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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의 장기화는 우리 사회 

전반을 혼란에 빠트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력 있는 도시로 전환이 논의되며, 

‘도시공원’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주

요 도시공원인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북서울꿈의숲을 중심으로 도시공원을 통한 

도시회복력 증진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시 주요 도시공원은 

어떠한 운영관리 방식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이용객의 인식과, 이용행태를 살펴보았다. 코로

나 시대 도시공원의 대응과 역할을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재난을 맞이할지 모르는 

우리 사회에 공원의 적절한 유지관리와 지속가능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도시공원이 더이상 바라만 보는 녹색 공간을 넘어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해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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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의 장기화

는 우리 사회 전반을 혼란에 빠트렸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이 일

시적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인식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기후위기, 

탄소배출 등의 다른 문제와 연계되어있다는 논의가 지속되며 회복력 있

는 도시1)의 필요성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 국제사회는 기후변

화, 탄소배출 등 장기적 위기에 대응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근본적인 도시구조의 전환이 논의되며, 도시 내 공원, 녹

지, 숲 등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이에 유력한 실천 방

안으로 제안된다. 특히 ‘도시공원’은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그 역할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도시시설로서 공원은 국제사회가 논의하는 지속가능성 비전을 모두 

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논의된다.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도시 환경문

제의 해결방안으로 공동체적 대응을 강조하는 UN(2015)은 지속가능발

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

동체(SDG 11)’를 국제적인 목표로 수립한 바 있다. 최근 ICLEI(2021)는 

이를 다시금 주목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 ‘저탄소 도시’, ‘자연

기반 도시’, ‘자원순환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

시’ 등을 제안하며 그린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의 공공재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주요한 기

능을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통계청, 2020).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공원

은 운동 공간, 레크레이션 공간, 생태교육 공간, 지역사회 통합 등의 공

1) 환경부(2017)는 회복력을 ‘위험한 현상 및 경향, 교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 

및 환경 체계의 역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체제의 변화 없이 시스템이 견디어 낼 수 있

는 정도 또는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이라고 정

의하였다(강은정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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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도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에 기여할 수 있다. 도

시 위기 속에서 공원의 역할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팬데

믹 상황에서 가장 도드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복지시

설, 도서관, 실내 운동장 등 대부분의 도시공공시설이 폐쇄되었고, ‘코로

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도시민의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문

제로 제기되었다. 이때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의 

야외여가활동 및 피난처로 도시민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며, 서울시에

서는 공원 이용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실시하여 시민들

의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또 다른 재난을 맞이할지 모르는 우리 사회에서 도시공

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시공원이 더 이상 

바라만 보는 녹색 공간을 넘어 도시의 회복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갖춘 도시에서 의미하는 공원의 역할을 검토하

고, 코로나19에 맞선 도시공원의 대응과 이용객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II. 도시의 회복탄력성과 서울시 도시공원의 이해

1. 도시 회복탄력성과 공원의 중요성

생태계 연구로부터 시작된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념은 현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뿐만 아니라 지역학, 도시계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복탄력성은 “시스템 내 ․외부 충격으로 인해 초

래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되

며, 특히 도시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도시가 직면한 외부 충격과 상관없이 

도시 내에서 삶을 영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의 기능과 연관되

어 정의된다(Arup, 2014). 이는 사회 시스템적 관점에서 모든 공동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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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통한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Walker et al., 2004; 서지영 외, 2014).

영국 Grosvenor는 도시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 기후, 환경, 

자원, 인프라, 공동체의 5개 차원으로 나누어 도시 취약도를 집계한 바 

있다. 이때 기후 차원에서는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

도를, 환경에서는 환경오염, 토지자원의 과소비 등을, 자원에서는 에너

지, 식량 및 물 자원 등을, 인프라에서는 주택, 교통, 공공시설 등을, 마

지막으로 공동체 차원은 이와는 다소 다르게 사회적 갈등 요소에 대한 평

가를 담당하는 차원으로서 도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급

성과, 교육, 보건, 종교 및 문화의 자유, 범죄, 정부, 사업환경 등이 평가

의 주요 항목이다(김묵한, 2022).

