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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대상지인 북서울꿈의숲은 2009년 조성된 강북지역 대형공원으로 

공원 내 전문적인 문화시설과 고급스러운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공원문

화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3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2개와 갤러리, 미술관 등의 

문화 시설과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등의 편익시설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공원

에 대한 욕구수준을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공원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근린공원시설과는 규모나 기능, 시설 종류 면에서 달라 그에 적합한 새로운 운

영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원시설과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공원 

특성상 공원의 핵심 총괄 관리 업무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문화·편익시설은 

민간의 전문화된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개장 

이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문화시설과 편익시설의 이용만족도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편익시설의 높은 이용 만족도에 비하여 문화시설은 그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익적 측면에서 문화시설과 편익시설은 수지 불균형 상태

에 놓여있다. 공공의 공원이 활기찬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절한 이

용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에 대한 파악과 그 역할을 분석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서울꿈의숲에 도입된 문화·편익시설의 균형 

잡힌 운영활성화 및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현재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문화·편익시설의 운영

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관려 보고서, 현장답사,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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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제공되는 서비스, 운영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서울꿈의숲 계획과 설계에 있어 설계가 주도

로 이루어져 건축설계에 있어 미흡함이 발견되었다. 건축물 하나하나에 집중하

기 보다는 전체적인 컨셉에 맞추어 설계가 진행되어 공연장을 비롯한 건축설계

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운영관리에 있어 공원의‘공공성’과‘수익

성’사이의 적절한 균형유지를 위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된다. 공원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상 규제와 

자율성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유지할 수 있어야한다. 셋째, 실질적인 운영관리 

인력의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열악한 상황으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

선이 필요하다.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가 수직적 구조가 아닌 협력적 수평관

계를 유지함으로 운영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방안이 요구된다.

 2차적으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

다. 최종적으로 공원의 관리와 운영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평가는 공원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서울꿈의숲은 아직까지 공원 내 문화시설을 이용

하기위한 방문자보다는 공원 녹지를 즐기기 위한 방문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근린공원의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용자들이 문화서비스 이용

률이 낮은 이유는 저렴한 입장료에 대한 선입관이 공연 질에 대한 기대감 저하

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문화시설 이용률

을 높이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산지형 공원의 특성

상 접근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요구되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이용자

가 많은 만큼 접근로 개선과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서울꿈의숲을 사례 대상지로 공원 내 문화· 편익시설의 운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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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에 대한 연구로 향후 도시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기초적인 자

료를 구성하는 것을 하나의 의의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중

요성이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봐,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예시

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며 본 연구 이를 위한 하나의 사례가 되길 바란다. 

·주요어 : 도시공원, 공원운영관리, 공원경영, 민관 파트너쉽, 민간위탁

·학  번 : 2011-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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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일상생활 속 

여가활동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시민들은 도시공원1)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서까지 개개인의 기호에 맞는 

공원을 찾아 방문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지역주민만이 이용하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지역과 특성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다목적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

장되고 있다. 단순 휴식을 위한 녹지 공간의 의미를 넘어 도시민의 여가트렌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욕구와 행위를 담아 낼 수 있는 공원으로의 역할이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도시 공원의 기능은 보다 적극적이며 여러 

문화 및 위락 형태와 결합하여 복합화 ·다원화 되는 추세이다. 서울시에서 발

행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2006)의 공원녹지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공원녹지

의 양이나 질적인 확충뿐만 아니라 여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의 다양

화,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이용자들의 위상 변화에 대한 고

려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맞춰 공원 내 시설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의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 시, 다양한 시설 도입을 통하여 도시민들에게 녹지 공간

뿐만 아니라 한정된 공간에서의 변화, 체험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변화된 라이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학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

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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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스타일과 활동을 수용하고 충족2)시키기고 있다. 

도시공원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공원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관리

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공원 준공이 공원의 완성이 아님을 인식하고 기존

의 관 주도의 공원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을 통한 공원을 운영하는 

방식이 등장하며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이에 따

른 공원의 다기능적인 역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기존 공공 주도적 

정책이 유발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3)

본 연구의 대상지인 북서울꿈의숲은 2009년 조성된 강북지역 대형공원으로 

공원 내 전문적인 문화시설과 고급스러운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공원문

화와 놀이, 체험, 교육 등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등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공원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근린공원시설과는 규모나 기

능, 시설 종류 면에서 여러 가지로 달라 그에 적합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였

다. 공원시설과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공원특성상 공원의 핵심·총

괄 관리 업무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문화시설과 편익 시설은 민간의 전문화

된 운영시스템을 도입한 혁신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공원개장 이후 5년

이 지난 현 시점에서 편익시설과 문화시설의 이용만족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편익시설의 높은 이용만족도에 비하여 문화시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으로 수익적 측면에서 편익시설과 문화시설이 수지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서울꿈의숲 내 도입된 문화· 편익시설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의 공원이 활기찬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절한 이용과 동시에 

2) 황미영.“21세기 공공 공간의 Playscape에 관한 연구”,『한국문화공간건축화획

논문집』, 2008, V.22, p.85.
3) 조민정『노을공원의 공원운영관리 연구: 노을공원시민모임의 사회연결망 분석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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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파악과 그 역할을 분석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

다. 

 본 연구는 북서울꿈의숲 내에 도입된 문화 및 편익시설의 현황 분석을 통하

여 운영활성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서울꿈의숲 계획 배경에 대한 내용으로 공원 내 문화·편익시설 도

입 의도 및 추진 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 북서울꿈의숲 내 문화·편익시설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분석한다.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측면에서 문화 ·편익시설의  공간적 특징, 제공되

는 서비스, 마지막으로 운영관리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다.

