가능한가?

마. 오류에 대한 포용력 : 사고 방지 및 잘못된 사용에도 쉽게 복귀가 가능한가?

바. 적은 물리적 노력 : 무의미한 반복동작, 무리한 힘없이도 자연스런 사용이 가능한가?

사.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 다양한 사용자와 보조원이 함께 사용 가능한가?

[ 그림 3. 유니버설 디자인의 영역 ] 

※ http://cafe.naver.com/udcontest/1342 인용

5) 무장애 친화공원 무장애공원이란 BF인증 매뉴얼(공원편)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용 가능한’이라는 관점에서 공원계획 시 접근성, Barrier-free 보행로 지정 및 

연속성 확보, 이용편의성, 유도안내표시를 고려하여 조성된 공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 무장애 친화공원은 무장애공원과 같이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을 목표로 

하며, 공원이용에 필수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장애물 제거하고, 장애물 제거가 

어려운 경우 인적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통한 보완으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한 공원으로 정의한다.

구  분 무장애 공원 서울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목표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물리적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조성

기존의 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

적용 대상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적용 방법 공원 내 모든 물리적 장애물 제거
모든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어려운 경우 공원이용 정보 및 
인적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완

[ 표 4. 무장애 공원과 서울시 무장애친화공원의 차이 ]

1)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http://www.ncsu.edu/project/design-projects/B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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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업추진과정

단계별

 과업추진과정

일 자 내 용

2014.08.27 ~ 10.07 관련 문헌 및 대상지 사전조사자료 분석

2014.10.01 ~ 12.05 BF인증 매뉴얼에 따른 현장조사 착수 및 완료

2014.10.01 ~ 10.31 국내 및 해외 무장애 계획 사례 조사, 공원별 분석자료 작성

2014.10.08 착수보고 및 자문(1차)

2014.10.30/11.03 추가 개별자문(1차) 시행

2014.11.13/12.03 공원별 BF Zone 설정 서울시 검토 및 협의

2014.12.19 중간보고 및 자문(2차)

2014.12.19 ~ 01.16 설문조사 시행

2015.01.27/01.29 대상지 현장실사 및 자문

2015.03.02 추가 개별자문(2차) 시행

2015.03.10 최종보고 및 자문(3차)

2015.03.23/03.24 추가 개별자문(4차) 시행

2015.04.03 용역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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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업수행절차

단계별

 과업수행절차

[ 그림 4. 과업수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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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련법규 및 지침

관련법률
 

관련법률 개정일자 소관부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15.1.28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4.01.28 보건복지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15.1.28 국토교통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14.11.19 행정자치부
 

관련지침
 

관련지침 시행일자 소관부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2 서울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안전시설편) 2014. 2. 14 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2013. 12. 24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ver.3.0) 2012 서울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 BF 인증제도 정의 ]

어린이 ․ 노약자 ․ 장애인 ․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건축물, 

공원 등) ․ 지역을 접근 ․ 이용 ․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 설계 ․ 시공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2)를 말한다.

[ 인증대상 ]

지역인증 :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읍·면·동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 지역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지역

개별시설인증 :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 인증등급 ]

등   급 평 가 점 수 비   고

최우수등급(★★★) 만점의 90% 이상 해당항목 중 한 한목이라도 편의증진법 

또는 교통약자법의 최소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우수등급(★★)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일반등급(★)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한국장애인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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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F 관련사례

관련사례
 

구분 사례명 조성년도 위치
 

국내

광화문 광장 BF 인증 2009 서울시 중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BF 인증 2009 서울시 동대문구

장애인 서울관광가이드 2013 서울시

여의도공원(무장애 공원) 2013 서울시 영등포구

보라매공원(무장애 친화공원) 2014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 근교산자락길 조성사업 2015 서울시

진주시 무장애도시 2012 경상남도 진주시

국외

플러드 공원(Flood Park) 1930 미국 캘리포니아

미네하하 공원 Wabun Playground 1997 미국 사우스다코타

후레아이노니와(ふれあいの庭) 2014 오사카부 사카이시

치카쿠노모리(Chikakunomori) 1928 오사카부 토요나까시

린쿠공원(りんくう公園) -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시아와세노무라(shiawasenomura) 1989 효고현 고베시
 

국내사례

1) 광화문광장 BF인증 •국내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공원으로 지정

•2010년 2월 1등급 예비인증을 거쳐 2010년 10월 본인증 취득

•세종문화회관과 이순신장군 동상 사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장’ 중앙은 다양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해치마당에는 이용객을 위한 아리수 샘터, 안내소, 기념품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전시장, 엘리베이터, 만남과 약속의 장소 등 문화갤러리 등 조성

•상시광장 외 왕복 10차선의 차도부는 행사시 규모에 맞게 교통통제 실시

•지하철 연결 경사로의 기울기를 평지와 다름없는 1/18로 설계 및 턱이 없는 

해치마당,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음수대 높낮이 조절 등

[ 그림 5. 광화문광장 및 지하철 연결 경사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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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BF 인증

•2009년 9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용도로 BF 예비인증 1등급 취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없는 보행공간 마련

  - 무장애공간 포장재질 구분 → 전맹인 유도

  - 2m간격의 LED등 설치 → 약시인 유도

•무장애공간과는 별개로 인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자원봉사센터 

마련으로 휠체어, 장애인용 안내책자 등 편의시설 비치

•공원 주출부 2개소에 안내 및 촉지, 음성유도기 설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하1층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10대)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

[ 그림 6.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무장애공간과 시각장애인 유도용 LED 조명 ] 

3) 장애인 서울관광가이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할아래 계획된 프로젝트로 장애인이 관광하기에도 편리한 

서울의 명소 및 공원 소개

•장애인조사단의 방문실사와 토론과정을 거쳐 12개의 관광코스 개발

•12개의 코스 중 4, 6, 7, 9, 10, 11코스가 본 사업 대상지에 포함

코스1 광화문광장 – 경복궁 - 삼청동 코스7 북서울꿈의숲

코스2 인사동 – 창덕궁 - 북촌한옥마을 코스8 안산자락길

코스3 청계천 - 동대문 코스9 선유도공원 - 홍대거리

코스4 명동 - 서울N타워 코스10 월드컵공원

코스5 63CITY - 한강유람선 코스11 어린이대공원

코스6 국립중앙박물관 - 용산가족공원 코스12 올림픽공원

[ 표 5. 장애인 서울관광가이드 코스 구성 ]

[ 그림 7. 장애인 서울관광가이드 브로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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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의도공원

  (무장애 공원)

•여의도에 위치한 공원으로 자연생태의 숲, 문화의 마당, 잔디마당, 한국 전통의 

숲으로 구분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2013년에 재개장하여 2014년 7월 한국토지 

주택공사로부터 개별시설인증(공원) 우수등급 취득(본인증 116호)

•BF보행유도의 연속성을 위해 BF보행로 설정

•BF보행로 상에 위치한 주요 시설 안내를 위하여 주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판(음성안내, 촉지도) 설치

•편의시설의 접근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하여 주 산책로에 안내판 등으로 위치 표시

•0.75m이상 단차가 나는 주출입구는 기울기 1/12(8%)이하의 경사로 설치

•BF존과 NON BF존을 설정하여 보행 장애의 유무공간을 설정

•음수전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고 턱낮춤 시행

[ 그림 8. 진입로 단차 제거 ] 

[ 그림 9. 휠체어 사용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 설치 ]

[ 그림 10. 자전거 동선 분리 및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휴게공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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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라매공원

   (무장애 친화공원)

•보라매공원을 장애물 없는 공원 인증지표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정비대상을 

파악 및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BF인증 취득 

가능여부를 판단

•무장애 친화공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무장애 친화공원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보라매공원의 접근성 개선,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어린이·임산부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조성을 목표로 함

•보라매공원 장애 없는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3대 원칙

접근성 방해가 되거나 위협적인 물리적 요인이 최소화 된 상태를 의미함

안전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사회적 
합의

도시가 제공하는 기능이 시민들 개인이 지닌 능력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
어야 함

•계획의 대상

- 공원오는길 : 주접근로, 주차공간

- 편의시설 : 권역별 대표화장실

- 무장애친화길 : 주출입구~공원 내부 및 주요 공원시설을 연결하여 돌아 

나올 수 있는 연속된 보행동선

- 유도 및 안내시설 : 장애인 이용가능시설과 동선을 표기한 안내판

- 공원시설 : 피크닉장, 다목적운동장

[ 그림 11. 보라매공원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마스터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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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친화길 조성계획

[ 그림 12. 보라매공원 무장애친화길 계획안 ]

[ 그림 13. 보라매공원 무장애친화길 ] [ 그림 14.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음수대 ] 

[ 그림 15. 벤치 옆 유모차·휠체어 정차석 ] [ 그림 16. 입구 단차를 제거한 화장실 ] 

[ 그림 17. 미끄럼방지 포장재 도입 ] [ 그 림  18. 보 행 로 와  자 전 거 도 로  구 분  안 내 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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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시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

•개요

- 위치 : 성북구 정릉동 산1-1 일대 북한산 등 18개소

- 규모 : 42.1km(무장애숲길 25.6km)

- 내용 : 목재데크, 목교, 노면정비, 배수로정비, 휴게쉼터, 안내체계 등

- 기간 : 2009.05 ~ 2015.12

- 예산 : 29,428백만원(기투자 20,294백만원)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업목표 : 주택가 인근 산 자락에 노인, 장애인, 어린이, 유아,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숲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휠체어․ 유모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숲길을 조성

•추진방향

- 주택가 인근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국·공유지 구간 우선 선정

- 사유지 구간 토지사용승낙서 협조 후 사업시행

- 휠체어, 유모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도 8%이하로 조성

-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등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방안 강구

-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참여 유도 및 주민의견 수렴

-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의견 수렴 추진

- 자락길과 연계한 다양한 자연체험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 운영

- 서울둘레길 등 안내체계 매뉴얼 적용(디자인, 색상 등 통일성 유지)

-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조기발주 및 선급급, 기성금 지급)

•주요내용 : 목재데크, 목교, 노면정비, 배수로정비, 안내체계, 휴게쉼터 등

•2015 추진계획

- 위치 : 오패산, 수락산, 호암산, 배봉산, 북한산(서대문·성북)

- 규모 : 7.4km(무장애구간 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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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안산자락길 •개요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일대

- 규모 : 7km(순환형)

- 개통 : 2013.11.

•폭 2m, 경사도 9% 미만으로 조성되었으며,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바닥을 평평한 

목재데크나 친환경 마사토, 굵은 모래 등으로 조성

•휠체어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50~100m 마다 폭 3~4.5m의 쉼터를 조성

•메타세콰이어, 아까시나무, 잣나무 등으로 구성된 숲을 즐길 수 있으며 흔들바위, 

너와집쉼터, 북카페, 숲속무대 등 다양한 휴게공간 계획

•국내 최초 ‘순환형 무장애 숲길’로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밀며 산책할 경우 

2시간 30분 소요

•안산자락길 코스

[ 그림 20. 안산자락길 안내판 ] [ 그림 21. 안산자락길 목재데크길 ] 

[ 그림 22. 목재데크길 내 휴게쉼터 ] [ 그림 23. 조망대에서 보이는 서대문 전경 ] 

※ 안산 자락길 견학 결과보고(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권지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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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관악산공원

    무장애 숲길

•개요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일대

- 규모 : 1.3km(순환형 750m, 등반형 550m)

- 개통 : 2013.05.

•전구간 경사도 8% 미만(장애인 시설 설치기준)으로 휠체어 및 유모차도 편하게 

오를 수 있게 조성

•총 연장 1.3km로 40분 소요

•행사나 복지관 등 단체 이용시 제2광장까지 차량진입 가능

•지형에 따라 산책하듯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폭2m의 순환형 숲길(750m)과

지그재그형 오르막길을 따라 산을 오르며 전망할 수 있는 등반형 숲길(550m)을 

구분하였으며, 등반형 숲길을 따라 관악산 열녀암 까지 오를 수 있음 

•숲길 주변으로 등의자, 피크닉테이블 등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이쉼터를 조성

•정상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정을 비롯 남산타워, 63빌딩 등 서울시내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 그림 24. 관악산공원 무장애 숲길 안내도 ]

[ 그림 25. 무장애 숲길 안내판 ] [ 그림 26. 무장애 숲길 진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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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무장애 숲길 ] [ 그림 28. 무장애 숲길 내 휴게공간 ] 

[ 그림 29. 전망대 진입 램프 ] 

[ 그림 30. 전망대 ] [ 그림 31. 무장애 숲길 점자 안내판 ]

※ 출처 : http://blog.naver.com/jkjkd/80210903249

7) 진주시 무장애도시 •시정주요 역점사업으로 ‘무장애도시 조성’추진(2012~)

•사업개요

- 대상시설 : 건물(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

- 사업내용 : 무장애(Barrier-Free) 환경 조성

- 소요예산 : 비 예산 사업

•도입배경

- 현재의 도시 여건상 보도 진입부의 턱, 건물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의 높이차이 등 

장벽으로 인하여 노약자가 이동하거나 시설 이용 시 불편을 겪게 됨

- 신체적 약점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노약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의 기반시설과 건물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 대두

- 노약자가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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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진주형 BF(Barrier Free) 인증제 도입

- 공공시설물의 무장애(Barrier Free)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의 문턱 없애기 운동 추진으로 접근성 보장

- 노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사업 실시로 이동권 보장

-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보급 및 전문교육 실시

- 장애체험관 설치 운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행사 개최로 시민인식개선 도모

•추진성과

- 공공시설 개선 : 진주시청사 편의시설 확충

- 보행환경 개선 : 진주역사, 평거3택지지구 내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노약자 편의증진사업 실시 :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3개소 설치

- 관련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다중이용시설 무장애 건축현황

ㅔ  

용도별
합 계 2012 2013

계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음식점 38 21 17 3 10 18 7

소매점 29 24 5 2 2 22 3

기타 18 15 3 - 1 15 2

계 85 60 25 5 13 55 12

[ 표 6. 다중이용시설 무장애 건축현황 ]

※ 출처 :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05life/11_01.jsp)

•제도적 근거마련

-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진주형 BF 인증제도」 제정 추진 중

•기대효과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으로 자유롭게 일상생활과 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

- 모든 시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으로 복지도시 위상 제고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향후 추진계획

- 글, 그림, UCC동영상 공모전 개최

- 슬로건, 상징디자인 제정

- 노약자 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업

- 장애체험관 설치 운영

- 사업장 문턱 없애기 시민운동 전개 및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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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지구 LH공사 신사옥

- ‘무장애 도시 진주 만들기’ 1단계로 진주혁신도시지구를 무장애(Barrier Free) 

지역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LH공사와 무장애도시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 LH 신사옥을 무장애 건축물로 설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BF예비인증 

‘최우수’등급을 받고, 사옥 건설 추진 중 

[ 그림 32. 진주혁신도시지구 LH공사 신사옥 조감도 ] 

※ 출처 : 진주시 보도자료(http://www.jinju.go.kr/01civic/08_01.jsp?amode=view&idx=13047)

•무장애도시 전동휠체어 충전소 설치

- 무장애도시 사업 일환으로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협조를 구해 설치·보급

- 시청사, 진주성 공원을 비롯해 총 13개소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보급완료

-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보급 예정

- 일반 충전기에 비하여 4배 빠른 충전속도와 2대까지 동시 충전이 가능하고, 

휠체어 타이어 공기주입과 청소까지 가능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 그림 33. 진주성 공원 내 전동휠체어 충전소 ] [ 그림 34. 전동휠체어 충전소 이용모습 ] 

※ 출처 : http://www.hkbs.co.kr/?m=bbs&bid=local4&uid=33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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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1) 플러드 공원

   (Flood Country Park)

•공원개요

- 위치 :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 면적 : 84,985㎡

- 계획·설계 : MIG Inc., Rorrance Right Associate

•건강한 사람, 노약자, 장애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접근하기 쉬운 것을 테마로 계획 

•시행착오 끝에 모두를 가까이하는 환경을 4가지로 정의3)

- 모든 이용자가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할 것

- 물리적, 의료적으로 안정성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

- 모든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독자성을 제공하는 것

- 자연적인 경험이 가능한 접근로를 둘 것

•산책, 자전거, 휠체어 사용자가 함께 공유하는 보행로로 조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는 항상 보행자와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으로 양보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놀이터, 수공간, 테니스장, 배구장, 야구장, 야외게임장, 피크닉장 등 다양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야생동물을 공원에서 볼 수 있음

•공원 내 시설물과 놀이공간, 벤치, 샌드박스 및 화장실 등 모든 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

•샌머테이오 공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원 내 휠체어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예약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이용가능여부, 차량 진입가능여부, 주차장에서의 거리, 전용도로 설치여부,

  휠체어이용자용 테이블 설치여부, 화장실까지의 거리

[ 그림 35. Flood Park Information map ]

3)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바탕으로한 환경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2003, 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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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산마테오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의 공원이용 정보 제공 ] 

[ 그림 37. 플러드 공원 보행로 ] [ 그림 38. 플러드 공원 내 휴게시설물 ]

[ 그림 39. Manzanita Picnic Area ] [ 그림 40. Oak Premium Picnic Area ] 

※ 출처 : 샌머테이오 공원부 홈페이지(http://parks.sm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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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2) 미네하하 공원

   와번 놀이터

   (Minnehaha Park

   Wabun Playground)

•공원개요

- 위치 :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 미네하하 카운티 미네하하 공원 Wabun 피크닉장 내

- 계획·설계 : People for Parks, Falls4All, 미네아폴리스 공원 및 레크레이션위원회(MPRB)

- 예산 : $300,000(MPRB), $450,000(Falls4All 모금)

•미네아폴리스 최초의 놀이터 및 기타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델 제공

•공원위원회가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그룹인 Falls4All이 진정한 유니버설 놀이터 

조성을 위해 모금활동을 벌여 추가기금을 마련

•접근로 및 놀이터 내 보행로를 특수고무로 표면처리 하여 휠체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모두가 이용가능한 ‘Universally Accessible’ 놀이공간으로 장애인과 일반인 

구분없이 가능한 유니버설 개념으로 계획한 놀이터

•놀이터 외에도 Wabun 피크닉장 내 쉼터, 화장실, 수영장, 주차장, 골프, 배구장, 

자전거 및 보행로의 접근성을 미국 장애인 법 기준(ADA)에 충족하도록 설계

[ 그림 41. 와번 놀이터 안내도 ] 

[ 그림 42. 미네아폴리스 시의원, MPRB위원, Falls4All 멤버, 지역청소년 등과 함께한 오픈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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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5~12세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 

[ 그림 44. 2~5세 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 [ 그림 45. 와번 피크닉장 ]

[ 그림 46. 와번 피크닉장 북쪽 놀이공간 ]

[ 그림 47. 놀이터 내 다양한 식물체험공간 ]

※ 출처 : 미네아폴리스 홈페이지(http://www.minneapolispark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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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레아이노니와

   (ふれあいの庭)

•공원개요

- 위치 : 오사카부 사카이시 마츠하라시 오이즈미공원 내

- 면적 : 2,000㎡

- 설계 : 三宅祥介氏(SEN 환경설계실)

•1997년에 오사카부 오이즈미에 조성된 일본 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정원이다. 약 2,000m²의 면적으로 누구나 오감 (소리, 향기, 색, 감촉, 맛)을 

통해서, 휴식이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꽃과 나무의 색채나 

향기, 물의 소리나 감촉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음4)

•장애인, 고령자, 일반인 등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디자인에 반영

•구성

- 입구공간, 키친정원, 향기의정원, 색의정원, 소리의정원

[ 그림 49. 후레아이노니와 위치도 및 시설평면도 ]

[ 그림 50.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 및 

          음성안내시설 설치(파란버튼) ] 

[ 그림 51. 휠체어 및 어린이가 물을 만질 수 있도록

낮은 높이의 수경연못 설치 ]

[ 그림 52. 식물점자안내판은 서서 읽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 ] 

[ 그림 53. ‘소리의 정원’에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시각장애인이 즐길 수 있도록 함 ] 

4) 일본 유니버설 디자인·컨소시엄 홈페이지(http://www.universal-design.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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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형태5)

- 지하철역 ￫ (보행) ￫ 공원입구

- 인근지역 ￫ (보행) ￫ 공원입구

•거리 : 중거리 보행권(공원까지 도보 약 10~15분 소요)

•특성

- 지하철역에서 공원입구까지 보행안전 공간 확보

•BF보행의 연속성

- 적절한 유효폭 및 단차 없는 연속적인 BF안전보행로 확보

- 유도레일을 사용한 연속적인 보행 유도

[ 그림 54. 후레아이노니와의 보행로(좌), 유도블록(우) ] 

•유도 및 안내

- 공원입구에 유도시설 및 점자 안내판 설치

- 종합안내판에 음성안내기를 함께 설치, 전체 산책로구간에서 유도레일을 사용한 연속적인 

보행유도 확보

[ 그림 55. 후레아이노니와 내 점자안내판(좌), 유도레일(우) ]

•이용편의성

- 휠체어사용자 등이 화단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설치

- 복지마을 만들기 적합증, 장애인 등의 이용시설 인증을 받은 화장실 설치

[ 그림 56. 휠체어사용자를 배려한 화단(좌), 장애인 등의 이용시설 인증을 받은 화장실(우) ]

5) 일본 베리어프리 공원의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도시공원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강병근 외 4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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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카쿠노모리

   (Chikakunomori)

•공원개요

- 위치 : 오사카부 토요나까시 스이타시 핫토리료쿠치 내

- 면적 : 42,500㎡

•공원 내에 10개의 연못과 니기추오광장, 히가시추오광장, 지카쿠노모리, 엔케이화단, 

료쿠도, 다니아이노하랏파 등이 있다. 주요 시설로는 핫토리녹지도시녹화식물원, 

오사카부핫토리녹지 유스호스텔, 일본민족취락박물관, 야외음악당, 육상경기장, 승마 

센터, 테니스코트, 워터랜드 등 조성6)

•공원 내 장애인용 화장실과 슬로프 구간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담은 ‘슬로프 맵’을 

제작하여 제공

•장애인 등의 감각체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으로, 안개분수와 개울 등 조성

•복권기금을 이용한 시설조성 자금 확보

[ 그림 57. 핫토리료쿠치 안내도(좌), 앗토리료쿠치 내 치카쿠노모리 안내도(우) ]

[ 그림 58. 핫토리료쿠치 슬로프 맵] [ 그림 59. 핫토리료쿠치 내 지카쿠노모리 전경 ] 

※ 출처 : 핫토리료쿠치 홈페이지(http://hattori.osaka-park.or.jp/guide/)

6) [네이버 지식백과] 핫토리료쿠치 [Hattori Ryokuchi Park, 服部緑地(복부록지)]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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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형태7)

- 지하철역 ￫ (보행) ￫ 공원입구

- 인근지역 ￫ (보행) ￫ 공원입구

•거리 : 근거리 보행권(공원까지 도보 약 5분정도 소요)

•특성

- 지하철역 근처에 공원 설치

- 공원까지 보행 안전공간 확보

•BF보행의 연속성

-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연속적인 손잡이 설치 및 주요지점 점자표기

- 주요 안내 및 공원시설까지 유도블록 사용하여 연속적인 보행 유도 확보

[ 그림 60. 지카쿠노모리의 보행로 내 손잡이 ] 

•유도 및 안내

- 공원안내판까지 유도블록 사용

-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음성안내 장치가 작동하며 주요정보를 시각장애인 등에게 제공

[ 그림 61. 지카쿠노모리의 유도블록과 안내시설 ]

•이용편의성

- 시각장애인 등의 향기, 소리, 촉감과 같은 감각체험을 위해 자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

-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설치

[ 그림 62. 지카쿠노모리의 산책길(좌), 화장실(우) ]

7) 일본 베리어프리 공원의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도시공원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강병근 외 4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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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린쿠공원

   (りんくう公園)

•공원개요

- 위치 :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린쿠

- 면적 : 85,000㎡

•간사이 국제공항의 개장에 맞춰 오사카 등 도시의 해안선을 따라 개발된 부도심인 

‘린쿠타운’ 해안에 조성된 60ha의 해변 공원

•심볼녹지와 시사이드 녹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와 태양의 궤도를 나타낸 원형 

분수, 사계절 샘을 비롯해 다이코바시 다리, 하나카이도 등 다채로운 경관 제공8)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Barrier-free map’을 별도 제작하여 휠체어사용자의 공원 

이용동선, 이용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그림 63. 린쿠공원 장애인 맵 ] 

[ 그림 64. 린쿠공원 내 데크보행로 ] [ 그림 65. 해안까지 진입할수 있는 데크 설치 ]

[ 그림 66. 모래사장-녹지로 이어지는 램프 ] [ 그림 67. 해안 데크산책로 ] 

※ 출처 : 린쿠공원 홈페이지(http://rinku.osaka-park.or.jp/)

8) 오사카 린쿠타운 홈페이지(http://www.pref.osaka.lg.jp/rinkai/ko/map/ma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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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형태9)

- 지하철역 ￫ (보행) ￫ 공원입구

- 주차장 ￫ (보행) ￫ 공원입구

•거리 : 지하철역과 인접

•특성

- BF화 된 지하철역과 공중가로를 통해 직접 연결

•BF보행의 연속성

- 완만한 경사와 단차 없는 연속적인 BF안전보행공간 확보

- 유도레일을 사용한 연속적인 보행 유도

[ 그림 68. 린쿠공원의 보행로 ] 

•유도 및 안내

- 종합안내판에 점자표기, 음성안내 등이 함께 설치

- 주요 위험지역등에서는 경고블록뿐만 아니라 바닥재질 차이 등을 이용한 경고 시스템 도입

[ 그림 69. 린쿠공원 내 안내시설(좌), 유도점자블록(우) ]

•이용편의성

-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석, 전망대 등이 조성되어 있음

- 복지마을만들기 적합증을 받은 화장실 설치

[ 그림 70. 린쿠공원 내 전망대(좌), 화장실 입구(우) ]

9) 일본 베리어프리 공원의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도시공원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강병근 외 4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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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아와세노무라

   (しあわせの村)

•공원개요

- 위치 : 효고현 고베시 북구

- 면적 : 2,050,000㎡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전 시민에게 보장할 목적으로 「고베시민의 복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본 조례의 기본이념인 ‘자립과 연대’를 구체적인 시설정비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조성10)

•녹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고베의 중심지 산 노미야에서 차로 25분 거리에 위치

•어린이부터 어른,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종합복지영역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하나의 마을 같은 개념의 공원

•고령자 및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을 비롯해 운동광장, 잔디광장, 캠프장

등과 야외 스포츠 시설, 숙박시설, 온천시설 등 조성

[그림 71. 시아와세노무라 안내도 ]

[ 그림 72. 시아와세노무라 내 캠핑장 ] [ 그림 73. 캠핑장 내 야외취사시설 ]

10) 시아와세노무라 홈페이지(http://www.shiawasenomura.org/)



02 관련법규·지침 및 사례 검토

36 기본계획 보고서

•접근형태11)

- 지하철역 ￫ (버스) ￫ 공원입구

- 인근지역 ￫ (버스) ￫ 공원입구

•거리 : 차량이용권(도보로 공원까지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연계되는 여러 교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특성

- 도심에서 연결되는 저상버스 이용

•BF보행의 연속성

- 차량과의 접점 등에서 보행자 우선의 횡단계획

- 보행 곤란자를 배려한 휠체어 리프트시설이 있는 셔틀버스 운영

[ 그림 74. 시아와세노무라 내 보행로(좌), 휠체어리프트 설치 셔틀버스(우) ]

•유도 및 안내

- 종합안내판에 점자표기, 음성안내 등이 함께 설치

- 주요 공원 시설까지 유도블록, 유도레일, 보도 경계의 재질 차이 등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보행 

 유도 확보

[ 그림 75. 시아와세노무라 내 안내시설(좌), 점자유도블록(우) ]

•이용편의성

- 모두가 이용 가능한 자판기, 음수대, 판매대 설치

- 복지마을 만들기 적합증을 받은 화장실 설치

[ 그림 76. 시아와세노무라 내 자판기(좌), 장애인 화장실(우) ]

11) 일본 베리어프리 공원의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도시공원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강병근 외 4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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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의 종합 •일반인과 휠체어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기보다는 하나의 무장애 보행로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일반 보행자와 휠체어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양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물리적인 구분보다 공원이용 및 관리 등 보다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공원을 조성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지역별 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및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공간 및 차량진입 가능여부, 주차장에서의 진입거리, 화장실까지의 거리, 

휠체어이용자가 사용가능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등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의 배리어프리 개념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의 경우 단순히 공원의 내부의 편의 뿐

아니라 공원까지의 접근까지 연속적인 배려가 이루어져 접근성의 확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12)

•공원의 경계 및 내부의 이용에 있어서 안내판의 설치방법과 종류에 따라 위치 및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고, 산책로 등의 방향 전환점에 바닥의 재질이나

색깔 등의 마감방법을 통해 쉬운 인식을 가능하게 조성

•음성안내 스피커, 바닥의 조명을 통한 유도체계, 야외 공연장에서 건축적 계획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가 일반인과 함께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등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외사례의 경우 배리어프리를 넘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원계획을 하는 추세이다.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

•단순히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공원 안내판은 지양하고, 음성·촉감·조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 가능한 공원의 안내체계 계획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함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벗어나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 감상하는 공원이 아닌 참여하는 공원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활동 기회를 증대시키고, 공원의 적극적인 체험을 통한 

치유 효과 도모하는 방향성 필요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물을 도입한 놀이터, 힐링가든 등을 통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목적을 갖고 공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함

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 무장애를 포함하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의 방향성

•장애인을 배려한 무장애공간 조성은 일반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음

•보행로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국내의 기존 무장애(Barrier free)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되, 전체적인 방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함

12) 일본 베리어프리 공원의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도시공원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강병근 외 4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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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분석 및 종합

BF보행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물리적 측면이 아닌 이용적 측면에서의 배리어프리 보행로 조성

와번 피크닉장 놀이터(미국) 핸드레일 설치 보행로(일본) 점자블록 설치(일본)

휴게시설

휠체어 전용 시설물을 둔 장애인 전용공간 조성 혹은 일반인과 휠체어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물 설치

휠체어용 테이블(미국) 휠체어 진입 가능 음수대(한국) 일반인·휠체어 공용 테이블(미국)

안내시설

일반 안내판과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시설을 통합한 시설물 설치 등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

일반안내판, 점자 공용 안내판(일본) 점자 안내판(일본) 바닥매립형 안내시설(일본)

놀이시설

놀이공간 내 탄성포장재 사용 및 단차를 없애고,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시설물의 적극적 도입

휠체어 공용 놀이시설(미국)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공원의 적극적인 이용 유도

지역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 이용가능 시설 정보 제공 경사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슬로프맵

[ 표 8. 사례분석의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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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문환경분석

인구 특성

1) 서울시 인구현황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서울의 인구는 약 20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15년 공식적으로 서울의 인구가 약 24만 명으로 기록됨

•20세기 초반 일제 식민통치 및 1930년대 후반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군수 

산업정책에 따른 공업화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94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함

•1945년 광복과 함께 다시 인구가 증가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다시 

감소하고 이후 휴전협정이 맺어지며 100만 명 수준으로 회복

•이후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하고, 80년대 서울 

강남지역의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1988년 서울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하며, 1953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인구는 10배 증가하였음

•이러한 추이는 1990년대 들어오며 둔화되었으며 1992년 1,097만 명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일산, 분당, 산본, 평촌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외화 현상으로 인해 

1995년 약 20만 명이 감소함

•2000년대 서울인구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내국인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 노동력, 방문취업자격자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외국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

•국내장기체류 외국인은 2000년을 기준으로 10년동안 4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2010년 말 서울인구는 1,058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 20세기 동안 급속하게 

증가했던 서울인구는 거의 100년 만에 안정단계에 들어서는 양상을 보임13)

[ 그림 78. 서울시 인구 증가 추이 ]

13) 지표로 본 서울변천(2010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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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인구현황 •무장애친화공원 사업 대상지 중 중랑구, 강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양천구의 장애인

인구가 높게 나타남

[ 그림 79. 서울시 구별 장애인 인구 현황(지표로 본 서울변천(2010년 개정판) )

[ 그림 80. 서울시 장애인 인구 현황 ]

기관명 구 장애인 인구 비고

동부
사업소

성동구 12,052 서울숲, 응봉공원

강동구 18,461 천호공원, 길동생태공원

서초구 10,783 시민의숲

중부
사업소

중구 6,102 남산공원, 훈련원공원

용산구 8,869 용산공원

중랑구 20,339 중랑캠핑숲

동대문구 16,497 간데메공원

도봉구 14,926 서울창포원

강북구 17,487 북서울꿈의숲

서부
사업소

마포구 14,442 월드컵공원

서대문구 12,808 독립공원

양천구 17,904 서서울호수공원

영등포구 15,636 선유도공원

시설공단 광진구 13,013 어린이대공원

[ 표 9. 공원소재 지역별 장애인 인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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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인구현황 •무장애친화공원 사업 대상지 중 장애인 인구와 마찬가지로 중랑구, 강동구, 동대문구,

강북구의 노인인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는 노인과 장애인 인구 모두 가장 낮은 

특색을 보임

•복지요구가 높은 장애인, 노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복지수요에 적절한 복지 

서비스와 자활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이들 

지역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이 구체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그림 81. 서울시 노인 인구 현황 ] 

기관명 구 노인 인구 비고

동부
사업소

성동구 36,085 서울숲, 응봉공원

강동구 48,911 천호공원, 길동생태공원

서초구 45,884 시민의숲

중부
사업소

중구 19,640 남산공원, 훈련원공원

용산구 34,366 용산공원

중랑구 50,495 중랑캠핑숲

동대문구 49,817 간데메공원

도봉구 45,432 서울창포원

강북구 49,744 북서울꿈의숲

서부
사업소

마포구 46,424 월드컵공원

서대문구 44,650 독립공원

양천구 47,122 서서울호수공원

영등포구 49,126 선유도공원

시설공단 광진구 38,464 어린이대공원

[ 표 10. 공원소재 지역별 노인 인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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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현황

1) 서울숲 •중랑천과 한강의 합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부양시설지로 정수장이 인접해 있음

•공원 주변으로는 혼합지와 상업 및 업무시설지, 주택지가 분포하고, 그 뒤로 

공업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한강 건너편으로 응봉산을 중심으로 하여 주택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다수 이용객 유입이 예상됨

[ 그림 82. 서울숲 토지이용현황도 ] 

2) 응봉공원 •주택밀집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내 도시부양시설지로 대현산배수지 포함

•서울금북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지가 공원과 인접해있어 학생을 포함한 인근주민들의 

활발한 공원 이용이 예상됨

[ 그림 83. 응봉공원 토지이용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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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호공원 •공원 주변으로 주택지와 상업 및 업무시설지, 학교 등의 교육용지, 혼합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있음

•공원 인근 주민 뿐 아니라 근무자와 학생들의 인구유입률이 높아 활발히 이용됨

[ 그림 84. 천호공원 토지이용현황도 ] 

4) 시민의숲 •양재천과 여의천 합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의 숲 주변으로 공원들이 인접해 

있어 양호한 생태네트워크 현황을 보여줌

•주택지보다는 상업 및 업무시설지와 혼합지의 분포가 높아 인근 직장인 등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양재천 수변산책로와 연계되는 이용객의 유입이 예측됨

[ 그림 85. 시민의숲 토지이용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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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길동생태공원 •생태공원의 특성상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 주택지 외에 

다른 용도의 토지이용 현황은 미비함

•공원 주변 시설용지가 부재하여 공원이용객의 편의에 불편이 예측됨

[ 그림 86. 길동생태공원 토지이용현황도 ] 

6) 남산공원 •공원 주변으로 주택지와 상업 및 업무시설지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음

•도심 속 대규모 산지 공원으로 인근주민을 포함해 상업지를 통해 오는 관광객 등 

다양한 이용객 유입이 예측됨

•공원주변 상업 및 업무시설이 다수 분포하며 공원 주변 편의시설들이 산재해 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부가활동이 가능함

[ 그림 87. 남산공원 토지이용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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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훈련원공원 •공원주변 대부분이 상업 및 업무시설지며, 의료용지와 주택지도 인접해 있음

•공원 북측으로 특수지역(미군 시설)이 인접해있음

•인근 주민과 근처 직장인,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자들의 근린공원 성격으로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 그림 88. 훈련원공원 토지이용현황도 ] 

8) 용산공원 •녹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로 구분되고, 건너편에는 주택지가 밀집해있음

•특수지역으로 구분된 공원 주변부(미군기지)는 향후 용산공원 조성 예정지로 기존 

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연계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됨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음

[ 그림 89. 용산공원 토지이용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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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랑캠핑숲 •주변 산지와 연계된 녹지축 형성으로 생태적으로 우수하며 공원주변의 학교, 

청소년수련관, 병원 등 공공시설지에서의 접근성이 양호함

•공원 서남측으로 밀집된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음

[ 그림 90. 중랑캠핑숲 토지이용현황도 ] 

10) 간데메공원 •혼합지이나 내부분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근린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함

•공원과 인접한 청계천변과의 연계성이 양호함

[ 그림 91. 간데메공원 토지이용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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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창포원 •도봉산 및 중랑천과 인접하여 주변 자연환경이 매우 양호함

•서측 도봉산과 동측 불안산자락 가운데 입지하여 두 산의 생태적으로 연결해줘 

서울-경기를 아우르는 녹지축 형성

•인근 주택밀집지역 및 교육용지와 연계한 생태학습원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높음