자연과 사회문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원은 Grosvenor

의 분류체계에서 도시 회복탄력성을 위한 ‘인프라’로서 평가되지만, 그 

외에도 도시 회복탄력성에 다음과 같이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공

원은 배수 공간으로서 도시 홍수 방지, 미기후를 조정하며 기후완화 등

의 작용을 하여 기후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탄력성

에 기여한다. 둘째, 공원에 조성된 식물은 미세먼지 흡착, 탄소 흡수원 

등의 역할을 통해 도시 환경에 대한 회복에 기여한다. 셋째, 도시농업 등

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며 재난 상황에 도시에 식량, 수자원 등을 공급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휴식 및 위락의 기능, 역사 

문화적 기능을 갖는 도시공원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원관리 거버넌

스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측면에 기여할 수 있다.

박인권 외(2021)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활동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생활권 주변에 위치한 공원은 도시민들에게 안전

한 휴식처이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공원의 역할은 휴식과 정서함양 

기능을 포함하여 보건적, 사회적 기능까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김용국 외, 2021; 박인권 외, 2021; 박인경,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원의 역할 | 김주미, 송승현, 김재현, 김수환, 김주연, 김재현  253

2. 서울시 주요 도시공원의 이해

도시에서 공원은 모든 시민의 공공재로서 도시의 회복력에 주요한 기

능을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서울시의 최근 5년간 1인당 공원면적은 2017

년도 16.48㎡에서 2021년도 17.39m
2
로 증가하였다(서울시, 2021). 이

는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 최소기준인 9m
2
의 약 2배 가량이다. 현재 

서울시에 분포하고 있는 전체 공원 수는 2,939개소이며 그 면적은 약 

172.3km
2
이다. 이 중 도시공원은 2,291개소로 전체 면적은 약 119.0km

2

이다<표 1>.

<표 1> 서울시 공원 현황

구분 공원수(개소) 면적(km
2
) 1인당 면적(m

2
)

도시

공원

생활권

공원

어린이공원 1257 2.2 0.22

근린공원 419 43.2 4.36

소공원 426 0.6 0.06

주제

공원

문화공원 64 0.8 0.08

역사공원 22 0.5 0.05

체육공원 6 0.2 0.02

수변공원 14 0.2 0.02

묘지공원 4 2.0 0.19

생태공원 1 0.05 0.01

가로공원 10 0.03 0.00

도시자연공원구역 68 69.2 6.98

소계 2,291 118.98 11.99

기타공원 647 16.0 1.62

자연공원(국립공원) 1 37.3 3.77

합 계 2,939 172.28 17.38

출처 : 서울시 공원 통계, 서울시, 2021

서울시는 지방자치제 이후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주요 도시계획시설

로 공원녹지 확충에 집중하였다. 첫째, 1992년 리우회담 이후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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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이 증대하며,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도시 내 자연공간이 필요

하였다. 둘째, 시민의 소득증가, 여가활동 시간 증가에 의해 도시 여가시

설로서 공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원은 모든 시

민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점차 수요가 증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

상하고자 도시공원을 확충해왔다. 그러나 단순히 공원 면적 확대에만 집

중된 정책은 생활권 공원의 부족과 운영 ․관리에 대한 한계라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단순한 조성을 넘어 도시민

들의 삶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었다. 이에 공원은 시민참여와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을 통해 질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일례로 국

내 최초 조성부터 운영까지 시민이 참여한 도시공원인 서울숲은 체험 프

로그램, 기업참여활동, 봉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도시민의 공원 이용

행태를 다각화한 바 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분류체계 및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

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는 ‘교육’ 분야 7종(생태, 공예, 농사, 가드닝, 

역사, 환경, 생활체육), ‘탐방’, ‘문화행사’ 2종(자체행사, 외부행사), ‘기

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조윤주 외, 2020).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원은 도시민들에게 교육, 건강, 치유, 위락,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역

할을 한다.

III. 서울시 주요 도시공원의 코로나19 대응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도시공원의 대응과 역할을 살펴보

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용이한 서울시 도시공원 중 면적, 위치 등

을 고려하여 공원별 유사성이 높은 세 곳을 선정하였다. ‘북서울꿈의숲’, 

‘어린이대공원’, ‘서울숲’은 서울시의 대형공원으로 다양한 운영관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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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참여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판단하

였다. 따라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를 기준으로 한정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표 2> 공원관리 운영주체별 서울시 공원 현황 비교분석(2021년)