[ 그림 92. 서울창포원 토지이용현황도 ] 

12) 북서울꿈의숲 •주택밀집지 내 위치한 대규모 공원으로 인근 주민들의 공원 이용률이 높음

•공원 주변 상업시설은 다소 미비하나 공원 내 편의시설을 갖춰 타지에서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진시킴

[ 그림 93. 북서울꿈의숲 토지이용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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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드컵공원 •한강과 홍제천 합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주변으로 한강과 산지가 위치해 

생태적으로 양호한 형태를 보임

•공원 인근 주택지와 상업 및 업무시설지, 혼합지 등 다양한 형태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 유입이 예상됨

[ 그림 94. 월드컵공원 토지이용현황도 ] 

14) 독립공원 •주변 산지(안산)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를 띄고 있으며, 주택밀집지에 인접해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음

•인접해있는 안산자락과 연계해 방문하는 이용객이 다수일 것으로 예측됨

[ 그림 95. 독립공원 토지이용현황도 ]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51

15) 서서울호수공원 •공원 서측으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 녹지가 인접해있으며, 공원 주변으로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음

[ 그림 96. 서서울호수공원 토지이용현황도 ] 

16) 선유도공원 •한강에 위치한 섬 지형으로 교량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함

•공원 연계부는 한강공원지구로, 한강 주변으로 생태축을 형성함

•그 외 주변은 주택지와 상업 및 업무시설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그림 97. 선유도공원 토지이용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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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린이대공원 •공원 북측으로 주택지가 밀집해있으며, 서측, 북측으로는 대학교육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음

•그 외 주변은 다양한 형태의 혼합지 및 상업·업무시설로 대형 공원에 걸맞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그림 98. 어린이대공원 토지이용현황도 ] 

서울시 녹지

1) 서울시 공원녹지 현황 •서울의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공원은 2,782개소에 170.08㎢임

•공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이 38.54%, 근린공원이 25.71%, 자연공원이 

21.95% 순으로 도시자연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공간적으로는 대부분의 공원이 산림지역 및 외곽지역에 환상형으로 편재되어 있고, 

도심과 주거지역에는 분포가 적어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제약이 큰 실정임

[ 그림 99. 서울시 공원녹지면적 구성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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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0. 서울시 도시공원 분포 현황(2006) ] 

구분
총계

개소(중복) 면적(㎡)

계 2,782(34) 170,080.9

도시
공원

소계 2,153(26) 115,747.3

도시자연공원 13 65,562.9

근린공원 398 43,739.8

어린이공원 1,301 2,245.3

체육공원 5 148.6

묘지공원 4 2,416

소공원 366 483.6

문화공원 39 600.1

체육공원 5 148.6

역사공원 12 416.1

수변공원 8 80.9

생태공원 1 51.5

가로공원 1 2.4

자연공원 1(5) 37,345

기타공원 626(3) 16,988.6

[ 표 11. 서울시 공원녹지 현황(2013)] 

※ 출처 :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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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당 공원녹지면적 •서울시민의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2013년 16.37㎡으로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0년대부터 점차 증대되는 추세임

[ 그림 101. 서울시 1인당 공원녹지면적 ]

•본 사업 대상지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1인당 공원면적을 비교해본 결과 북서울꿈의숲 

등이 조성된 강북구의 1인당 공원면적이 41.93㎡로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 도봉구, 

중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사업대상지 내 1인당 공원면적이 낮은 자치구는 동대문구, 양천구, 강동구, 용산구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 수치를 훨씬 밑도는 면적임

•녹지면적이 부족한 자치구의 경우 공원녹지공원 확충 및 공원으로의 접근성 개선방안

대책 등을 수립함이 바람직함

기관명 구 1인당 공원면적(㎡) 비고

서울시 16.37

동부
사업소

성동구 9.99 서울숲, 응봉공원

강동구 6.15 천호공원, 길동생태공원

서초구 35.43 시민의숲

중부
사업소

중구 22.67 남산공원, 훈련원공원

용산구 7.13 용산공원

중랑구 12.42 중랑캠핑숲

동대문구 3.28 간데메공원

도봉구 27.90 서울창포원

강북구 41.93 북서울꿈의숲

서부
사업소

마포구 12.30 월드컵공원

서대문구 15.85 독립공원

양천구 5.85 서서울호수공원

영등포구 7.33 선유도공원

시설공단 광진구 8.90 어린이대공원

[ 표 12. 서울시 자치구(사업대상지)별 1인당 공원면적 ] 

※ 출처 :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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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동선 •서울시 및 무장애친화공원 사업 대상 공원별 주변 교통 및 동선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공원 접근성 및 이용의 편의성 분석

•서울의 도로망은 방사형, 격자형, 순환형 도로들이 혼합된 형태이며, 이는 도시의 

형성과정과 연관이 있음

•주요 교통흐름은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로 구성된 고속화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서 담당하고 있음

•외곽순환, 내부순환로가 환상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동서방향의 간선축, 동부·서부·북부간선도로가 차량이동의 중추기능 담당

[ 그림 102. 서울시 도로현황(2007)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용률이 높으며 이를 통한 각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함

[ 그림 103. 서울시 지하철노선 및 버스전용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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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숲 •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이 있고, 서울숲 주출입구 주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조성되어 있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용이함 손쉽게 접근 가능

•공원주변으로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가 지나며 성수대교와 인접해있어 자가 

차량으로 방문하여도 교통편이 편리함

[ 그림 104. 서울숲 주변 교통체계 ] 

2) 응봉공원 •경사지에 입지해있으며 공원 내부는 평지형으로 조성

•공원 주변으로 신금호역 및 버스정류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공원 입구까지의 접근로 

경사가 심해 노약자, 휠체어이용자 등의 교통약자의 경우 접근이 불리함

[ 그림 105. 응봉공원 주변 교통체계 ] 

[ 그림 106. 경사로 및 계단을 이용한 공원 축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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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호공원 •다가구 밀집지역 내 입지해있음

•주로 도보권 내의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으며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은 미흡함

[ 그림 107. 천호공원 주변 교통체계 ] 

4) 시민의숲 •공원주변으로 업무시설이 다수 분포하며, 문화예술공원, 양재천 등의 연계자원이 풍부함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과 공원주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다수 분포하여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양호함

[ 그림 108. 시민의숲 주변 교통체계 ] 

[ 그림 109. 주차장 입구 ] [ 그림 110. 윤봉길의사기념관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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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길동생태공원 •생태공원으로써 인지도가 높으나 공원 주변에 관련시설이 미비함

•버스 외의 접근수단이 없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매우 낮으며, 공원 내 주차장이 없어

자가차량을 이용한 접근연계성도 낮음

[ 그림 111. 길동생태공원 주변 교통체계 ] 

[ 그림 112. 길동생태공원 주출입구 현황 ]

6) 남산공원 •남산공원주변으로 다수의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이 분포하여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 양호

•서울N타워까지 진입 가능한 케이블카와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접근 가능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남산오르미’, 셔틀버스 등 내부 이동수단이 형성되어 있음

[ 그림 113. 남산공원 주변 교통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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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4. 남산오르미 ] [ 그림 115. N서울타워 주변 정류장 및 셔틀버스 ]

7) 훈련원공원 •패션벤쳐타운과 연계되어있으며 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은 미흡하나 공원 주변으로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 그림 116. 훈련원공원 주변 교통체계 ] 

8) 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된 공원으로 인지도가 높음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 양호

[ 그림 117. 용산공원 주변 교통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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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랑캠핑숲 •지하철 중앙선 양원역 출구와 인접하며, 공원 주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분포하여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 양호

•공원이용자 및 캠핑장 방문객 등을 위한 공원 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

[ 그림 118. 중랑캠핑숲 주변 교통체계 ] 

[ 그림 119. 양원역 입구-공원진입부 ] [ 그림 120. 캠핑장 진입부 ]

10) 간데메공원 •주거밀집지역 내 입지하여 공원 인지도가 낮고, 지역주민 중 고령자의 이용비율이 특히 높음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낮으며, 장애인 셔틀버스가 정차하나 정류장에서 

공원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함

[ 그림 121. 간데메공원 주변 교통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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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창포원 •지하철 1, 7호선 도봉산역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공원주변 버스정류장 조성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용이함

•공원 인근의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는 보행자전용육고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으며 노약자, 휠체어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리함

[ 그림 122. 서울창포원 주변 교통체계 ] 

[ 그림 123. 보행자전용 육교 및 엘리베이터 ] [ 그림 124.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공원입구 ]

12) 북서울꿈의숲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버스정류장과 직접 연계되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함

•공원 내 주차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자가차량으로의 접근성도 양호함 

[ 그림 125. 북서울꿈의숲 주변 교통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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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월드컵공원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연계된 공원으로 주차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어 버스 및 

자가차량을 통한 접근이 용이함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을 통해 평화의공원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

•평화의공원과 난지천공원의 경우 인근 주택지 및 대중교통시설을 통한 접근이 

양호한 반면 하늘공원, 노을공원은 접근성이 다소 불리함

•하늘공원, 노을공원으로의 차량진입은 불가하며 평화의공원-하늘·노을공원을 

연계하는 ‘맹꽁이전기차’가 있으나 휠체어이용자는 활용이 어려움

•장애인차량은 하늘, 노을공원 상부까지의 접근이 가능함

[ 그림 126. 월드컵공원 주변 교통체계 ] 

14) 독립공원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직접 연계되어있고, 공원 주변 버스정류장이 다수 분포하여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함

•공원 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자가차량을 이용한 접근 양호

•인근 주택지와 연계된 출입구 조성으로 인근주민들의 이용률도 높음

[ 그림 127. 독립공원 주변 교통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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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서울호수공원 •연계 대중교통 미흡으로 차량 없이 원거리 접근이 어려우나, 주차공간이 부재함

•주거밀집지역에 입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음

[ 그림 128. 서서울호수공원 주변 교통체계 ] 

16) 선유도공원 •공원의 위치 특성상 양화대교와 보행전용교량인 선유교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

•양화대교를 통해 선유도공원 내로 진입동선과 주차장이 있으나 장애인차량 외의 

일반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해 한강공원 양화지구 주차장을 이용하고, 선유교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함

[ 그림 129. 선유도공원 주변 교통체계 ] 

[ 그림 130. 선유교 ] [ 그림 131. 선유교 접근 육교, 엘리베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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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린이대공원 •인지도 및 이용도가 높은 공원으로,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7호선 어린이대공원 

역과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함

•정문 근처에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이 조성되어 있음

[ 그림 132. 어린이대공원 주변 교통체계 ] 

[ 그림 133.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공원입구 ] [ 그림 134. 정문 앞 장애인셔틀버스 정류장 ]

관광·위락 환경

1) 서울시 내 문화재 •조선왕조 6백년의 역사와 한성 2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서울은 많은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관광명소 인식됨

•서울시에서 역사문화유적을 보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성곽복원 및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삼국의 역사복원, 역사적 인물·사건과 관련된 

장소개발 등을 진행

•대상지 중 독립공원 내 위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경우 1988년 국가사적 

제324호로 지정되고, 1998년 역사관으로 재조성한 곳이며, 북서울꿈의숲 내 

창녕위궁재사는 등록문화재 제40호로 과도한 시설 개선 등의 계획이 지양됨

[ 그림 135. 독립공원 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 그림 136. 북서울꿈의숲 내 창녕위궁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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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7. 서울시 문화재 분포 현황 ] 

2) 서울시 문화 및

   관광자원

•서울의 문화 및 관광자원은 최근 계속 증가추세이긴 하나, 특정지역에 밀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서울에는 다양한 문화자원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밀집된 곳에 더울 몰리는 

밀집경제의 속성으로 인사동, 삼청동, 북촌 등과 같이 지역의 특정 이미지를 창출해냄

•밀집된 지역의 클러스터 보전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며, 지역 간 격차를 없애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됨14)

•공연장, 박물관 등의 문화·전시시설은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나 지역복지 

문화시설은 다소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향후 무장애친화공원 조성시 

지역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인접한 문화의 거리, 걷고싶은 거리, 문화역사탐방로와 같이 무장애친화공원의 

접근로를 특성화시키고 무장애동선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대상지 중 남산공원은 문화 및 관광자원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 

이용률이 높아 무장애친화공원 조성시 높은 홍보효과가 예측됨

•최근 월드컵 등의 스포츠문화 활성화로 방문률이 높아지고 있는 월드컵공원 또한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가 높고, 이용률이 높아 무장애친화공원 조성시 높은 홍보 

효과가 예측됨

14) 지도로 본 서울(서울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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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8. 서울시 문화 및 관광자원 분포 현황 ]

[ 그림 139. 서울시 특화거리, 문화·전시·지역문화시설 분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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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현황 •복지시설은 서비스대상자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부랑인, 정신건강 시설 등으로 분류

•서울시 내 복지시설의 수가 증가하고 시설의 지역적인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시설의 공간적 분포상의 문제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서비스 

접근성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노인·장애인·아동 등 이동이 제한적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의 고른 

공간적 분포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임15)

•복지시설 내에서의 활동을 벗어나 주변 근린공원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야외프로그램 조성이 필요

[ 그림 140. 서울시 복지시설(이용시설) 분포 현황(2006) ]

구분
합계

시설수 생활인원

계 375 19,870

복지
시설

아동복지시설 108 3,692

노인복지시설 172 8,280

장애인복지시설 39 3,269

여성복지시설 49 1,733

정신질환자요양시설 3 798

부랑인시설 4 2,098

[ 표 13. 서울시 복지시설 현황(2008)] 

※ 출처 :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 2009년부터 복지시설 정의모호 및 자료생산 어려움으로 통계자료 생산 중단

15) 지도로 본 서울(서울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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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숲 •주변으로 노인정이 다수 분포하며 복지관이 인접해있음

•서울숲 일대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사업(2012)’으로 주변 

노인정에서의 접근이 보다 편리해졌음

[ 그림 141. 서울숲 주변 복지시설 현황 ]

2) 응봉공원 •인근 주거지(아파트)에 위요되는 형태를 띄며 아파트 주민 및 노인들의 

산책코스로 활용되고 있음

•공원 내 대현경로복지관이 입지해있으며 시설이용객의 이용도가 높음

[ 그림 142. 응봉공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 그림 143. 공원 내 대현경로복지관 ] [ 그림 144. 공원입구에 위치한 금호1가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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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호공원 •다가구 밀집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내 도서관이 입지해있음

•공원주변으로 복지시설은 거의 없는 편이며 공원 전방 500m권 내에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이 위치함

[ 그림 145. 천호공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4) 시민의숲 •공원 주변으로 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이 입지해있어 야외프로그램과 연계된 공원 

이용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있음

•공원 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이 산재해 타지역 복지시설에서의 방문률이 

높으며 장애인 관련 행사 개최지로 이용됨

[ 그림 146. 시민의숲 주변 복지시설 현황 ]

[ 그림 147.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의 시민의 숲 이용모습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미리암 복지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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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길동생태공원 •생태공원 특성상 흙길, 디딤돌, 데크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에 불리한 

환경조건을 갖고 있으며, 공원 주변의 복지시설 분포율도 매우 낮음

[ 그림 148. 길동생태공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6) 남산공원 •남산 주변으로 복지시설이 다수 분포하나 규모가 크고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 등의 

이용률이 낮은 편임

•공원 내 기조성된 시각장애인 산책로의 경우 실제로 시각장애인의 이용률과 호응도가

높고, 주로 장애인택시를 이용하여 접근함

•2014년 5월 상부 케이블카에서 남산N타워까지 휠체어 이동을 위한 브릿지 및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완료

[ 그림 149. 남산공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 그림 150. 장애인의 남산공원 이용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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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훈련원공원 •공원 주변 복지시설이 전무하며,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대규모 

X게임장, 야외무대 등 청소년층을 주 타겟으로 한 공간 조성으로 장애인의 이용률은 낮음

[ 그림 151. 훈련원공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 그림 152. 훈련원공원 내 X게임장과 계류 ]

8) 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과 연계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어린이 등의 방문률이 높음

•인근 주택지역과 연계된 노인정이 다수 분포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이 1개소 위치하고 

있으나 거리가 다소 있는 편임

•흙길과 일부구간 보행로의 좁은 폭, 경사로 등으로 인해 휠체어이용자의 보행은 

어려우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행자를 동반한 산책행사 대상지로 이용되고 있음

[ 그림 153. 용산공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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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랑캠핑숲 •중랑캠핑숲 주변 복지시설은 거의 없는 편이고, 캠핑이 공원방문의 주목적인 

만큼 장애인 이용에 부적절한 형태를 지님

[ 그림 154. 중랑캠핑숲 주변 복지시설 현황 ]

[ 그림 155. 중랑캠핑숲 내 캠핑장 ] [ 그림 156. 중랑캠핑수 인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10) 간데메공원 •주거밀집지에 입지하여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고, 주로 고령자의 이용률이 높음

•공원 주변 복지시설은 다소 미흡한 편이나 공원 주출입구 주변에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 설치로 장애인 이용시 접근이 용이함

[ 그림 157. 간데메공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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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창포원 •전철 및 버스와 직접 연계되어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함

•주변지역 복지시설은 미흡한 편임

[ 그림 158. 서울창포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12) 북서울꿈의숲 •공원 주변 복지시설이 다수 분포하며, 공원 내 문화시설 및 전망대,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시설이용을 위한 방문객들로 이용도가 높음

•공원 전체가 경사를 형성하고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보행이 불리함

[ 그림 159. 북서울꿈의숲 주변 복지시설 현황 ]

[ 그림 160. 공원 인근 강북장애인복지관 ] [ 그림 161. 북서울꿈의숲 전망대 ] 



03 대상지 분석

74 기본계획 보고서

13) 월드컵공원 •월드컵공원 중 평화의공원 근처로 주택지와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음

•매립지 상부공원인 하늘·노을공원은 차량 없이 장애인의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고, 맹꽁이전기차 운행으로 평화의공원에서 하늘·노을공원까지의 

접근이 가능하나 차량이 협소하여 휠체어이용자의 경우 이동이 불리함

•평화의공원과 난지천공원은 평지로 장애인의 접근이 유리함

•평화의공원의 경우 공원주변 복지시설이 산재해 있어 인근 주민 및 시설과 

연계되어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62. 월드컵공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14) 독립공원 •공원 주변 복지시설이 다수 분포하며, 공원 내 문화시설 및 전망대,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시설이용을 위한 방문객들로 이용도가 높음

•공원 전체가 경사를 형성하고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보행이 불리함

[ 그림 163. 독립공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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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서울호수공원 •공원 주변 복지시설 분포도는 낮은 편이나, 공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복지관과

연계한 접근성은 좋은 편임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낮으며, 주차시설 또한 열악하여 타 지역 복지시설 

에서의 방문도 쉽지 않음

[ 그림 164. 서서울호수공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16) 선유도공원 •공원 주변 복지시설이 부재하며, 섬인 공원의 특성상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려움

•장애인은 공원 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여 자가차량을 통한 접근이 용이함

[ 그림 165. 선유도공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 그림 166. 선유교 ] [ 그림 167. 공원 내 장애인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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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린이대공원 •인지도 및 이용도가 높은 공원으로 주변에 복지시설이 다수 분포함

•2009년 재조성을 통해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도 편리한 보행로 조성

•가족단위, 유치원 및 시설 단체견학 뿐 아니라 지역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방문

•지하철과 직접 연계되며, 공원 정문 앞에 장애인셔틀버스 정류장이 조성되어 

있어 타지역 복지시설에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함

[ 그림 168. 어린이대공원 주변 복지시설 현황 ]

[ 그림 169. 공원 앞 장애인셔틀버스 정류장 ] [ 그림 170. 장애인의 공원 이용모습 ]

공원별 역사

1) 서울숲 •뚝섬은 지리적 특성상 도심지와 유기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락활동을 하는 장소로 이용됨

•태조 때부터 임금의 사냥터였던 곳으로 국왕의 행차 시에는 그것을 알리는 대장군의

기인 독기를 세워 그것을 알렸음. 중랑천과 한강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지형의 형태가 

주변으로 강이 흘러 마치 섬 모양 같다고 하여 독기를 세운 섬, 뚝섬이라 부르게 됨

•1908년 경성수도양수공장으로 지칭된 정수장이 대한민국 최초로 준공되어 궁궐과 

사대문 일대 주민들에게 공급됨 

•1967년에는 왕이 행차시 건너다녔다는 살곶이다리가 사적 160호로 지정되었고, 

1989년에는 수도박물관이 유형문화재 72호로 지정됨16)

•2005년 서울시민들의 웰빙공간을 영국 하이드파크(Hyde Park), 뉴욕센트럴파크 

(Central Park)에 버금가도록 마련하고자 ‘서울숲’을 조성하여 개장함

16) 서울숲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서울특별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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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1. 수도박물관 ] [ 그림 172. 서울숲 조감도 ] 

2) 응봉공원 •‘응봉’이라는 이름은 산모양이 매처럼 보이고, 조선시대 왕들이 매사냥을 했던 

장소라고 하여 붙여졌음

•옛날에는 하나의 줄기였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응봉산, 대현산, 대현산배수지, 금호산, 

매봉산의 5개 지역으로 나뉨. 

•공원 내 위치한 대현산배수지는 1908년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과 함께 완공된 

상수도 배수지로 뚝도수원지 제2 정수장과 제3 정수장 증설 그리고 구의수원지 

확장사업이 거듭됨에 따라 대현산배수지도 여러 차례 증설공사가 시행되었으며, 

2002년 완공한 대규모 공사로 인해 총 20만 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춰 서울시 

5개구 55개 동의 총 16만 9,00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17)

•1997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지금의 형태로 조성

[ 그림 173. 대현산배수지 표지석]

3) 천호공원 •1998년 개장 이후 규모는 작지만 시민들의 여가생활 및 노년층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으며 인근 주민들의 산책, 운동, 나들이 공간으로 이용

•2007년에는 해공도서관이 들어서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수준을 향상시켰고, 

최근에는 음악분수, 야외무대 등 주요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주민의 시설 현대화 

요구에 따라 음악분수와 야외무대, 각종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재정비하여 쾌적하고 

문화가 가득한 공원으로 재조성

[ 그림 174. 천호공원 산책로 ] ※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korean.visitkorea.or.kr/kor/)

17) 두산백과(http://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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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의숲 •1980년대 개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에 착공하고 1986년 11월에 완공하여 개장

•1986년의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의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를 위해 

양재나들목 주변에 조성한 공원으로,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울창한 수림대 형성

•공원 안에는 윤봉길의사기념관, 윤봉길 의사 상, 윤봉길 의사 추모비,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고자 세운 유격백마부대 충혼탑과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테러희생자위령탑,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으로 사망한 사람들과 

유족들을 위한 삼풍참사희생자 위령탑이 있음

[ 그림 175. 시민의숲 내 수경공간 ] [ 그림 176. 윤봉길 의사 상 ]

5) 길동생태공원 •길동생태공원은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종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자연생태계의 

생물들을 관찰,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공간임

•1997년 6월 조성공사를 시작해 1998년 12월 14일 준공

•생물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사전예약을 받아 입장객 수는 1일 200명으로 

제한하며, 자유관찰지역과 제한관찰지역으로 나뉘어 운영함

•자유관찰지역 : 생물서식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이용 가능

•제한관찰지역 : 인간의 활동이 생물서식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으로 인솔자 동행 후 이용

6) 남산공원 •1991년부터 8년간 ‘남산 제모습가꾸기’ 사업으로 공원 일대를 대대적으로 복원·정비

•태조 이성계가 남쪽에 솟아있는 산이라 하여 남산이라 불림

•조선시대 국사당을 건립하는 등 나라를 지키는 신과 스승을 모시는 영적인 산의 구실을 

하고, 도성을 축조하고 5개의 봉수대를 설치하여 도성방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1940년 남산공원, 장충단 공원을 각각 지정하면서 남산공원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공원으로 지정되어 1968년 9월 개원

•1990년대 이후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남산외인아파트 철거 후 

야외식물원, 팔도 소나무 단지, 야생화 단지 조성하고, 남산한옥마을 조성 및 멸실된

봉수대를 복원하였으며 현재까지 남산가꾸기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와 관광명소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랑받고 있음

[ 그림 177. 일제 강점기 왜성대공원 경성신사 ] [ 그림 178. 남산외인아파트 철거 ]

※ 출처 : 위키디피아(http://ko.wikipedia.org),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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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훈련원공원 •조선시대에 병사의 무술훈련과 병서(兵書)·전투대형 등의 강습을 하던 훈련원으로 사용

•1907년 8월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일명 丁未7조약)에 의해 훈련원에서 군대해산식이 

거행되고 한국 군인들에 대한 무장해제가 집행

•이후 경성사범학교 및 부속소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및 부속중학교 ·부속 

고등학교·부속초등학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헌법재판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등으로 사용 

•쌍용건설(주)이 민자유치로 1994년 8월 훈련원공원 및 주차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1997년 4월에 준공하고, 5월 31일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

•현재의 훈련원공원 및 주차장이 건설되기 이전에 적벽돌로 장식되고 내부구조는 백두산에서 

벌목되어 압록강을 따라 황해로 운반된 육송으로 지어진 목조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 

철거시 회수한 목재를 가공하여 여기 안내판을 제막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옛 내음을

보존하고자 하였음

[ 그림 179. 과거 훈련원 모습 ] ※ 출처 :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http://sajeok.i815.or.kr/i815/view_region/504)

8) 용산공원 •임진왜란 때, 왜군이 병참기지로 사용하였고, 1882년 임오군란에는 청나라 군사가 

점유하고 이후 1884년 갑신정변, 1904년(러일전쟁), 1906~1945년 해방 전까지 

일본인들이 군 시설 및 거주지 등으로 사용

•8.15광복 이후 UN군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골프장으로 쓰이던 부지 29만 7520㎡를 

1992년 11월 서울특별시에서 공원으로 조성

•1997년 11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계획에 따라 수립 및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 개장

•기존 골프장의 잔디와 숲·연못 등은 그대로 두고 4.6km의 산책로와 조깅코스, 수목 

80종 1만 5,000그루의 나무와 원두막을 갖춘 자연학습장, 태극기공원 등을 새로 마련

[ 그림 180. 용산 일본군사령부 ] [ 그림 181. 현재 용산공원 내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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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랑캠핑숲 •개발제한구역 내 비밀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곳을 복원하여 2010년 11월 개원한 

학생소풍 및 가족단위 피크닉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원

•가족 단위 오토캠핑이 가능한 가족캠프존, 청소년문화존, 생태학습존, 숲체험존의 

4개 구역으로 구성

•구파발 폭포 재조성 사업 추진 진행중 [준공완료(예정): 2015년 12월]

10) 간데메공원 •옛날 답십리 일대에 흩어져있던 마을인 원말(원촌), 넘말(월촌), 간데메(중산) 중 

중산(中山)을 따서 간데메로 지정

•서울특별시가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동대문구 

주택밀집 지역의 전매청 창고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여 1998년 7월 개장

[ 그림 182. 간데메공원 조성 현황 ]※ 출처 : 두산백과(http://doopedia.co.kr/) 

11) 서울창포원 •도봉구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조성된 특수식물원으로 2006년 11월에 서울 

창포원 조성 사업이 시작되어 2009년 6월 7일에 개장

•2010년 5월, 서울창포원과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을 연결하는 전망 육교 준공

•관람뿐 아니라 ‘서울 창포원 자연 생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생태 해설가와 함께 

자연 체험 놀이와 생태 문화 탐방 등을 진행

•2011년에는 단오를 맞아 서울창포원 붓꽃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 체험과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18)

[ 그림 183. 서울창포원 전경 ] [ 그림 184. 붓꽃 축제 진행 모습 ] 

18) 디지털 도봉구 문화대전(김승미)(http://dobong.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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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서울꿈의숲 •1987년 4월 ‘오동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 내 서울시로부터 종합휴양업 

제1호의 인가를 받아 개장한 종합 위락시설로 시내 최초의 테마파크인 드림랜드개장

•2000년 이후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대형 놀이공원에 밀려 이용객 확보에 실패하고,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심의 흉물로 전락함

•서울의 강북 특히 동북부 일대는 녹지환경이 전무한 대표적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낙후지역으로, 장위, 길음, 미아뉴타운 조성 등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이렇다 할 공원이 전혀 없어서 지역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황량한 주변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강북구의 드림랜드 부지에 주목함

•서울시는 드림랜드 부지의 두 배에 달하는 인근 지역을 더 포함시켜서, 66만m²에 

달하는 대형 녹지공원을 조성

•2008년 1월, 북서울꿈의숲 공원조성 기본 설계 국제 현상공모 실시, 씨토포스의 

‘Open Field’ 당선 및 2009년 10월 개정

[ 그림 185. 드림랜드 전경(2007) ] [ 그림 186. 오동근린공원 전경 ] 

※ 출처 : 두산백과(http://doopedia.co.kr/) 

13) 월드컵공원 •2002 월드컵과 새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2년 5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화한 환경 생태공원으로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5개의 테마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버려진 땅 난지 쓰레기 매립지를 친환경적 공간으로 재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새천년에 최초로 조성된 대규모 공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환경이슈 및 문화적 특성

표출에 의의가 있음

•'난지(蘭芝)'는 난초와 지초(芝草)를 아우르는 말로, 난(蘭)과 지(芝)는 모두 은근한 

향기를 지닌 식물로, '난지'란 흔히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단어임. 

난지도(蘭芝島)는 철따라 온갖 꽃이 만발해있어 '꽃섬' 이라 불리기도 했음

•1978년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 난지도는 땅콩과 수수를 재배하던 밭이 있던 평지로, 낮은

땅이었기 때문에 홍수 때면 집이 물에 잠기는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소풍장소나 

청춘남녀의 데이트 코스로 사랑 받았으며 애정영화의 세트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음

•1978년 3월부터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되었고, 약 272만㎡(82만 

3천평)의 땅에 무려 9,200만톤의 폐기물이 매립됨

•1991~1996년까지 계획·설계한 후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수벽을 세우고 

오염된 물을 정화 시키는 침출수 처리, 매립지 상부에 흙을 덮어 초지를 조성하는 

상부복토작업, 유해가스를 모으고 처리하는 가스처리, 매립지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사면안정처리 등 매립지안정화공사 시행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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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7. 정선(1676~1759)의 ‘금성평사’ ] [ 그림 188. 난지도 주변지도(1919) ]

[ 그림 189. 쓰레기매립지 이용당시 모습 ] [ 그림 190. 매립지안정화공사 모습 ]

14) 독립공원 •일제강점기에 의병투쟁, 3·1독립만세운동, 항일투쟁 등으로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선열들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

•조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과 선열들의 희생으로 굽히지 않았던 자주독립 정신을 

깨닫는 역사의 산 교육장임

•서울구치소가 1987년 11월 경기도 의왕시로 옮겨감에 따라 감옥 7동, 사형장, 

지하여자감옥 등을 복원하고, 탑골공원에서 3·1운동 기념탑을 이전하였으며, 

1992년 영은문 주초와 연계하여 1992년 8월 15일 독립공원으로 조성

•옥사와 사형장, 망루 등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 악명 높았던 구 보안과 건물을 

보수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새롭게 개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비롯하여 사적 제32호 독립문과 사적 제33호 영은문주초, 

독립관, 순국선열추념탑, 3.1독립선언기념탑 등으로 구성20)

[ 그림 191. 독립문의 과거 모습 ] [ 그림 192.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19) 서울시 월드컵공원 홈페이지(http://worldcuppark.seoul.go.kr/history/plan4_1.html)
20) 서대문독립공원 (대한민국 구석구석(한국관광공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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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서울호수공원 •1959년 김포정수장으로 개장 후 1979년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신월정수장으로 개칭

후 하루 평균 12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2003년 10월 

'서울시 정수장 정비계획'에 의거 가동이 중단됨

• 2006년경 서울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남권의 대표적인 테마공원을 

만들어 지역활성화의 발판을 삼고자 최종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

•부천시와 경계를 이루는 능골산까지 건강한 숲으로 복원하고 등산로를 정비하여 함께

공원으로 조성하여 여의도공원, 양재 시민의 숲에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하며 총 

225,368㎡의 면적을 가진 서남권 최대 규모의 테마공원으로 조성

•호수 중앙에는 공원 인근으로 지나는 항공기 소음을 감지하여(81DB이상) 자동으로 

작동하는 41개의 소리분수를 설치해 환경적 제약점을 테마화하고, 강렬한 빨간색의 

100인의 식탁 설치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 그림 193. 정수장 시절 호수 ] [ 그림 194. 공원조성 이전 침전조의 모습 ] 

16) 선유도공원 •2002년 4월 선유도에 개장한 시민공원으로 양화대교 아래 선유정수장 시설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재활용생태공원

•선유도는 본래 선유봉이라는 작은 봉우리 섬으로 일제강점기 때 홍수를 막고, 길을 

포장하기 위해 암석을 채취하면서 깎여나갔으며,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되다가 수질오염에 시달려 

2000년 12월 폐쇄

•1999년 10월 선유도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수립 후 설계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조경설계 서안(주)의 설계안 당선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 과거 선유정수장 건물을 자연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개조하였으며, 한강의

역사와 동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강역사관·수질정화공원, 시간의 정원, 

물놀이장 등의 시설로 구성

•과학기술 발전의 이면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의 과오를 넘어

새롭게 조성된 선유도공원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는데 의의가 있음

[ 그림 195. 선유정수장(2000) ] [ 그림 196. 선유도공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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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린이대공원 •서울시 성동구 능동에 위치한 대공원으로 유강원(裕康園)으로 흔히 유릉(裕陵)터로 

불려진 곳임

•유릉터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비 순명황후 민씨(純明皇后閔氏)의 

능터로서, 1904년에 죽자 이곳에 장사하였다가 1926년 경기도 미금시 금곡동으로 

옮겨 순종의 능 옆에 합장하였고, 그 뒤 유릉터라는 이름만 남아 있음

•1930년대부터 최초의 골프장인 ‘서울컨트리클럽’으로 개발되어 1960년대까지 

이용되었지만 위치가 도심부에서 너무 가까울 뿐 아니라 당시만 해도 골프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아 너무 사치스러운 운동이라는 비난과 함께 골프장 이동

•1970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골프장을 옮기고 어린이를 위한 대공원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후 1973년 개원

•개원 당시의 총면적은 71만 9,400㎡였으나 1975년 10월 그 중 10만 3,085㎡를 

어린이회관 부지로 양도하고, 이어 1977년 2만 3278㎡를 리틀엔젤스 학교에 

매각하여 현재의 면적은 59만3036㎡이며, 전체의 60％ 이상이 수목지구와 

잔디지구로 조성되고, 시설율 30％를 약간 넘어 전체가 울창한 수목과 잔디로 구성

•이후 지속적인 정비작업을 거듭했으며 2009년 5월 5일 어린이날 36년만에 

그랜드오픈

•야외음악당, 식물원, 동물원, 야외 방사장(放飼場) 등이 조성되어있으며, 휴게소인 

육각정, 전망대격인 팔각정 등과 함께 놀이동산 아이랜드(iLAND)에 다채로운 

오락시설 설치

[ 그림 197. 군자리 골프장(1929) ]

[ 그림 198. 어린이대공원 개장 당시 ] [ 그림 199. 어린이대공원 조성 초기 교양관 ]

※ 출처 : 구본준의 거리 가구 이야기(http://blog.hani.co.kr/bonbon/3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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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연환경분석

기후 및 지형

1) 서울시 기온과 강수량 •서울의 기후는 남부지방의 난대성 기후와 북부지방의 냉대성 기후의 중간적 성격을 

나타내어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하고 연간 기온차가 크며, 삼한사온의 대륙성 

기상현상을 보임

•1981년~2010년 동안 서울 연평균 기온은 12.5℃ 이고, 최난월인 8월 평균 기온은 

25.7℃, 최한월인 1월 평균 기온은 –2.4℃로 나타남

•서울시 평균 강수량은 1981년~2010년 약 1,450.5mm이나, 1990년에는 

2,355.5mm, 1949년에는 633.7mm가 내릴 정도로 연강수량의 기복이 심함

•계절별 강수량은 여름철에 892.1mm, 겨울철에 67.3mm로 여름철에 강수가 크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21)

[ 그림 200.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 ]

[ 그림 201. 월별평균 기온 및 강수량 ]

21) 지도로 본 서울(서울연구원, 2007), 위키피디아 홈페이지(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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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및 경관 •무장애친화공원 계획 대상 공원의 지형 및 주변경관 분석을 통한 무장애친화공원 

사업 대상지 적합성 여부 판단의 기초자료 작성

•주변 산림·수자원과 공원 주변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및 영향성 파악

1) 서울숲 •공원 내 지형은 모두 평탄지이며 공원 동측의 주택밀집지 외에는 한강과 중랑천에 

둘러 싸있어 개방된 경관을 형성함

•도로에 의해 공원이 분리되며, 성수대교를 조망축으로 시각 회랑 형성

[ 그림 202. 서울숲 지형 및 경관분석 ]

[ 그림 203. 평탄지로 구성된 서울숲 내부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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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봉공원 •공원 주변지형이 대부분 경사지고, 공원 내부는 대부분 평탄하나 공원 접근로의 경사가 심함

•공원 내 위치한 대현산배수지를 기점으로 하여 공원 내 높이차가 발생함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위요감이 형성

[ 그림 205. 응봉공원 지형 및 경관분석 ]

3) 천호공원 •공원 주변 주택밀집지역에 둘러싸여있어 건축물로 인한 위요감 형성

•공원 내 지형은 평탄지로 접근 및 활동에 편리함

[ 그림 206. 천호공원 지형 및 경관분석 ]



03 대상지 분석

88 기본계획 보고서

4) 시민의숲 •공원 주변으로 종여울산, 양재천이 인접해있고 생태적으로 서로 연계됨

•공원 내부 지형은 대부분이 평탄하나 가운데 도로에 의해 분리되며, 도로와 인접한 

접근로에 약간의 경사로가 있음

[ 그림 207. 시민의숲 지형 및 경관분석 ]

5) 길동생태공원 •길동공원을 포함한 주변 산지와 생태적으로 연계되는 녹지축을 형성

•공원 내 지형 또한 기존의 산지형을 살려 만든 형태로, 높이변화가 많음

[ 그림 208. 길동생태공원 지형 및 경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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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산공원 •서울 도심 한 가운데 있는 랜드마크로써 도심 속 대형 녹지를 제공

•기존 산지형을 살린 공원으로 대부분이 경사로로 조성되었으며, 그 중 장충단공원은

산자락 끝의 평지에 조성되어 있음

[ 그림 209. 남산공원 지형 및 경관분석 ]

7) 훈련원공원 •상업 및 업무지구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원이며, 도로와 청계천 산책로 연계로 접근성 용이

•공원 내 지형은 평탄지로 접근 및 활동에 편리함

[ 그림 210. 훈련원공원 지형 및 경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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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과 공원 주변으로 주한미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부대 내 

녹지공간과 생태적으로 연계됨

•공원주변 주택·아파트 밀집지와 인접해 있으며, 향후 용산공원 계획·조성시 용산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211. 용산공원 지형 및 경관분석 ]

9) 중랑캠핑숲 •구룡산자락과 연계되는 녹지축을 형성하며, 공원 내부에서 녹지의 위요감 형성

•산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공원 내 높이차가 심함

[ 그림 212. 중랑캠핑숲 지형 및 경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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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데메공원 •공원 주변 주택밀집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지에 의한 위요감이 형성됨

•공원 내 지형은 일부 마운딩구간을 제외한 보행로는 대부분이 평지형으로 접근 및 

활동이 편리함

[ 그림 213. 간데메공원 지형 및 경관분석 ]

11) 서울창포원 •수락산과 도봉산자락 사이에 위치한 특수식물원으로, 두 산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역할을 하며, 중랑천과 연계되어 생태적인 경관성이 매우 우수함

•공원 내 지형은 일부 마운딩구간을 제외한 보행로는 평지형임

[ 그림 214. 서울창포원 지형 및 경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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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서울꿈의숲 •주 이용공간인 공원 중심부는 전체적으로 경사가 있으나 비교적 잘 조성된 균일한 

경사로이며, 공원공간 양 옆으로는 기존 산지형이 보존되어 있어 녹지 사이에 위요감 조성

•공원 북측으로 위치한 인근 골프장 녹지, 오패산과 연계되어 생태축을 형성함

[ 그림 215. 북서울꿈의숲 지형 및 경관분석 ]

13) 월드컵공원 •한강과 인접해있으며 공원주변 대덕산, 매봉산과 생태적으로 연계됨

•기존 쓰레기매립지 지형을 살린 공원으로, 노을·하늘공원은 높게 마운딩되어 

한강으로의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며, 난지천·평화의공원은 평지로 조성됨

[ 그림 216. 월드컵공원 지형 및 경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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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립공원 •서대문을 대표하는 안산과 연계되어 공원주변으로 녹지축을 형성함

•공원 주변으로 아파트가 일부 밀집되어 있으나 큰 도로와 인접해있어 열린 경관을 형성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여 공원 내 경사구간이 다수 존재함 

[ 그림 217. 독립공원 지형 및 경관분석 ]

15) 서서울호수공원 •서울시와 경기도 시흥시의 경계부에 조성된 공원으로,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 내 조성

•기존 산지형을 살려 공원 내 동선 및 접근로까지 경사로가 다수 존재함

[ 그림 218. 서서울호수공원 지형 및 경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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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유도공원 •다른 대상지와 달리 ‘섬’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에 의해 공원 내부에서 보다 개방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음

•공원 내 지형은 대부분 평탄하나 공원 외곽부로는 경사로 및 옹벽이 형성됨

[ 그림 219. 선유도공원 지형 및 경관분석 ]

17) 어린이대공원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중 하나이며 공원 주변으로 아차산이 위치하나 생태적인 

연계성은 낮음

•주변 주택밀집지역과 건국대학교, 상업시설 밀집지 사이에 위치하여 도심 내 랜드마크임

[ 그림 220. 어린이대공원 지형 및 경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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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문조사 및 분석

온라인 설문조사

1) 개요 •조사기간 : 2014.12.19 ~ 12.25(총 7일) 

•조사대상 :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총 2,865명)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조사내용 : 공원이용 행태, 공원 이용시 불편한 점,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시 공원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2) 응답자 특성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56.7%)로 총 2,865명 중 반 이상의 응답자가 일반 시민임 

•영유아 동반(17.1%), 노약자(8.7%) 등 40%가량이 무장애 공원 필요한 응답자로 나타남

3) 공원이용행태 •이용률이 높은 공원 : 월드컵공원(13.1%) » 남산공원(12.7%) » 어린이대공원(11.2%) 

순으로 나타남

4) 주 이용공원 불편사항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등)(21%) » 주차장(17.7%) » 화장실(12.7%) 등의 순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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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 개선사항 •서울시내 공원을 장애인, 노약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공원 

진입로 및 산책로, 턱낮춤 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으로의 개선에 대한 

비율이 40.7%로 가장 높게 조사됨

6)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빈도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시 향후 공원이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과반이 넘는 63.1%가 이전보다 자주 이용할 것이라 응답함

오프라인 설문조사

1) 개요 •조사기간 : 2015. 1.24 ~ 1.27(총 4일)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직영공원 17개소(남산공원-3개소 분할조사) 이용자 (총 690명)

•조사방법 : 현장 설문지 배포 조사

•조사내용 : 공원접근방법, 공원 이용시 불편한 점,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시 공원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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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 특성 •조사대상공원 17개소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조사됨

•영·유아 동반 이용자

  : 광역형 공원인 월드컵공원(32%) » 어린이대공원(30%) 순으로 많이 조사됨

•장애인 이용자

  : 천호공원(10%), 서서울호수공원(10%) » 서울창포원(6%), 서대문독립공원(6%)

•노약자 이용자 : 천호공원(30%) » 남산(장충단공원)(27%) » 양재시민의숲(25%)

3) 공원 접근방법 •전체적으로 도보를 통한 접근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근린형공원에서 도보를 통한 

접근 비율이 가장 높음

•인지도가 높은 광역형공원 및 테마형공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 택시를 이용한 

공원접근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공원 이용목적 •공원 이용목적은 대부분이 운동 또는 산책으로 조사되었음

•남산(케이블카)공원은 사람들과 만남을 위한 목적이 가장 많고, 월드컵공원과,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자녀의 놀이와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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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시 불편사항 •대체로 공원의 산책로와 운동시설 이용시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광역형 및 테마형 공원 중 인지도가 높은 길동생태공원(30.8%), 남산(케이블카)공원(30.0%), 

서울숲(27.8%)에서는 주차장 관련 불편사항 비율이 높았음

•이용자별 불편사항으로 노약자는 휴게시설과 공원의 산책로, 장애인과 일반인은 

공원의 산책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6) 우선 개선사항 •장애인, 노약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진입로 및 산책로 등 

동선에 대한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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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의 종합

현황조사 종합

유 형 공원명 입지형태 현 황 분 석
무장애 

친화도

근
린
형

응봉공원 평지+경사지
공원 외부와 레벨 차가 크고 내부 동선 일부의 
경사도가 매우 높음

하

천호공원 평지
주변에 복지시설이 산재하고, 이용률이 높으며, 
무장애에 적합한 여건을 지님

상

훈련원공원 평지
광장과 X게임장 중심으로 조성되어 
보행안전공간 확보가 필요함

하

간데메공원 평지
주민 이용률이 높고, 무장애화가 용이하나 
외부접근로가 안전에 취약함

상

광
역
형

서울숲 평지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사업시행과 숲 테마 
공원으로 장애인 선호가 높음

상

시민의숲 평지
장애인 방문율이 높으나 포장 노후화 및 
침하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

상

남산공원 산지

•N타워 주변 일부 편의시설 정비로 휠체어 
접근성 양호

•자연지형을 활용한 야외식물원은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이용이 제한적임

•장충단공원은 노인층 이용을 제외하고 
이용률이 매우 낮음

하

용산공원 경사지
공원 상부지역은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접근성이 떨어짐

하

월드컵공원 평지+경사지

•평화의 공원, 난지천 공원은 무장애공원 
조성이 가능함

•단계적 개발을 통해 하늘·노을공원과의 
무장애 연계계획 수립이 필요함

중

어린이
대공원

경사지
대상지 내 경사변화가 심하고, BF관련계획 
일부가 이미 적용됨

중

테
마
형

길동생태
공원

평지+경사지
접근성이 취약하나,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결과 
높은 선호도를 보임

중

중랑캠핑숲 산지
오토캠핑장은 장애인에게 용이하나, 자연산림 
구간 산책로의 BF계획이 필요함

하

서울창포원 평지
내부 보행로가 모두 흙길과 데크길로 
조성되었으며, 평지로 휠체어 이용이 용이함

상

북서울
꿈의숲

경사지+산지
공원 전체가 경사를 형성하고, 최근 조성되어 
포장 및 시설물 교체가 제한적임

하

독립공원 경사지
공원내부의 레벨변화가 심하고 계단이 많아 
휠체어 이용이 불리함

중

서서울
호수공원

경사지+산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전용주차장 부재 및 
입구 경사로의 휠체어 이용이 불리함

중

선유도공원 평지
장애인 차량을 제외하고 주차가 불가능하며, 
구조물이 많아 개발이 제한적

하

[ 표 15. 현황조사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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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관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무장애 친화계획 적용이 필요함

•공원의 유형은 이용권역 및 공원성격에 따라 근린형, 광역형, 테마형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 적용 

•외부접근로는 보행안전공간 확보 및 점자블록 개선이 필요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대부분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조성되어 BF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개선 필요

•공원의 기존 경관 저하와 다수 이용객의 불편 방지를 위하여 BF기능을 확보한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함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설문조사 종합 이용도가 높은 시설과 장애인 등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을 우선적으로 개선

[ 온라인 설문결과 ]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총 2,865명) 응답자 중 월드컵공원 이용률이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휴게시설에 대한 불편이 21%로 가장 높으며, 교통약자를 위하여 산책로에 대한 

개선요구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무장애 친화공원에 조성 후 방문여부에 대한 설문이 63.1%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오프라인 설문결과 ]

•설문결과 월드컵공원이 교통약자의 이용비율이 54%로 가장 높으며, 천호공원, 

서서울호수공원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용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곳으로 노약자는 휴게시설과 산책로를, 장애인과 

일반인은 산책로 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차별 계획 수립시 이용도가 가장 높은 월드컵 공원, 천호공원, 서서울호수공원을

 우선 적용

▶ 산책로 및 휴게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계획시 우선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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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본방향

계획원칙 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계획하는 경우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리적, 시각적, 심리적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 BF시설인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은 휠체어와 비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방해가 되며, 반면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는 시각장애인과 보행이 자유로운 일반에게는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계단이 

필요하다. 이렇듯 무장애를 위한 시설이 다른 이들에게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무장애 친화공원 계획 수립 시 다음의 원칙을 유념하도록 한다.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무장애를 위한 계획이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새로운 BF시설의 추가보다는 기존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우선 접근하여야 한다. 

∙ 무장애를 이유로 모든 시설과 공간을 정비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기존 기능성과 

경관성을 유지하면서 부분적 개선 또는 차선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 무장애화를 위해 공원의 기존 기능성과 경관성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무리한 

개선보다는 BF루트 제공과 BF친화도 제시를 통해 장애인의 이용을 유도하도록 한다. 

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 공원이용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제외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과 시설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

∙ 신규 화장실은 다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화장실은 구조변경과 

재건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목적화장실로 변경하도록 한다.

∙ 공원 내 모든 이용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시설로 

계획하고, 통합시설 도입이 한정적인 경우, 교통약자를 배려하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 무장애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 단차제거 시 경사로, 수직리프트, 승강기처럼 다양한 방법을 도출하고, 공사비 및 

효율성, 단계적 개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 현실적으로 물리적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인적서비스 활용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한다.

∙ 비용과 기술의 문제일 뿐 무장애 실현이 불가능한 공원은 없으므로 무장애공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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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Zone

 (Barrier-free Zone)

무장애 친화공원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 국적에 상관없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용에 필수적인 공간과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물리적, 

정서적, 언어적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BF Zone’이라 명명한다.

BF Zone은 해당 공원을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출입구와 주요 시설 및 공간 그리고 

이를 연계한 산책로를 포함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1) 설정원칙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부록 ‘자문회의록’ 참조)한 BF Zone 설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이용대상은 공원 이용 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 입구는 주진입부와 함께 접근성과, 통행량을 고려하여 3개소 내로 한정 한다. 

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 이용루트는 간선개념의 주동선을 대상으로 하고, 가능한 무장애로 계획한다. 

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04 공원이용 목적시설과 주동선, 이를 연계한 동선을 BF Zone으로 포함한다.  

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05 위험지역, 구급차 접근이 불가능한 곳은 BF Zone에서 배재한다.

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BF Zone을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07 BF Zone을 확정하고, 장애인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 BF루트를 제시한다.

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 방문 전 이용자가 공원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BF 친화도를 나타낸다.

2) 프로세스 [ 그림 222. BF Zone 설정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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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친화도 기존 무장애공원이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무장애 

친화공원은 공원 이용에 있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원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다양하므로, 이용자가 불편의 정도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원을 쉽게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원별 BF Zone의 편의성 

정도에 따라 BF 친화도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 BF 친화도는 3단계로 나뉘며, 누구나 쉽게 인식하도록 도식화한다. 등급 표시는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마음이 모여 행복을 상징하는 세잎클로버가 완성되는 형태로

제안한다.

∙ 공원 전체가 아닌 BF Zone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및 친화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강도의 장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모든 등급은 교통약자(장애인

및 노약자 등)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 외국인을 포함한다.

[ 그림 223. BF 친화도 적용 기준 ] 

BF루트 BF Zone 내 보행로는 이동이 아니라 경험의 제공이 목적이어야 한다.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에게 공원은 다양한 경험들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급적 BF Zone 내 모든 보행로는 휠체어를 위하여 BF 인증기준에 따라 조성하고, 

자연지형을 활용한 공원의 경우 토목공사나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장애물 제거 및 인적서비스를 통하여

혼자 방문한 장애인도 공원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경험동선을 BF루트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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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원별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서울숲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432,394㎡ (시설면적 : 146,323㎡, 33.8%)

•주요시설 : 가족마당(야외공연장), 수변휴게실, 사슴방사장, 곤충식물원 등

•현재 ‘뚝섬역-서울숲 가는 길’ 구간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나들이, 데이트, 출사 등을 목적으로 서울전역과 인근도시 거주자의 주말 이용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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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숲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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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형 무장애 친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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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대표 공원으로써 무장애 친화공원 파급성 확대를 위한 통합이용공간 적극 조성

•기존 무장애놀이터와 연계하여 신체장애를 지닌 아동의 놀이를 위한 무장애놀이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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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공원 연계 램프의 경사도 완화를 위한 우회 램프 추가 조성

•통합놀이시설을 도입으로 다양한 장애유형을 수용하는 무장애놀이터 조성

•사슴방사장 내 관찰데크의 휠체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부분적인 시설 개선

•관리사무소 입구부 잘못 설치 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위치 개선 

•통합안내시설 재배치로 공원 내 전반적인 안내시설 개선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생태
탐방로

- 단차형성 및 유효폭(1.5m) 미확보로 
휠체어 이용 불가

- 관찰데크 폭 연장 및 전면 경사로 
조성으로 접근성 개선

보행로

-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배수로 횡단부 
재포장

- 기존 판석 제거 후 데크 목교 등 
편평한 형태의 보행환경 조성

- 높은 경사도로 휠체어 이용이 어려움 - 경사도 완화를 위한 우회 경사로 조성

-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낮은 볼라드 
설치로 시각장애인 이동의 장애요소가 됨

- 표준규격의 연성 볼라드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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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시각
장애인
점자
블록

- 관리사무소 진입부 선형블록 잘못 설치 - 잘못 설치된 선형블록을 점형 블록으로 교체

안내
시설

-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은 
안내시설 구성

-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기존 안내시설 통합 정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기준에 맞지 않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 단차로 인한 휠체어 진입 장애

- 기존 주차구역 라인마킹 보수
- 주차장-보행로의 단차 제거

기타 
시설

- 흙포장으로 인해 휠체어 바퀴 및 신발에 
흙이 묻어남

- 주차요금정산소 옆에 흙을 털 수 있
는 에어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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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공간계획 [ 무장애 놀이터 주변 ]

•숲속 놀이터 옆 이용도가 낮은 운동시설 공간에 무장애로 특화된 어린이놀이터 조성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시설공간 도입

•추락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하여 탄성 포장재 적용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통합놀이시설물 및 탄성포장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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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25X2.67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25X2.67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권장)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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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2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3.4X1.9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3.3X2.8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 적합하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상향 개선된 환경 조성

>>외부공간

▶

- 화장실 진입부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미설치

- 촉지도식 안내판 및 점형블록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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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3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8X2.2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8X2.2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촉지도식 안내판 및 점형블록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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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4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8X2.2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9X2.2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촉지도식 안내판 및 점형블록 설치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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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5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8X2.2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9X2.2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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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6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X3.0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1X3.0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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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55,500,000 포장 및 시설물 철거

포장공사 1 식 287,700,000 데크포장, 경사로 조성, 라인마킹 등

시설물공사 1 식 423,000,000 통합이용시설물, 에어건, 볼라드 등

식재공사 1 식 18,000,000 휴게공간 보식

건축공사 1 식 12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10,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914,200,000 　

제잡비 274,26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1,188,460,000 　

설계용역비 59,066,462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118,846,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1,366,37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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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공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75,570㎡(시설면적 : 14,358㎡, 19%)

•주요시설 : 잔디광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야외무대, 관리사무소 등

•주변에 주택단지가 밀집하고, 공원 내 경로복지관이 입지하여 지역주민과 노인층의 이용이 높음 

•공원 외부와 레벨차가 심하고 주요 외부 접근로의 경사도가 높아 교통약자의 접근편의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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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봉공원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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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마을 어르신을 위한 실버형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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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이 대부분인 근린형 공원으로 주 이용대상인 노인층의 건강 및 사회활동 향상을 위한 기능 강화

•다양한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운동시설 도입

•노인이용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및 낙상사고 방지시설과 응급구호 시스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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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공원 내 급경사지에 해빙설비(제안), 핸드레일 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노후된 야외 운동기구를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통합운동시설로 교체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시설공간 턱 제거 및 포장재 교체

구 분 문제점 개선방안

운동
공간

- 침목포장으로 휠체어 진입이 어려움
- 일부 노후 운동기구로 안전 위험

-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탄성포장재 교체
- 노후 운동기구 실버 특화 운동기구로 교체

휴게
공간

- 단차 등으로 휴게공간으로의 진입이 어려움 - 단차 제거 및 휴게공간 접근 램프 조성

- 벤치 접근부 단차로 진입이 어려움 - 벤치 앞 단차 제거 및 포켓쉼터 조성

보행로

- 15% 이상의 경사로로 해빙시 위험
- 기설치 된 핸드레일 하부 접근로의 

단차
- BF보행로 규격에 맞지 않은 트렌치 덮개

- 경사로 전면부 해빙설비 도입 검토
- 핸드레일 추가 설치 및 기존 단차 제거
- 트렌치 덮개 일부구간 교체

음수대

-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음수대 설치 -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음수대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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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6X3.0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6X1.95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관리사무소 진입부 점형 점자블록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권장)

>>개선 후



04 기본계획

130 기본계획 보고서

< Key-map > [ 화장실-2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45X3.0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4X3.0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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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188,000,000 포장 및 시설물 철거

포장공사 1 식 403,400,000 　탄성포장, 해빙설비 등

시설물공사 1 식 101,400,000 　음수대, 운동기구, 핸드레일 등

건축공사 1 식 4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30,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762,800,000 　

제잡비 228,84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991,640,000 　

설계용역비 49,284,508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99,164,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1,140,08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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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공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26,697㎡ (시설면적  9,744㎡,  36.5%)

•주요시설 : 음악분수, 야외무대, 야외헬스장, 광장(배드민턴장), 농구대 등

•강동지역의 유일한 도심 근린공원으로 이용률이 매우 높으며 주요 지역행사 유치공간으로 활용 

•대상지 주변으로 다가구가 밀집해있고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장애인재활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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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호공원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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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다양한 이용계층 수용을 위한 무장애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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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및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가족단위 이용객 등 다양한 이용계층을 수용하는 통합시설 도입

•풍부한 녹지를 활용하여 자연체험기회를 넓힐 수 있는 공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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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수경전망이 가능한 숲 속 휴게·전망공간 조성

•입구주변 보행 장애물 이동 및 제거로 공원 접근성 개선

•일부 포장재 교체, 단차 제거 및 트렌치 덮개 교체 등 보행로 내 포장면 개선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을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통합이용시설로 일부 교체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식별성이 낮음
- 규정에 맞지 않는 라인마킹

- 기존 주차구역 안내판 제거 및 신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라인마킹 보수

입구 
광장

- 부적합한 볼라드 설치
- 플랜터 밀집으로 보행 방해

- 연성볼라드로 교체
- 화분 제거로 보행공간 확보

보행로

- 일부구간 BF보행로 기준에 미달하는 
트렌치 설치 및 포장면 파손

- 틈새 간격 2cm 이하의 트렌치 덮개로 교체
- 포장면 균열 보수

안내 
시설

- 녹지 내 안내판 설치로 시각장애인 이
용이 불가능함

- BF보행로 내 시각장애인 이용을 고려
한 양각(점자) 안내판 설치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139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휴게 
공간

- 시각장애인 및 약시자자의 충돌 위험 - 휴게공간 구역 표시로 보행공간과 분리

- BF보행로와 휴게공간 사이의 단차
- 휠체어 진입공간의 부재

- 단차 제거 및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포켓쉼터 조성

피크닉장

- 접근부 단차 형성
- 부정형판석포장으로 휠체어 진입 어려움

- 일부구간 데크포장 교체로 휠체어 및 유
모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성

음수대

-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음수대
- 보행로와 음수대 주변구역의 동일한 

포장재 사용으로 영역구분이 어려움

- 하부공간 확보가능한 음수대로 변경
- 음수대 주변구역 포장재 변경으로 보

행공간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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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공간계획 [ 대체 전망공간 및 피크닉장 ]

•휠체어 사용자의 공원 내 연못 전망이 가능한 휴게·전망공간 조성

•기존 피크닉장 일부구간 포장재 변경 및 잔디밭 진입 경사로 설치로 휠체어 접근성 개선

•휠체어이용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통합이용 야외테이블 도입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야외테이블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데크포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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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계획

< Key-map >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45X1.9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45X1.9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권장)

>>개선 전 >>개선 후 

마.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9,900,000 포장 및 시설물 철거

포장공사 1 식 7,000,000 　데크포장, 입구광장 내 블록포장 등

시설물공사 1 식 95,500,000 　음수대, 볼라드, 통합안내시설 등

건축공사 1 식 2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20,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152,400,000 　

제잡비 45,72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198,120,000 　

설계용역비 9,846,564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19,812,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227,77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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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숲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258,992㎡ (시설면적 : 56,115,  21.6%)

•주요시설 : 바베큐장, 어린이놀이터, 윤봉길의사 기념관, 야외결혼식장, 매점 등

•서울둘레길(4코스) 선정, 2015년 양재시민의숲 재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음

•신분당선역 조성으로 이용객 증가 추이를 보이며, 인근 장애인복지관 방문이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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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의숲 배리어 맵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145



04 기본계획

146 기본계획 보고서

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자연을 통한 치유를 테마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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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체험을 위한 장애인 단체 방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원 특성을 활용한 자연치유 테마공간 조성

•도심에서 가깝게 만나는 숲을 테마로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한 체험공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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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2015년 ‘시민의숲 재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무장애 친화공원’ 계획이 반영되도록 제안

•‘장애물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포장 전면 개선

•자연성이 높은 공간으로 장애인 활동 프로그램 도입 적극 검토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보행로
- 보행로 포장 노후화 및 침하구간 다수 분포 - 노후 포장면의 전반적인 재정비

- 야외결혼식장 진입부 단차로 보행시 위험 - 진입부 단차 제거 및 기존 포장재 연계

기타시설

- 지식서재 내 휠체어 이동공간 미확보 - 데크부 및 휴게공간 확장으로 시설 개선

안내시설

- 녹지 내 설치되어 접근과 식별이 어려움
- 시각장애인 및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포장공간으로 이동
- 통합안내판으로 간소화

공원 
주출부

- 공원 상·하부가 횡단보도로 연계되어 
사고 위험성이 있고, 볼라드 규격 미달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및 연성볼라드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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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 1.4X1.7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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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2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6X2.3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6X2.3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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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3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5X1.7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6X1.7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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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4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5X1.7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6X1.7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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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5 개선사항 ]

•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 1.95X3.75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307,000,000 포장철거

포장공사 1 식 562,400,000 블록포장 등　

시설물공사 1 식 127,500,000 　지식서재 시설개선, 통합안내시설 등

식재공사 1 식 2,200,000 휴게공간 내 보식

건축공사 1 식 12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300,000,000 　고원식 횡단보도

직접공사비(순공사비) 1,419,100,000 　

제잡비 425,73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1,719,100,000 　

설계용역비 21,158,781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42,573,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1,782,83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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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생태공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80,683㎡ (시설면적 : 12,264㎡, 15.2%)

•주요시설 : 방문자센터, 관찰데크, 관찰대, 야외강의장, 습지, 농촌체험장 등

•자연학습을 위한 단체방문객 비율이 높음, 일일 200명으로 입장 제한, 야외강의장을 거쳐 한방향으로 통행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20회/년 프로그램운영. 보호자가 동반이 필수이며, 보호자가 부족한 경우 공익요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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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동생태공원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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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자연체험을 극대화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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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자연을 최대한 접촉할 수 있도록 흙길 및 데크길 최대한 유지

•인적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공원 이용 지원

•장애인 이용객 응대를 위한 자원봉사자 응대 교육 주기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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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장애인의 접근 편의를 위한 차량 정차가 가능하도록 ‘드롭 존(Drop Zone)’ 설치 제안

•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구광장 포장 개선

•정문과 연결된 진입부 급경사 보행로 구간에 경사로 완화를 위한 램프 설치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객을 위한 쉼터 및 생태관찰시설 개선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공원 
주출부

- 일반·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미비
- 대중교통을 포함한 차량 접근성 불리

- 차량정차를 위한 드롭존 설치
- 연계되는 출입로의 포장재 교체

- 공원 진입부 자연석 판석포장으로 
휠체어 진입이 어려움

- 평탄한 소재의 포장재로 교체 및 
입구광장과 연계

안내 
시설

- 입체화 되지 않아 인식이 어려움
- 촉지안내판 추가 도입
- 안내시설 주변 포장재 교체로 접근성 개선

음수대

-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음수대 설치 - 하부공간 확보 가능한 음수대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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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생태 
탐방로

- 흙포장 및 높은 경사도(17%)로 
휠체어 이동이 어려움

- 경사로 개선을 위한 목재 데크 램프 
우회로 설치 

- 데크 생태탐방로 구간 내 유모차·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 미비

- 생태탐방로 구간 내 휴식이 가능한 
포켓쉼터 조성

휴게 
공간

- 생태탐방로 내 휴게공간에 휠체어 정차 
및 교행을 위한 공간 미확보

- 등받이 및 손잡이가 있는 벤치로 교체
- 휠체어 진입 가능한 하부공간 확보

기타 
시설

- 관잘대 진입로 계단 설치로 휠체어 
진입이 어려움

-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일부구간 
경사로 조성

- 휠체어 및 어린이의 눈높이에선 이용 
불가능한 관찰대 높이

- 휠체어 및 어린이의 눈높이를 배려한 
관찰대 높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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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공간계획 [ 드롭존, 입구광장 및 경사램프 ]

•장애인 및 단체 방문시 차량 접근성 확대를 위한 드롭존(Drop zone) 설치

•휠체어 및 시각장애인 접근을 위한 진입부 포장 개선

•생태관찰로 입구부의 급격한 경사 극복을 위한 데크 경사로 설치

•휠체어를 배려한 야외관찰대 시설개선 및 통합안내시설물 도입

차량정차를 위한 드롭존(Drop zone) 완만한 경사의 데크 경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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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80X1.8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80X1.85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마.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 및 이설 1 식 15,100,000 포장 철거, 시설물 이설 등

포장공사 1 식 96,700,000 　노후 포장면 교체, 블록포장, 경사로 등

시설물공사 1 식 183,200,000 　데크 경사로, 등의자, 통합안내시설 등

식재공사 1 식 5,200,000 입구광장 보식

건축공사 1 식 2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50,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370,200,000 　

제잡비 111,06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481,260,000 　

설계용역비 23,918,622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48,126,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553,3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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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N서울타워)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2,898,350㎡ (시설면적 : 307,501㎡, 10.6%)

•주요시설 : 광장, 산책로, 도서관, 야외식물원, 타워전망대, 야외식물원, 팔각정, 화장실 등

•케이블카~N타워 구간 휠체어 접근시설 조성 완료(2014. 5)

•이용객 중 N서울타워 관광객 비중이 높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북측산책로의 호응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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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산공원 배리어 맵

   (N서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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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장애인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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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각정~N서울타워 경사로는 장애인 탑승차량 진입 허용을 안내하는 유도시설 설치

•북측 시각장애인 산책로와 N서울타워 주변 일부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 및 접근수단에 대한 사전 안내정보 제공(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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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시각장애인 산책로 : 주 이용객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 개선

•N서울타워 : 케이블카 구간은 장애인 접근 개선사업 완료, 팔각정 구간은 장애인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시각 
장애인 
점자 
블록

- 보행로 진행방향에 설치된 트렌치로 
인한 유도점자블록 단절

- 트렌치 덮개 일부 교체 및 단절된 
유도점자블록 연계

- 휴게공간 진행방향으로 유도블럭 미설치 - 기설치 된 점형 점자블록과 연계되는 
유도 점자블록 설치

음수대

- 음수대 하부공간 단차로 휠체어 진입이 어려움 - 음수대 하부공간 단차 제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부재
- N서울타워 주차장 일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조성 제안 및 유도안내시설 설치

보행로

- 경사가 심한 N서울타워 진입로 - 핸드레일 설치 및 전기차 이동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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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0X2.0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0X2.0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04 기본계획

172 기본계획 보고서

< Key-map > [ 화장실-2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3X1.9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4X2.9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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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3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0X2.7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0X2.7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 적합하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상향 개선된 환경조성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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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4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0X2.8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0X2.8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 적합하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상향 개선된 환경조성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175

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 및 이설 1 식 3,500,000 단차 제거

포장공사 1 식 80,000,000 포장교체, 점자블록 설치 등

시설물공사 1 식 65,800,000 　음수대, 트렌치덮개, 핸드레일 등

건축공사 1 식 8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직접공사비(순공사비) 229,300,000 　

제잡비 68,79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298,090,000 　

설계용역비 14,815,073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29,809,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342,71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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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야외식물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주요시설 : 식물원, 연못, 산책로, 맨발공원, 화장실 등

•보행육교를 통한 인근주민 이용률이 높으며 식물학습보다는 나들이 목적으로 방문

•산자락으로 자연성이 높고 전망경관이 좋으나,  진입부 및 내부 보행로경사가 급해 장애인 이용에 제한적임

•시설 및 포장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177



04 기본계획

178 기본계획 보고서

2) 남산공원 배리어 맵

   (야외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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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어린이, 유아동반자를 타깃으로 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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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가 급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단독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보호자 동행 필수 공원으로 지정

•야외식물원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어린이 및 유아들을 위한 자연학습공간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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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전반적으로 경사도가 높은 비탈면으로 조성되어 보호자동반이 필요한 등급으로 분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성 및 주차장에서 접근을 위한 램프 신규 설치

•부정형판석포장 및 트렌치 덮개 교체, 계류 징검다리 목교 설치

•시각장애인 이용을 고려한 통합안내시설 설치 및 자연학습 해설판 설치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주차장-식물원 내 진입로가 모두 계단으로 
조성되어 휠체어·유모차 진입이 어려움

- 계단 제거 및 램프 조성

- 주차장이 있으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미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조성 및 유도 
안내시설 설치

보행로

- 보행로 내 징검다리 설치로 휠체어 
이용 불가 및 우천 시 이용이 어려움

- 징검다리 제거 및 목교 설치로 접근성 
개선

음수대

-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음수대 설치 
- 하부공간 단차로 진입이 어려움

- 휠체어 진입 가능한 음수대로 교체
- 음수대 하부공간 단차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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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생태 
탐방로

- 데크 탐방로 주출부의 폭이 협소하고 램프 
경사가 급해 휠체어·유모차 이용이 어려움

- 기존 데크 탐방로 일부 시설 개선을 
통한 입구 확장 및 출입램프 연장

안내
시설

- 입체화 되지 않아 인식이 어려운 
안내시설

- 기존 안내시설과 연계하여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포장 
광장

- 판석포장으로 조성된 광장으로 
유모차·휠체어 이동이 어려움

- 평탄한 마감의 포장재로 교체하여 광
장 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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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공간계획 [ 야외식물원 주차장 ]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규 조성 및 보차혼용 방지를 위한 안전보행로 설치

•공원 진입 시 계단으로만 접근 가능하므로 데크 경사로 설치를 통해 공원 내 보행로와 연계

•진입경사로 설치시 휠체어 교행 및 휴게를 위한 포켓쉼터 조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성

공원 내 안전한 진입을 위한 데크 경사로 설치 주차장 내 안전보행구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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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X3.0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2X3.0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 적합하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상향 개선된 환경조성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마.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6,700,000 포장 및 시설물 철거

포장공사 1 식 44,300,000 　시멘트포장, 흙포장

식재공사 1 식 80,000,000 수목 및 관목 식재

시설물공사 1 식 77,500,000 　음수대, 목교, 통합안내시설 등

건축공사 1 식 2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5,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229,000,000 　

제잡비 68,70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297,700,000 　

설계용역비 14,795,690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29,770,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342,26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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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장충단공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주요시설 : 전통한옥카페, 장충단비, 수표교, 벽천, 정자, 계류, 지압로, 경로당 등

•동국대학교, 장충체육관 등 집객시설과 상업시설 입지로 주변 유동인구가 많으나 공원 내부로 유입이 적음

•공원 내 경로당이 입지하여 이용객 중 노인 비율이 높음

•공원 내 음식점(다담에뜰) 이용객의 산책공간으로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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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산공원 배리어 맵

  (장충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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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노인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장애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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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애공원 조성을 통한 유동객 호기심 자극 및 이용활성화 유도

•수표교, 기념동상 및 기념비 등 역사시설과 연계한 테마산책루트 제공

•역사시설에 대한 양각형 해설안내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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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역사자원을 연계한 BF루트 제공

•통합안내판 설치 및 사인시스템 재정비, 일부 기존시설 개선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안내 
시설

- 시각장애인 인식이 어려운 안내시설
- 양각안내판 및 음성통합안내가 가능한 

안내시설로 설치

보행로

- 보행로 진행방향으로 설치된 트렌치 - 트렌치 덮개 일부구간 교체

음수대

- 음수대 하부공간 단차로 휠체어 
진입이 어려움

- 음수대 하부공간의 단차 제거

건물 
주출부

- 공원 내 화장실 입구 진입 턱으로 
휠체어·유모차 진입이 어려우며 사고 
위험이 있음

- 입구부 단차 제거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193

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X2.9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1X2.9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 적합하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상향 개선된 환경조성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200,000 단차 제거

시설물공사 1 식 49,700,000 　음수대, 트렌치 덮개, 통합안내시설

건축공사 1 식 2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1,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70,900,000 　

제잡비 21,27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92,170,000 　

설계용역비 4,580,849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9,217,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105,96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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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공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16,735㎡ (시설면적 : 6,638㎡, 39.6%)

•주요시설 : 관리실, 화장실, 벤치, 파고라, 음수대, 계류, 벽천, 안개분수, X-게임장

•주변 상가입주민 휴식, X게임장 이용 청소년, 외국인 관광객 등이 주로 방문하나 이용도가 매우 낮음

•국립중앙의료원, 동대문 DDP, 청계천과 인접하며 종합체육관 준공(2014. 6)에 따라 잠재 이용객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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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원공원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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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도시민의 휴식과 역사교육을 위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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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장군이 병과시험을 본 역사적 장소로써 외국인 및 관광객을 위한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특화

•도시민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청소년 여가시설과 분리

•광장 내 산책동선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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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종합체육관과 주출입구를 연결한 동선을 BF Zone으로 설정

•BF Zone 설정 구간 포장구분 및 안전시설 설치로 동선 분리, 휴게시설 재정비

•역사적 장소 안내를 위한 표석 재설치(영문병기)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포장 
광장