구분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북서울꿈의숲

기

본

현

황

위치 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면적 480,994m
2

536,088m
2

665,190m
2

운

영

관

리

현

황

조직

구성

SGT, 서울숲컨서번시, 서

울시 푸른도시국, 동부공

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

원지원과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

본부,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

녹지정책과 공원 협력팀

서울시 푸른도시국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코로나 

대응

대면 프로그램 감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대면 프로그램 감소

정서안정 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대면 프로그램 감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시

민

참

여

현

황

정보

제공

공식홈페이지, SNS(3개),

월간소식지, 뉴스레터 구

독, 문의전화 및 이메일, 

연도별 재정보고서

공식홈페이지, 문의전화,

SNS(1개), 월별 보고서, 

연도별 서울시설공단 경

영실적보고서

공식홈페이지, 문의전화

의견

수렴

서울숲 반상회, 문의전화 

및 이메일

공식홈페이지, 온라인 시

민 공모, 주민참여예산제,

문의전화

문의전화

출처 : 건국대 산학협력단,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민간참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21, 79쪽.

1. 북서울꿈의숲

북서울꿈의숲은 서울시에서 폐장된 드림랜드 부지를 매입하여 2009

년에 개장한 대형공원이다. 면적은 약 665.190m
2
으로 강북지역에 위치

하고 있고, 총 6개의 구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등 총 9개의 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울시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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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2)에서 공원 운영

과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공원’ 홈페이

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북서울꿈의숲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며, 관리사무소의 문의창구 및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북서울꿈의숲은 ‘꿈의숲 아트센터’와 같은 교양

시설을 활용하여 요일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코

로나19 확산 이후, 실내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워지며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세부 프로

그램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유튜브를 활용한 공연 프로그램, 홈페이

지를 통한 키트 제공 등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프탐정 런닝맨’ 등과 같이 야외활동을 개별로 즐기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서울꿈의숲은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어 공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

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코로나19 확산 시기 북서울꿈의숲의 온-오프라인 공원프로그램

구분 시기 제목

오프라인

2020.01~02 겨울방학 북서울꿈의숲여행 자연학교

2020.08
북서울꿈의숲 동네산행,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야간곤

충탐사’

2021. 03.~12 공원 자원활동가

2021.04
스스로 공원탐방 프로그램 북서울꿈의숲 

‘자연미션 런닝맨’, ‘셀프탐정 런닝맨’

온라인
2020.04~ 응답하라! 랜선 놀이 ‘공원’

2020.12 북서울꿈의숲 음악소풍 ‘뮤직테라피 with 알리, 두번째달’

출처 : 건국대 산학협력단, ｢도시공원 운영 ․관리의 민간참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21, 부록 84쪽 재구성.

2) 2022년 11월 기준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북부공원여가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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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코로나19 확산 시기 어린이대공원의 온-오프라인 공원프로그램

구분 시기 제목

오프

라인

2020.01

‘설인데, 설에 있다면? 설어린이대공원으로!’, 연꽃아씨 만들기, 

솟대 만들기, 새해 복조리 만들기, 어대공 식물탐사대, 봄을 준비하

는 겨울나무들, 숲에서 즐기는 신나는 전래놀이

2020.09~

2021.09
서울어린이대공원 비대면 봉사활동(잡초뽑기, 쓰레기 줍기 등) 

2020.10~11
서울어린이대공원 입장객 설문조사 및 입력 봉사, ‘방문 시민 

대상 스티커 붙이기 유도’ 봉사

2020.10~12 서울어린이대공원 프로그램 보조

2021.06 여성연합 - 어린이대공원 6·25전쟁 동상 정화

2021.09
공원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드닝 봉사활동 관수, 물주기 및 

잡초뽑기

온라인

2020.04~07 서울어린이대공원 랜선 투어. 나 홀로 동물원, 방구석 동물원

2020.05 공기정화식물과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2020.08 ‘12간지 동물이야기’ 3D 가상 전시플랫폼 활용 온라인 전시회

2020.10~12
놀이의 발견과 공감 프로젝트 ‘어?어~’, ‘가을을 만나는 아이들’, 

‘놀이가 달라졌어요’

2020.12
제4회 All star 뮤지션 페스티벌 영상, 서울팝스오케스트라 공연 영상

서울어린이대공원의 History - DJing in SCGP

2021.04~07
서울어린이대공원 ‘볍씨를 키워요!’, ‘동물학교’, ‘다육 테라리움 

만들기’ 

2021.04~06 도시 농부와 함께 하는 어린이텃밭 체험 교실

2021.06 ‘사람과 동물의 공존 이야기를 담은’ 온라인 작품 전시회

2021.08
메타버스 서울어린이대공원 메타파크 개장, 서울어린이대공원 

‘꽃액자 만들기’ 

2021.09
도시농부와 함께하는 어린이 텃밭 현장스케치 - 가을텃밭 준비

과정(밑거름,경운하기)

출처 : 건국대 산학협력단, ｢도시공원 운영 ․관리의 민간참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21, 부록 99-102쪽 재구성.