- 광장 내 X-game장이 설치되어 
보행자와 충돌 우려

- 보행안전에 방해를 주는 X-game 
시설 이설 및 보행영역 조성

공원 
진입부

- 틈이 넓은 트렌치와 단차로 휠체어 
진입 불가

- 트렌치 덮개 일부구간 교체
- 단차 제거 및 램프 조성

보행로

- 보행공간과 광장, 자전거도로, X게임장 등 
공간 구분이 불명확하여 사고 위험이 있음

- BF루트 라인마킹을 통한 영역성 확보를 
통한 보행공간 분리

안내 
시설

-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안내시설

-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통합안내판으로 교체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201

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X1.7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1X1.9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비데, 등받이 등)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

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4,800,000 트렌치, 포장 철거　
포장공사 1 식 12,700,000 라인마킹, 단차제거 등

시설물공사 1 식 75,000,000 　트렌치 덮개, 통합안내시설
건축공사 1 식 75,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5,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172,500,000 　

제잡비 50,25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222,750,000 　

설계용역비 10,822,175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21,775,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255,3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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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75,900㎡ (시설면적 : 17,500㎡, 23%)

•주요시설 : 잔디광장, 연못, 정자, 자연학습장, 체력단련시설, 화장실, 음수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용산공원 개발계획 수립, 완공 시 남산공원과 연계 가능

•하부 잔디광장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상부지역은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접근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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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산공원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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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피크닉형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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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용산공원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무장애 친화공원 계획수립 필요

•이용도가 높은 잔디밭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피크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평상, 야외테이블 등 통합시설 설치

•경사도가 높으므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 필요시 인적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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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 및 유도를 위한 사인시설 설치

•잔디광장 내 휠체어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포장과 평상, 통합형 야외테이블 도입

•공원 입구부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개선 및 통합안내시설 설치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잘못된 주차표시 - 표지판 설치 및 보행안전통로 확보

전망 
공간

- 전망공간 내 단차로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 - 데크포장 연계 및 단차 제거

휴게 
공간

-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휴게시설 - 휠체어 대기 가능한 휴게공간 조성

보행로

- 보행로 내 포장면 노후화로 인한 파손 - 노후화 포장면 제거 및 교체

공원 
주출부

- 공원 주출부 점자블록 잘못 설치 - 연성볼라드로 교체
- 기존 안내시설 이동
- 잘못 설치된 점형블록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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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45X1.9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45X1.9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교체 및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4,700,000 점자블록, 관목, 노후포장면 등
포장공사 1 식 10,600,000 　흙포장, 데크포장, 점자블록 등

시설물공사 1 식 75,000,000 통합안내시설, 등의자 등
건축공사 1 식 2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5,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115,300,000 　

제잡비 34,59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149,890,000 　

설계용역비 7,449,533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14,989,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172,32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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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캠핑숲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179,666㎡ (시설면적 : 49,466㎡, 27.5%)

•주요시설 : 방문자센터, 연못, 캠핑장, 나들이마당,  청소년수련관, 매점 등

•보존산림에 의하여 망우청소년수련관, 나들이공원, 중랑가족캠핑장의 3구역으로 분리

•캠핑장은 예약제로 유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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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랑캠핑숲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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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커뮤니티시설 통합이용을 위한 
무장애 친화공원 동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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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캠핑장의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요시설 이동이 편리한 지역에 대한 장애인, 영·유아

보호자 우선 예약제 실시

•분리된 세 공간의 통합이용이 가능하도록 우회산책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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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장애인의 캠핑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우선예약제’ 실시 제안과 함께 해당 

구간의 시설물을 통합이용시설로 교체

•망우청소년수련관측 공원과 캠핑숲 측 공원주차장 및 방문자센터(매점, 화장실)를 

연계하는 우회 산책로 조성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을 고려한 통합안내시설 도입 및 사인시스템 정비

•포장지역 단차 제거, 공원시설 정비 및 재설치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 및 유도 
안내시설 미비

- 주차장 입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안내시설 설치

휴게 
공간

- 휠체어 통과 및 이용이 어려운 
휴게시설

-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통합이용시설 
(테이블) 설치 및 통과유효폭 확보

음수대

-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음수대 및 
하부공간 단차 형성

-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음수대로 교체
- 음수대 하부공간 단차 제거

건물 
진입부

- 방문자센터 진입부 입구 단차로 
휠체어 진입이 어려움

- 진입부 단차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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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캠핑장

- 장애인 이용을 배려한 캠핑장 
운영시스템 및 휴게시설 미비

- 장애인 우선예약제 실시
- 통합이용시설(테이블) 교체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물 미비
- 기존 테이블을 통합이용시설(테이블)

로 교체

보행로

- 포장면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및 파손구간 
다수 분포

- 파손 포장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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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공간계획 [ 경사구간 우회 산책로 ]

•경사도가 심한 기존 캠핑장-분수연못 접근로의 경사 극복을 위한 우회 산책로 조성

•분수연못 계류 부근 수경감상이 가능한 전망공간 및 포켓쉼터 조성

•휠체어사용자의 공원전경 전망이 가능하도록 야외승강기 설치 검토

완만한 경사의 우회 산책로 공원 풍경 감상이 가능한 전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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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45X1.9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45X1.9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형 점자블록 교체 및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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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2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3.2X1.6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3.2X1.6m

  (부채꼴 형태가 변형된 장애인 화장실)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는 맞지 않으나 그에 준하는 시설물을 추가, 보완

>>외부공간

▶

-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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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3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9X2.0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9X2.0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 화장실 진입부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미설치

- 설치된 점형 점자블록 교체 및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마.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1,900,000 포장철거, 음수대 철거 등

이설공사 1 식 200,000 　시설물 이설

포장공사 1 식 34,000,000 　시멘트포장, 산책길 흙포장 등

시설물공사 1 식 197,100,000 통합이용시설물, 음수대, 통합안내시설 등

건축공사 1 식 6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10,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303,200,000 　

제잡비 90,96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394,160,000 　

설계용역비 19,589,752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39,416,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453,1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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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데메공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15,180㎡ (시설면적 : 4,941㎡,32.5%)

•주요시설 : 연못, 장미그늘시렁, 농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주거밀집지역 내 입지한 근린공원으로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음

•부설주차장이 없고, 대중교통과 약 300m 떨어져 있어 외부지역 방문객의 이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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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데메공원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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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지역주민을 위한 무장애 공원 조성”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227

[
•보행 장애요소 및 편의시설 개선만으로 무장애 공원 조성이 가능함

•공원 내보 환경보다는 외부 접근로에 대한 무장애 계획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함

•외부접근동선 개선을 통한 방문객 보행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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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포장구간 단차 제거 및 일부구간 트렌치 덮개 설치

•수경시설 대체 전망공간 조성 및 계류 횡단 목교는 경사도를 완화하여 재설치

•BF Zone과 연계된 휴게시설은 휠체어이용을 고려하여 단차 제거 및 통합시설물로 교체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공원 
주출부

- 공원 주출부 BF기준 미달 볼라드 설치
- 관리사무소 연계 점자블록 잘못 설치

- BF기준에 맞는 연성볼라드로 교체
- 점자블록 잘못 설치된 구간 제거 및 

재설치

휴게 
공간

- 녹지 내 위치 및 단차로 인해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휴게공간

- 휴게공간 진입부 단차 제거 및 포켓쉼터 
조성

보행로

- 보행로 진행방향으로 설치된 트렌치 - 트렌치 덮개 일부구간 교체

음수대

-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음수대 설치 -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형태의 음수대로 교체

전망 
공간

- 휠체어·유모차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팔각정 - 팔각정 주변으로 대체 전망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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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공용 장애인화장실 : 2.3X3.3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1,100,000 음수대 등

포장공사 1 식 31,800,000 　흙포장, 점자블록 등

시설물공사 1 식 70,800,000 　경사로, 볼라드, 평의자 등

건축공사 1 식 2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3,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126,700,000 　

제잡비 38,01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164,710,000 　

설계용역비 8,186,087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16,471,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189,36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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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포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51,468㎡ (시설면적 : 13,541㎡, 26.3%)

•주요시설 : 붓꽃원, 약용식물원, 수변식물원, 방문자센터

•일자산, 성산봉 등 주변 자연경관 우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으며 창포 개화일에 공원이용객 집중

•특수식물원으로 조성되어 약용식물원, 습지원 등 테마식재공간과 함께 자연소재 포장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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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창포원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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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자연의 경관 변화 체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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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변화에 따른 다양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BF보행로 제공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통한 생태 해설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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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기존 흙길은 휠체어 이용을 고려하여 패인 곳이나 유실되어 있는 곳을 정비

•경사가 급한 아치형 교량 교체 및 창포 및 습지 관찰이 용이하도록 데크산책로에 포켓공간 설치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시설 접근로 개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양각화 된 통합생태해설판 조성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인식이 어려움
- 보행로 단차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라인마킹 재조성
- 연계 보행로 단차 제거

공원 
주출부

- 공원 주출부 BF기준 미달 볼라드 설치 - BF기준에 맞는 연성볼라드로 교체

보행로

- 관찰데크-보행로 연결부 돌포장으로 
휠체어 이동시 불편함

- 단차 제거 및 기존 포장재와 연계한 
포장공간 조성

- 보행로 진행방향으로 설치된 트렌치 - 트렌치 덮개 일부구간 교체

- 휠체어·유모차 이용에 부적합한 아치형 목교 - 경사로를 완화한 교량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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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00X2.56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0X2.8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화장실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미설치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5,300,000 포장 및 시설물 철거
이설공사 1 식 200,000 　시설물 이설
포장공사 1 식 50,300,000 　데크포장, 라인마킹 등

시설물공사 1 식 139,500,000 　데크 목교, 데크 경사로 등
건축공사 1 식 2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10,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225,300,000 　

제잡비 67,59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292,890,000 　

설계용역비 14,556,633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29,289,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336,7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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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꿈의숲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665,190㎡  (시설면적 : 193,236㎡,  29%)

•주요시설 : 연못, 대형잔디광장, 폭포, 정자, 산책로, 사슴방사장, 미술관, 문화센터, 카페테리아 등

•가족 나들이, 문화시설 및 전망대,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집객시설로 이용도가 높음

•공원 전체가 경사를 형성하고, 양측으로 보존산림이 있어 무장애친화공원 조성에 있어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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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서울꿈의숲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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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인적서비스 지원을 통한 무장애친화공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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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릉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전반적 경사 완화가 불가능하므로 인적서비스를 통하여 보완

•서울의 명소 공원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과 외국인 이용을 고려한 통합안내시스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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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지속적 경사로 보호자 동행 필수코스로 등급제시, 30m마다 포켓쉼터 설치

•경사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화장실 및 매점 입구 개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과 외국인의 이용을 위한 통합안내시설 설치

•잔디밭 이용을 위한 최소 접근동선 확보, 평상 도입으로 휠체어 사용자 이용 유도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보행로 접근부 일부구간 단차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 및 유도를 

위한 안내시설 미비

- 보행로 진입부 단차 제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안내시설 설치

음수대

-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형태의 음수대 
설치

-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형태의 
음수대로 교체

보행로

- 보행로 일부구간 사고석 포장으로 
휠체어 이용시 불편함

- 경사로 구간 내 휠체어 휴식공간 부재

- 보행로 구간 내 사고석 포장재 일부를 
기존 보행로 포장과 연계하여 교체

- 경사로 30m구간마다 포켓쉼터 조성

- 수변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동선 부재

- 수변으로 접근 가능한 경사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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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보행로

- 진입부 단차 및 자연석 포장재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움

- 진입부 단차 제거 및 평평하고 요철이 
없는 재질의 포장재로 교체

- 진입부 경사로 및 핸드레일 부재로 
휠체어 이용 시 사고 위험이 있음

- 라포레스타 진입부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 횡단교량의 안전난간 및 턱 부재로 
추락위험이 있음

- 횡단교량 가장자리에 안전턱 설치

- 광장 내 점자블록의 파손으로 
시각장애인 이용 시 혼란 우려

- 파손구간 점자블록 교체

광장

- 동일한 포장재 사용으로 바닥분수와 
광장구역의 공간 식별이 어려움

- 바닥분수 주변 라인마킹을 통해 공간 
분리 및 영역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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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9X2.2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9X2.2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촉지도식 안내판 및 점형블록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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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2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X1.8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90X1.75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진입부 점자블록 및 경사로 없음 점자블록 설치 및 단차제거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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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3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40X1.2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1,1.3X2.4m

  (사다리꼴 형태의 여자 장애인 화장실)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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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4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5X1.94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25X1.94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38,800,000 사고석 포장, 자연석 포장 등

포장공사 1 식 165,100,000 　블록포장, 라인마킹, 단차 제거 등

시설물공사 1 식 177,700,000 안전턱, 안전난간, 음수대, 통합안내시설 등 

건축공사 1 식 8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30,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491,600,000 　

제잡비 147,48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639,080,000 　

설계용역비 31,762,276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63,908,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734,750,276 　



04 기본계획

250 기본계획 보고서

월드컵공원(난지천,노을,하늘)

1) 공원 개요 및 특성 •주요시설 : 노을캠핑장, 조각공원, 억새밭 등

•노을공원, 하늘공원은 매립지 상부로 차량 없이 장애인의 직접적 접근이 불가능

•난지천공원은 평지로 진입이 용이하며 인근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이용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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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드컵공원 배리어 맵
   (난지천, 노을, 하늘)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253



04 기본계획

254 기본계획 보고서

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서울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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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공원을 시작으로 난지-하늘-노을로 이어지는 무장애 친화공원 계획 수립

•공원접근 및 이동지원을 위한 인적 서비스 적극 활용

•공원의 물리적 연계를 위하여 경사형 전망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



04 기본계획

256 기본계획 보고서

나. 주요 개선사항 •서울의 대표적 공원으로 외국인 및 장애인을 고려한 영문·음성 통합안내시설 설치

•추후 지반안정화 완료 후 평화의공원과 하늘공원-노을공원 연결을 위한 경사형·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노을캠핑장 내 노인 및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가족단위 이용객 등 다양한 이용계층을 

수용하는 통합시설 도입

•전망공간 진입램프의 구조 개선을 통해 진입성 확보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보행로 
(노을공원)

- 보행로 내 포장면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및 지반침하 발생

- 파손 포장면 포장재 교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하늘공원)

- 식별이 어려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차장-안내소 연결 경사로 기준 미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안내시설 설치 
및 라인마킹 보수

- BF기준에 적합한 경사로 조성

보행로 
(하늘공원)

- 추락위험이 있는 목교 - 경계부 안전턱 설치로 안전성 제고

안내 
시설

- 위계가 부족한 안내시설 구성
- 시각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

- 안내시설의 내용구성 개선
- 양각화 된 통합 안내판 설치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257

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 2.2X2.1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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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2,3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35X3.0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3.24X2.05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 적합하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상향 개선된 환경 조성

>>내부공간

▶

위생기구 보완 손잡이교체 및 등받이, 비데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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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4,5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8, 2.2X2.6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8, 2.2X2.6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는 맞지 않으나 그에 준하는 시설물을 추가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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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6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0X3.1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10X3.15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 적합하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상향 개선된 환경조성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261

< Key-map > [ 화장실-7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0X1.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0X1.5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내부공간

▶

활동공간 협소 대변기출입문을 미닫이로 교체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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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8,9,10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95X2.9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95X2.95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는 맞지 않으나 그에 준하는 시설물을 추가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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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1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55X2.2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55X2.25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

>>개선 후

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2,700,000 포장 철거

포장공사 1 식 29,600,000 노후포장면 포장재 교체, 점자블록 설치

시설물공사 1 식 139,500,000 안전턱 설치, 안내시설, 경사로 등

건축공사 1 식 22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제안사항 1 개소 20,000,000,000 엘리베이터 설치

기타 1 식 5,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20,396,800,000

제잡비 6,119,04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26,515,840,000

설계용역비 1,317,837,248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2,651,584,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30,485,261,248 (제안사항 제외시 593,061,2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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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주요시설 : 평화의광장, 난지연못, 잔디광장 등

•공원 주변으로 마포장애인복지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및 노인 관련 시설·단체 산재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교통약자의 공원 접근이 용이함

•난지천공원과 평화의공원은 평지이며, 평화의공원은 접근성이 특히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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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드컵공원 배리어 맵

   (평화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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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서울의 대표공원으로써 
무장애 친화공원의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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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함께 이용한 가능한 피크닉장 조성 및 통합이용시설 설치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BF보행로 조성

•장애인 놀이시설물 도입을 통해 어린이놀이터 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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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서울의 대표적 공원으로 외국인 및 장애인을 고려한 영문·음성 통합안내시설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이동 및 보행안전공간 조성

•공원 내 유일한 어린이공원에 장애아동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시설 설치

•BF 보행로 내 장애요소 철거 및 이설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평화의 

공원)
- 공원과 먼 위치에 조성되어 공원 

접근성이 떨어짐
- 공원 내 진입로와 연계된 안전보행로 부재

- 평화의 공원과 가까운 위치에 
장애인전용 및 여성우선주차구역 조성

- 장애인 안전보행로 설치

전망 
공간

- 수변데크 경계 식별요소가 없어 
추락위험이 있음

- 데크 경계부 식별이 가능한 경고용 
라인마킹 조성

시각 
장애인 
점자 
블록

- 건축물 내로 이어진 점자블록 설치로 
비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의 불편 초래

- 점자블록 설치기준에 맞도록 점자블록 
재설치 및 안내촉지도 설치

놀이 
시설

- 공원 내 유일한 어린이놀이터지만, 일반 
어린이들만 이용가능한 시설로 구성

- 놀이터 내 전면 흙포장으로 휠체어 
진입이 어려움

- 장애인도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이용시설물 도입

- 놀이터 내 일부공간 탄성포장재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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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피크닉
장

- 보행로와 멀리 떨어진 녹지 내 
조성되어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의 
진입이 어려움

- 보행로와 인접한 일부구간 포장재 
변경으로 피크닉장 접근성 확보

- 통합이용시설 도입

보행로

- 보행 진행방향으로 설치된 BF인증기준에 
미달하는 트렌치 덮개

- 트렌치 덮개 일부구간 BF기준에 
적합한 트렌치 덮개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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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공간계획 [ 평화의공원 내 월드컵 광장 ]

•휴게공간과 보행공간을 분리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성 확보

•공원 주출부-화장실 구간 점자블록 설치 및 기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개선

•휴게공간 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통합이용시설물(테이블) 도입

보행로와 구분된 휴게공간 조성 음성안내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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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4X2.14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14X2.14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점자블록 잘못 설치 및 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잘못 설치된 점형 점자블록 교체 및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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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2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5X1.9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15X1.95m

   부채꼴 형태의 장애인화장실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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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3 개선사항 ]

•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 1.65X1.50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변경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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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4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06,2.45X2.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06,2.45X2.5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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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45,000,000 포장 및 시설물 철거

이설공사 1 식 3,000,000 화분 등

포장공사 1 식 430,000,000 데크포장, 탄성포장, 주차장 라인마킹 등

시설물공사 1 식 150,000,000 통합이용시설물, 안전턱, 통합안내시설 등

건축공사 1 식 5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60,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738,000,000

제잡비 221,40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959,400,000

설계용역비 47,682,180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95,940,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1,103,02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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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113,022㎡ (시설면적 : 34,043㎡, 30%)

•주요시설 : 독립마당, 어울쉼터, 전통연못,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순국선열추념탑

•역사성이 강한 공원으로 관광목적 방문객과 근린이용 비율이 7:3 정도로 나타남

•안산자락에 위치하여 공원내부 레벨변화가 심하고 계단이 많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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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공원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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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역사와 자연체험을 위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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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문 및 서대문형무소로 이어지는 역사체험 동선은 적극적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조성

•레벨 및 단차 극복을 위한 경사로 또는 수직 리프트 설치

•장애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역사해설을 위해 인적 서비스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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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사적(史跡) 분포로 대규모 공사가 불가능, 무리한 개선을 지양하며 친화도 제시 및 

인적서비스 지원으로 보완하도록 함

•노후화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교체 및 보도를 가로지르는 트렌치 일부구간 덮개 설치

•장애인 및 외국인 이용을 고려한 통합안내판 설치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공원 
주출부

- 주출부에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 설치 - 볼라드 교체 및 단차 제거

건물 
진입로

- 독립관 진입부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진입이 
어려움

- 계단 일부 철거 후 경사램프 조성

보행로

- 평의자가 보행로 내 설치되어 보행시 
장애요소가 됨

- 보행로 밖으로 포켓공간 조성 후 등의
자 설치

광장

- 입구광장 내 산재한 화분으로 휠체어 
및 시각장애인 보행시 장애요소가 됨

- 입구광장 내 화분 이설로 보행공간 확
보

공원 
접근로

- 외부 접근로에 설치된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 기준에 적합한 점자블록 설치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285

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3X2.4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3X2.4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 적합하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상향 개선된 환경 조성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트렌치커버 교체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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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2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68X127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17X1.95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점자블록 잘못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트렌치커버 교체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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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400,000 　시설물 철거 등

시설물공사 1 식 63,200,000 통합안내시설, 등의자 등　

건축공사 1 식 4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5,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108,600,000 　

제잡비 32,58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141,180,000 　

설계용역비 7,016,646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14,118,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162,3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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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호수공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217,946㎡  (시설면적 : 75,772㎡, 34.7%)

•주요시설 : 소리분수, 미디어벽천, 실개천, 건천, 열린풀밭, 재생정원,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연계 대중교통 미흡으로 차량 없이 원거리 접근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부재함(현재 임시주차장 운영)

•주거밀집지역에 입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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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서울호수공원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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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서울 서부 명소공원으로서 공원 경관성 유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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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성이 높은 공원으로 BF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BF친화도 제시 및 보호자 동행 유도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를 통하여 인적 서비스 제공

•명소공원으로서 외국인,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통합안내시설 설치 ]



04 기본계획

294 기본계획 보고서

나. 주요 개선사항 •연속된 경사의 산책로 및 장애인은 단독이용이 어려운 시설이 산재하여 보호자 

동반이나 인적 서비스 제공 필요

•공원 입구 경사로에 재생정원과 연계한 휠체어 쉼터 조성

•몬드리안정원은 동선이 복잡하므로 BF루트를 표시하여 이용편의성 도모 

•장애인이용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장 확보방안 검토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생태
탐방로

- 장애인 이동에 불편을 주는 트렌치 - 보행로 내 일부구간 트렌치 덮개 교체

보행로

-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음수대 설치 및 단차
-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형태의 음수대로 교체
- 진입부 단차 제거

- 시각장애인 이용이 어려운 안내판
- 양각형 통합안내판으로 교체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병기

- 부설주차장이 없음(현재 임시주차장 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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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45X2.9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45X2.95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 적합하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상향 개선된 환경 조성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 촉지도식 안내판 및 점형블록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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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2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9X2.2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9X2.2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 적합하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상향 개선된 환경 조성

>>외부공간

▶

화장실 출입구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미설치

설치된 점형 점자블록 교체 및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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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1,200,000 포장 및 시설물 철거

포장공사 1 식 19,500,000 단차 제거 등

시설물공사 1 식 63,700,000 　음수대, 통합안내시설 등

건축공사 1 식 4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7,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131,400,000 　

제잡비 39,42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170,820,000 　

설계용역비 8,489,754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17,082,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196,3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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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110,407㎡  (시설면적 : 15,995㎡, 14.5%) 

•주요시설 : 선유교, 수질정화원, 방문자센터, 시간의정원, 환경교실 등

•높은 인지도를 지닌 서울의 대표공원으로 가족나들이와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이용도가 높음

•선유교를 이용한 보행접근은 경사가 심해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동반 없이 이용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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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유도공원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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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공원 본래의 경관체험이 가능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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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정수시설 활용 공원으로 시설 및 경관훼손을 최소화한 무장애 친화계획 수립

•구조물 설치보다는 무장애친화도 제시와 보호자 동반 유도로 무장애 친화공원 실현

•외국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합안내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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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선유교 이용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홈페이지에 제시

•보행로 포장보수 및 트렌치덮개 설치

•장애인전용주차장 위치 조정 및 BF인증기준에 맞도록 재설치

•장애인 이용을 고려한 통합안내시설 설치 및 사인시스템 정비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안내 
시설

- 혼란스럽고 시각장애인 이용이 어려운 
안내시설

- 안내시설 통합 및 외국인, 시각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안내판으로 교체

보행로

- 동선 연계구간의 자연석 포장으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움

- 휠체어 접근 완화를 위해 주변 
포장재와 동일한 포장재로 연계

- 보행로 내 진행방향으로 설치된 
트렌치로 인한 휠체어 보행 방해

- 보행로 내 일부구간 트렌치 덮개 교체

- 한강역사관 진입 경사로 및 계단의 
식별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인 사고 
위험이 높음

- 계단 단차부에 경고용 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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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라인마킹 미비
- 공원 접근을 고려하지 않은 위치 

선정으로 공원 이동이 어려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유도안내시설 
설치

- 주차장-공원 내 진입로 간 높이차이로 
한강역사관 앞 경사구간 발생

- 주차장과 연계되는 진입경사로 설치로 
경사구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원 
내로 진입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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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공간계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 경사로 ]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공원 내로 접근시 광장(경사10%)을 반드시 통과해야하나 광장 

내 개선이 어려우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설 및 전시관까지 새로운 접근로 조성이 필요함

•안전한 이동을 위한 주차장-공원 내 접근로 구간 안전보행로 조성

완만한 경사의 공원 진입로 경사로 내 조성된 휴게공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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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4X2.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4X2.5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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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2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0X1.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7X1.5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트렌치 및 단차 등의 장애요소가 있음
진입부 트렌치커버 교체 및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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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3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9X1.8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9X1.8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자블록 및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마.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3,000,000 포장 및 시설물 철거

포장공사 1 식 29,300,000 마사토 포장, 주차장 라인마킹 등　

시설물공사 1 식 112,500,000 　경사로, 통합안내시설, 계단 안전띠 등

건축공사 1 식 6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7,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211,800,000 　

제잡비 63,54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275,340,000 　

설계용역비 13,684,398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27,534,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316,55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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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1) 공원 개요 및 특성 •면적 : 560,552㎡  (시설면적 : 222,423㎡, 39.6%) 

•주요시설 : 동물나라, 놀이동산, 야외무대, 물놀이장, 생태연못, 교통체험관 등

•어린이가 있는 가족, 유치원 단체견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며,

특히 주말 이용률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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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대공원

   배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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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장애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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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릉지에 조성되어 경사완화가 불가능하므로 보호자 동반 유도 및 인적서비스 제공을 통한 무장애 

친화공간 실현

•시설이 복잡하고 규모가 크므로,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가이드맵(영문, 점자) 제작 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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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사항 •경사로 이동을 위해 보호자 동반 유도 및 경사도 제시

•효율적 시설이용을 위한 통합안내판 설치 및 가이드맵 배포

•무장애놀이터는 포장 개선 및 통합놀이시설 다양화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

구 분 문제점 개선사항

생태
탐방로

- 팔각정 진입 경사로 파손으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움

- 경사로 파손구간 보수

보행로

- 평의자 설치로 노약자 이용이 어려움
- 평의자가 경계석 밖으로 설치되어 

휠체어 접근이 어려움

- 단차 제거 및 포켓쉼터 조성 후 
등의자 설치

- 놀이시설이 단조롭고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모래포장으로 조성

- 통합놀이시설 다양화 및 휠체어 
접근을 위한 포장 교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조성되어 
있으나 식별이 어려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안내시설 
설치 및 라인마킹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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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계획

< Key-map >

[ 화장실-1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25X3.00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25X3.00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 적합하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상향 개선된 환경 조성

>>외부공간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촉지도식 안내판 및 점형블록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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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2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9X1.9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9X1.9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는 맞지 않으나 그에 준하는 시설물을 추가.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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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3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0X2.9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10X2.95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 적합하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상향 개선된 환경조성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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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4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2X2.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35X2.65m

  (부채꼴 형태의 장애인 화장실)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는 맞지 않으나 그에 준하는 시설물을 추가

>>외부공간

▶

점자블록 및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형점자블록 교체 및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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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5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0X2.8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10X2.85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는 맞지 않으나 그에 준하는 시설물을 추가

>>외부공간

▶

점자블록 및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점형점자블록 교체 및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개선 전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광감지식 세정장치,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04 기본계획

322 기본계획 보고서

< Key-map > [ 화장실-6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X2.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15X2.00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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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7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2.10X1.9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10X1.95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는 맞지 않으나 그에 준하는 시설물 추가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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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8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25X1.7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45X1.85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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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9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3.1X1.8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2.60X3.35m

• 다목적화장실 규격에는 맞지 않으나 그에 준하는 시설물 추가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
   (비데, 등받이)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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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10 개선사항 ]

• 남자 장애인화장실 : 1.70X1.35m / 여자 장애인화장실 : 1.70X1.35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 현장여건에 따라 위생기구 및  
설비의 설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교체
   (수직, 상하회전형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비데, 등받이 등)
⑧ 소변기 손잡이 설치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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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map > [ 화장실-11 개선사항 ]

•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 1.8X1.9m

• 다목적화장실에 준하는 내부 위생기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전

>>개선 후

※  현 장 여 건 에  따 라  위 생 기 구  및  

설 비 의  설 치 는  변 경 될  수  있 음 . 

< 세부개선사항 >

① 점형블록 신설 및 설치
② 안내촉지도 설치
③ 유효폭 및 단차 제거
④ 바닥마감 개선
⑤ 대변기 미닫이문 설치
⑥ 대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⑦ 대변기 기타 설비(비데, 등받이 등)
⑧ 소변기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⑨ 세면대 경사거울 설치
⑩ 세면대 수도꼭지 점자표시 설치
⑪ 세면대 손잡이 고무커버패드 설치
⑫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
⑬ 유아용거치대 설치
⑭ 기저귀교환대 설치

⑮ 비상벨 설치(추가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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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략공사비 공종명 수량 단위 금액(원) 주요내용

철거공사 1 식 27,700,000 포장 및 시설물 철거

포장공사 1 식 76,700,000 탄성포장 등　

시설물공사 1 식 363,700,000 　등의자, 안내시설, 경사로 등

건축공사 1 식 300,000,000 화장실 및 건축물 진입부 개선 등　　

기타 1 식 50,000,000 　

직접공사비(순공사비) 818,100,000 　

제잡비 245,430,000 직접공사비의 30%

총공사비 1,063,530,000 　

설계용역비 52,857,441 4.9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VAT 106,353,000 총용역비의 10%

총사업비 1,222,7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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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우선사업대상지 선정

개 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 운영 17개 공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자문회의, 서울시·공원관계자 협의, 

사전평가 및 전문가 현장실사를 반영한 우선사업대상지 후보 선정 및 우선사업순위 부여

우선순위 선정

가. 선정기준

•평가기준 설정 : 다음 4가지 항목에 대하여 5~10점 만점 기준으로 정성적 평가

구 분 평가기준

접근성
- 대중교통 및 보행을 통한 공원 접근성이 좋거나 개선여지가 있는지 검토
- 장애인주차장이 갖추어 있거나 장애인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가능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이용성
- 지역별 장애인 및 노인인구 및 관련시설 분포현황 반영
-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원이용률,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에 가중치 부여

노후도 - 조성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비현황 파악 및 시설노후도 반영 

파급성
-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명도가 높은 공원에 가중치 부여
- 균형성 있는 서울개발을 고려하여 낙후지역과 공원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 표 12. 우선사업대상지 평가기준 ]

나. 사전평가

연번 공원명
접근성

(5)
이용성
(10)

노후도
(5)

파급성
(5)

총점
(25)

종합평가

1 서울숲 5 8 3 3 19 B+

2 응봉공원 3 5 4 4 15 C

3 천호공원 3 10 3 3 20 A+

4 시민의숲 5 5 4 4 18 B

5 길동생태공원 3 6 4 4 16 B

6 남산공원 3 7 3 3 17 B

7 훈련원공원 5 3 3 3 13 C

8 용산공원 4 6 4 4 16 B

9 중랑캠핑숲 4 5 1 1 14 C

10 간데메공원 1 6 3 3 13 C

11 서울창포원 5 6 2 2 17 B

12 북서울꿈의숲 4 9 1 1 19 A

13 월드컵공원 5 10 3 3 23 A+

14 독립공원 5 5 4 4 18 B

15 서서울호수공원 2 8 1 1 15 C

16 선유도공원 2 9 3 3 18 B

17 어린이대공원 5 8 2 2 19 B+

[ 표 13. 우선사업대상지 사전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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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평가 결과 •평가기준 설정 : 다음 4가지 항목에 대하여 5~10점 만점 기준으로 정성적 평가

[ 그림 37. 우선사업대상지 분포 및 순위 ] 

구 분 평가기준

1순위 월드컵공원, 천호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2순위 시민의숲, 독립공원, 선유도공원, 남산공원, 서울창포원

3순위
길동생태공원, 용산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훈련원공원

[ 표 14. 우선사업대상지 우선순위 평가 결과 ]

라. 현장실사 결과 •실사개요

 - 실 사 장 소 :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선유도

 - 실 사 일 정 : 2015년 2월 27일, 29일 2일간

공원명 공원특성

북서울꿈의숲

∙ 공원 진입부 반경 1km내 강북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및 강북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시설 입지

∙ 공원 내 문화시설이 산재하고 공원이용률이 높음
∙ 2009년 준공으로 시설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됨 
∙ 경사지로 무장애 친화공원 적용이 불리함

서울숲

∙ 서울숲역(분당선) 및 뚝섬역(2호선)이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이용률이 높음
∙ 평지형으로 무장애친화공원 적용이 유리함
∙ 공원 내부는 자연에 가까운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장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무장애계획 적용 시 한계를 지님 

[ 표 15. 현장실사 결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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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공원특성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 장애인차량 주차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음
∙ 서울의 명소공원으로 주거단지와 인접하여 이용률이 높음
∙ 평지형으로 무장애친화공원 적용이 유리함
∙ 공원 주변으로 마포장애인복지과, 마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협회 

마포지구회 등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 산재

선유도공원

∙ 공원 내 장애인차량만 주차 가능(차량 진출입부 가감속차로가 없어 위험)
∙ 보도 및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 기존 정수장 구조물 활용으로 장애인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이 제한적임
  (편의시설 설치로 경관 훼손이 우려되며, 비장애인의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음)

[ 표 16. 현장실사 결과-2 ]

마. 설문조사 결과 [ 온라인 설문결과 ]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총 2,865명) 응답자 중 월드컵공원 이용률이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휴게시설에 대한 불편이 21%로 가장 높으며, 교통약자를 위하여 산책로에 대한 

개선요구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무장애 친화공원에 조성 후 방문여부에 대한 설문이 63.1%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오프라인 설문결과 ]

•설문결과 월드컵공원이 교통약자의 이용비율이 54%로 가장 높으며, 천호공원, 

서서울호수공원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용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곳으로 노약자는 휴게시설과 산책로를, 장애인과 

일반인은 산책로 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차별 계획 수립시 이용도가 가장 높은 월드컵 공원, 천호공원, 서서울호수공원을 

 우선 적용

▶ 산책로 및 휴게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계획시 우선 반영하도록 함

바. 평가 종합 무장애친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공원 이용률이 높으며, 공원 

주변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많은 평화의 공원이 무장애친화공원 조성 우선사업 

대상지로 적합함

[ 그림 38. 평화의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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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차별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전 평가한 공원별 우선사업순위 결과를 토대로 한 연차별 사업계획

•기존 공원의 기능성과 경관 유지를 위해 무장애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만 우선 

 적용한 계획으로 현장상황과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연차 공원명 사업내용 총 사업비(백만원)
 

1차

월드컵(평화의공원) 통합안내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놀이터 통합이용시설물 등 1,103

천호공원 양각안내판, 수경전망공간, 트렌치 덮개, 접근로 점자블록 교체 등 228

북서울꿈의숲 통합안내판, 포켓쉼터, 포장재 교체, 화장실 시설 개선 등 735

서울숲 통합안내판, 주차장진입램프, 관찰데크, 피크닉장, 무장애 놀이터 등 1,366

어린이대공원 통합안내판, 포장재 교체, 주차장 라인마킹, 화장실 시설 개선 등 1,223

소 계 - 4,655

2차

시민의숲 포장재 교체, 통합안내판, 단차 제거, 화장실 시설 개선 등 1,783

월드컵(하늘·노을·난지천)
통합안내판 , 안전턱, 음수대 교체, 램프, 화장실 시설 개선 

등(제안사항 제외)
593

독립공원 통합안내판, 단차 제거, 화장실 시설 개선 등 162

선유도공원 통합안내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트렌치 덮개, 화장실 시설 개선 등 316

남산 
공원

N서울타워 통합안내판, 음수대, 단차 제거, 화장실 시설 개선 등 343

야외식물원 통합안내판, 장애인주차장, 목교, 데크램프, 포장 교체 등 342

장충단공원 통합안내판, 트렌치 덮개, 화장실 시설 개선 등 106

서울창포원 통합안내판, 목교, 데크램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라인마킹 등 337

소 계 - 3,982

3차

길동생태공원 드롭 존, 입구광장, 데크 램프, 생태관찰대, 화장실 시설 개선 등 553

용산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포켓쉼터 , 통합안내판, 휴게공간 조성 등 172

서서울호수공원 통합안내판  포켓쉼터, 트렌치 덮개 설치, 화장실 시설 개선 등 196

응봉공원 도로 해빙설비, 운동시설,  핸드레일, 산책로 포장 교체 등 1,140

중랑캠핑숲 통합안내판, 데크 램프, 단차 제거, 음수대 교체, 화장실 시설 개선 등 453

간데메공원 양각안내판, 트렌치 덮개, 단차 제거, 목교 교체 등 189

훈련원공원 양각 안내판, 보행로 라인마킹, 휴게시설 이설 등 255

소 계 - 2,958
 

[ 표 17. 연차별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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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관리 및 운영계획

기본방향 무장애 친화공원의 이용활성화와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무장애 친화공원 이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과 함께 인적서비스 지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 공원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장애 친화공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방문목적에 따라 공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한다.

•다양한 불편을 지닌 이용객을 고려하여 BF친화도 제시로 쉽게 공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BF Zone 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을 

제시한다.  

•BF Zone 보행로의 경사도와 인적서비스 지원여부를 표시하여 보호자 동행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 물리적 무장애화가 어려운 부분을 인적서비스를 통하여 보완한다.

•무장애화가 어려운 지역은 공익근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이용을 돕도록 한다.

•인적서비스 수행 대상은 반드시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정기적 응대교육 실시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 장애인의 사회성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함께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서안정과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무장애친화공원

이용자 가이드라인

이용객들이 무장애 친화공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의 이용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첫째 
사전검색을 통해 공원 시설을 파악한다.

>>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하는 공원을 선택하고 보호자 동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둘째 
어떤 접근방법과 경로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 접근교통수단을 선택하고 어느 경로로 공원에 갈 것인지 사전에 파악한다. 

셋째 
공원이용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는다.

>> 가이드센터를 들려 가이드맵과 보호장구, 인적서비스 등을 지원받을지 결정한다.

넷째 
이용에 필수적인 공간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다.

>> 화장실, 매점, 휴게소 등 편의시설과 가고자 하는 목적공간의 위치를 파악한다.

다섯째 
목적공간을 이용한다.

>> 이용도가 높은 공간의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우선 배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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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원운영 사례

1) 미국

가. 버클리시(캘리포니아)

버클리시의 레크레이션·워터프론트 부서(Parks, Recreation and Waterfront)에서 

운영하는 공원의 모든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1),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계획해 놓도록 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Therapeutic Recreation)

가.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공원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임스 케니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연령대와 같은 신청자들과 그룹을 이뤄 사회성 및 물리적 행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BORP(Bay Area Outreach & Recreation Program)

가.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로 통합시키고, 피트니스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로 일 년 내내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제공한다.

나.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필요인력을 운영한다.

모험 및 소풍 프로그램(A&O)중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그룹 모험 여행

[ 그림 39. BORP 운영 프로그램 사례 ](※http://www.borp.org/programs/ 참조 )

나. 국립공원서비스
•미국 국립공원 사이트에서는 각 공원별로 ‘Accessibility’ 항목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공원시설 및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옐로스톤국립공원의 

Accessibility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얼음호수캠핑장은 장애인 및 6세미만 어린이, 노인을 위한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약 50마일의 

휠체어 코스를 제공한다.

나. 이동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및 특수 스쿠터를 제공하고 있다.

다. 신문(옐로스톤투데이)을 통해 공원일정을 공지하고, 휠체어 이용 가능한 산책로를 표시하고 

길가를 따라 안내 및 해설판을 설치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Yellowstone National Park Grand Teton National Park Glacier National Park

[ 그림 40. 미국 국립공원 Accessibility 사례 ](※ http://www.nps.gov/index.htm  참조 )

1)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접근성 조사와 전략방안(2013,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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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캠핑 및 
사막투어 체험)

•호주에는 많은 수의 카라반(Caravan) 공원이나 캠핑 지역들이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숙박시설 및 사우나, 화장실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호주 엘리스 스프링의 사막공원은 장애인의 사막 체험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주차시설, 피크닉 장소, 화장실, 카페, 전시장 및 극장 등 모든 시설은 장애인 이용이 

가능하고, 촉각을 이용해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도우미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장애인 숙박시설 제공 정보 포털
(http://www.wollongong.nsw.gov.au/)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카라반 비치

[ 그림 41. 호주의 장애인 캠핑 지원 사례 ]

장애인지원 프로그램

1)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기존 공원들의 장애인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걷기대회, 생태체험 등으로 

획일화 되어 있어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해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통합 이용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축구(Easter Seals Florida,봉사단체) 생태관광·학습 프로젝트(한국, 덕유산)

[ 그림 42.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사례 ]

2) 편의장비 대여 •노약자 및 유아 동반객을 위하여 휠체어, 유모차 대여소 운영하고, 공원 관리용 

전기차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음성안내시스템이 갖춰진 경우,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휴대용 음성안내기를 

대여한다.

3) 가이드맵 배포 •광역형 및 테마형 공원은 가이드센터를 통해 공원이용 가이드맵을 배포하며,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버전의 가이드맵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서 및 휴대용 촉지도도 함께 비치한다.

•가이드맵은 BF Zone 영역과 함께 장애인이 이용동선 및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행로의 경사도와 마감상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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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웍스 파크 가이드맵(미국) 린쿠공원 배리어프리 맵(일본)

휴대용 촉지도를 이용한 공원시설 이용(Tac map, 영국)

[ 그림 43. 가이드맵 예시 ]

4) 인적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자 동행)

보호자의 동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원 이용에 필요한 장비 및 인적서비스의 

지원 및 운영을 권장한다. 서울시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고용을 원하는 노년층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가.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의 목표 및 주요업무 등을 기획하고 운영 및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수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자 활동·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2009, 안인자) 참조

[ 그림 44. 자원봉사자 관리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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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의 목적과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모집하고 싶은지 충분히 이해가 

이루어지고, 업무분장과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계획이 결정된 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시 제시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2)

가.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사항들

나. 자원봉사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시간 및 교육 내용

다. 자원봉사자의 자격 조건

라. 제공될 수 있는 인센티브(교통비 및 식비 제공, 행사 초대, 무료 강좌 등)

라. 주요 교육내용 •모집된 자원봉사자 및 공익근무요원 등 동행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의 

개념 및 목적, 서비스 이용 대상인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 철학

나. 자원봉사의 개념 및 특성 이해

다. 자원봉사의 필요성 및 자세

라. 노약자, 장애인의 특성 이해 및 장애유형별 응대 에티켓

만났을 때

∙ 도움주기 지나친 친절과 배려는 오히려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므로 비장애인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본다.

∙ 명칭사용 장애인 /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반인이나 정상인이란 표현은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시각

장애인

∙ 인사하기 반드시 악수를 하며 자기소개를 말로 하도록 한다.

∙ 길안내 ‘여기’, ‘저기’ 등의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함께 걷기 흰지팡이의 반대편에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는다.

∙ 앉게하기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지체

장애인

∙ 대화하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의자에 앉아 마주보며 이야기 한다.

∙ 넘어졌을 때 우선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팔을 내밀어 잡고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좋다.

∙ 턱넘기 휠체어를 뒤로 뉘어 앞바퀴가 들린 상태로 턱을 오르내리며, 장애인이 휠체어 등받

이에 등을 기댄 상태로 이동시킨다.

∙ 계단 이동 다른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내려올 때는 앞에서, 올라

갈 때는 뒤에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휠체어는 사고대비를 위하여 계단 난간 쪽에 붙어 
이동시키고, 앞바퀴가 들려 장애인이 뒤로 기댄 상태로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내린다.

∙ 경사로 이동 앞바퀴가 높은 위치에 있어 장애인이 뒤로 기댄 상태로 천천히 오르내리며, 

경사로의 폭이 넓은 경우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 문출입 앞뒤로 열리는 문 혹은 미닫이식 자동문을 통과할 때에는 문 가까이에 휠체어를 정지

시킨 다음, 앞으로 가서 미리 문을 열어 둔 후 통과할 때까지 문을 잡고 있는다.

청각

장애인

∙ 대화하기 청각장애인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므로 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

도록 유의한다. 입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써서 소통하도록 한다.

∙ 약속하기 시간, 장소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향을 알려준 즉시 다시 물어봐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지적

장애인

∙ 대화하기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 약속하기 시간, 장소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향을 알려준 즉시 다시 물어봐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 표 18. 장애인 응대 에티켓 교육내용 예시 ]

※ 보건복지부 교육자료 참조(2013.4)

2)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자 활동·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2009, 안인자)



05 사업추진계획

340 기본계획 보고서

5.4 향후 과제

통합 공원이용정보

시스템 구축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갱신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공원홈페이지를 통하여

무장애 친화공원에 관한 통합 공원이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국가·지자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통합 이용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호주] 환경 ․ 유산청 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www.environment.nsw.gov.au)

가.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캠핑장, 트랙, 피크닉장소, 전망대, 방문자센터 등 시설목록 제공

나. 각 공원별로 휠체어사용자의 어려운 정도를, ‘쉬움-중간-어려움’으로 표현하여 공원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함

   - 쉬움 : 거친 지형, 계단, 급한 경사로 없이 가벼운 램프나 데크 산책로로 구성

   - 중간 : 비포장 산책로로 사소한 어려움이 있으나, 도움 없이 혼자서 이용 가능

   - 어려움 : 가파른 경사 또는 돌, 나무뿌리와 같이 거친 표면을 이동하며, 도움이 필요함

 [미국] 캘리포니아 샌머테이오 공원부 홈페이지 (http://parks.smcgov.org/)

가. 홈페이지를 통해 샌머테이오 소재 공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

나. 공원 내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뿐 아니라 주차장에서의 거리, 장애인 전용도로

설치여부, 휠체어용 테이블 설치여부, 화장실까지의 거리 등 상세한 이용정보 제공

휠체어 이용 가능한 공원 안내(호주) 장애인 이용가능시설 안내(미국)

[ 그림 45. 홈페이지를 통한 공원정보 제공 사례 ]

공원이용 앱 개발 •서울시 공원정보를 담은 앱 개발로 개인 스마트기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GPS를 이용한 음성 내비게이션 개발은 특히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 Forest Park 공원안내 앱

[ 그림 46. 공원이용 앱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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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문조사지

본 설문은 서울의 공원을 누구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것으로서 설문과 관련한 내용과 정보는 설문목적 이외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문 결과는 향후 사업추진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되며,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의 가장 해당되는 번호란에 표기(◯ 또는 √) 하거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장애 친화공원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모두가 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의 장애요소를 최소화한 공원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30대  ③ 40~50대  ④ 6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서울시            구/ 경기도           시) 

4. 본 조사는 공원의 장애요소를 최소화 하여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동하시는데 불편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① 노약자     ② 임산부  ③ 영유아 동반(유모차 이용 등) 

④ 장애인(지체장애(  ), 시각장애(  ), 기타(             ))

⑤ 기타 불편이 있다.(                                   )

⑥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오프라인용> 

공원이용과 관련한 설문

※  이용 공원 명칭  (                  )  ············································· 면접원 작성

5. 귀하께서는 본 공원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1주일에 2번 이상  ② 1주일에 1번 정도   ③ 1개월에 1~2번   ④ 2~3개월에 1번 정도

  ⑤ 1년에 1~2번     ⑥ 기타(                          )

6. 공원에 오실 때는 주로 어떻게 오십니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① 걸어서 온다.  ② 버스나 지하철 이용  ③ 자가용이나 택시 이용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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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공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에 오면 주로 무엇을 합니까?)

  ① 운동 또는 산책 목적  

  ② 특정한 목적으로(행사나 프로그램에 참가)

  ③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④ 자연을 느끼기 위해  

  ⑤ 자녀의 놀이와 학습을 위해 

  ⑥ 기타(                                           )

8. 본 공원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공원에 진입하는 길  ② 공원의 산책로(계단, 경사도, 포장상태 등)  ③ 화장실

  ④ 주차장  ⑤ 안내시설  ⑥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등)  ⑦ 운동시설   ⑧ 놀이시설

  ⑨ 기타(                                           )

9. 10번에서 표시해 주신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주세요. 

                                                                                    

10. 본 공원을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입장에서 개선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공원에 진입하는 길, 공원안의 산책로, 턱낮춤 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② 화장실, 주차장, 매점 등 충분한 편익시설

   ③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휴게시설, 운동시설, 놀이시설)

   ④ 충분한 유도 및 안내시설(안내판, 유도표지 등)과 안전시설(비상벨 등)

   ⑤ 생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나무, 꽃, 생태연못 등)

   ⑥ 기타(                                                 )

11. 본 공원을 무장애 친화공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모두가 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의 장애요소를 최소화한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향후 공원 이용 빈도는 어떻게 변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①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② 이전보다 자주 이용  ③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관련 문의 : ㈜유신 코퍼레이션(T.6202-0778)/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T.213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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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용>

공원이용과 관련한 설문

 ① 서울숲 공원별 위치
 ② 응봉공원
 ③ 천호공원
 ④ 시민의 숲
 ⑤ 길동생태공원
 ⑥ 남산공원
 ⑦ 훈련원공원
 ⑧ 용산공원
 ⑨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서울창포원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독립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선유도공원
  어린이대공원

5. 지도에 표시 된 곳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 직영공원들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잘 이용하는 
곳(비교적 많이 가본 곳)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                                             )

6. 귀하께서는 평소에 공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1주일에 2번 이상  ② 1주일에 1번 정도   ③ 1개월에 1~2번   ④ 2~3개월에 1번 정도

 ⑤ 1년에 1~2번      ⑥ 기타(                          )

7. 공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공원에 오면 주로 무엇을 합니까?)
  ① 운동 또는 산책 목적                ② 특정한 목적으로(행사나 프로그램에 참가)
  ③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④ 자연을 느끼기 위해  
  ⑤ 자녀의 놀이와 학습을 위해          ⑥ 기타(                               )

8. 평소에 공원을 이용하시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시설은 무엇입니까?
  ① 공원에 진입하는 길  ② 공원의 산책로(계단, 경사도, 포장상태 등)  ③ 화장실    ④ 주차장  ⑤ 안내시설
  ⑥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등)  ⑦ 운동시설   ⑧ 놀이시설   ⑨ 기타(            )

9. 공원을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입장에서 개선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원에 진입하는 길, 공원안의 산책로, 턱낮춤 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② 화장실, 주차장, 매점 등 충분한 편익시설
   ③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휴게시설, 운동시설, 놀이시설)
   ④ 충분한 유도 및 안내시설(안내판, 유도표지 등)과 안전시설(비상벨 등)
   ⑤ 생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나무, 꽃, 생태연못 등)
   ⑥ 기타(                                                 )

10. 귀하께서는 공원이 무장애 친화공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모두가 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의 장애요소를 최소화한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공원 이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①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② 이전보다 자주 이용  ③ 이전보다 매우자주 이용   

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01설문조사 결과

348  보고서 부록

1.2 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사전 설문조사 실시

∙ 조사장소 : 서울특별시 직영공원 17개소 내부(남산공원-3개소 분할조사)

 ① 서울숲
 ② 응봉공원
 ③ 천호공원
 ④ 양재시민의숲
 ⑤ 길동생태공원
 ⑥ 남산공원

남산야외식물원
남산케이블카
장충단공원

 ⑦ 훈련원공원
 ⑧ 용산가족공원
 ⑨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서울창포원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서대문독립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선유도공원
  어린이대공원

∙ 조사일자 : ‵15. 01. 24 ~ 01. 27

조사일자 장소 부수(부) 비고 장소 부수(부) 비고

2015.01.24(토)
양재시민의숲 50 서대문독립공원 30

길동생태공원 30 월드컵공원 50

2015.01.25(일)

천호공원 30 선유도공원 50

어린이대공원 50 서서울호수공원 30

서울숲 50

2015.01.26.(월)

장충단공원 30 북서울꿈의숲 50

응봉공원 30 서울창포원 30

남산야외식물원 30

2015.01.27(화)

훈련원공원 30 중랑캠핑숲 30

남산케이블카 30 용산가족공원 30

간데메공원 30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직영공원 17개소(남산공원-3개소 분할조사)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 조사형식 :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항목에 대해 정확한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함

∙ 조사항목 : 설문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4문항과 공원이용과 관련된 사항 8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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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성수1가1동 685) 

∙ 면 적 : 1,156,498㎡

∙ 개 원 : 2005. 6. 18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0 0%

20~30대 15 30%

40~50대 30 60%

60대 이상 5 10%

∙ 서울숲을 방문한 설문응답자는 40~50대가 60%로 장년층이 주 이용객으로 나타남

∙ 20~30대 30%, 60대 이상 10% 순으로 설문에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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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16 32%

여성 34 68%

∙ 서울숲을 방문한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 남성 = 68% : 32%로 여성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약 2배 많이 설문에 응답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강남구 1 2% 양천구 2 4%

강동구 1 2% 용산구 1 2%

관악구 3 6% 은평구 2 4%

광진구 2 4%

도봉구 3 6% 남양주시 3 6%

동대문구 2 4% 성남시 4 8%

동작구 1 2% 수원시 2 4%

서대문구 1 2% 시흥시 1 2%

성동구 9 18% 안산시 1 2%

성북구 2 4% 의정부시 2 4%

송파구 5 10% 기타지역 2 4%

서울시 35 70% 경기도 및 기타 15 30%

∙ 서울숲이 위치한 성동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송파구 10%, 성남시 8%, 관악구, 도봉구, 남양주시 각각 6%,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수원시, 

의정부시, 기타지역 각각 4%,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서대문구, 용산구, 시흥시, 안산시 각각 2% 순으로 거주 

지역이 조사되어, 비교적 큰 규모의 서울숲은 다양한 거주지의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70%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0%는 경기도와 이외 지역(인천)에서 방문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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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4 8%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0 0%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0 0%

신체적 불편 0 0%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46 92%

∙ 이동시 불편여부 항목은 설문응답자 대부분인 92%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로 응답함

∙ 전체 50부 중 이동에 불편이 없는 응답자 92%를 제외한 노약자가 8%로 조사됨

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6 12%

1주일 1번 13 26%

1개월 1~2번 6 12%

2~3개월 1번 4 8%

1년 1~2번 18 36%

처음이용 3 6%

∙ 설문응답자의 서울숲 이용 빈도는 1년에 1~2번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이나 행사의 참가를 위한 단기적 

이용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주일에 1번 26%, 1주일 2번 이상 12%, 1개월 1~2번 12%, 2~3개월 1번 4%, 처음이용 6% 순으로 나타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13 26%

버스, 지하철 31 62%

자가용, 택시 6 12%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서울숲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버스·지하철이 62%로 서울숲이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어 많은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숲에 접근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도보 26%, 자가용·택시 12% 순으로 공원접근 방법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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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16 32%

행사•프로그램 참가 18 36%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0 0%

자연을 느끼기 위해 4 8%

자녀의 놀이와 학습 9 18%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3 6%

∙ 서울숲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행사·프로그램 참가 3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서울숲의 운영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한 

이유로 판단됨

∙ 운동 또는 산책이 32%로 두 번째로 많은 이용목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놀이와 학습 18%, 자연을 느끼기 위해 

8%, 기타 목적 6% 순으로 이용목적이 나타남

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3 6%

공원의 산책로 8 16%

화장실 2 4%

주차장 10 20%

안내시설 7 14%

휴게시설 1 2%

운동시설 2 4%

놀이시설 3 6%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0 0%

문제없음 14 28%

∙ 설문응답자 28%가 공원 이용에 문제없음을 응답해 이용객들이 대체로 공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원 이용시 불편사항으로 주차장이 2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냄

∙ 이외의 문제점은 공원의 산책로 16%, 안내시설 14%, 공원 진입, 놀이시설 각각 6%, 화장실, 운동시설 각각 4%, 

휴게시설 2%의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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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시설 부족 2 4%

주차공간 부족, 대기시간 지연 9 18%

주차장과의 거리 1 2%

공원의 진입로 불편 1 2%

휴게시설 부족 1 2%

비포장으로 인한 진흙 및 미끄러짐 5 10%

화장실 부족 2 4%

안내시설 부족 7 14%

포장시설 정비 2 4%

놀이시설 부족 2 4%

문제없음 14 28%

무응답 4 8%

∙ 서울숲 이용시 구체적 문제 사항은 문제없음 28%와 무응답 8%를 제외하고, 주차장 관련 문제 사항이 주차공간 부족 

18%, 주차장과의 거리 2%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비포장으로 인한 진흙 및 미끄러짐 10%, 포장시설 정비 4%로 산책로 관련 문제와 안내시설 부족 14%, 화장실 

부족, 운동시설 부족, 놀이시설 부족 각각 4%, 공원 진입로 불편, 휴게시설 부족 각각 2% 순으로 조사됨

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5 30%

충분한 편익시설 8 16%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5 1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9 18%

생태적 요소 4 8%

기타 0 0%

문제없음 9 18%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30%로 진입로, 산책로, 턱 낮춤 등이 

우선개선사항으로 조사됨

∙ 문제없음 18%, 안내판, 유도표지판, 비상벨 등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18%, 충분한 편익시설 16%,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10%, 나무, 꽃, 생태연못 등의 생태적 요소 8%의 순으로 우선 개선사항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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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17 34%

이전보다 자주 이용 32 64%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1 2%

∙ 서울숲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관한 항목으로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64%,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2%로 설문응답자의 향후 공원 이용 여부는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남

∙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은 34%로 조사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자연 그대로가 더 좋다고 생각.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2. 주차공간을 확보와 주차비를 최소화 하여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3. 각 시설마다 목적과 이용방법 등을 설명게시판이 있으면 일반인들도 이해가 쉬울 것.

3) 설문분석종합

■ 서울숲

∙ 서울숲 이용객 중 설문응답자는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7:3 정도로 

많았으며, 비교적 큰 공원인 서울숲에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 다양하게 거주하며 이동에 큰 불편이 

없는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객들은 행사나 프로그램 참가 목적의 이용객들이 과반수이상 52%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부터 1년에 1~2번 이용하는 단기적 이용객까지 다양하게 서울숲을 

이용하고 있음

∙ 서울숲으로의 접근 방법은 버스 지하철을 대부분 이용하며, 자가용 및 택시와 도보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설문응답자들은 현재 공원 이용시 불편·부족한 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며, 

불편사항으로 주차장 거리 및 주차공간 부족에 관한 주차장 불편사항, 산책로 포장이 불편하다는 

동선에 관련된 사항, 안내시설의 부족에 대한 사항이 문제점으로 조사됨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문제점으로 조사된 이동 동선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공원이용 여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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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공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72-1 일대(옥수동, 중구신당동, 용산구 한남동)

∙ 면 적 : 80,309㎡

∙ 개 원 : 2003. 2. 21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0 0%

20~30대 0 0%

40~50대 24 80%

60대 이상 6 20%

∙ 응봉공원을 방문한 응답자의 연령대는 40~50대가 80%로 장년층이 대부분 이용함

∙ 나머지 20%는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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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6 20%

여성 24 80%

∙ 응봉공원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 남성 = 80% : 20%로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교적 설문에 많이 

응답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성동구 30 100%

∙ 응봉공원이 위치한 성동구 거주자가 100%로 설문조사에 참여함

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0 0%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0 0%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0 0%

신체적 불편 6 20%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24 80%

∙ 설문응답자 중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가 80%로 대부분을 차지

∙ 전체 30부 중 이동에 불편이 없는 응답자 24명을 제외한 6명, 20%가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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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30 100%

1주일 1번 0 0%

1개월 1~2번 0 0%

2~3개월 1번 0 0%

1년 1~2번 0 0%

처음이용 0 0%

∙ 설문응답자의 공원이용 빈도는 1주일 2번 이상이 100%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30 100%

버스, 지하철 0 0%

자가용, 택시 0 0%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응봉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도보이용 100%로 설문응답자의 전체가 도보로 공원에 접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30 100%

행사•프로그램 참가 0 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0 0%

자연을 느끼기 위해 0 0%

자녀의 놀이와 학습 0 0%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0 0%

∙ 응봉공원의 이용 목적은 설문응답자 모두가 운동 또는 산책 100%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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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0 0%

공원의 산책로 6 20%

화장실 0 0%

주차장 0 0%

안내시설 0 0%

휴게시설 0 0%

운동시설 12 40%

놀이시설 0 0%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6 20%

문제없음 6 20%

∙ 설문응답자의 40%가 운동시설에 관해 문제점으로 응답함

∙ 공원의 산책로,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문제없음이 각각 20%로 나타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청소 및 관리문제 6 20%

휴게시설 부족 6 20%

급한 경사도와 계단 6 20%

문제없음 6 20%

무응답 6 20%

∙ 응봉공원의 구체적 문제 사항은 청소 및 관리문제, 휴게시설 부족, 급한 경사도와 계단, 문제없음과 무응답이 각각 

20%로 다양하게 문제점이 조사됨

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24 80%

충분한 편익시설 0 0%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0 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0 0%

생태적 요소 0 0%

기타 0 0%

문제없음 6 20%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항목이 8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냄

∙ 문제없음의 응답이 나머지 20%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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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18 60%

이전보다 자주 이용 12 40%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0 0%

∙ 응봉공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관한 항목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60%,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40% 순으로 나타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 의견없음

3) 설문분석종합

■ 응봉공원

∙ 응봉공원은 장년층의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이용함

∙ 공원 이용객들은 응봉공원이 위치한 성동구 지역에 거주하여 도보로 접근하고, 대부분 이동에 

불편이 없는 지역주민이 운동 또는 산책을 목적으로 1주일에 2번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 시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은 주 이용객이 운동을 목적으로 운동시설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산책로, 청소 및 관리, 휴게시설에 관한 불편사항도 나타남

∙ 산지형 근린공원인 응봉공원의 특성으로 경사와 계단이 많아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 

사항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항목이 선택된 것으로 판단됨

∙ 설문응답자들은 기존에 공원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주민으로 향후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이용 

여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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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공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02(천호동360번지)

∙ 면 적 : 26,696.80㎥

∙ 개 원 : 1998. 6. 20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0 0%

20~30대 2 7%

40~50대 7 23%

60대 이상 21 70%

∙ 천호공원 이용객 중 설문응답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70%로 노년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40~50대 23%, 20~30대 7% 순으로 장년층 이상이 천호공원의 주 이용객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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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23 77%

여성 7 23%

∙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 여성 = 77% : 23%로 남성이용자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강동구 30 100%

∙ 설문응답자의 거주지는 천호공원이 위치한 강동구 100%로 설문에 응답함

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9 30%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1 3%

지체장애 3 1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0 0%

신체적 불편 0 0%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17 57%

∙ 설문응답자의 57%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로 가장 많이 응답함

∙ 노년층 이용객이 많아 노약자가 30%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 지체장애 10%, 영유아동반 3%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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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24 80%

1주일 1번 2 7%

1개월 1~2번 4 13%

2~3개월 1번 0 0%

1년 1~2번 0 0%

처음이용 0 0%

∙ 설문응답자의 천호공원 이용 빈도는 1주일 2번 이상이 80%로 높은 이용율이 나타남

∙ 1개월 1~2번 13%, 1주일에 1번 7% 순으로 공원이용 빈도가 나타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27 90%

버스, 지하철 2 7%

자가용, 택시 1 3%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천호공원 접근 방법은 도보가 90%로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에 거주하는 설문응답자들이 대부분 도보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수단을 통한 접근 방법은 버스, 지하철 7%, 자가용, 택시 3%로 비교적 적은 응답이 나타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21 70%

행사 · 프로그램 참가 0 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8 27%

자연을 느끼기 위해 0 0%

자녀의 놀이와 학습 1 3%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0 0%

∙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천호공원 이용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 7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27%로 노년층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자녀의 놀이와 학습 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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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0 0%

공원의 산책로 9 30%

화장실 2 7%

주차장 0 0%

안내시설 0 0%

휴게시설 8 27%

운동시설 0 0%

놀이시설 0 0%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1 3%

문제없음 10 33%

∙ 천호공원 설문응답자의 33%가 불편사항 및 부족한 점이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함

∙ 공원의 산책로 30%, 휴게시설 27%, 화장실 7%, 기타 3% 순으로 불편사항이 조사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청소 및 관리문제 2 7%

휠체어, 유모차 이동에 불편한 포장 1 3%

화장실 부족 3 10%

노숙자 관리단속 2 7%

자전거길과 보행길의 구분 7 23%

눈·비를 피할 장소 3 10%

노후화된 시설의 수리 및 정비 1 3%

공원이용객이 너무 많음 1 3%

문제없음 10 33%

∙ 구체적 문제 사항 항목은 문제없음 33%, 자전거길과 보행길의 구분 23%, 화장실 부족, 눈‧비를 피할 장소 각각 10%, 

청소 및 관리문제, 노숙자 관리단속이 각각 7%, 이동에 불편한 포장, 노후화된 시설 수리 및 정비, 공원이용객이 너무 

많음이 각각 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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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5 17%

충분한 편익시설 3 10%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7 23%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0 0%

생태적 요소 0 0%

기타(기존시설관리) 1 3%

문제없음 14 47%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문제없음 47%를 제외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2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7%, 충분한 편익시설 10%, 기타사항으로 기존시설관리 3% 순으로 우선 개선사항이 

나타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3 10%

이전보다 자주 이용 26 87%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1 3%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항목은 이전보다 자주 이용 87%,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3%로 공원 이용에 대다수가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냄

∙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은 3%로 나타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음주, 도박 단속.

2. 강아지들이 사람을 불편하게 함.

3. 흡연자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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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분석종합

■ 천호공원

∙ 천호공원 이용객 중 설문응답자들은 대부분 노년층의 남성으로 천호공원이 위치한 강동구에서 

도보로 공원에 진입가능 한 지역주민들인 것으로 나타남

∙ 이동에 불편함이 없지만 노년층의 노약자들이 다수이고, 천호공원 이용을 1주일에 2번 이상 

방문하여 운동과 산책, 사람들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이용

∙ 설문응답자 1/3인 33%는 현재 공원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원의 산책로에 관련된 포장 

및 보행구분이 이용시 가장 많은 불편함을 나타냈고, 공원관리에 관한 청소상태, 노숙자 및 이용객 

단속 등의 문제, 공원내부 시설에 관한 문제가 나타남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개선사항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이 우선개선사항으로 

가장 많은 응답 보였고, 설문응답자 중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불편한 포장을 우선개선사항으로 

응답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향후 공원이용 여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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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시민의숲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99(양재동236)

∙ 면 적 : 80,6831㎡

∙ 개 원 : 1983. 07. 06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0 0%

20~30대 8 16%

40~50대 20 40%

60대 이상 22 44%

∙ 양재시민의숲을 방문한 응답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 44%, 40~50대 40%로 40대 이상 장‧노년층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30대는 16%로 설문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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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29 58%

여성 21 42%

∙ 이용객의 성별은 남성 : 여성 = 58% : 42%로 남성이 여성보다 설문에 비교적 많이 응답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강남구 21 42%

관악구 2 4%

동작구 1 2%

서초구 24 48%

종로구 2 4%

∙ 이용객의 거주 지역은 양재시민의숲이 위치한 서초구 48%로 가장 많으며 서초구와 접해있는 강남구가 42%로 인근 

거주자들이 대부분 공원을 이용함

∙ 관악구 4%, 종로구 4%, 동작구 2% 순으로 조사됨

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12 25%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2 4%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1 2%

신체적 불편 2 4%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33 65%

∙ 설문응답자의 65%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용연령층이 높은 만큼 노약자가 25%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영유아동반(유모차) 4%, 신체적 불편 

4%. 기타장애 2% 순으로 이동시 불편여부가 나타남



01설문조사 결과

368  보고서 부록

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17 34%

1주일 1번 16 32%

1개월 1~2번 14 28%

2~3개월 1번 0 0%

1년 1~2번 0 0%

처음이용 3 6%

∙ 양재시민의숲 이용 빈도는 1주일 2번 이상 34%, 1주일 1번 32%로 1주일 단위의 정기적인 공원 이용객이 많음

∙ 1개월 1~2번 28%, 처음이용 3% 순으로 응답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26 52%

버스, 지하철 13 26%

자가용, 택시 10 20%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1 2%

∙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이 인근에 거주하여 도보 이용 52%로 공원에 접근함

∙ 양재시민의숲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주변에 위치해 버스, 지하철 26%, 자가용, 택시 20%, 기타(자전거) 2% 

순으로 공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43 86%

행사•프로그램 참가 0 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4 8%

자연을 느끼기 위해 3 6%

자녀의 놀이와 학습 0 0%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0 0%

∙ 설문응답자의 양재시민의숲 이용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 86%로 가장 높은 구성이 나타남

∙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8%, 자연을 느끼기 위해 6%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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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5 10%

공원의 산책로 0 0%

화장실 0 0%

주차장 3 6%

안내시설 3 6%

휴게시설 6 12%

운동시설 5 10%

놀이시설 2 4%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9 18%

문제없음 17 34%

∙ 양재시민의숲 설문응답자의 34%가 불편사항 및 부족한 점에 문제없음으로 응답함

∙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18%, 휴게시설 12%, 공원 진입, 운동시설 각각 10%, 주차장, 안내시설 6%, 놀이시설 4% 

순으로 이용시 문제점으로 조사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시설 부족 4 8%

청소 및 관리문제 3 6%

주차공간 부족, 대기시간 지연 1 2%

주차장과의 거리 2 4%

공원의 진입로 불편 1 2%

놀이시설 정비 2 4%

휴게시설 부족 3 6%

시각을 알 수 있을 시설(시계탑) 3 6%

여름철 벌레 및 해충 2 4%

쓰레기통 부족 2 4%

문제없음 17 34%

무응답 10 20%

∙ 구체적 문제 사항으로 문제없음 34%와 무응답 20%를 제외하고, 기타 관리적 항목인 청소 및 관리문제 6%, 벌레 

및 해충 4%, 쓰레기통 부족 4% 사항이 많은 응답을 차지함

∙ 운동시설 부족 8%, 시각을 알 수 있는 시설(시계탑) 6%, 휴게시설 부족 6%, 주차장 관련 항목으로 주차장과의 거리 

4%, 주차공간 부족 2%, 놀이시설 정비 4%, 공원 진입로 불편 2%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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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4 28%

충분한 편익시설 1 2%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11 22%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5 10%

생태적 요소 6 12%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2 4%

문제없음 11 22%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문제없음 22%를 제외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28%,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22%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생태적 요소 12%,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10%, 기타 4%, 충분한 편익시설 2% 순으로 조사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6 12%

이전보다 자주 이용 31 62%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13 26%

∙ 양재시민의숲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관한 항목은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62%,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26%로 전체 설문응답자의 88%가 향후 무장애 친화공원 이용 여부에 긍정적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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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턱(단차)을 없애 달라. 

2. 자전거의 산책로진입 금지.

3. 편의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녹지조성이 더 중요한 거 같음.

4. 공원의 인위적 개발과, 공원면적을 줄이지 말아주세요.

3) 설문분석종합

■ 양재시민의숲

∙ 양재시민의숲은 40대 이상의 장‧노년층의 남성이 여성보다 비교적 많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공원 

인근지역 서초구,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함

∙ 설문응답자들은 대부분 이동에 불편이 없거나 노년층의 노약자였으며, 공원이용시 도보 이용이 

많고 대중교통의 접근 또한 용이해 매주 1회 이상 운동 또는 산책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함

∙ 공원 이용시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기타 관리적 측면의 청소, 벌레 및 해충 등의 

문제점과 운동‧휴게시설 부족, 시각을 알 수 있는 안내시설, 주차장과의 거리 및 주차공간에 대한 

불편사항이 조사됨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에 관련된 사항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는 이전보다 이용에 긍정적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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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생태공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91(둔촌동 558)

∙ 면 적 : 80,683㎡

∙ 개 원 : 1999. 5. 20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1 3%

20~30대 7 23%

40~50대 17 57%

60대 이상 5 17%

∙ 길동생태공원 설문응답자의 연령대는 40~50대가 57%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대 23%, 60대 이상 17%, 10대 3%, 10대 3% 순으로 설문에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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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16 53%

여성 14 47%

∙ 길동생태공원 이용자의 성별은 남성 : 여성 = 53% : 47%로 전체 응답자 30명중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조사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강동구 18 60%

관악구 2 7%

송파구 6 20%

수원시 2 7%

용인시 2 7%

∙ 길동생태공원이 위치한 강동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60%로 가장 높은 구성을 나타냄

∙ 강동구와 접해있는 송파구 20%외에 관악구 7%, 수원시 7%, 용인시 7%로 조사됨

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3 10%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1 3%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4 14%

신체적 불편 0 0%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22 73%

∙ 설문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를 묻는 항목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73%로 가장 높은 구성을 나타냄

∙ 기타장애 14%, 노약자 1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3% 순으로 이동시 불편여부가 조사됨



01설문조사 결과

374  보고서 부록

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3 10%

1주일 1번 7 23%

1개월 1~2번 5 17%

2~3개월 1번 6 20%

1년 1~2번 9 30%

처음이용 0 0%

∙ 길동생태공원 이용 빈도는 1년에 1~2번 30%가 가장 많았으며, 1주일에 1번 23%, 2~3개월에 1번 20%, 1개월에 

1~2번 17%, 1주일에 2번 이상 10% 순으로 나타남

∙ 예약제로 운영되는 공원의 특징에 따라 공원이용 빈도가 다양하게 나타난 걸로 사료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10 33%

버스, 지하철 11 37%

자가용, 택시 9 30%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길동생태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버스, 지하철 37%, 도보 33%, 자가용, 택시 30% 순으로 접근 방법이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남

∙ 시 외곽에 위치하고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예약제 운영으로 인근 지역주민 외에도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공원에 접근 하는 것으로 판단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10 34%

행사•프로그램 참가 7 23%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0 0%

자연을 느끼기 위해 4 13%

자녀의 놀이와 학습 8 27%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1 3%

∙ 이용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 34%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자녀의 놀이와 학습 27%, 행사‧프로그램 참가 

23%, 자연을 느끼기 위해 13%, 기타(공원관리) 3% 순으로 조사됨

∙ 생태적 복원‧보전 길동생태공원에서 자연을 느끼고 운동, 산책을 위한 목적과 예약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 및 자녀 

놀이 학습을 위한 목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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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0 0%

공원의 산책로 7 23%

화장실 2 7%

주차장 8 27%

안내시설 0 0%

휴게시설 2 7%

운동시설 1 3%

놀이시설 2 7%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4 13%

문제없음 4 13%

∙ 길동생태공원 설문응답자의 이용시 문제점은 문제없음 13%를 제외하고, 주차장 27%, 공원의 산책로 23%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냄

∙ 이외의 불편사항으로 기타사항 13%, 화장실 7%, 휴게시설 7%, 놀이시설 7%, 운동시설 3% 순으로 조사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주차장과의 거리 8 27%

휴게시설 부족 2 7%

급한 경사도와 계단 1 3%

예약제 운영의 이용 불편 4 13%

비포장으로 인한 진흙 및 미끄러짐 4 13%

문제없음 4 13%

무응답 7 23%

∙ 구체적인 문제 사항은 문제없음 13%, 무응답 23%를 제외한 주차장과의 거리 27%가 가장 많은 문제 사항으로 

조사됨

∙ 예약제 운영에 따른 이용 불편 13%, 비포장으로 인한 진흙 및 미끄러짐 13%, 휴게시설 부족 7%, 급한 경사도와 

계단 3% 순으로 문제 사항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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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0 34%

충분한 편익시설 10 34%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3 1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3 10%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1 3%

문제없음 3 10%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34%, 충분한 편익시설 34%로 가장 많은 

응답의 우선 개선사항으로 조사됨

∙ 문제없음 10%,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1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10%, 기타 3% 순으로 

조사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6 20%

이전보다 자주 이용 23 77%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1 3%

∙ 길동생태공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관한 항목은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77%,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3%로 전체 설문응답자의 80%가 향후 공원 이용 여부에 긍정적으로 응답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아이들을 위한 공간, 휴게공간 확충.