2.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관주도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도

시공원이다. 면적은 약 536.088m
2
으로 광진구에 속해 있으며 다양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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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 노선이 지나가 접근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원의 주

요시설은 동물나라(동물원), 자연나라(식물원), 재미나라(체험시설), 운

동 및 대관시설 등 총 4개로 구분되어 있다.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관리되

는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문의전화, SNS 등을 통해 

공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시 플랫폼 등을 통

해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어린이대공원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서울시설공단의 ‘고객만족 

경영’ 방식에 맞추어 축제, 행사, 체험 등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

영을 진행하였다. 2019년 자연, 놀이, 동화를 중심으로 한 계절별 축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생태적 다양성에 대한 주체적 관람이 가능한 셀프 

가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서

울시설공단은 경영전략에 ‘공감경영’을 추가하여 비대면 공원 프로그램 

및 정서적 치유와 관련한 사업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극복 공공미술 전시 프로젝트 추진, 도심속 힐링, 테마텃밭 운영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공원 이용방식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다.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기존에 

있던 다양한 셀프가이드 프로그램과 비대면 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의 연계 지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3. 서울숲 

서울숲은 뚝섬 일대의 유휴부지에 서울숲 공원화의 움직임이 일어나

면서 민간단체 ‘SGT(서울그린트러서트)’가 서울시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

해 2005년 개장한 최초의 시민참여형 공원이다. 면적은 약 480,994m
2

으로 성동구에 위치한다. 공원 인접지역에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거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및 경기 동북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공원의 

주요시설로는 문화예술공원, 생태숲, 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등 4가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용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서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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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NS, 월간소식지,3) 문의전화 등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2022년까지 SGT를 통해 위탁 운영된 서울숲은 ‘서울숲컨서번시’라는 

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특화된 조직을 통해 생태체험, 환경교육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 및 외부 단체까지 다양한 도시민이 공원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 운영

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원을 간접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

민들을 위해 ‘내 마음의 힐링 서울숲 정복’, ‘#랜선숲콕 챌린지’ 등 온-오

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재난상황 속 각

각의 도시 구성원이 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과 함께하는 자원봉

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 5> 코로나19 확산 시기 서울숲의 온-오프라인 공원프로그램

구분 시기 제목

오프
라인

2020.01 이야기가 있는 숲공방, 서울숲 식물세밀화 교실

2020.02.~11
비대면 봉사 ‘서울숲 쓰담쓰담’, ‘잡초만 싹-쓰리’, ‘비.봉.
스.봉: 서울숲 비대면 봉사, 스스로 봉사’

2020.02~2021.05 이야기가 있는 숲공방

2020.02~.04 에코바느질

2020.03 가족생태나들이

2020.03~08 홍성각 교수의 나무이야기

2020.04~06 꽃 보러 가새

2020.07~09
시원한 여름, 물에 사는 식물전, 서울숲 사생대회, 서울숲 
설렘 사진전

2020.07~2021.10 서울숲 셀프가드닝존

2020.08
가드닝워크숍 입문반 ‘휴식이 있는 가드닝’, 맴맴맴 ‘서울숲
의 매미를 찾아라’

3) 서울그린트러스트가 2021년 12월 31일 이후 서울숲 운영 사업을 종료하면서, 월간소식

지 발행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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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라인

2020.09 그대가 그린 그린 웨딩 시즌 2

2020.09 ㈜이지함화장품 닥터슈라클 – 서울숲 가꾸기 봉사

2020.10 서울숲 열매밥상 만들기

2020.10~11 서울숲 셀프 가을/힐링투어, 그대안의 블루, 공원안에 그린

2020.11~12
아낌없이 주는 서울숲, 해피 뉴 윈터, 서울숲 겨울철 팝업 

전시 눈사람 왕국

2021.03~2021.04 땅 보고 걷는 서울숲

2021.03~06
[서울숲투어]봄의 정원 투어, 수국투어, 이야기가 있는 서울

숲, 물길따라 떠나는 여름꽃 여행

2021.04 우리동네가드닝 봉사활동 화요일엔 식물원

2021.05~2021.11 내 마음의 힐링 서울숲 정복

2021.07~2021.08 서울숲야간숲탐험

2021.08~2021.10 나도 서울숲 탐험가

2021.08~2021.09 잣나무숲길 따라 서울숲 정복(시니어대상)