2. 주차장의 위치가 공원 맞은편에 있어 불편함이 있음.

3. 인터넷 예약제보다 언제나 이용 가능한 무료개방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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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분석종합

■ 길동생태공원

∙ 길동생태공원의 설문응답자들은 다양한 연령층이 남녀 비슷한 비율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40~50대의 이용자가 많이 방문하며, 공원이 위치한 강동구와 인접한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동에 불편이 없는 이용객들이 주를 이루며, 예약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길동생태공원의 

특징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공원에 접근하며, 이용 빈도는 1년에 1~2번부터 1주일에 

2번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공원이용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녀의 

놀이와 학습, 프로그램 참가와 자연체험 등 생태적 특징을 지닌 길동생태공원의 이용 목적이 

다양하게 나타남

∙ 공원 이용시 문제점으로 주차장과의 거리가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비포장으로 인한 진흙과 

미끄러짐, 예약제 운영으로 이용 불편 등이 불편사항으로 조사됨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경사도, 포장, 미끄러짐 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과 벤치 및 가까운 주차공간, 화장실 등 충분한 편익시설이 우선 개선사항으로 조사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공원이용 여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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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1) - 남산야외식물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95번지

∙ 면 적 : 59,241㎡

∙ 개 원 : 1997년 2월 18일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0 0%

20~30대 6 20%

40~50대 16 53%

60대 이상 8 27%

∙ 남산야외식물원 설문응답자 연령대는 40~50대 53%로 장년층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 27%, 20~30대 20% 순으로 남산야외식물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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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18 60%

여성 12 40%

∙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 여성 = 60% : 40%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교적 설문에 많이 응답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관악구 2 7%

동작구 2 7%

양천구 2 7%

용산구 10 33%

중구 12 40%

남양주시 2 7%

∙ 공원이용객들은 남산이 걸쳐있는 중구가 40%로 높은 구성을 나타냈으며, 남산야외식물원이 위치한 용산구 33%, 

기타지역으로 관악구 7%, 동작구 7%, 양천구 7%, 남양주시 7% 순으로 거주 지역이 조사됨

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4 13%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2 7%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0 0%

신체적 불편 0 0%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24 80%

∙ 설문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 항목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80%로 대부분 이동이 자유로운 이용객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 노약자 13%, 영유아동반 7%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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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16 53%

1주일 1번 8 27%

1개월 1~2번 2 7%

2~3개월 1번 2 7%

1년 1~2번 2 7%

처음이용 0 0%

∙ 남산야외식물원의 공원이용 빈도는 1주일 2번 이상 53%, 1주일 1번 27%로 공원 주변 거주자들이 남산야외식물원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1개월 1~2번, 2~3개월 1번, 1년 1~2번은 각각 7%의 응답이 나타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22 73%

버스, 지하철 4 14%

자가용, 택시 4 14%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남산야외식물원의 접근 방법은 도보 73%로 인근 거주 지역인 중구와 용산구 지역주민의 접근 방법으로 사료됨

∙ 버스, 지하철 14%, 자가용, 택시 14%로 각각 같은 구성을 나타냄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22 73%

행사•프로그램 참가 0 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2 7%

자연을 느끼기 위해 2 7%

자녀의 놀이와 학습 2 7%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2 7%

∙ 남산야외식물원을 이용하는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 7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이외의 공원이용 목적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자연을 느끼기 위해, 자녀의 놀이와 학습,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각각 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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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4 13%

공원의 산책로 6 20%

화장실 2 7%

주차장 4 13%

안내시설 2 7%

휴게시설 0 0%

운동시설 0 0%

놀이시설 0 0%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2 7%

문제없음 10 33%

∙ 남산야외식물원 이용시 문제점에 설문응답자들은 문제없음 3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공원의 산책로 20%, 공원진입 13%, 주차장 13%, 화장실 7%, 안내시설 7%, 기타사항 7%의 순으로 이용시 문제점으로 

조사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청소 및 관리문제 2 7%

주차공간 부족, 대기시간 지연 4 13%

급한 경사도와 계단 6 20%

화장실 부족 2 7%

문제없음 10 33%

무응답 6 20%

∙ 구체적 문제 사항으로 문제없음 33%를 제외하고, 급한 경사도와 계단 20%, 무응답 20%가 가장 높은 응답 구성으로 

나타남

∙ 주차공간 부족, 대기시간 지연 13%, 청소 및 관리문제 7%, 화장실 부족 7%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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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6 54%

충분한 편익시설 6 20%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0 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3 10%

생태적 요소 0 0%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1 3%

문제없음 4 13%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54%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조사됨

∙ 충분한 편익시설 20%, 문제없음 13%,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10%, 기타(기존시설관리) 3%의 순으로 우선 

개선사항이 조사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8 27%

이전보다 자주 이용 22 73%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0 0%

∙ 남산야외식물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는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73%,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27%로 향후 이용 여부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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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분석종합

■ 남산야외식물원

∙ 남산야외식물원 이용객 중 설문응답자들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며 장년층인 40~50대의 

공원주변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인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이동에 불편이 없고 일부 노약자들이 운동 또는 산책을 목적으로 

1주 1회 이상 도보로 공원을 방문·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원 이용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경사가 많은 공원의 특성상 공원의 산책로, 

진입로가 불편하다는 의견과 주차공간, 안내시설,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의견 또한 나타남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문제 사항으로 조사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충분한 

편익시설 및 안내·안전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조사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향후 공원이용 여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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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2) - 남산케이블카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83

∙ 면 적(운행거리) : 600m

∙ 설 치 : 1962. 5. 12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3 10%

20~30대 12 40%

40~50대 12 40%

60대 이상 3 10%

∙ 남산케이블카를 방문한 응답자의 연령대는 20~30대, 40~50대 각각 40%로 청·장년층의 이용객이 대부분으로 조사됨

∙ 10대, 60대 이상 각각 10% 순으로 설문에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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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12 40%

여성 18 60%

∙ 남산케이블카를 방문한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 남성 = 60% : 40%로 여성 응답자의 수가 남성 응답자 수보다 더 

많이 설문에 응답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강동구 3 10%

관악구 3 10%

송파구 3 10%

용산구 3 10%

종로구 6 20%

고양시 3 10%

수원시 3 10%

기타지역 6 20%

∙ 남산케이블카 설문응답의 거주 지역은 다양하게 조사되었으며 종로구, 서울·경기 외 기타지역이 각각 20%로 가장 

높은 구성을 나타냄

∙ 관광이 목적인 남산케이블카 이용객들이 많아 거주지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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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3 10%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0 0%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0 0%

신체적 불편 0 0%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27 90%

∙ 남산케이블카 설문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는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90%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동시 불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의 응답으로 노약자가 10%가 이동시 불편여부에 응답함

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0 0%

1주일 1번 0 0%

1개월 1~2번 3 10%

2~3개월 1번 6 20%

1년 1~2번 21 70%

처음이용 0 0%

∙ 남산케이블카 설문응답자의 이용 빈도는 1년 1~2번이 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3개월 1번 20%, 1개월 1~2번 10% 순으로 이용 빈도가 조사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0 0%

버스, 지하철 15 50%

자가용, 택시 15 50%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남산케이블카 이용을 위한 접근 방법은 버스, 지하철과 자가용, 택시가 각각 50%로 조사됨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부록

 보고서 부록  387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3 10%

행사•프로그램 참가 0 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15 50%

자연을 느끼기 위해 3 10%

자녀의 놀이와 학습 0 0%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9 30%

∙ 남산케이블카 이용 목적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50%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남

∙ 기타 30%로 관광의 목적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운동 또는 산책, 자연을 느끼기 위해 각각 10% 순으로 

조사됨

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9 30%

공원의 산책로 3 10%

화장실 6 20%

주차장 9 30%

안내시설 0 0%

휴게시설 0 0%

운동시설 0 0%

놀이시설 0 0%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3 10%

문제없음 0 0%

∙ 설문응답자의 남산케이블카 이용시 불편사항은 공원 진입과 주차장에 대한 의견이 각각 30%로 가장 높은 구성을 

나타냄

∙ 화장실 20%, 공원의 산책로, 기타 10% 순으로 이용시 불편사항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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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시설 부족 3 10%

주차공간 부족, 대기시간 지연 9 30%

공원의 진입로 불편 6 20%

급한 경사도와 계단 3 10%

화장실 부족 6 20%

비싼 이용비용 3 10%

∙ 남산케이블카 이용시 구체적 문제 사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대기시간 지연이 30%로 가장 많은 의견으로 

조사됨

∙ 공원의 진입로 불편, 화장실 부족이 각각 20%, 운동시설 부족, 급한 경사도와 계단, 비싼 이용비용 각각 10% 순으로 

나타남

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8 60%

충분한 편익시설 9 30%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0 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3 10%

생태적 요소 0 0%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0 0%

문제없음 0 0%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항목이 60%로 진입로 등의 경사로에 

관해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충분한 편익시설 3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10% 순으로 조사되어 시설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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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3 10%

이전보다 자주 이용 24 80%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3 10%

∙ 남산케이블카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는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80%로 향후 공원 이용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은 각각 10%로 조사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장애인, 노약자용 전용 주차장을 더많이 조성해주세요.

2. 주차장 비용을 절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설문분석종합

■ 남산케이블카

∙ 남산케이블카 설문응답자는 청·장년층인 20~50대의 이용이 활발하였으며, 서울·경기 이외의 

기타지역에서도 1년에 1~2번의 빈도로 이동에 불편이 없는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됨

∙ 남산케이블 방문 목적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광이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접근과 자가용, 택시를 이용한 접근이 방법이 비슷하게 나타남

∙ 남산케이블 이용시 불편사항으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기시간 문제가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으며, 

공원 진입부의 급한 경사로에 따른 불편함, 화장실의 부족 등이 다른 불편사항으로 조사됨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으로 문제점으로 조사된 동선에 관한 불편사항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편익시설, 안내·안전시설 등의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우선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향후 이용 여부는 대부분 이전보다 자주 이용의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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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3) - 장충단공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57-10

∙ 면 적 : 23,700㎡

∙ 개 원 : 1919(1984. 9. 22 근린공원지정, 이후 남산공원 일부로 흡수)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5 17%

20~30대 4 13%

40~50대 5 17%

60대 이상 16 53%

∙ 장충단공원 설문응답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 53%로 노년층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0대, 40~50대 각각 17%, 20~30대 13% 순으로 방문자들의 연령대가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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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20 67%

여성 10 33%

∙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 여성 = 67% : 33%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많이 설문에 응답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구로구 2 7%

동대문구 1 3%

성동구 6 20%

송파구 1 3%

중구 20 67%

∙ 거주 지역에 대한 응답은 장충단공원이 위치한 중구에 거주하는 설문응답자가 67%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남

∙ 중구와 인접한 성동구 20%로 두 번째로 높은 거주 지역이며, 구로구 7%, 동대문구, 송파구 각각 3% 순으로 

설문응답자의 거주지역이 조사됨

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8 27%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0 0%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2 6%

신체적 불편 0 0%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20 67%

∙ 장충단공원 이용자의 이동시 불편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67%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노년층의 이용이 많은 공원의 특성상 노약자 27%, 기타장애 6% 순으로 이동시 불편여부가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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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19 64%

1주일 1번 4 13%

1개월 1~2번 4 13%

2~3개월 1번 3 10%

1년 1~2번 0 0%

처음이용 0 0%

∙ 설문응답자의 장충단공원 이용 빈도는 1주일 2번 이상 64%가 가장 많아 지역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1주일 1번, 1개월 1~2번 각각 13%, 2~3개월 1번 10%로 장충단공원 설문응답자들의 공원이용 빈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18 60%

버스, 지하철 10 33%

자가용, 택시 0 0%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2 7%

∙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도보 60%로 공원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아 도보를 이용하여 공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버스, 지하철 33%,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7% 순으로 공원에 접근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18 60%

행사•프로그램 참가 3 1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9 30%

자연을 느끼기 위해 0 0%

자녀의 놀이와 학습 0 0%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0 0%

∙ 장충단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 60%로 설문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응답함

∙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30%, 행사·프로그램 참가 10% 순으로 공원이용 목적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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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0 0%

공원의 산책로 0 0%

화장실 1 3%

주차장 1 3%

안내시설 3 10%

휴게시설 3 10%

운동시설 6 20%

놀이시설 3 10%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0 0%

문제없음 13 44%

∙ 설문응답자의 공원 이용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문제없음 44%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운동시설 20%, 

안내시설, 휴게시설, 놀이시설이 각각 10%, 화장실, 주차장 각각 3% 순으로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시설 부족 5 17%

휴게시설 부족 3 10%

화장실 부족 1 3%

놀이시설 부족 2 6%

문제없음 13 44%

무응답 6 20%

∙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문제없음 44%, 무응답 20%를 제외하고, 운동시설 부족 17%, 휴게시설 부족 10%, 

놀이시설 부족 6%, 화장실 부족 3% 순으로 나타남

∙ 장충단공원 내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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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 3%

충분한 편익시설 1 3%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12 4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4 13%

생태적 요소 3 10%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0 0%

문제없음 9 30%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40%로 문제 사항에서 조사된 시설 

부족에 관한 의견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문제없음 3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13%, 생태적 요소 10%,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충분한 

편익시설 각각 3% 순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조사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12 40%

이전보다 자주 이용 17 57%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1 3%

∙ 장충단공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관한 항목은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57%,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3%로 전체 설문응답자의 60%가 향후 공원 이용 여부에 긍정적으로 응답함

∙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40%로 이미 공원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결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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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 의견없음

3) 설문분석종합

■ 장충단공원

∙ 장충단공원을 이용하는 설문응답자들은 다양한 연령대가 있으나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의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며, 공원이 위치한 중구와 인근 성동구에 거주하여 도보를 이용해 공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원 이용객들은 대부분 이동시 불편이 없는 주 연령층의 노약자들로 운동 또는 산책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원 이용시 불편·부족사항은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나, 특히 운동시설 

부족에 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타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부족사항으로 

골고루 조사됨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또한 문제점으로 조사된 시설과 관련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향후 공원이용 여부는 기존 공원이용 빈도가 높아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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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공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27

∙ 면 적 : 16,734.60㎥

∙ 개 원 : 1997. 6. 30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0 0%

20~30대 10 34%

40~50대 16 53%

60대 이상 4 13%

∙ 훈련원공원 설문응답자는 40~50대가 53%로 장년층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인 20~30대 34%, 60대 이상 13% 순으로 설문에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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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20 67%

여성 10 33%

∙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 여성 = 67% : 33%로 남성 응답자가 여성에 응답자의 2배로 설문에 응답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성동구 2 7%

성북구 4 13%

양천구 2 7%

용산구 3 10%

종로구 5 17%

중구 12 40%

중랑구 1 3%

기타지역 1 3%

∙ 훈련원공원이 위치한 중구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종로구 17%, 성북구 13%, 용산구 10%, 성동구, 양천구 각각 7%, 중랑구, 기타지역 각각 3% 순으로 조사됨

∙ 공원이 위치한 중구와 인접해 있는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의 비율이 전체의 74%로 인근지역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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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0 0%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3 10%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0 0%

신체적 불편 0 0%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27 90%

∙ 훈련원공원 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를 묻는 항목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90%로 공원이용자의 대부분이 이동시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설문응답자의 나머지 10%는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이용객으로 나타남

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23 77%

1주일 1번 3 10%

1개월 1~2번 3 10%

2~3개월 1번 1 3%

1년 1~2번 0 0%

처음이용 0 0%

∙ 설문응답자의 공원이용 빈도는 1주일 2번 이상 7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1주일 1번, 1개월 1~2번 각각 10%, 2~3개월 1번 3% 순으로 전체적인 공원이용 빈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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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21 70%

버스, 지하철 4 13%

자가용, 택시 5 17%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공원접근을 위한 방법으로 도보 70%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도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가용, 택시 17%, 버스, 지하철 13% 순으로 공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19 63%

행사•프로그램 참가 0 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2 7%

자연을 느끼기 위해 2 7%

자녀의 놀이와 학습 0 0%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7 23%

∙ 운동 또는 산책 63%로 가장 많은 이용 목적으로 조사됨

∙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23%,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자연을 느끼기 위해 각각 7% 순으로 이용 목적이 나타남

∙ 공원부지 지하의 서울패션벤처타운 및 주차장이 위치하여 공원관리, 주차 및 통과보행 등의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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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0 0%

공원의 산책로 3 10%

화장실 1 3%

주차장 0 0%

안내시설 1 3%

휴게시설 4 14%

운동시설 7 23%

놀이시설 0 0%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2 7%

문제없음 12 40%

∙ 훈련원공원 이용시 문제점에 관한 사항은 문제없음 40%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남

∙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운동시설 23%, 휴게시설 14%, 공원의 산책로 10%, 기타 7%, 화장실, 안내시설 각각 

3%의 순으로 훈련원공원의 문제점이 조사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시설 부족 3 10%

휴게시설 부족 1 3%

화장실 부족 1 3%

자전거길과 보행길의 구분 3 10%

노후화된 시설의 수리 및 정비 1 3%

안내시설 부족 1 3%

녹지 부족 2 7%

문제없음 12 40%

무응답 6 20%

∙ 구체적 문제 사항에 대한 항목은 문제없음 40%와 무응답 20%를 제외하고, 자전거길과 보행길의 구분 1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냄. 이는 공원 내 x-game장이 위치하였고 통과교통으로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이유로 판단됨

∙ 운동시설 부족 10%, 녹지 부족 7%, 휴게시설 부족, 화장실 부족, 시설의 수리 및 정비, 안내시설 부족 각각 3% 

순으로 문제 사항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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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2 6%

충분한 편익시설 8 27%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2 7%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8 27%

생태적 요소 4 13%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0 0%

문제없음 6 20%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으로 충분한 편익시설과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이 각각 2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냄

∙ 문제없음 20%, 생태적 요소 13%,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7%,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 6% 

순으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이 조사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10 33%

이전보다 자주 이용 20 67%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0 0%

∙ 훈련원공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관한 항목은 이전보다 자주 이용 67%의 응답으로 향후 

공원 이용에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남

∙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33%가 조사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좋은시설 만들어 주세요.

2. 공원공사가 너무 많아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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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분석종합

■ 훈련원공원

∙ 훈련원공원 설문응답자들은 장년층, 청년층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으며, 공원이 위치한 중구와 

인접한 행정구에 주거하는 이동시 불편이 없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객들은 공원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주로 운동 또는 산책을 위해 도보로 1주일에 2번 이상 

방문하며, 공원부지 지하에 위치한 지하상가 및 주차창 이용을 위해 통과보행을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이 나타남

∙ 훈련원공원 이용시 불편사항은 운동·휴게시설과 녹지가 부족하다는 의견 및 공원 내 x-game장과 

통과 교통으로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보행에 불편함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공원 이용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으로도 

편익시설과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향후 공원이용 여부는 기존 이용 빈도가 높은 편에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부록

 보고서 부록  403

용산가족공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85

∙ 면 적 : 75,900㎡

∙ 개 원 : 1992. 11. 5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1 4%

20~30대 10 33%

40~50대 10 33%

60대 이상 9 30%

∙ 용산가족공원 설문응답자 연령대는 20대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이 고르게 설문에 응답함

∙ 20~30대, 40~50대 각각 33%, 60대 이상 30%, 10대 4%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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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19 63%

여성 11 37%

∙ 용산가족공원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 여성 = 63% : 37%로 남성 이용객이 여성 이용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동작구 4 13%

서초구 1 3%

용산구 25 83%

∙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한 용산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83%로 대다수로 조사됨

∙ 용산구와 접해있는 동작구 13%, 서초구 3%의 순으로 이용자들의 거주지역이 나타남

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2 7%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0 0%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0 0%

신체적 불편 2 7%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26 86%

∙ 설문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에 관한 항목은 86%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노약자, 신체적 불편 항목이 각각 7%로 노년층의 응답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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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18 60%

1주일 1번 8 27%

1개월 1~2번 0 0%

2~3개월 1번 1 3%

1년 1~2번 3 10%

처음이용 0 0%

∙ 용산가족공원 이용 빈도는 1주일 2번 이상 60%로 이용자의 재방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주일 1번 27%, 1년 1~2번 10%, 2~3개월 1번 3% 순으로 공원이용 빈도가 조사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20 67%

버스, 지하철 7 23%

자가용, 택시 3 10%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설문응답자들의 공원접근 방법은 도보 67%로 지역 주민들이 도보를 이용해 공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버스, 지하철 23%, 자가용, 택시 10% 순으로 공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19 64%

행사•프로그램 참가 4 13%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3 10%

자연을 느끼기 위해 3 10%

자녀의 놀이와 학습 1 3%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0 0%

∙ 용산가족공원 이용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 64%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남

∙ 행사·프로그램 참가 13%,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자연을 느끼기 위해 각각 10%, 자녀의 놀이와 학습 3% 순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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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0 0%

공원의 산책로 11 36%

화장실 0 0%

주차장 5 17%

안내시설 0 0%

휴게시설 2 7%

운동시설 2 7%

놀이시설 1 3%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0 0%

문제없음 9 30%

∙ 용산가족공원 설문응답자들은 공원 이용시 문제점으로 공원의 산책로 36%가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응답함

∙ 공원 이용시 문제없음이 30%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주차장 17%, 휴게시설, 운동시설 각각 7%, 놀이시설 3% 

순으로 문제점 및 불편사항으로 나타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시설 부족 2 7%

주차공간 부족, 대기시간 지연 3 10%

급한 경사도와 계단 5 17%

눈·비를 피할 장소 2 7%

2 포장시설 정비 5 17%

문제없음 9 30%

무응답 4 13%

∙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 문제없음 30%와 무응답 13%를 제외하고, 급한 경사도와 계단, 포장시설 정비 각각 

17%로 공원의 동선에 관한 문제 사항이 가장 많이 조사됨

∙ 주차공간 부족 10%, 운동시설 부족, 눈·비를 피할 장소 각각 7% 순으로 구체적 문제 사항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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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3 43%

충분한 편익시설 6 20%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6 2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0 0%

생태적 요소 2 7%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0 0%

문제없음 3 10%

∙ 문제없음 10%를 제외한 용산가족공원의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43%로 공원 내 산책로, 바닥포장 등에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 충분한 편익시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각각 20%, 생태적 요소 7% 순으로 우선 개선사항이 조사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4 13%

이전보다 자주 이용 24 80%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2 7%

∙ 용산가족공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관한 항목은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80%,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7%로 향후 공원 이용 여부에 긍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타남

∙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13%로 조사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산책로를 만들어 주세요.

2. 현재상태도 만족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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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분석종합

■ 용산가족공원

∙ 용산가족공원은 이동시 불편이 없는 20대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이 고르게 이용하며 여성에 비해 

남성 이용자가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이용객들은 공원이 위치한 용산구 주민들로 도보로 공원에 접근하여 운동 또는 산책을 

1주일에 1번 이상 하며, 프로그램 참가, 사람들과의 만남, 자연을 느끼기 위해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도 조사됨

∙ 공원 이용시 문제점 및 불편사항으로 공원 내 산책로의 경사도, 포장정비 등 동선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았고, 무장애 친화공원을 위해선 우선개선 사항으로도 동선에 관한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응답함

∙ 문제점에 관한 다른 의견은 주차공간, 휴게 및 운동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조사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공원이용 여부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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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캠핑숲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60

∙ 면 적 : 179,666㎥

∙ 개 원 : 2010. 11. 20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4 13%

20~30대 8 27%

40~50대 9 30%

60대 이상 9 30%

∙ 중랑캠핑숲 설문응답자들은 다양한 연령층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60대 이상, 40~50대 각각 30%, 20~30대 27%, 10대 13% 순으로 연령층 구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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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7 23%

여성 23 77%

∙ 중랑캠핑숲을 방문한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 남성 = 77% : 23%로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송파구 1 3%

중랑구 25 83%

광주시 1 3%

남양주시 3 10%

∙ 중랑캠핑숲이 위치한 중랑구에 거주하는 설문응답자가 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랑구 이외의 지역으로 남양주시 10%, 송파구, 경기도 광주시 각각 3% 순으로 조사됨

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6 20%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2 7%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1 3%

신체적 불편 2 7%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19 63%

∙ 설문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가 6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노약자 20%, 영유아동반, 신체적 불편 각각 7%, 기타장애 3%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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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17 57%

1주일 1번 7 23%

1개월 1~2번 4 13%

2~3개월 1번 0 0%

1년 1~2번 2 7%

처음이용 0 0%

∙ 설문응답자의 중랑캠핑숲 이용 빈도는 1주일 2번 이상이 57%, 1주일 1번 23% 순으로 1주일에 1번 이상 공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80%로 높게 나타남

∙ 1개월 1~2번 13%, 1년 1~2번 7%로 조사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21 70%

버스, 지하철 6 20%

자가용, 택시 3 10%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중랑캠핑숲 이용을 위한 접근 방법은 도보 70%로 가장 높은 구성을 나타냄

∙ 버스, 지하철 20%, 자가용, 택시 10% 순으로 공원접근 방법이 나타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26 87%

행사•프로그램 참가 2 7%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0 0%

자연을 느끼기 위해 1 3%

자녀의 놀이와 학습 1 3%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0 0%

∙ 설문응답자들의 공원이용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이 87%로 대다수의 중랑캠핑숲 이용 목적으로 조사됨

∙ 행사·프로그램 참가 7%, 자연을 느끼기 위해, 자녀 놀이와 학습이 각각 3% 순의 목적으로 중랑캠핑숲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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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1 3%

공원의 산책로 9 30%

화장실 3 10%

주차장 0 0%

안내시설 0 0%

휴게시설 3 10%

운동시설 4 14%

놀이시설 1 3%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1 3%

문제없음 8 27%

∙ 중랑캠핑숲 이용시 문제점은 공원의 산책로가 30%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이용에 문제없음 27%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고, 운동시설 14%, 화장실, 휴게시설 각각 10%, 공원 

진입, 놀이시설, 기타 각각 3% 순으로 문제점이 조사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시설 부족 4 13%

청소 및 관리문제 1 3%

비포장으로 인한 진흙 및 미끄러짐 5 17%

화장실 부족 2 7%

포장시설 정비 1 3%

그늘제공 시설 부족 2 7%

문제없음 8 27%

무응답 7 23%

∙ 구체적 문제 사항은 문제없음 27%와 무응답 23%를 제외하고, 비포장으로 인한 진흙 및 미끄러짐 17%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포장시설 정비 3%를 포함하여 공원의 산책로에 관한 문제점이 가장 많이 조사됨

∙ 다른 구체적 문제 사항은 운동시설 부족 13%, 화장실 부족, 그늘제공 시설 부족이 각각 7%, 청소 및 관리문제가 

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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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9 30%

충분한 편익시설 6 20%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8 27%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1 3%

생태적 요소 2 7%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0 0%

문제없음 4 13%

∙ 중랑캠핑숲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30%로 공원 이용시 

문제점과 같게 나타남

∙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27%, 충분한 편익시설 20%, 문제없음 13%, 생태적 요소 7%,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3% 순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조사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13 43%

이전보다 자주 이용 17 57%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0 0%

∙ 중랑캠핑숲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는 이전보다 자주 이용 57%,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43%로 

나타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그늘 확보를 위해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한다.

2. 여름에 텐트시설은 캠핑장에서만 했으면 좋겠어요, 걷는데 너무 불편.

3.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4.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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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분석종합

■ 중랑캠핑숲

∙ 중랑캠핑숲은 20대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원이 위치한 중랑구에 거주하고 

이동에 불편이 없거나 노약자의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설문응답자 대부분은 운동 또는 산책을 목적으로 중랑캠핑숲에 도보를 이용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운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원 이용시 문제점은 산책로의 비포장으로 인한 진흙, 미끄러짐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으로도 편하게 이동 할 수 있는 동선 항목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 현재 공원 내 포장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불편함으로 판단됨

∙ 불편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 공원 크기에 비해 운동시설, 화장실의 부족과 그늘을 제공해주는 

휴게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조사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자주 이용과 동일하게 이용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기존의 이용 빈도가 높아 향후 이용에 긍정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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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데메공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

∙ 면 적 : 15,179.7㎡

∙ 개 원 : 1998. 07. 18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0 0%

20~30대 11 36%

40~50대 5 17%

60대 이상 14 47%

∙ 간데메공원의 설문응답자는 60대 이상이 47%로 노년층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30대 36%, 40~50대 17%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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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14 47%

여성 16 53%

∙ 간데메공원 이용자의 성별은 여성 : 남성 = 53% : 47%로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비율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동대문구 29 97%

기타지역 1 3%

∙ 간데메공원 설문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공원이 위치한 동대문구 97%로 1명을 제외한 설문응답자의 전체가 

지역주민으로 나타남

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6 20%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2 7%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0 0%

신체적 불편 1 3%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21 70%

∙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는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약자 20%, 영유아동반 7%, 신체적 불편 3% 순으로 이동시 불편여부가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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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24 80%

1주일 1번 2 7%

1개월 1~2번 3 10%

2~3개월 1번 0 0%

1년 1~2번 0 0%

처음이용 1 3%

∙ 간데메공원 이용 빈도는 1주일 2번이상이 80%로 매우 높은 이용 빈도를 나타냄

∙ 1개월 1~2번 10%, 1주일 1번 7%, 처음이용 3%의 순으로 공원이용 빈도가 조사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29 97%

버스, 지하철 1 3%

자가용, 택시 0 0%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이용객들의 간데메공원 접근 방법은 도보 97%로 지역주민의 이용이 대부분인 결과로 판단됨

∙ 이외의 다른 접근 방법으로 버스, 지하철 3%가 조사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24 80%

행사•프로그램 참가 0 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4 14%

자연을 느끼기 위해 0 0%

자녀의 놀이와 학습 1 3%

기타(공원관리) 1 3%

∙ 간데메공원 이용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이 80%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14%, 자녀의 놀이와 학습, 기타(공원관리) 각각 3% 순으로 공원이용 목적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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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0 0%

공원의 산책로 0 0%

화장실 1 3%

주차장 3 10%

안내시설 1 3%

휴게시설 4 13%

운동시설 4 13%

놀이시설 2 7%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10 34%

문제없음 5 17%

∙ 간데메공원 이용시 문제점은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34%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없음 17%가 두 

번째 많은 응답이 나타남

∙ 휴게시설, 운동시설 각각 13%, 주차장 10%, 놀이시설 7%, 화장실, 안내시설 각각 3% 순으로 공원 이용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조사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시설 부족 4 13%

청소 및 관리문제 3 10%

주차공간 부족, 대기시간 지연 2 7%

놀이시설 정비 1 3%

휴게시설 부족 2 7%

화장실 부족 1 3%

노숙자 관리단속 3 10%

노후화된 시설의 수리 및 정비 2 7%

안내시설 부족 1 3%

놀이시설 부족 1 3%

공원주변 흡연 2 7%

치안문제 2 7%

문제없음 5 17%

무응답 1 3%

∙ 간데메공원의 구체적 문제 사항으로 문제없음 17%, 무응답 3%를 제외하고, 운동시설 부족이 1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이용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난 기타(구체적 사항표기)의 문제 사항은 청소 및 관리문제, 노숙자 관리단속 

각각 10%, 공원주변 흡연, 치안문제가 각각 7%로 나타남

∙ 다른 구체적 문제 사항은 주차공간 부족, 휴게시설 부족, 노후화된 시설 수리 및 정비가 각각 7%, 놀이시설 정비, 

화장실 부족, 안내시설 부족, 놀이시설 부족 각각 3%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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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 3%

충분한 편익시설 7 23%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11 37%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6 20%

생태적 요소 1 3%

기타(기존시설관리) 1 3%

문제없음 3 10%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이 37%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충분한 편익시설 23%,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20%, 문제없음 10%,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생태적 

요소, 기타(기존시설관리)가 각각 3% 순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이 조사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8 27%

이전보다 자주 이용 18 60%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4 13%

∙ 간데메공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관한 항목은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60%,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13%로 전체 설문응답자의 73%가 향후 공원 이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함

∙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27%로 기존 공원이용 빈도가 높은 간데메공원은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시설이 더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2. 운동기구 고장 수리가 시급합니다.

3. 노인들이 장기 두는 장소가 어두워 불편하다. 곳곳에 조명을 배치해주면 좋겠다.

4. 노인 분들을 위한 실내 휴게공간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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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분석종합

■ 간데메공원

∙ 간데메공원 주 이용객은 공원이 위치한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이동시 불편함이 없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남녀 비슷하게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보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으로 운동 또는 산책을 위해 1주일에 2번 이상 방문하는 

이용객이 가장 많이 조사됨

∙ 이용시 문제점으로 다양한 의견이 많이 수렴되었으며, 특히 관리적 측면에서의 청소, 노숙자, 흡연, 

치안 등의 문제가 가장 많이 건의되었고, 운동 또는 산책이 목적인 이용객들이 많은 만큼 

운동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나타남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편익시설,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공원이용 여부는 기존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하면 향후 

이용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부록

 보고서 부록  421

서울창포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916(도봉동 4-2)

∙ 면 적 : 52,417㎡

∙ 개 원 : 2009. 06. 07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0 0%

20~30대 4 13%

40~50대 7 23%

60대 이상 19 64%

∙ 서울창포원 설문응답자는 60대 이상이 64%로 노년층의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0~50대 23%, 20~30대 13%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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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16 53%

여성 14 47%

∙ 서울창포원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 여성 = 53% : 47%로 남녀 비슷한 비율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원구 1 3%

도봉구 19 63%

마포구 1 3%

성동구 1 3%

송파구 2 7%

의정부시 6 20%

∙ 서울창포원이 위치한 도봉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63%로 가장 많이 조사됨

∙ 도봉구와 인접한 의정부시가 20%로 두 번째로 많은 거주 지역이며, 송파구 7%,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각각 3%로 

조사됨

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6 20%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1 3%

지체장애 1 3%

시각장애 1 3%

기타장애 1 3%

신체적 불편 2 7%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18 60%

∙ 서울창포원 설문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는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60%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노약자가 20%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이 외에 신체적 불편 7%, 영유아 동반, 지체장애, 시각장애, 

기타장애 각각 3%의 응답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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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19 63%

1주일 1번 5 17%

1개월 1~2번 0 0%

2~3개월 1번 0 0%

1년 1~2번 5 17%

처음이용 1 3%

∙ 서울창포원 이용 빈도는 1주일 2번 이상 63%, 1주일에 1번 17%로 공원이용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년 1~2번 17%, 처음이용 3%로 응답이 나타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21 70%

버스, 지하철 8 27%

자가용, 택시 1 3%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공원이용을 위한 접근 방법은 도보가 70%로 인근지역 거주자들의 접근 방법으로 판단됨

∙ 버스, 지하철 27%, 자가용 택시 3% 순으로 공원접근 방법이 나타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23 77%

행사•프로그램 참가 1 3%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1 3%

자연을 느끼기 위해 2 7%

자녀의 놀이와 학습 1 3%

기타(통과보행) 2 7%

∙ 이용객들의 공원이용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이 77%로 서울창포원을 찾는 가장 큰 목적으로 나타남

∙ 자연을 느끼기 위해, 기타(통과보행) 각각 7%, 행사·프로그램 참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자녀의 놀이와 학습 각각 

3% 순으로 공원이용 목적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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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1 3%

공원의 산책로 15 50%

화장실 0 0%

주차장 1 3%

안내시설 1 3%

휴게시설 0 0%

운동시설 2 7%

놀이시설 1 3%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3 10%

문제없음 6 20%

∙ 서울창포원의 이용시 문제점은 공원의 산책로가 50%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됨

∙ 문제없음 20%, 기타 10%, 운동시설 7%, 공원 진입, 주차장, 안내시설, 놀이시설 각각 3% 순으로 서울창포원 

이용시 문제점으로 조사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시설 부족 2 7%

주차장과의 거리 1 3%

공원의 진입로 불편 1 3%

비포장으로 인한 진흙 및 미끄러짐 9 30%

안내시설 부족 1 3%

포장시설 정비 1 3%

놀이시설 부족 1 3%

녹지 부족 3 10%

문제없음 6 20%

무응답 5 17%

∙ 구체적 문제 사항은 문제없음 20%와 무응답 17%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제점은 공원의 산책로의 비포장으로 

인한 진흙 및 미끄러짐이 30%로 나타남

∙ 기타 문제점의 구체적 사항으로 녹지 부족이 10%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운동시설 부족 7%, 주차장과의 

거리, 공원의 진입로 불편(지하철에서 유모차·휠체어로 공원 진입시), 안내시설 부족, 놀이시설 부족, 포장시설 정비 

각각 3%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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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3 44%

충분한 편익시설 3 10%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3 1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1 3%

생태적 요소 6 20%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0 0%

문제없음 4 13%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44%로 비포장으로 인한 불편함에 우선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의견은 생태적 요소 20%, 문제없음 13%, 충분한 편익시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각각 1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3% 순으로 우선 개선사항이 조사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10 33%

이전보다 자주 이용 14 47%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6 20%

∙ 서울창포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이용 여부에 관해서는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47%,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33%,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2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기존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향후 이용 여부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바닥 포장상태 불량, 비·눈 올시 휠체어, 노약자분들의 이동이 어려음.(미끄러짐, 흙탕물)

2. 지하철에서 공원 진입 시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진입하기가 불편함.