2021.09

‘식물초보를 위한 가드닝수업’, ‘정원산책과 함께하는 기초 

가드닝수업’, 방구석 숲공방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꽃 

피는 씨앗폭탄 만들기’, 서울숲 잡초쏙쏙러(유해식물 제거)

2021.09~2021.10 숲 퀴즈 온 더 쓰담쓰담

2021.10 서울숲 노르딕 워킹교실

2021.04~2021.07

기업연계활동(신한카드 – 에코존 조성, 스타벅스 - 서울숲 

공원 나무 심기, 포스코 – 도심 속 탄소저감을 위한 활동, 

매드트로닉코리아 – 플로깅)

온라

인

2020.04~05
#랜선숲콕 2020 서울숲 튤립투어, 

#랜선숲콕 챌린지: 서울숲 갈래~ 이벤트!

2020.06 슬기로운 공원활용법 LiVE

2021.07~09 서울숲 초록친구 키트

2021.08 [방구석 숲공방] 마음의 이모티콘 만들기, 나비정원 Live

2020.09 가드닝워크숍 입문반_9월 비대면 온라인 수업

2020.09 이야기가 있는 숲공방(비대면)

출처 : 건국대 산학협력단,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민간참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21, 부록 119-130쪽 재구성.

서울시를 대표하는 도시공원인 북서울꿈의숲, 어린이대공원, 서울숲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각 공원은 도시민의 회복에 기여하고

자 조성되어있는 공간을 직접 활용하기도 하고, 공원이 주는 이미지와 콘

텐츠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약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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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활동들을 체험키트, QR코드투어, 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비대면 ․소규모 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전환은 도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었던 숲

이 주는 회복의 의미를 공간의 제약 없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어린이대공원, 서울숲과 같이 공원에 특화된 운영 주체가 존재하

는 경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도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가 공원 특색에 맞도록 구성되고 운영

될 수 있었다.

IV. 공원별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인식 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이용객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서울시 주요 공원인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어린이대공원을 대상으로, 각 공원의 이용형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국내설문조사업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면접원 선발 및 교육을 통해 2021년 8월 14일 

~ 8월 21일까지 현장 이용객의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표본은 성별, 

연령에 따라 비례층화추출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회수된 데이터는 확인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표 7>과 같이 설문조사 항목은 응답자 일반사항, 공원 이용형태, 코

로나19 확산 이후 공원 이용, 공원별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공원 이용형

태는 이용자의 빈도, 시간, 목적 등의 일반적 공원 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원 이용 항목에서는 공원 이용형태에

서 조사된 항목이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공원 

만족도는 부대시설, 조경시설 및 경관관리, 다양한 체험요소, 공원 전반

적인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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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명)

비율 

(%)
구분

응답자

(명)

비율 

(%)

전 체 500 100.0 
성별

남성 250 50.0 

이용

공원

서울숲 200 40.0 여성 250 50.0 

어린이대공원 150 30.0 

직업

대학(원)생 66 13.2 

북서울꿈의숲 150 30.0 전문직 68 13.6 

이용 

요일

평일 249 49.8 사무직 114 22.8 

주말 251 50.2 서비스직 52 10.4 

연령

20대 100 20.0 판매직 12 2.4 

30대 112 22.4 기술직 37 7.4 

40대 106 21.2 전업주부 96 19.2 

50대 94 18.8 
기타 55 11.0 

60대 이상 88 17.6 

출처 : 건국대 산학협력단, ｢도시공원 운영 ․관리의 민간참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21, 82쪽

<표 6> 설문조사 항목구성

구분 세부 항목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직업, 연령,

공원 이용형태 이용 빈도 ․시간 ․목적, 이용 시 교통수단, 동행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원 이용
공원 방문 횟수 변화, 대형공원의 코로나19 대처

공원 만족도
부대시설 만족도, 조경시설 및 경관관리 만족도, 다양한 체험요소 

만족도, 공원 전반적인 만족도

출처 : 건국대 산학협력단,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민간참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21, 83쪽

2.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설문조사는 서울숲 200명, 어린이대공원 150명, 북서울꿈의숲 150

명 총 500명이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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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동일한 비율로 진행하였으며,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통계에 따라 20대 20.0%, 30대 22.4%, 40대 21.2%, 50

대 18.8%, 60대 이상 17.6%의 비율로 조사하였다.

3. 이용형태결과 분석

도시공원 이용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 빈도 ․시간 ․목적, 이용 시 

교통수단, 함께 이용한 사람’을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숲의 방문빈

도를 살펴보면 ‘월 1~3회’ (25.0%)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어린이대공

원의 방문빈도는 ‘연 1회 이상’(33.3%), 북서울꿈의숲의 방문빈도는 ‘주 

1~2회’(31.3%)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별 이용 시간을 살펴

보면 서울숲은 ‘30분 ~ 1시간 30분’(38.5%)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어

린이대공원 이용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30분’(40.7%), 다음으로 북

서울꿈의숲은 ‘30분~1시간 30분’(35.3%)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은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북서울꿈의숲 

모두 ‘휴식’(46.8%)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서울숲, 어린

이대공원, 북서울꿈의숲 모두 ‘도보’(43.0%)가 높게 나타났다. 공원 이

용 시 함께 이용한 사람으로는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북서울꿈의숲 모

두 ‘가족’(47.6%)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시공원에 대한 이용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서울꿈의숲이 

도보권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을 보았을 때 북서울꿈의숲이 다른 공원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앞서 대형공원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접근성이기 때문에 북서울꿈의숲의 방문빈도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각 공원의 이용 시간의 평균은 어린이대

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숲과 어린이대공원은 비슷하게 나타났

다. 운영주체별 대표공원 이용 시 함께 이용한 사람은 각 공원별로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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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서울시 주요 도시공원 이용형태 분석결과

구분 전체
서울 대형공원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북서울꿈의숲

응답자 전체 500(100.0) 200(100.0) 150(100.0) 150(100.0)

방문

빈도

주 5회 이상 44(8.8) 15(7.5) 17(11.3) 12(8.0)

주 3~4회 76(15.2) 34(17.0) 16(12.7) 23(15.3)

주 1~2회 106(21.2) 38(19.0) 21(14.0) 47(31.3)

월 1~3회 107(21.4) 50(25.0) 22(14.7) 35(23.3)

연 1회 이상 119(23.8) 41(20.5) 50(33.3) 28(18.7)

거의 이용하지 않음 48(9.6) 22(11.0) 21(14.0) 5(3.3)

이용

시간

30분 미만 17(3.4) 11(5.5) 3(2.0) 3(2.0)

30분~1시간 30분 161(32.2) 77(38.5) 31(20.7) 53(35.3)

1시간 30분~2시간 30분 168(33.6) 60(30.0) 61(40.7) 47(31.3)

2시간 30분~3시간 30분 101(20.2) 36(18.0) 35(23.3) 30(20.0)

3시간 30분~4시간 30분 42(8.4) 13(6.5.) 14(9.3) 15(10.0)

4시간 30분 이상 11(2.2) 3(1.5.) 6(4.0) 2(1.3)

이용

목적

휴식 234(46.8) 101(50.5) 61(40.7) 72(48.0)

운동 112(22.4) 53(26.5) 26(17.3) 33(22.0)

주변사람과의 만남 29(5.8) 14(7.0) 12(8.0) 3(2.0)

공원 내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12(2.4) 3(1.5) 5(3.3) 4(2.7)

가족 나들이 108(21.6) 27(13.5) 46(30.7) 35(23.3)

기타 5(1.0) 2(1.0) 0(0.0) 3(2.0)

이용

교통

수단

도보 215(43.0) 72(36.0) 62(41.3) 81(54.0)

자전거 16(3.2) 9(4.5) 0(0.0) 7(4.7)

자가용 149(29.8) 69(34.5) 43(28.7) 37(24.7)

대중교통 115(23.0) 49(24.5) 43(28.7) 23(15.3)

택시 3(0.6) 0(0.0) 2(1.3) 1(0.7)

기타 2(0.4) 1(0.5) 0(0.0) 1(0.7)

함께 

이용

한 

사람

혼자 이용 122(24.4) 41(20.5) 43(28.7) 38(25.3)