3. 산책길 전반에 새로운 포장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주차장 및 놀이시설 부족.

5. 편의시설 도모, 자연경관(수목) 좀 더 조성바람.

6. 나무들이 더욱 울창하게 조성되길 바랍니다. 나무그늘이 매우 아쉽습니다.

7. 모든 이들이 편안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8. 큰 나무로 그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큰 나무 식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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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분석종합

■ 서울창포원

∙ 서울창포원 이용객은 대부분 공원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며, 연령대는 주로 노년층이나 일부 

청·장년층들 중 이동시 불편이 없거나 노약자들인 것으로 나타남

∙ 공원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도보로 공원에 접근하고 운동 또는 산책을 

위해 1주일에 2번 이상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서울창포원 이용시 문제점 및 불편사항으로 산책로의 비포장으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많은 

의견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외에 그늘을 위한 녹지 부족, 운동시설 부족, 대중교통과의 진입로 불편 

등이 조사됨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역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외로 생태적 요소, 충분한 편익시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순으로 

우선 개선사항이 조사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공원이용 여부는 기존의 이용 빈도 높은 편을 고려하면 향후 이용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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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꿈의숲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 면 적 : 662,543㎡(1단계), 전체조성면적 : 90만㎡

∙ 개 원 : 2009. 10. 17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5 10%

20~30대 10 20%

40~50대 6 12%

60대 이상 29 58%

∙ 북서울꿈의숲을 이용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8%로 가장 많은 이용 층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20~30대 20%, 40~50대 12%, 10대 1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공원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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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17 34%

여성 33 66%

∙ 북서울꿈의숲을 방문한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 남성 = 66% : 34%로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약 

2배정도 많이 설문에 응답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강북구 28 56%

노원구 4 8%

성북구 18 36%

∙ 북서울꿈의숲이 위치한 강북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56%로 가장 높은 구성을 나타냄

∙ 강북구와 접해있는 성북구 36%, 노원구 8% 순으로 설문응답자의 거주지역이 조사됨

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10 20%

임산부 1 2%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8 16%

지체장애 1 2%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0 0%

신체적 불편 3 6%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27 54%

∙ 설문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를 묻는 항목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54%로 가장 많이 조사됨

∙ 노약자 20%, 영유아동반 16%, 신체적 불편 6%, 임산부, 지체장애 각각 2% 순으로 이동시 불편여부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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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36 72%

1주일 1번 7 14%

1개월 1~2번 2 4%

2~3개월 1번 5 10%

1년 1~2번 0 0%

처음이용 0 0%

∙ 북서울꿈의숲 설문응답자의 공원이용 빈도는 1주일 2번 이상 72%, 1주일 1번 14%로 주 1번 이상 공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3개월 1번 10%, 1개월 1~2번 4% 순으로 공원이용 빈도에 응답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49 98%

버스, 지하철 0 0%

자가용, 택시 1 2%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북서울꿈의숲 이용객들의 공원접근 방법은 도보 98%로 설문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도보를 통해 공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자가용, 택시 2%로 공원접근 방법이 나타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43 86%

행사•프로그램 참가 1 2%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2 4%

자연을 느끼기 위해 4 8%

자녀의 놀이와 학습 0 0%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0 0%

∙ 북서울꿈의숲 이용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이 8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자연을 느끼기 위해 8%,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4%, 행사·프로그램 참가 2% 순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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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0 0%

공원의 산책로 5 10%

화장실 3 6%

주차장 1 2%

안내시설 1 2%

휴게시설 1 2%

운동시설 9 18%

놀이시설 4 8%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8 16%

문제없음 18 36%

∙ 북서울꿈의숲 이용시 문제점 항목은 문제없음 36%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나 비교적 북서울꿈의숲 이용객들이 

현재 공원에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외의 응답된 사항은 운동시설 18%, 기타 16%, 공원의 산책로 10%, 놀이시설 8%, 화장실 6%, 주차장, 안내시설, 

휴게시설 각각 2% 순으로 이용시 문제점이 다양하게 조사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시설 부족 8 16%

청소 및 관리문제 3 6%

주차공간 부족, 대기시간 지연 1 2%

휴게시설 부족 1 2%

급한 경사도와 계단 4 8%

화장실 부족 3 6%

놀이시설 부족 3 6%

애완견 시설부족 4 8%

녹지 부족 1 2%

문제없음 18 36%

무응답 4 8%

∙ 구체적 문제 사항은 문제없음 36%, 무응답 8%를 제외하고, 운동시설 부족 16%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이용시 문제점에서 기타 항목의 구체적 사항은 애완견 시설부족 8%, 청소 및 관리문제 6%, 녹지 부족 2%의 응답이 

조사됨

∙ 이외의 사항으로 급한 경사도와 계단 8%, 화장실 부족, 놀이시설 부족 각각 6%, 주차공간 부족, 휴게시설 부족 각각 

2% 순으로 구체적 문제 사항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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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9 18%

충분한 편익시설 6 12%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12 24%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1 2%

생태적 요소 6 12%

기타(행사·프로그램) 8 16%

문제없음 8 16%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이 2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이 외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8%, 문제없음, 기타(행사·프로그램운영) 각각 16%, 충분한 편익시설, 

생태적 요소 각각 12%,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2% 순으로 우선 개선사항이 조사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29 58%

이전보다 자주 이용 15 30%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6 12%

∙ 북서울꿈의숲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관한 항목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58%로 기존 

이용객들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결과로 판단됨

∙ 이전보다 자주 이용 30%,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12%로 향후 공원 이용 여부에 대한 응답이 나타남



01설문조사 결과

432  보고서 부록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혹시라도 장애인에게 친절함을 부탁드립니다.

2. 음수대가 부족합니다.

3. 공원에 쓸데없이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산책길을 파헤치는 것 같아 좋지 않네요.

4. 강아지들 진입을 막아주세요

5. 한시적 여름-캠핑장, 겨울-썰매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생태공간으로 조성바람.

6. 산에서 나오는 물 활용, 공원운영 프로그램안내에 적극적으로 활동.

7. 겨울철 미끄러운 얼음을 빨리 없애주세요.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주세요.

8. 주말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운영해주시면더욱많은이용객이늘어날것같습니다.

9. 유지 관리만이라도 잘 됐으면...

3) 설문분석종합

■ 북서울꿈의숲

∙ 북서울꿈의숲은 비교적 타 공원에 비해 다양한 연령대와 임산부, 영유아동반, 지체장애 등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인근지역 거주 이용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년층과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인근지역에 거주하여 도보를 이용해 

운동 또는 산책을 목적으로 주 1회 이상 높은 이용 빈도로 북서울꿈의숲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원 이용시 문제점 항목에 문제없음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공원이용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문제점은 운동 목적의 이용객이 대부분으로 운동시설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애완견 시설, 청소 및 관리, 급한 경사도 및 계단 등이 문제점 및 불편사항으로 나타남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행사·프로그램 확충 순으로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공원이용 여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지만, 기존의 이용객들의 공원 이용 빈도가 매우 높아 공원 이용률은 지속적이고 높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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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일대

∙ 면 적 : 3,471,090㎡

∙ 개 원 : 2002. 5. 1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5 10%

20~30대 21 42%

40~50대 17 34%

60대 이상 7 14%

∙ 월드컵공원의 설문응답자는 20~30대 42%가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40~50대 34%, 60대 이상 14%, 10대 

10% 순으로 연령대가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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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13 26%

여성 37 74%

∙ 월드컵공원 설문응답자 성별은 여성 : 남성 = 74% : 26%로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공원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강서구 7 14%

금천구 1 2%

마포구 10 20%

서대문구 2 4%

송파구 2 4%

영등포구 2 4%

은평구 14 28%

종로구 2 4%

고양시 2 4%

부천시 5 10%

파주시 3 6%

∙ 설문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묻는 항목에서는 월드컵공원이 위치한 마포구와 접해있는 은평구가 28%로 가장 높은 응답이 나타남

∙ 공원이 위치한 마포구 20%, 강서구 14%, 부천시 10%, 파주시 6%,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고양시 

각각 4%, 금천구 2% 순으로 공원 이용객의 거주 지역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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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5 10%

임산부 2 4%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16 32%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2 4%

신체적 불편 2 4%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23 46%

∙ 설문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는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46%와 영유아동반 32%가 높은 구성을 나타냄

∙ 이 외에 노약자 10%, 임산부, 기타장애, 신체적 불편 각각 4% 순으로 이동시 불편여부가 조사됨

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2 4%

1주일 1번 8 16%

1개월 1~2번 18 36%

2~3개월 1번 12 24%

1년 1~2번 5 10%

처음이용 5 10%

∙ 월드컵공원 이용 빈도는 1개월 1~2번 36%와 2~3개월 1번 24%가 높은 구성을 나타내 단기적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주일 1번 16%, 1년 1~2번, 처음이용 각각 10%, 1주일 2번 이상 4% 순으로 공원이용 빈도가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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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2 4%

버스, 지하철 15 30%

자가용, 택시 32 64%

기타(자전거) 1 2%

∙ 설문응답자의 월드컵공원 접근 방법은 자가용·택시 64%로 가장 많이 나타남

∙ 버스·지하철 30%로 대중교통 이용이 나타났으며, 이 외에 도보 4%, 기타(자전거) 2% 순으로 월드컵공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14 28%

행사•프로그램 참가 11 22%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0 0%

자연을 느끼기 위해 6 12%

자녀의 놀이와 학습 17 34%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2 4%

∙ 월드컵공원 이용 목적은 자녀의 놀이와 학습 34%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운동 또는 산책 28%, 행사·프로그램 참가 22%, 자연을 느끼기 위해 12%,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4% 순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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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5 10%

공원의 산책로 10 20%

화장실 7 14%

주차장 3 6%

안내시설 0 0%

휴게시설 3 6%

운동시설 2 4%

놀이시설 9 18%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4 8%

문제없음 7 14%

∙ 월드컵공원 이용시 문제점은 공원의 산책로가 20%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놀이시설 18%, 화장실, 문제없음 각각 14%, 공원 진입 10%, 기타 8%, 주차장, 휴게시설 각각 6%, 운동시설 4% 

순으로 공원 이용시 문제점이 조사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청소 및 관리문제 3 6%

주차 대기시간 지연 2 4%

휴게시설 부족 3 6%

휠체어, 유모차 이동에 불편한 포장 2 4%

화장실 부족 6 12%

포장시설 정비 1 2%

놀이시설 부족 4 8%

편익시설 부족 2 4%

애완견 시설부족 2 4%

문제없음 7 14%

무응답 18 36%

∙ 구체적 문제 사항으로 문제없음 14%와 무응답 36%를 제외하고, 화장실 부족 12%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공원 이용시 문제점에서 기타 항목의 구체적 문제 사항은 청소 및 관리문제 6%, 편익시설 부족, 애완견 시설 부족 

각각 4%로 조사됨

∙ 이외의 구체적 문제 사항은 놀이시설 부족 8%, 휴게시설 부족 6%, 주차 대기시간 지연, 휠체어·유모차 이동에 

불편한 포장 각각 4%, 포장시설 정비 2%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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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7 34%

충분한 편익시설 13 26%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13 26%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4 8%

생태적 요소 3 6%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0 0%

문제없음 0 0%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34%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충분한 편익시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각각 26%,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8%, 생태적 요소 

6% 순으로 우선 개선사항이 조사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10 20%

이전보다 자주 이용 35 70%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5 10%

∙ 월드컵공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70%로 향후 공원 이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함

∙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20%,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10%의 순으로 향후 공원 이용 여부에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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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아이들 체험학습 이용시설 조성바람

2. 나무들이 적어 그늘이 부족함. 

3. 매점이 멀고 가격이 비쌈. 

4. 공연프로그램이 다채롭고 알림 등의 홍보가 필요.

5. 편익시설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많지도 않음.

6. 돌이나 시멘트보다 흙이 있는 공원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7.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벤트가 많았으면.

8.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놀이시설이 더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설문분석종합

■ 월드컵공원

∙ 월드컵공원 이용객 중 설문응답자들은 20~30대로 청년층과 40~50대의 장년층이 많이 이용 

중이었으며, 이동에 불편이 없거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 이용객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월드컵공원 주변 인근지역인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거주자들이 많았으며, 부천시, 파주시, 고양시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용객들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용자들은 공원에 접근하기 위해 주로 자가용과 택시를 이용하고, 버스와 지하철의 대중교통을 

통해 공원에 접근하는 이용객들도 다수 조사됨

∙ 이용객들은 자녀의 놀이와 학습을 위해 월드컵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운동·산책, 

행사·프로그램 참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객들도 다수 조사되어 1개월 1~2번, 2~3개월 1번 

이용하는 단기적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월드컵공원 이용시 문제점은 공원의 산책로, 놀이시설, 화장실, 공원진입 등 다양한 의견이 

불편사항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 문제 사항으로 화장실, 놀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등 넓은 

공원면적에 비해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조사됨

∙ 장애인 및 노약자들을 위해선 동선, 편익시설, 안내․안전시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향후 공원이용 여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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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독립공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51(현저동 101번지) 일대

∙ 면 적 : 109.193.8㎡

∙ 개 원 : 1992. 8. 15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6 20%

20~30대 3 10%

40~50대 15 50%

60대 이상 6 20%

∙ 서대문독립공원 설문응답자들은 40~50대 장년층이 50%로 공원이용 주 연령대로 나타남

∙ 10대, 60대 이상 각각 20%, 20~30대 10% 순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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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16 53%

여성 14 47%

∙ 서대문독립공원을 방문한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 여성 = 53% : 47%로 남녀 비슷한 비율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동작구 1 3%

마포구 2 7%

서대문구 9 30%

성북구 1 3%

송파구 1 3%

영등포구 1 3%

종로구 5 17%

고양시 1 3%

부천시 6 20%

의정부시 1 3%

기타지역 2 7%

∙ 서대문독립공원이 위치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30%로 가장 많이 조사됨

∙ 부천시 20%와 종로구 17%가 비교적 많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마포구, 기타지역 각각 7%, 동작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고양시, 의정부시 각각 3%로 다양한 지역 거주자들이 서대문독립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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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4 14%

임산부 2 7%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1 3%

지체장애 1 3%

시각장애 1 3%

기타장애 2 7%

신체적 불편 1 3%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18 60%

∙ 설문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를 묻는 항목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가 60%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노약자 14%, 임산부, 기타장애 각각 7%, 영유아동반, 지체장애, 시각장애, 신체적 불편 각각 3%로 설문에 응답함

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3 10%

1주일 1번 7 23%

1개월 1~2번 7 23%

2~3개월 1번 2 7%

1년 1~2번 7 23%

처음이용 4 14%

∙ 설문응답자의 서대문독립공원 이용 빈도는 1주일 1번, 1개월 1~2번, 1년에 1~2번 각각 23%로 이용객들의 이용 

빈도가 다양하게 조사됨

∙ 처음이용 14%, 1주일 2번 이상 10%, 2~3개월 1번 7% 순으로 서대문독립공원 이용 빈도가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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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7 23%

버스, 지하철 22 73%

자가용, 택시 1 4%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서대문독립공원 이용을 위한 접근방법은 버스·지하철 73%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도보 23%, 자가용·택시 4% 순으로 공원접근 방법이 조사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19 63%

행사•프로그램 참가 3 1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2 7%

자연을 느끼기 위해 2 7%

자녀의 놀이와 학습 3 10%

기타(통과보행) 1 3%

∙ 서대문독립공원 이용객의 공원이용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이 63%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이외의 목적으로 행사·프로그램 참가, 자녀의 놀이와 학습 각각 1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자연을 느끼기 위해 

각각 7%, 기타(통과보행) 3%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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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0 0%

공원의 산책로 4 14%

화장실 4 14%

주차장 3 10%

안내시설 1 3%

휴게시설 7 23%

운동시설 1 3%

놀이시설 0 0%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1 3%

문제없음 9 30%

∙ 서대문독립공원 설문응답자 중 가장 많은 30%가 이용시 문제없음에 응답하여 공원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 외에 공원 이용시 문제점은 휴게시설 23%, 공원의 산책로, 화장실 각각 14%, 주차장 10%, 안내시설, 운동시설, 

기타 각각 3% 순으로 조사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휴게시설 부족 2 7%

화장실 부족 2 7%

눈·비를 피할 장소 1 3%

그늘제공 시설 부족 2 7%

녹지 부족 1 3%

문제없음 9 30%

무응답 13 43%

∙ 서대문독립공원 이용시 구체적 문제 사항은 무응답 43%와 문제없음 30%를 제외하고, 휴게시설 부족, 화장실 부족, 

그늘제공 시설 부족 각각 7%, 눈·비를 피할 장소, 녹지 부족 각각 3%로 조사되어 대부분 시설 측면에서 구체적 문제 

사항들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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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5 16%

충분한 편익시설 6 20%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8 27%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5 16%

생태적 요소 3 10%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0 0%

문제없음 3 10%

∙ 서대문독립공원의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 이 2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냄

∙ 충분한 편익시설 20%,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각각 16%, 생태적 요소, 

문제없음 각각 10% 순으로 우선 개선사항이 나타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8 27%

이전보다 자주 이용 17 56%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5 17%

∙ 서대문독립공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는 이전보다 자주 이용 56%로 향후 이용 여부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조사됨

∙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27%,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17%로 향후 공원 이용 여부가 조사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친환경적으로 잘 이용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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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분석종합

■ 서대문독립공원

∙ 서대문독립공원 이용객은 주로 40~50대의 장년층이 많지만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 중이며 남녀 

비슷한 비율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음

∙ 공원이용자들의 거주 지역은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서대문구 거주자가 가장 많았지만, 서울 및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거주자들이 방문 중이며, 이동시 불편여부는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자의 

비율이 40%로 높은 구성을 나타냄

∙ 다양한 지역에서 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로 1주 1번, 1개월 1~2번, 1년 1~2번의 이용 빈도가 

같은 구성으로 나타났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73%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조사됨

∙ 이용객들은 대부분 운동 또는 산책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공원 이용시 문제점에 

대해선 문제없음 의견이 가장 많이 조사되어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제없음 이 외에 의견은 휴게시설, 화장실, 주차장, 그늘제공 등 시설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나타남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문제점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 충분한 

편익시설, 안내·안전시설, 편안한 동선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설과 동선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공원이용 여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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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호수공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0(신월동 149-20)

∙ 면 적 : 217,946㎡

∙ 개 원 : 2009. 10. 26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4 13%

20~30대 6 20%

40~50대 5 17%

60대 이상 15 50%

∙ 서서울호수공원을 방문한 응답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0%로 대부분 노년층이 서서울호수공원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대 20%, 40~50대 17%, 10대 13% 순으로 설문에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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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19 63%

여성 11 37%

∙ 서서울호수공원을 방문한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 여자 = 63% : 37%로 전체 응답자 30명중 남자 19명, 여자 

11명으로 남성 응답자가 여성에 비해 높음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강서구 10 33%

서초구 6 20%

양천구 12 40%

부천시 2 7%

∙ 서서울호수공원이 위치한 양천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강서구 33%, 서초구 20%, 경기도 부천시 7%의 순으로 응답자의 거주 지역이 분포하였으며, 주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와 부천시의 경계 인근에 위치하여 부천시에서 이용자들의 유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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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7 23%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2 7%

지체장애 2 7%

시각장애 1 3%

기타장애 2 7%

신체적 불편 0 0%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16 53%

∙ 설문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53%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약자가 23%로 조사됨

∙ 이 외에 영유아동반, 지체장애, 기타장애가 각각 7%, 시작장애 3% 순으로 나타남

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7 23%

1주일 1번 6 20%

1개월 1~2번 9 30%

2~3개월 1번 2 7%

1년 1~2번 4 13%

처음이용 2 7%

∙ 설문응답자의 서서울호수공원 이용 빈도는 1개월에 1~2번 30%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 2번이상 23%, 1주일에 

1번 20%로 조사됨

∙ 이 외에 1년 1~2번 13%, 2~3개월 1번 7%, 처음이용 7% 순으로 조사됨

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21 70%

버스, 지하철 2 7%

자가용, 택시 6 20%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1 3%

∙ 서서울호수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도보가 70%로 대부분을 차지함

∙ 자가용, 택시 20%, 기타 3%의 순으로 공원접근 방법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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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23 77%

행사•프로그램 참가 1 3%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1 3%

자연을 느끼기 위해 2 7%

자녀의 놀이와 학습 3 10%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0 0%

∙ 서서울호수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이 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 자연을 느끼기 위해 7%, 행사․프로그램 참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각각 3%로 조사됨

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2 7%

공원의 산책로 6 20%

화장실 1 3%

주차장 3 10%

안내시설 0 0%

휴게시설 3 10%

운동시설 6 20%

놀이시설 1 3%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2 7%

문제없음 6 20%

∙ 서서울호수공원 이용시 문제점은 산책로 20%, 운동시설 20%에 관련된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의 문제점으로 주차장, 휴게시설 각각 10%, 공원 진입 7%, 기타 7%, 화장실, 놀이시설 각각 3% 순이 조사됨

∙ 응답자 중 20%는 공원 이용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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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시설 부족 2 7%

주차공간 부족, 대기시간 지연 3 10%

휴게시설 부족 3 10%

놀이시설 부족 1 3%

공원주변 흡연 2 7%

보차분리 불분명 2 7%

문제없음 6 20%

무응답 11 37%

∙ 서서울호수공원 이용 시 구체적 문제 사항은 무응답 37%, 문제없음 20%를 제외하고, 주차공간 부족 10%, 

휴게시설 부족 10%로 가장 많았음

∙ 이 외에 운동시설 부족 7%, 공원주변 흡연 7%, 보차분리 불분명, 놀이시설 부족 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공원 내 시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2 40%

충분한 편익시설 3 10%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7 23%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0 0%

생태적 요소 8 27%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0 0%

문제없음 0 0%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항목이 40%로 공원 내 산책로의 경사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이 외에 생태적 요소 27%,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23%, 충분한 편익시설 10% 순으로 우선 

개선사항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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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9 30%

이전보다 자주 이용 19 63%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2 7%

∙ 서서울호수공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관한 항목은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63%,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7%로 전체 설문응답자의 70%가 향후 공원 이용 여부에 긍정적으로 응답함

∙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30%로 나타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자전거는 주차해두고 공원에선 보행만 했으면 좋겠다

2. 음악분수 등 야외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3. 다양한 시설 - 장애인 벤치, 장애인 운동기구

4. 자연과 조화로운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5. 애완견 배설물 처리방법 개선 필요.

3) 설문분석종합

■ 서서울호수공원

∙ 서서울호수공원 이용객 중 설문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4 

정도로 남성의 비율이 많았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많음

∙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이용자가 과반수였으나,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자들의 비율이 약 40%정도로 

높은 편임

∙ 인근주민들의 이용으로 서서울 호수공원을 1개월에 1~2번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73%로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임

∙ 이용객들은 대부분 운동 또는 산책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산책로와 

운동시설에 대한 불편함도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문제점으로 조사된 이동 동선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향후 공원이용 여부는 70%가 이전보다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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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당산동 1)

∙ 면 적 : 110,407㎡

∙ 개 원 : 2002. 04. 26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0 0%

20~30대 27 54%

40~50대 18 36%

60대 이상 5 10%

∙ 선유도공원을 방문한 응답자의 연령대는 20~30대 54%로 청년층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30대 54%, 40~50대 36%, 60대 이상 10% 순으로 설문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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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21 42%

여성 29 58%

∙ 선유도공원을 방문한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 남성 = 58% : 42%로 전체 응답자 50명중 여자 29명, 남자 21명으로 

여성 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설문에 응답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강서구 6 12%

관악구 2 4%

금천구 5 10%

동대문구 1 2%

동작구 7 14%

마포구 2 4%

서대문구 2 4%

송파구 2 4%

양천구 4 8%

영등포구 8 16%

용산구 2 4%

은평구 1 2%

고양시 2 4%

구리시 2 4%

김포시 1 2%

남양주시 2 4%

기타지역 1 2%

∙ 선유도공원이 위치한 영등포구 주민들이 16%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등포구 이 외에 동작구 14%, 강서구 12%, 금천구 10%, 양천구 8% 등의 순으로 응답자의 거주 지역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인근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등에서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들의 84%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6%는 경기도와 그 외 

지역에서 방문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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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4 8%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2 4%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1 2%

신체적 불편 2 4%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41 82%

∙ 설문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82%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노약자 8%, 영유아 동반, 신체적 불편 각각 4%, 기타장애 2%로 응답함

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2 4%

1주일 1번 2 4%

1개월 1~2번 14 28%

2~3개월 1번 6 12%

1년 1~2번 23 46%

처음이용 3 6%

∙ 설문응답자의 선유도공원 이용 빈도는 1년에 1~2번이 46%로 가장 많아 단기적인 이용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 1개월에 1~2번 28%, 2~3개월 1번 12%, 처음이용 6%, 1주일에 2번 이상 4%, 1주일에 1번 4%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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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12 24%

버스, 지하철 24 48%

자가용, 택시 14 28%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선유도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버스, 지하철이 48%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가용·택시 28%, 도보 24% 순으로 공원접근 방법이 나타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28 56%

행사•프로그램 참가 0 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10 20%

자연을 느끼기 위해 10 20%

자녀의 놀이와 학습 2 4%

기타(공원관리, 통과보행, 관광) 0 0%

∙ 선유도공원 이용 목적은 운동 또는 산책이 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자연을 느끼기 위해 방문을 하는 것이 각각 20%로 두 번째로 많은 이용목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놀이와 학습을 위해 방문이 4%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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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7 14%

공원의 산책로 8 16%

화장실 0 0%

주차장 11 22%

안내시설 2 4%

휴게시설 7 14%

운동시설 5 10%

놀이시설 0 0%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7 14%

문제없음 3 6%

∙ 선유도공원 설문응답자 중 가장 많은 22%가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 공원 이용 시 문제점은 휴게시설 20%, 산책로 16%, 진입부 14%, 휴게시설 14%, 운동시설 10% 순으로 

불편함을 응답함

∙ 문제없음으로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대부분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청소 및 관리문제 5 10%

주차공간 부족, 대기시간 지연 1 2%

주차장과의 거리 4 8%

공원의 진입로 불편 2 4%

쓰레기통 부족 2 4%

급한 경사도와 계단 5 10%

눈·비를 피할 장소 2 4%

볼거리, 즐길거리 등 프로그램 부족 2 4%

문제없음 3 6%

무응답 24 48%

∙ 선유도공원 이용 시 구체적 문제 사항은 청소 및 관리문제와 급한 경사도 및 계단이 각각 10%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남

∙ 이 외에 주차장과의 거리에 대해 전체의 8%가 문제사항으로 꼽았으며, 공원의 진입로 불편, 쓰레기통 부족, 눈․비를 

피할 장소, 볼거리, 즐길거리 등 프로그램 부족이 각각 4%, 주차공간 부족, 대기시간 지연 2% 순으로 나타났음

∙ 공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로 조사되었고, 무응답자는 4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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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26 52%

충분한 편익시설 10 20%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0 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8 16%

생태적 요소 5 10%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0 0%

문제없음 1 2%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항목이 52%로 진입로, 공원안 산책로, 

턱낮춤 등에 관한 개선사항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 충분한 편익시설 2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16%, 생태적요소 10% 순으로 우선 개선사항이 

나타남

∙ 전체의 2%만 문제없음으로 응답하였음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17 34%

이전보다 자주 이용 32 64%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1 2%

∙ 선유도공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에 관한 항목은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64%,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2%로 전체 설문응답자의 66%가 향후 공원 이용 여부에 긍정적으로 응답함

∙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4%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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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계절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 무장애라고 해서 너무 계단이 없으면, 운동을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쉬워 할 것 같습니다.

3. 현 상태만 잘 유지하면 좋겠음. 

4. 공원 홍보가 부족함.

5. 주차장을 일반인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6. 외부에서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큰 장애인 것 같습니다.

7. 쉴 수 있는 실내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3) 설문분석종합

■ 선유도공원

∙ 선유도공원 이용자 중 설문 응답자들은 절반 이상이 20~30대로 청년층에서 많이 이용 중이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비슷하게 조사되었음

∙ 선유도공원의 이용자는 공원과 인접한 영등포구, 동작구, 양천구, 강서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금천구, 송파구 등 서울 내에서 비교적 먼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등 

경기도 지역 주민들도 선유도공원을 방문함

∙ 설문 응답자들은 선유도공원에 접근하기 위해 대부분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도보, 자가용 및 택시 이용자는 비율이 비슷하게 조사됨

∙ 이용자들은 주로운동 또는 산책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년에 1~2번, 1개월에 1~2번 

이용하는 단기적 이용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됨

∙ 이용객들은 주차장, 산책로, 공원 진입부, 휴게시설 등 전반적인 공원 시설에 대해 불편․부족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 이용자들은 도로의 급한 경사도 및 계단, 청소 및 관리. 주차장과의 거리 등이 구체적 문제 

사항으로 파악되었으며, 기타 공원 시설에 대한 불편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 및 노약자들을 위해 동선, 편익시설, 안내․안전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됨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향후 공원이용 여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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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1)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능동로 216)

∙ 면 적 : 536,088㎡

∙ 개 원 : 1973. 05. 05

2) 설문결과

Q1. 연령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0대 0 0%

20~30대 24 48%

40~50대 13 26%

60대 이상 13 26%

∙ 어린이대공원의 설문응답자 연령대는 20~30대가 48%로 대략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함

∙ 40~50대, 60대 이상은 각각 26%로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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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남성 17 34%

여성 33 66%

∙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한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 남성 = 66% : 34%로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약 

2배정도 많이 나타남

Q3. 거주 지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강남구 5 10%

강동구 3 6%

관악구 6 12%

광진구 21 42%

동작구 1 2%

성동구 2 4%

송파구 1 2%

과천시 2 4%

광주시 2 4%

구리시 2 4%

남양주시 2 4%

안양시 2 4%

의정부시 1 2%

∙ 어린이대공원이 위치한 광진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2%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이 나타남

∙ 관악구 12%, 강남구 10%, 강동구 6%, 성동구,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안양시 각각 4%, 동작구, 

송파구, 의정부시 각각 2% 순으로 서울 및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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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설문응답자 이동시 불편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노약자 4 8%

임산부 0 0%

영유아동반(유모차이용 등) 15 30%

지체장애 0 0%

시각장애 0 0%

기타장애 0 0%

신체적 불편 0 0%

정신적 불편 0 0%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 31 62%

∙ 설문응답자의 이동시 불편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62%가 이동시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영유아동반 30%, 노약자 8% 순으로 이동시 불편여부가 나타남

∙ 공원의 특성상 영유아동반 이용객들의 구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Q5. 공원이용 빈도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1주일 2번 이상 14 28%

1주일 1번 6 12%

1개월 1~2번 8 16%

2~3개월 1번 13 26%

1년 1~2번 9 18%

처음이용 0 0%

∙ 설문응답자의 어린이대공원 이용 빈도는 1주일 2번 이상 28%와 2~3개월 1번 26%가 높은 응답을 나타냄

∙ 이 외에 1년 1~2번 18%, 1개월 1~2번 16%, 1주일 1번 12% 순으로 공원이용 빈도가 조사됨

∙ 이용객들의 공원이용 목적과 거주 지역이 다양해 어린이 대공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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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공원접근 방법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도보 18 36%

버스, 지하철 9 18%

자가용, 택시 23 46%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0 0%

∙ 이용객들의 어린이대공원 접근 방법은 자가용·택시가 4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두 번째로 많은 응답으로 도보 36%, 버스·지하철 18% 순으로 공원접근 방법이 조사됨

Q7. 공원이용 목적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 또는 산책 16 32%

행사•프로그램 참가 4 8%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5 10%

자연을 느끼기 위해 1 2%

자녀의 놀이와 학습 23 46%

기타(공원관리) 1 2%

∙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은 자녀의 놀이와 학습이 4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이 외에 운동 또는 산책 32%,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10%, 행사·프로그램 참가 8%, 자연을 느끼기 위해, 

기타(공원관리) 각각 2% 순으로 공원이용 목적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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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공원 이용시 문제점(불편사항, 부족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공원 진입 2 4%

공원의 산책로 11 22%

화장실 3 6%

주차장 10 20%

안내시설 1 2%

휴게시설 7 14%

운동시설 2 4%

놀이시설 0 0%

기타(구체적 사항표기) 0 0%

문제없음 14 28%

∙ 어린이대공원 이용시 문제점을 묻는 항목에 문제없음이 2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남

∙ 공원의 산책로 22%, 주차장 20%, 휴게시설 14%, 화장실 6%, 공원진입, 운동시설 각각 4%, 안내시설 2% 순으로 

공원 이용시 문제점으로 조사됨

Q9. 구체적 문제 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운동시설 부족 2 4%

주차공간 부족, 대기시간 지연 10 20%

공원의 진입로 불편 2 4%

휴게시설 부족 4 8%

급한 경사도와 계단 11 22%

화장실 부족 3 6%

노후화된 시설의 수리 및 정비 2 4%

문제없음 14 28%

무응답 2 4%

∙ 구체적 문제 사항은 문제없음 28%와 무응답 4%를 제외하고, 급한 경사도와 계단 22%, 주차공간 부족 및 대기시간 

지연 20%가 높은 응답을 나타냄

∙ 휴게시설 부족 8%, 화장실 부족 6%, 운동시설 부족, 진입로 불편, 노후화된 시설 수리 및 정비 각각 4% 순으로 

구체적 문제 사항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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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13 26%

충분한 편익시설 10 20%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14 28%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2 4%

생태적 요소 0 0%

기타(기존시설관리, 행사·프로그램) 0 0%

문제없음 11 22%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28%,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26%, 문제없음 22%, 충분한 편익시설 20%, 충분한 유도 및 안내·안전시설 4% 순으로 조사됨

Q1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

구분 내      용 부수 구성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6 12%

이전보다 자주 이용 41 82%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3 6%

∙ 어린이대공원의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후 공원 이용 여부는 이전보다 자주 이용이 82%로 높게 나타나 향후 공원 

이용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 12%, 이전보다 매우 자주 이용 6%로 조사됨

Q12.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바라는 점

1. 무장애 공원이 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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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분석종합

■ 어린이대공원

∙ 어린이대공원 이용객 중 설문응답자의 약 절반은 20~30대의 청년층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가 많이 

이용하였으며, 광진구 지역 주민 이외에도 서울 및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객들의 공원 이용 빈도는 높지 않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해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대공원의 특성상 자녀의 놀이와 학습을 목적으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가장 많았고, 주로 

자가용을 이용해 공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원 이용시 문제점에 대해 산책로의 경사와 계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대기시간 지연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되었고 공원 내 시설 부족에 대한 의견이 나타남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은 문제점으로 조사된 이동 동선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후 이용객들의 향후 공원이용 여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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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조사결과 요약
 

❍ 공원이용행태

 - 이용률이 높은 공원 : 월드컵공원(13.1%), 남산공원(12.7%), 어린이대공원(11.2%)

 - 이용 빈도 : 2~3개월에 1번, 1년에 1~2번(28.1%) > 1개월에 1~2번(26.1%) > 1주일에 1번(11.3%) > 1주일에 

2번 이상(6.0%)

 - 이용 목적 : 운동 또는 산책(43.9%) > 자연을 느끼기 위해(22.5%) > 자녀와의 놀이와 학습을 위해(15.3%) > 

특정한 목적(행사, 프로그램 등)(9.1%) > 사람을 만나기 위해(6.9%) 

❍ 주 이용 공원 불편 사항 

 -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등) 21.0% > 주차장 17.7% > 화장실 12.7% > 공원의 산책로(계단, 경사도, 포장상태 등) 

12.1% > 공원에 진입하는 길11.9% > ···

❍ 무장애 공원 조성 개선 사항 제언 

 - 공원에 진입하는 길, 공원안 산책로 턱낮춤 40.7% > 화장실, 주차장, 매점 등 충분한 편익시설 19.4%  >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휴게시설, 운동시설, 놀이시설) 15.3% > ···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4.12.19 ~12.25 