친구 113(22.6) 53(26.5) 31(20.7) 29(19.3)

가족 238(47.6) 92(46.0) 69(46.0) 77(51.3)

연인 23(4.6) 12(6.0) 7(4.7) 4(2.7)

이웃주민 3(0.6) 1(0.5) 0(0.0) 2(1.3)

기타 1(0.2) 1(0.5) 0(0.0) 0(0.0)

출처 : 건국대 산학협력단, ｢도시공원 운영 ․관리의 민간참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21, 부록 168-189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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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 도시공원 이용형태변화분석 결과

구분 전체
서울 대형공원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북서울꿈의숲

전체 500(100.0) 200(100.0) 150(100.0) 150(100.0)

방문

횟수

변화

매우 감소함 27(15.0) 35(17.5) 24(16.0) 16(10.7)

감소함 142(28.4) 45(22.5) 44(29.3) 53(35.3)

변화없음 219(43.8) 91(45.5) 70(46.7) 58(38.7)

증가함 52(10.4) 23(11.5) 9(6.0) 20(13.3)

매우 증가함 12(2.4) 6(3.0) 3(2.0) 3(2.0)

코로

나19

대처

매우 미흡했음 7(1.4) 4(2.0) 2(1.3) 1(0.7)

미흡했음 16(3.2) 7(3.5) 3(2.0) 6(4.0)

보통 197(39.4) 73(36.5) 60(40.0) 64(42.7)

적절했음 223(44.6) 90(45.0) 67(44.7) 66(44.0)

매우 적절했음 57(11.4) 26(13.0) 18(12.0) 13(8.7)

출처 : 건국대 산학협력단, ｢도시공원 운영 ․관리의 민간참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21, 부록 191-192쪽 재구성.

4.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시공원의 이용형태변화분석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시공원별 이용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공원 방문 

횟수 변화, 대형공원의 코로나19 대처’를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시공원별 방문 횟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세 공원 모두에서 

‘변화 없음’(서울숲 45.5%, 어린이대공원 46.7%, 북서울꿈의숲 38.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증가함보다 감소함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처를 조사한 결과는 세 공원 모두 ‘적절했음’(서울숲 45.0%, 

어린이대공원 44.7%, 북서울꿈의숲 44.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보통’(서울숲 36.5%, 어린이대공원 40.0%, 북서울꿈의

숲 42.7%)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 공원 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이 공

원을 방문하는 횟수는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 이용객들은 대부분 코로나19에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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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용객들은 각 공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되어 

공원 이용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공원 운영에 대

한 평가는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도시공원별 이용객 만족도 분석

도시공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

보기 위해 ’부대시설, 조경시설 및 경관관리, 다양한 체험요소, 전반적인 

만족도’을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숲의 ‘부대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세 공원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서울숲 46.0%, 어린이대공원 

45.3%, 북서울꿈의숲 52.7%)하였으며, ‘조경시설 및 경관관리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고 응답(서울숲 47.0%, 어린이대공원 52.7%, 북

서울꿈의숲 54.7%)하였다. ‘다양한 체험 요소에 대한 만족도’는 어린이

대공원 이용객들만 만족(39.3%)한다고 응답하였고, 서울숲과 북서울꿈

의숲은 보통(43.7%, 47.3%)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시공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55.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각 공원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서울숲

(53.5%), 어린이대공원(54.7%), 북서울꿈의숲(59.3%)에서 높게 나타났

다(<표 10> 참고).

<표 10> 도시공원 이용객 만족도분석결과

구분 전체
서울 대형공원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북서울꿈의숲

응답자 전체 500(100.0) 200(100.0) 150(100.0) 150(100.0)

부대시설

매우 불만족 5(1.0) 1(0.5) 2(1.3) 2(1.3)

불만족 16(3.2) 4(2.0) 9(6.0) 3(2.0)

보통 126(25.2) 48(24.0) 40(26.7) 38(25.3)

만족 239(47.8) 92(46.0) 68(45.3) 79(52.7)

매우만족 114(22.8) 55(27.5) 31(20.7) 28(18.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원의 역할 | 김주미, 송승현, 김재현, 김수환, 김주연, 김재현  267

조경

시설 및 

경관관리

매우 불만족 6(1.2) 1(0.5) 2(1.3) 3(2.0)

불만족 11(2.2) 3(1.5) 6(4.0) 2(1.3)

보통 68(13.6) 28(14.0) 23(15.3) 17(11.3)

만족 255(51.0) 94(47.0) 79(52.7) 82(54.7)

매우 만족 160(32.0) 74(37.0) 40(26.7) 46(30.7)

다양한 

체험요소

매우 불만족 3(0.6) 1(0.5) 1(0.7) 1(0.7)

불만족 36(7.2) 17(8.5) 13(8.7) 6(4.0)

보통 213(42.6) 87(43.5) 55(36.7) 71(47.3)

만족 178(35.6) 63(31.5) 59(39.3) 56(37.3)

매우 만족 70(14.0) 32(16.0) 22(14.7) 16(10.7)

전반적 

만족도

매우 불만족 3(0.6) 1(0.5) 1(0.7) 1(0.7)

불만족 6(1.2) 0(0.0) 5(3.3) 1(0.7)

보통 83(16.6) 33(16.5) 26(17.3) 24(16.0)

만족 278(55.6) 107(53.5) 82(54.7) 89(59.3)

매우 만족 130(26.0) 59(29.5) 36(24.0) 35(23.3)

출처 : 건국대 산학협력단, ｢도시공원 운영 ․관리의 민간참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21, 부록 218-228쪽 재구성.

V. 결론 및 논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의 급작스런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저감하고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기적인 위기에 대응 가능한 도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논의되며, 도시 내 공원, 녹지, 숲 등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회복력 있는 도시의 유력한 실천 방안으로 제안된

다. 특히, 도시공원은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공원 역

할에 대해 논하고자 서울의 주요 도시공원인 북서울꿈의숲, 어린이대공

원, 서울숲의 코로나19 대응과 이용객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첫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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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요 도시공원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정서안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Arup(2014) 정의한 “시스템 내 ․외부 충격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안정성

을 극복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으로써의 도시 회복탄력성

과 연결된다. 도시민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상관없이 도시 내에서 

삶을 영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이 기능하고자 한 것이다. 둘

째,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 도시공원의 이용행태를 살펴본 결과, 이

용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원 방문 횟수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

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등 

다양하게 운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용객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공

원 운영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휴식, 운동, 나들이 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도시

공원이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탄력성을 갖는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공원은 이산화탄소 흡수. 종 다양성 증진, 배수 

기능을 통한 홍수 방지, 미세먼지 흡착, 기후완화 등의 역할을 제공하며 

비정형적 재난에 대한 도시 전체에 회복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서울시 주요 도시공원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

서 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던 활동들을 공간의 제약 없이 확산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는 도시공원이 사회 시스템적 관점에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통한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의 회복을 시사한다.

공원은 미래에 맞이하게 될 다양하고 장기적인 위기에 대응 가능한 도

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도시공원은 홍수 방지, 기

후완화, 미세먼지 흡착, 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하며 휴식공간, 위락공간

일 뿐만 아니라 도시에 식량 자원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 다른 재난을 맞이할지 모르는 우리 사회에서 도시공원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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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지관리와 지속가능한 운영은 필수적이다. 이때 공원 운영관리 주체

와 방식이 다양화된다면 지속성과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공원은 단순한 녹색 공간을 넘어 도시 회복력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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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s of City Parks for Improving Urban 

Resilience in the Post-COVID-19 Era 

-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Seoul City Park Visitors -

Kim Ju Mi ･Song Seunghyun･Kim Jaehyun･Kim Suhwann･

Kim Juyeon･Kim Jaehyun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which began in 2019, has thrown 

our society into chaos. The transition to a resilient city in the post-COVID- 

19 era is being discussed, and the role of ‘city parks’ is being actively 

review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discuss the enhancement of 

urban resilience through city parks, focusing on Seoul Forest, Children's 

Grand Park, and Bukseoul Dream Forest, which are major city parks in Seoul. 

To this end, first, we looked at how major city parks in Seoul responded to 

COVID-19 through operational management methods, and second, we looked 

at users' perceptions and usage patterns of city parks in the post-COVID-19 

era. Examining the response and role of city parks in the era of COVID-19 

suggests that proper maintenance and sustainable operation of parks is 

necessary in our society, which may face another disaster. City parks need to 

be used as a space that can be actively utilized and participated in to promote 

urban resilience beyond a green space that can no longer be viewed.

Key Words : Post-COVID-19, City Park, City Resilience, Resilience, 

Visitors Perce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