 ❍ 조사대상 :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표 본 수 : 2,865명 

▣ 전   체 ▣
사례수 (명) 백분비 (%)

2.865 100.0

성별
남자 1,473 51.4

여자 1,392 48.6

연령

10대 37 1.3

20대 506 17.7

30대 820 28.6

40대 773 27.0

50대 438 15.3

60세이상 291 10.2

 ※ 지역별 표본분포에 대한 내용은 첨부 <무장애 친화공원 조사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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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공원 이용행태

   - 공원 이용시 불편한 점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시 공원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의뢰부서 : 공원녹지정책과

2 주요 조사결과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이동 불편여부 

   -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다(56.7%)로 반이상의 응답자가 일반 시민 

   - 영유아 동반(17.1%), 노약자(8.7%) 등 40% 가량이 무장애 공원이 필요한 응답자 

 공원 이용행태 
 ❍ 주 이용 공원 

   - 10% 이상 응답한 공원은 전체 표본수(2,865) 중 287명 이상의 주 이용 공원

   - 이용률이 높은 공원 : 월드컵공원(13.1%), 남산공원(12.7%), 어린이대공원(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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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원 

진입로
공원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안내
시설

휴게
시설

운동
시설

놀이
시설

기타 전체

선유도공원
빈도 57 30 25 35 16 55 13 11 13 255

 % 22.4% 11.8% 9.8% 13.7% 6.3% 21.6% 5.1% 4.3% 5.1%

서울창포원
빈도 7 8 3 10 3 23 5 2 4 65

 % 10.8% 12.3% 4.6% 15.4% 4.6% 35.4% 7.7% 3.1% 6.2%

서울숲
빈도 32 19 53 57 26 48 15 16 12 278

 % 11.5% 6.8% 19.1% 20.5% 9.4% 17.3% 5.4% 5.8% 4.3%

서서울

호수공원

빈도 11 14 10 18 5 17 5 7 2 89

 % 12.4% 15.7% 11.2% 20.2% 5.6% 19.1% 5.6% 7.9% 2.2%

북서울

꿈의숲

빈도 28 30 22 45 15 52 21 20 10 243

 % 11.5% 12.3% 9.1% 18.5% 6.2% 21.4% 8.6% 8.2% 4.1%

독립공원
빈도 5 9 5 8 4 9 6 5 3 54

 % 9.3% 16.7% 9.3% 14.8% 7.4% 16.7% 11.1% 9.3% 5.6%

남산공원
빈도 54 62 47 61 26 69 15 10 20 364

 % 14.8% 17.0% 12.9% 16.8% 7.1% 19.0% 4.1% 2.7% 5.5%

길동

생태공원

빈도 9 5 5 13 3 6 4 3 4 52

 % 17.3% 9.6% 9.6% 25.0% 5.8% 11.5% 7.7% 5.8% 7.7%

 ❍ 주 이용 공원 이용빈도   

   - 2~3개월에 1번, 1년에 1~2번(28.1%) > 1개월에 1~2번(26.1%) > 1주일에 1번(11.3%) > 1주일에 2번 

이상(6.0%)

 ❍ 주 이용 공원의 목적 

   - 운동 또는 산책(43.9%) > 자연을 느끼기 위해(22.5%) > 자녀와의 놀이와 학습을 위해(15.3%) > 특정한 

목적(행사, 프로그램 등)(9.1%) > 사람을 만나기 위해(6.9%) 

 공원이용 불편사항 및 개선 사항 제언 

 ❍ 주 이용 공원의 불편사항 

   -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등) 21.0% > 주차장 17.7% > 화장실 12.7% > 공원의 산책로(계단, 경사도, 포장상태 

등) 12.1% > 공원에 진입하는 길11.9% > ···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공원 우선 개선 사항  

   - 공원에 진입하는 길, 공원안 산책로 턱낮춤 40.7% > 화장실, 주차장, 매점 등 충분한 편익시설 19.4%  >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휴게시설, 운동시설, 놀이시설) 15.3% > ···

※각 공원별 불편사항 분석표 (% 1순위,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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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원 

진입로
공원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안내
시설

휴게
시설

운동
시설

놀이
시설

기타 전체

훈련원공원
빈도 0 1 3 1 0 2 0 0 0 7

 % 0.0% 14.3% 42.9% 14.3% 0.0% 28.6% 0.0% 0.0% 0.0%

천호공원
빈도 3 6 4 10 1 11 2 2 6 45

 % 6.7% 13.3% 8.9% 22.2% 2.2% 24.4% 4.4% 4.4% 13.3%

중랑캠핑숲
빈도 3 3 6 4 1 8 3 6 3 37

 % 8.1% 8.1% 16.2% 10.8% 2.7% 21.6% 8.1% 16.2% 8.1%

응봉공원
빈도 4 3 2 1 2 3 2 0 2 19

% 21.1% 15.8% 10.5% 5.3% 10.5% 15.8% 10.5% 0.0% 10.5%

월드컵공원
빈도 37 36 53 54 30 90 19 32 23 374

 % 9.9% 9.6% 14.2% 14.4% 8.0% 24.1% 5.1% 8.6% 6.1%

용산공원
빈도 9 12 12 12 4 7 5 4 3 68

 % 13.2% 17.6% 17.6% 17.6% 5.9% 10.3% 7.4% 5.9% 4.4%

어린이대공원
빈도 10 41 35 73 28 81 18 21 14 321

 % 3.1% 12.8% 10.9% 22.7% 8.7% 25.2% 5.6% 6.5% 4.4%

시민의숲
빈도 20 14 26 29 9 35 14 6 11 164

 % 12.2% 8.5% 15.9% 17.7% 5.5% 21.3% 8.5% 3.7% 6.7%

간데메공원
빈도 4 7 3 6 2 3 6 3 1 35

 % 11.4% 20.0% 8.6% 17.1% 5.7% 8.6% 17.1% 8.6% 2.9%

보기 중에  

자주 방문하는  

공원이 없음

빈도 0 0 0 0 0 0 0 0 0 395

 %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빈도 293 300 314 437 175 519 153 148 131 2865

 % 10.2% 10.5% 11.0% 15.3% 6.1% 18.1% 5.3% 5.2% 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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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용역보고

착수
보고

일    시 2014. 10. 8(수) 15:00~17:00 장    소 푸른도시국 회의실

•현장조사와 더불어 설문조사 시행 필요

•공원 이용객의 이동경로와 이용범위를 조사하여 반영

•공원별이 아닌 장애물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BF인증에 목표를 두지 않고 장애물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함

•무장애 친화공원은 장애인만을 위한 공원이 아니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편안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무장애는 BF시설을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임을 명시해야함

•기존 BF관련 매뉴얼 항목이 너무 많으므로 필수적인 항목으로만 가이드라인 구성

•무장애 친화공원을 위하여 외부 접근성 및 공원 내부 보행네트워크 개선, 이용 가능한 시설 증대가 필요함

중간
보고

일    시 2014. 12. 19(금) 09:30~11:30 장    소 푸른도시국 회의실

•사업우선 대상지는 공원이용률이 높은 곳을 우선시하여 검토 추진

•무장애 등급을 표시할 때는 픽토그램 형태나 색상구분으로 표기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고, 무장애 친화공원 

이용대상에 어린이와 외국인도 포함할 것  

•무장애를 이유로 모든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기존 기능성과 경관성을 유지하면서 부분적 개선 또는 

차선책을 고려해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 할 것

•무장애 시설은 특별히 배려한다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표시나지 않으면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공원의 자전거도로는 보다 적극적인 분리가 필요하고, 핸드레일은 꼭 필요한 지역만 설치를 요함

•무장애 범위를 공원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범위로 확장을 요함(쉬고, 놀고, 머무르는 곳)

•사업우선대상지 검토 시 공원이용도와 함께 접근성이 개선되면 이용도가 훨씬 증대될 수 있는 지역 등 

가중치를 추가하여 분석 요함

최종
보고

일    시 2015. 3. 10(화) 14:00~16:00 장    소 푸른도시국 회의실

•무장애 인증을 받는 무장애 공원과 비교해서 무장애 친화공원은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인적서비스 등으로 

보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원개념으로 정립하도록 함

•가이드라인(안)에 혼용되어 있거나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 더 구체화해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세부 검토, 보완 

추진하도록 함

•가이드라인(지침)은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을 위한 큰 틀의 원칙을 세우되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사항과 

특화사항을 나누어 구성하도록 함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단계별(공원별) 사업비는 재검토 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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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문가 자문

1차

자문안건 현장조사 범위 설정 및 방법, 가이드라인 방향 설정 일  시
2014. 10. 30

2014. 11. 03

•서울시와 합의된 BF ZONE 설정이 필요, BF ZONE 설정 후 BF인증항목을 토대로 현장조사 및 평가를 시행함

•외부접근로 및 공원 내 동선을 걸으며 발견되는 장애요소를 없애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도출된 장애요소들을 

BF인증평가 항목과 비교하여 개선방향을 도출 하도록 함

•BF ZONE 설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프로세스를 적용함

1) 이용루트(순환식, 또는 일방향식)를 우선조사

 - 간선도로 개념의 공원 중심동선을 대상

 -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반드시 포함하며 대중교통 및 주차장과의 연결성, 통행량 등을 평가하여 2~3개소로 한정

2) 이용시설 : 공원이용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을 연결

3) 편의시설 : 주차장, 화장실, 놀이터, 매점,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연계하는 동선을 포함하도록 함

4) BF ZONE 범위에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기타시설은 현장조사를 통해 포함여부 결정

5) 이용시설, 편의시설을 연결하는 BF루트를 중심으로 동선 및 시설을 포함한 실제 적용 가능한 영역을 BF ZONE으로 

설정(일반적으로 보행로를 따라 선형으로 설정됨, 넓은 면적의 녹지공간을 포함한 영역으로 설정하지는 않음)

•가이드라인은 사전에 작성할 수 없고, 현장조사결과 및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함

2차

자문안건
무장애 친화공원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이용률이 높은 서울의 대표공원 4개소 현장실사
일  시

2015. 01. 27

2015. 01. 29

북서울꿈의숲

∙ 조성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공원으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을 위한 과도한 포장교체 및 양호한 

기존 공원시설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공간 개선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경사로로 조성되어있어 30m 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휴식공간 설치가 요구됨

∙ 선큰지형에 조성된 라포레스타는 장애인 및 노약자 접근이 어려우므로 승강기 설치 고려

서울숲

∙ 기존 무장애 놀이터는 작품형 공간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놀이터 명칭 변경이 필요함

∙ 뚝섬로 무지개터널 상부 램프는 경사(9~10%)로 휠체어 이용을 위한 경사 완화대책이 필요

∙ 방문자 센터 및 화장실 등 주요 건축물 접근을 위한 포장개선 및 점자블럭 설치 필요

월드컵공원

∙ 전반적으로 공원 화장실 및 매점 등 부속건축물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블록 및 건축물 진입공간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공원 내 자전거 동선은 이용률이 낮고 자전거 통행이 장애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자전거 동선을 제거하고 BF보행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화의 공원 내 유일한 놀이터인 모험놀이터는 장애어린이 이용을 고려한 놀이시설도입 검토

∙ 녹지 내 피크닉공간 일부는 장애인 이용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함

∙ 장애인차량 이용자를 고려하여 평화의 공원과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동하고, 접근동선 설치

∙ 하늘공원의 탐방객 안내소 및 매점주변은 장애인 이용을 고려하여 포장 및 계단, 램프 등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며, 억새밭 접근을 위한 연결 보행교 중 일부는 안전난간설치가 필요함 

∙ 하늘공원 전망대 중 한강을 바라보는 곳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전망대 접근을 

위한 기존 램프는 장애인기준에 부적합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선유도공원

∙ 기존 정수장구조물을 재활용한 공원으로 경관보존을 위하여 과도한 BF계획 지양 

∙ 보행로 턱 제거 및 트렌치 덮개 교체, 계단 엣지부 경고용띠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계획 수립

∙ 공원 내부가 복잡하므로 위치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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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자문안건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우선사업대상지(월드컵공원) 기본계획 검토 일  시
2015. 03. 02

2014. 03. 03

•무장애 친화공원의 적용대상과 접근방법 등에 있어 확실한 개념정립이 필요함

•무리한 계획은 또 다른 장애를 초래하므로 기존 공원 이용에 큰 불편이 없다면 과도한 변경은 지양하고, 기존 장애요소를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함

•화장실에 설치되는 점자블록은 진행방향에서 첫 진입부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유도형 선형블록 없이 다음 

출입구에 점형점자블록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교차로부분에 안내판을 설치 할 경우 교차구간에 띠모양으로 포장재를 달리하여 

인지시키고, 보행방향의 우측으로 주요 시설로의 이동방향 및 거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양각 안내판 설치

∙ 양각안내판은 일반인도 알 수 있게 글자를 양각으로 표현하며, 점자안내판은 양각안내판의 좌측 상단에 설치

• 우선사업대상지(월드컵공원) 기본계획 검토

1) 유니세프 광장

 - 직접적인 위험이 없고, 보행방향에서의 장애요소가 아니므로 추락방지턱 보다는 경고용 라인마킹이 바람직함

2) 피크닉장

 - 장애인은 흙길, 잔디 등 자연공간 이동을 선호하고, 이용에 큰 불편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휠체어를 위한 포장을 

조성하도록 함

3) 보행로

 - 휠체어 이동(1.5m) 및 시각장애인의 보행 범위(1.1m)가 충족될 경우 휴지통 등 시설물은 이설할 필요 없음

4) 공원안내시스템

 -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이용객,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계층을 위해 공원 내 다양한 시설 및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픽토그램을 제작 할 필요성이 있음

 - 공원 내 시설개선보다 공원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하며, 음성안내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공원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통해 음성안내지원 시스템, 보행 내비게이션 등 실질적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4차

자문안건 가이드라인 내용 검토 일  시
2015. 03. 23

2015. 03. 24

•무장에 친화공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제시

 – 무장애공원 실현이 어려운 공원을 대상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요소를 최소화하고, 인적서비스 등으로 보완한 공원을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정의

•이용객들이 방문 전 공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 제공’ 항목을 추가하도록 함 

•외부 접근로는 보도폭이 넓은 경우 보도 양측 가장자리에 재질 및 색상변화, 경고용 턱을 조성하고, 보도폭이 

좁은 경우 보도 중앙에 유도용 선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양방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연속하여 설치된 경우 안내표시를 시작부 1곳만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수 

및 방향을 표시하도록 함  

•무장애 친화공원 제공자의 입장에 조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함께 무장애친화공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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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평가항목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매개
시설

1.1
접근로

1.1.1 주출입구 

까지의 접근로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에서 보차가 분리된 

안전보행로의 확보 평가
P1-01-01 1

1.1.2 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보행로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평가
P1-01-02 2

1.1.3 단차 공원까지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단차 평가 P1-01-03 1

1.1.4 기울기 접근로의 진행방향 및 좌우기울기 평가 P1-01-04 2

1.1.5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 평가 P1-01-05 1

1.1.6 보행장애물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의 

연속성 확보와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평가

P1-01-06 2

1.1.7 덮개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 설치 평가
P1-01-07 1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공원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 근접 설치 평가 
P1-02-01 1

1.2.2 주차면수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평가 P1-02-02 1

1.2.3 주차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규정에 적합 정도 평가 P1-02-03 1

1.2.4 보행 

안전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공원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안전통행로의 폭 및 연속성 평가
P1-02-04 1

1.2.5 안내 및 

유도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에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평가
P1-02-05 1

1.3
주출
입구

1.3.1 진출입 통제 

계획

공원 주출입구에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및 

휠체어사용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등의 설치 평가
P1-03-01 5

1.3.2 공원입구와 

보도와의 경계

공원의 주출입구와 보행로의 경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가능한지 평가
P1-03-02 1

2
유도
및

안내 
시설

2.1
안내
설비

2.1.1 안내판설치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 

가능한 안내판 설치 평가
P2-01-01 2

2.1.2 안내판의 

정보

안내판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혹은 BF산책로의 

정보 제공 유무 및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

P2-01-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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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2
유도
및

안내 
시설

2.1 
안내
설비 

(계속)

2.1.3 통합안내 

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주출입구부터 주요시설까지 시각장애인용 

유도용시설(점자블록 등)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와 적절성 

평가

P2-01-03 2

2.1.4 경고시설 위험지역에 적절한 경고시설의 설치 평가 P2-01-04 1

3
위생
시설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 P3-01-01 5

3.1.2 안내표지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평가 P3-01-02 2

3.2
화장실 
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화장실로 접근하는 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
P3-02-01 3

3.2.2 바닥 마감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P3-02-02 2

3.2.3 출입구(문)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와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평가
P3-02-03 3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의 접근 가능 평가

P3-03-01 2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출입문 형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설비 설치 정도 평가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손잡이 및 잠금장치 설치 정도 평가

3.3.2 활동공간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 평가 P3-03-02 2

3.3.3 형태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 평가 P3-03-03 2

3.3.4 손잡이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 평가 P3-03-04 2

3.3.5 기타설비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P3-03-05 2

3.4
소변기

3.4.1 형태 및

 손잡이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P3-04-01 2

3.5
세면대

3.5.1 형태 세면대의 형태 평가 P3-05-01 1

3.5.2 거울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평가 P3-05-02 1

3.5.3 수도꼭지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P3-05-03 1

4
편의
시설

4.1
접근 및 
이용성

4.1.1 시설까지의 

접근로
공원 내 시설의 접근하기 쉬운 위치 평가 P4-01-01 1

4.1.2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공원 시설의 주출입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진입 

가능 한지 정도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와 기울기 평가
P4-01-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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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4
편의
시설

4.2
공원
시설

4.2.1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

(놀이공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단 혹은 놀이 공간 등의 공원 

시설 설치 평가
P4-02-01 8

4.3
기타
설비

4.3.1 휴식공간 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위치에 휴식공간 설치 평가 P4-03-01 1

4.3.2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평가
P4-03-02 2

5
BF보행

의 
연속성

5.1
공원
내부 

보행로

5.1.1 BF보행로의 

지정

내부 산책로 중 출입구-공원시설 간을 연결하는 

주요보행로를 BF보행로로의 지정 평가
P5-01-01 2

5.1.2 보행안전

 공간

내부 보행로에서 수직 수평의 3차원적인 무장애 보행공간의 

확보 평가
P5-01-02 6

5.1.3 단차 공원 내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단차 평가 P5-01-03 1

5.1.4 기울기 보행로 등의 진행 방향 및 좌우기울기의 경사 평가 P5-01-04 5

5.1.5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평가
P5-01-05 2

5.1.6 자전거

 도로와의

 접점

자전거와의 접점 없이 연속적인 안전보행로의 확보 평가 P5-01-06 2

5.1.7 보행유도의

 연속성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보행유도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나 

시설계획 평가
P5-01-07 10

6.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P6-01-01

총 지표수 44 총 배 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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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세부 평가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1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모든 이용자가 보도에서 공원의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
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함

평가방법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에서 보차가 분리된 안전보행로가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1.0

우 수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0.8 

일 반 보차혼용 접근로 0.7

-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라 함은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
하여, 보행자가 공원입구까지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입하는 것을 말함

- 공원 입구까지의 보행로에 있어 차량과의 간섭에 의한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최우수로 
보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 지라도 보행자 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을 경우 최우수로 봄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주출입구가 보도에서 직접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 주
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등으로 인해 주출입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 최
우수로 평가하며,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등으로 인해 주출
입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
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계획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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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 또는 접근로의 적정 유효폭 확보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2.0

우 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1.6

일 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1.4

-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

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
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03BF 인증기준(공원편)

484  보고서 부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3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
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방법 공원 주출입구까지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진행방향상의 단차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1.0

우 수 전체구간에 단차 2cm이하 0.8

 

- 접근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접근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

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부록

 보고서 부록  48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4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진행방향 및 좌우기울기의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 정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50(2%)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24(4%)이하

2.0

우 수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24(4%)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5%)이하

1.6

- 접근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접근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

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
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03BF 인증기준(공원편)

486  보고서 부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5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바닥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재질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재료로 마감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로 
함

0.8

일  반
물이 묻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로 함(보도
블록 등)

0.7

- 접근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

준으로 평가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

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 보고서 부록

 보고서 부록  48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6 보행장애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
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의 설치 정도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및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보행장애물

구분 보행장애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명확하게 장애물 구역이 설치 1.0

우 수 가로등, 가로수 등이 보행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설치 0.8

- 장애물 구역은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보도의 각종설치물의 설치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함

• 세부항목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 설치 1.0

우 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0.8

일 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고 색상으로만 구분됨 0.7

-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접근보행로 상에 보행지원시설 및 설치물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03BF 인증기준(공원편)

488  보고서 부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7 덮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를 평가하여 배수로 덮개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배수로 격자구멍 
또는 틈새에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이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
는지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배수로 덮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1.0

우 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
이하

0.8

- 접근로 상에 배수로 등과 같은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덮개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
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배수로 덮개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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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부록  48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장애인주차구

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경로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구분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
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1.0

우 수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0.8

일 반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이하로 설치 0.7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항목)

을 준수하여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항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

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기울기 1/24(4%)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 주차장시설이 없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1.2 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까지의 접근성 평가점수비율을 1.2 항목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평가점수  × 




                A : 공원까지의 접근성 전체점수합계 

                B : 공원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한 공원까지의 접근성 부문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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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호, 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
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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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부록  49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2 주차면수 확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면수 확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1.0

우 수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0.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

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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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3 주차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을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 크기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

구분 주차면 크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1.0

우  수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0.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은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면의 치수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

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
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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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4 보행안전통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평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안전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공원의 출입구 또는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안전통행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행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통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구간에 안전보행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1.0

우 수 모든 구간에 안전보행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0.8

일 반 모든 구간에 안전보행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0.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전보행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보도 및 접근로

의 기준(1.1항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

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전보행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

되어야 하며, 단차(2cm이상) 또는 차량우선의 간섭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

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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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5 안내 및 유도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주차구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
고,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에 장애인전용
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

구분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1.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0.8

일 반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0.7

-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

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

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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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주출입구

평가항목 1.3.1 진출입 통제 계획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진
출입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공원 주출입구에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계획 및 휠체어사용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등의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공원 주출입구의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통제 계획 및 휠체어 진출입 계획 평
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구분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계획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속도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1.5m
이상의 유효폭으로 지그재그, 반원, 곡선 형태 등으로 출입구 계획

5.0

우 수
0.75m정도의 간격으로 차량 진입억제 말뚝 설치하여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속도저감 효과를 가져오며 일부분의 경우 휠체
어 통과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계획

4.0

- 차량 진입억제 말뚝의 경우 높이 0.8~1.0m, 지름 0.1m~0.2m이내로 설치되어야함
- 밝은 색의 반사도료 띠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재질의 경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이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무릎정도의 높이의 어두운 색의 볼라드 등으로 설치할 경우 등급 미부여)
- 차량 진입억제 말뚝을 0.75m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전거 등의 속도 저감 효

과를 내기 위함이며, 아울러 휠체어의 통과를 위해 출입구 일부는 휠체어만 통과할 수 있
는 시설계획이 필요함

- 출입구에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동선이 휠체어사용자 및 보행자 동선과 분
리될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주출입구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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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주출입구

평가항목 1.3.2 공원입구와 보도와의 경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이 가
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공원의 주출입구와 보행로의 경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가능한지 여부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출입구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보도와 공원 주출입구의 단차

구분 보도와 출입구경계의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 없이 수평접근 0.5

우 수 0.75m이하 단차(경사로설치) 0.4

일 반 0.75m이상 단차(경사로설치) 0.35

• 세부항목 -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구분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 없이 수평접근 0.5

우 수 기울기 1/18(5%)이하 0.4

일 반 기울기 1/12(8%)이하 0.35

- 단, 공원의 진출입을 위해 승강기가 설치되어 이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면 우수로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주출입구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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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2 유도 및 안내시설

평가범주 2.1 안내설비

평가항목 2.1.1 안내판 설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촉지도식 안내판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공원 내의 위치 및 시설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 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
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촉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판 설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
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2.0

우 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
께 설치

1.6

일 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1.4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
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양
각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촉지도식 안내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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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2 유도 및 안내시설

평가범주 2.1 안내설비

평가항목 2.1.2 안내판의 정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내판에 휠체어 장애인 등이 다닐 수 있는 시설 정보 혹은 BF산책로에 대한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내판 정보의 질적인 부분을 평가함

평가방법
안내판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혹은 BF산책로의 정보 제공 유무 및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촉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판의 정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진 산책로의 경우 경사 정도를 
표시

2.0

우 수 일반에 조건을 만족하며 이용 가능한 산책로를 표시 1.6

일 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1.4

- 공원 내 산책로 중 BF산책로가 지정되어있을 경우 이에 대한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야 하며, 시각적으로 인지가 쉬워야 할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촉지도식 

혹은 점자 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제공되는 통합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안내판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주차장,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

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표시가 없을시 등급을 얻지 못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제출서
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안내판 내용

- 안내판 시설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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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2 유도 및 안내시설

평가범주 2.1 안내설비

평가항목 2.1.3 통합안내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내설비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주출입구부터 주요시설
까지 시각장애인용 유도용시설(점자블록 등)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와 적절성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음성안내 장치 및 연속된 유도용 시설(점자블록 등) 설치

구분 음성안내 장치 및 연속된 점자블록 설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컨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1.0

우 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0.8

일 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0.7

• 세부항목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구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0.8

일 반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0.7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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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2 유도 및 안내시설

평가범주 2.1 안내설비

평가항목 2.1.4 경고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공원 내에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평가방법 위험지역에 적절한 경고시설을 설치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고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시설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요 위험지역에 색상, 질감적으로 다른 마감재를 이용하
여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하여 경고시설 설치

1.0

우 수
주요 위험지역에 규정에 적합한 점자블록을 이용하여 주
의경고시설 설치

0.8

- 주변과 조화된 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공원을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점형블록의 사용

보다는 질감적, 색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마감재 사용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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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항목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여부

배    점 5점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는 화장실의 50%이상이 다목적 
화장실

5.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최소1개 이상의 다목적 화장
실설치

4.0

일 반

최소 1개 이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장애인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공원 내 2개소 이상 화장실이 있는 경우 전체 개수의 
50%이상 적용

3.5

- 다목적화장실이라 함은 남녀 구분 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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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항목 3.1.2 안내표지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
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다기능에 대한 안내표지 있음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
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1.6

일  반
화장실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4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

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
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상세도
- 화장실 안내표지판 상세도
- 배치도(장애인 화장실 및 안내표지판의 위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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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1 유효폭 및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1.5

우 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1.2

일 반 0.9m이상 통로폭 확보 1.05

• 세부항목 - 단차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1.5

우 수 단차 2cm이하 1.2

일 반 높이차이 제거(기준에 적합한 설치) 1.05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
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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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2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 접근로의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실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럽지 않는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결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1.6

일 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1.4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

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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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3 출입구(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의 출입구(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출입문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확보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2.4

일 반 유효폭 0.8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2.1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

지 폭으로 측정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

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

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화장실 출입문 입면도 및 상세도
- 화장실 출입문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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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1 칸막이 출입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

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칸막이 출입문의 유효폭 및 형태, 기타 설비 설치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0.5

우 수 유효폭 0.9m이상 0.4

일 반 유효폭 0.8m이상 0.35

• 세부항목 - 형태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0.5

우 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4

•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

구분 사용여부 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0.5

우 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4

일 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35

• 세부항목 - 잠금장치

구분 잠금장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0.5

우 수 잠금장치를 설치함 0.4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정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

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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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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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2 활동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내부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
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칸막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좌우측 모두 0.75m이
상의 활동공간 확보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 확보

1.6

일 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1.4m이상, 깊이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1.4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로 설치된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

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
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 칸막이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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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3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1.6

일 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 

1.4

- 1,500㎡ 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

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
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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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4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
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
질의 손잡이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상하회전형태의 손잡이 설치 1.6

일 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좌우회전식으로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8m~0.9m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함

1.4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
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7호,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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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5 기타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에 세정장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정장치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타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형태 1.6

일 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
능함
세정장치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1.4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

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 세정장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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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4 소변기

평가항목 3.4.1 형태 및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소변기의 형태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다양
한 사용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소변기와 손잡이가 설치
되도록 함

평가방법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소변기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및 손잡이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1.6

일 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로 설치 좌우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4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
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소변기 상세도
- 소변기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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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1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의 형태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세면대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모든 세면대가 카운터형으로 설치
세면대 중 한곳은 수평손잡이 설치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의 세면대 설치 0.8

일 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로 설치
하단은 깊이 0.45m, 하부 높이 0.65m이상 확보
보행․시각 장애인 등을 위해 세면대 양옆에 규정에 적합한 
수평손잡이 설치

0.7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

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
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세면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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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2 거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거울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
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거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확대경 설치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0.8

일 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9m내
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0.7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

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세면대 거울 설치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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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3 수도꼭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
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광감지식 설치 1.0

우 수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0.8

- 1,500㎡ 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

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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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1 접근 및 이용성

평가항목 4.1.1 시설까지의 접근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평가방법 공원 내 시설의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시설위치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설까지의 접근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 산책로에서 눈에 잘 띄도록 위치 및 유도 안내 표시가 설
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로 연결

1.0

우 수
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으나 유도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
며 안전보행로로 연결

0.8

일 반 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으나 안전보행로로 연결 0.7

- 주 산책로와 인접해 있다함은 주 산책로에서 시설의 입구가 바로 보임을 말함
- 주 산책로에서 따로 접근로를 두어 시설로 접근할 경우 접근로는 ‘1.1 보도 및 접근로’ 

일반 이상의 기준을 따르며 일반 미만일 경우 등급 미부여
- 공원시설이 없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접근 및 이용성(4.1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시설의 

편의성- 공원시설 평가점수비율을 4.1 항목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시설까지의 접근로부문의 평가점수  × 




                       A : 공원시설의 편의성-공원시설 전체점수합계
                       B : 공원내 시설로의 접근 및 이용성부문 점수합계
                       C : 공원내 시설로의 접근 및 이용성을 제외한 공원시설의 

편의성-공원시설 부문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
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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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1 접근 및 이용성

평가항목 4.1.2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평가방법
공원 시설의 주출입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진입 가능한지 정도를 주출입구의 높
이 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출입구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주출입구 높이차이

구분 주출입구 높이차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0

우 수 0.75m이하 단차(경사로 설치) 0.8

일 반 0.75m이상 단차(경사로 설치) 0.7

• 세부항목 -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구분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0

우 수 기울기 1/18(5%)이하 0.8

일 반 기울기 1/12(8%)이하 0.7

-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로 출입구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서 부출입구로 대체하여 평가가 가능함

- 공원시설이 여러 개일 경우 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시설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주출입구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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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2 공원 시설

평가항목 4.2.1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단 혹은 놀이 공간 등의 공원 시설 설치 여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시설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통합 혹은 장애인 전용 공원 놀이시설 등의 설치 여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통합시설로 설치 8.0

우 수 부분적인 통합시설로 설치 6.4

일 반 장애인 전용시설로 설치 5.6

- 통합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데 차별이 없는 시설을 말함

- 전용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있어 구분이 존재하며, 장애인만 사용

해야 하는 시설 같은 경우를 말함(휠체어 마크를 표시하여 장애인만 이용해야 하는 것처

럼 보이는 시설도 포함) 

- 단, 종합안내판의 장애인 이용가능시설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마크는 예외로 함

-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함은 위험지역의 난간설치 계획,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시설 설치가 포함되며 이는 모든 시설에 기본이 되어야 함

-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시설은 시설의 이용에 있어 이동(수직 이동 포함)에 어려움

이 없음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시설 주출입구 평면도
- 공원시설 평면도(배치도)
- 장애인 배려 계획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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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3 기타설비

평가항목 4.3.1 휴식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적절한 간격마다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휠체어사용자 등 모두가 함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휴식공간 설치 여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휴식공간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구분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0.6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공간
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0.48

일 반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0.42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휴게시설은 보행 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그 평가 
등급을 얻지 못함

- BF보행로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구간 내 휴게시설의 평균으로 평가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원전체 휴게시설의 평균으로 평가함

• 세부항목 - 휴게의자의 구조

구분 휴게의자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0.4

우 수 등받이가 설치 0.32

- BF보행로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구간 내 휴게의자의 평균으로 평가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원전체 휴게의자의 평균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벤치 상세도
- 벤치 주변 접근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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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3 기타설비

평가항목 4.3.2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여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매표소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설까지 유도 안내시설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 앞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상단높이 0.7m~0.9m, 하부높이 0.65m이상, 깊이 0.45m
이상 확보

1.4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3개 시설 평가 중 최하 등급인 시설로 4.3.2 항목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매표소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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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3 기타설비

평가항목 4.3.2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여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판매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판매기 주변 바닥 재질을 달리하여 
위치 안내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조작부에 점자 표시 함께 설치 1.6

일 반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및 투입구 및 조작버
튼 높이는 0.4m~1.2m이내 설치, 버튼식 설치

1.4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3개 시설 평가 중 최하 등급인 시설로 4.3.2 항목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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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3 기타설비

평가항목 4.3.2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여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음료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 주변구역의 바닥 재질을 달
리 마감하여 위치 안내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광감지식 조작기 설치 1.6

일 반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분출구의 높이는 0.7m~0.8m이내에 설치
휠체어바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부공간 확보
레버식 조작기 설치

1.4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3개 시설 평가 중 최하 등급인 시설로 4.3.2 항목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음료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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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1 BF보행로의 지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로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내부 산책로 중 출입구-공원시설 간을 연결하는 주요보행로를 BF보행로로의 지정여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공원 내 BF보행로의 지정여부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BF보행로의 지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유도 안내의 연속성도 확보 2.0

우 수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 및 주요공원시설(화장실 등)간을 
연결하여 돌아 나올 수 있는 연속된 BF보행로 지정

1.6

일 반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를 돌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연속
된 BF보행로 지정

1.4

- 주요 산책로 등을 BF보행로로 지정하고 이외의 다른 보행로는 경사도 및 재질 등을 평가
하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 보행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좀 더 다양한 공원을 만들기 
위한 배려임

- 최우수에서 말하는 유도 안내의 연속성의 확보는 BF보행유도의 연속성 및 주요 BF보행
로 상에 위치한 시설의 안내 및 주출입구에서부터 안내(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배려한 
음성안내, 촉지도식 안내판, 눈에 잘 띄게 디자인된 표지판의 연속된 설치 등)가 되어 사
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함

- BF보행로의 지정 여부에 대해 주출입구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
시가 되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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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2 보행안전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로의 유효폭과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물 없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 

평가방법 내부 보행로에서 수직 수평의 3차원적인 무장애 보행공간의 확보여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보행로 폭과 높이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 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보행로 유효폭 1.8m이상 6.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보행로 유효폭 1.5m이상 4.8

일 반
주요 산책로에 높이 2.5m이상, 유효폭 1.2m이상의 무장애 
공간확보

4.2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
- 보행로의 유효폭은, 대지내 보행로 중에 가장 유효폭이 좁은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보행로 유효폭 1.5m미만의 보행로가 50m이상 연속될 경우 1.5m×1.5m이상의 교행구

간을 5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교행구간 미설치시 등급 미부여)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 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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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3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평가방법 공원 내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단차 여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보행로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보행로에 단차 전혀 없음 1.0

우 수 모든 보행로에 단차 2cm이하 0.8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

- 보행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보행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보행로에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

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 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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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4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평가방법 보행로 등의 진행 방향 및 좌우 기울기의 경사정도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보행로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좌우 1/50(2%)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24(4%)이하 5.0

우 수 좌우 1/24(4%)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18(5%) 이하 4.0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

- 보행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보행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

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 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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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5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보행로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재료로 마
감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틈새가 전혀 없이 평탄하게 마감 1.6

일 반
물이 묻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으며 
틈새가 없이 평탄하게 마감 

1.4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
- 보행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

준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 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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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6 자전거도로와의 접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평가방법 자전거도로와의 접점 없이 연속적인 안전보행로의 확보여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자전거와의 접점 여부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와의 접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 보행구간에 자전거도로와의 교행 없음 2.0

우 수
보행구간에 자전거도로와의 교행 있을시 적절한 경고와 보
행자 우선(고원식 횡단보도 등)의 계획수립

1.6

일 반
보행구간에 자전거도로와의 교행 있을시 위험에 대한 경고
시설 설치

1.4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

- 자전거도로와의 교행에서 위험에 대한 경고는 보행자(시각장애인)가 명확히 인지 가능하

도록 다른 마감 재질 혹은 색상의 구별이 가능한 재질로 설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
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 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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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7 보행유도의 연속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평가방법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보행유도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나 시설계획 여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보행유도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나 시설계획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
로 평가

구분 보행유도의 연속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및 일반인의 보행유도를 위해 연속적인 물길, 보
행로와 어울리는 유도레일 등을 설치하여 보행유도

10.0

우 수
시각장애인의 보행유도 및 시설안내를 위해 전자식 신호장치
를 설치

8.0

일 반
시각장애인의 유도 및 경고를 위하여 전체구간 보도의 양 옆
으로 보행 유도존을 설치

7.0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함
- 유도용 선형블록을 이용한 보행유도 지양함
- 보행 유도존이라 함은 보행안전공간 양 측에 경계용 공간을 두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하는 존을 말함
- 공원 주출입구에서의 길 찾기를 최우선으로 검토(공원내부에서 주출입구까지 들어갔다 나

가는 동선의 유도 연속성 확보여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 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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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6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
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

- 해당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등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해당 없음

본인증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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