셋째, 공원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요자 입장에

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공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최종 수혜자인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로 나타날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원 내 문화·편

익시설의 수용정도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수준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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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연구를 위한 공간적 범위는 북서울꿈의숲을 중심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

북구 번동에 위치한 북서울꿈의숲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된 대규모 놀이시

설인 드림랜드와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한 90만㎡의 강북 대형공원이다.  

2009년 10월 17일 개장하여 월드컵공원(276만㎡), 올림픽 공원(145만㎡), 서울 숲

(120만㎡)에 이어 4번째로 큰 서울의 대표공원 중 하나이다. 산책, 휴식, 운동, 

모임 등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생활권공원을 기본으로 하되, 시민들이 “문

화”를 주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북서울꿈의숲은 최근 조성

된 강북대형공원으로 기존 공원 조성 시 획일적인 시설도입과는 전문적인 문화

및 편익시설을 도입하여 대형공원의 지속가능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다각

적으로 접근한 사례로 연구 대상지에 적합하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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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범위는 이론적 고찰로서 도시공원 관련 이론을 정립한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공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 운영관리에 있

어 민-관 파트너십에 대하여 고찰한다. 대상지 분석으로는 북서울꿈의숲 내 도

입된 문화시설과 편익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문화 시설은 공연장, 갤러리, 

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며, 편익시설은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을 분석한다. 각 시

설의 공간적 특징, 제공되는 서비스, 운영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

출한다. 

시간적 범위에 속하는 북서울꿈의숲 분석 자료는 공원이 개장된 2009년을 시

작으로 2013년까지의 자료를 기본바탕으로 분석한다. 북서울꿈의숲 관련 보고

서, 내부자료, 발간자료, 인터넷 검색자료 모두를 사용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북서울꿈의숲 내 문화·편익시설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파악과 그 실태 분석을 통하여 운영활성화에 대한 기조지식을 마련하기 위

한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도시공원 관련 이론에 대한 연구를 문헌연구를 통

하여 진행한다. 

둘째, 관련보고서, 현장답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을 도출한다. 관련자 심층인터뷰는 총 12명을 진행한다. 설계자 최신현 대표를 

비롯하여 중부푸른도시국 공원관리과 직원의 인터뷰를 진행한다. 또한 북서울

꿈의숲은 시울시와 시 산하기관인 (재)세종문화회관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소속 북서울꿈의숲의 관리사무소 운영자와 (재)세종문화회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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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도출한다.

셋째, 이후 북서울꿈의숲 문화·편익시설에 이용자 만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방식은 자기 기입 방법으로 하며 분석을 위

해서 SPSS를 통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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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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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관련연구 고찰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도시공원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와 연구대상지인 북서울꿈의숲에 대한 연구이다. 도시공

원 운영관리에 대한 연구는 그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원시설도입에 따른 운영관리와 운영주체별 운영관리 비교, 민간위탁에 의한 

공원 운영관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구분 연구 제목 연구자 연도

도시공원 

시설도입

도시 공원 시설 복합화가 이용객수에 미치

는 영향 : 서울시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함주영 2009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확충방

안 : 공익성과 사익성의 균형시점에서의 공

원시설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재준

박상철 

김현

2009

운영주체별 

운영관리 비교 

올림픽 공원 수익시설을 활용한 공원의 질

적 운영관리 선순환구조에 관한연구
박양우 2012

도시공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부천시 공원관리 사례를 중심

으로

이명호 2005

도시공원 운영 주체별 공원마케팅 전략비

교연구 : 서울숲, 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

을 중심으로

김성은 2011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실태 분

석에 관한 연구 : 관리주체측면을 중심으로

김영하

안양욱

박승범

2012

도시공원

민간위탁

도시공원 민간위탁 적용을 위한 제도적 방

안 : 성남시 도시공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변재상

김인호

신상현

2011

[표 1-1] 도시공원 운영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 9 -

함주영(2009)은 도시공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공원의 시설용도 

복합화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서울시의 도시공원 중 10만㎡이상의 근린공원

을 대상으로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공원의 시설용도 복합화와 이용객수의 관계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원의 이용객수는 공원에 설치되는 시설 용도가 복합되

어 질수록 이용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도시공원 계획 · 조

성 시 도입되는 계획내용 중 시설 용도에 대한 고려를 검토해야함을 주장하였

다.

이재준 외2인(2009)은 도시 내 공원녹지의 확충에 있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의 검토 및 새로운 공원시설의 제안을 통하여 향후 공원녹지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공익성을 바탕으로 사익가능한 공원시설을 통

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양우(2013)는 올림픽공원 내 수익시설을 통한 수익과 지출의 관계 확인을 

통해 공원 내 수익시설과 공원시설관리의 선순환관계에 대하여 시각적으로 구

조화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익시설과 공원 서비스와 이용자의 관계

를 알아봄으로 올림픽공원의 편익시설 서비스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

료를 마련하였다.

이명호(2006)는 공원관리의 주체는 관리방법에 따라 직영에 의한 관리와 간접

관리에 의한 간접경영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직영에 의한 관리는 공무원에 의하

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위탁이란 

직영이외의 간접경영방식으로 공사 (공단)에 의한 운영과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

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성은(2012)은 월드컵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을 대상지로 운영주체별 공원 

마케팅 전략 현황과 특성을 연구하였다. 운영주체별 비교 분석을 통해 공원마케



- 10 -

팅의 현주소의 특성을 도출하고 공원마케팅의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김영하 외2인(2012)은 부산광역시에 조성 완료된 근린공원 69개소를 대상으

로 관리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파악과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공원관리방식을 직

영관리, 위탁관리, 직영관리과 위탁관리를 병행하는 혼합관리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고 발생되는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변재상 외2인(2011)은 도시공원의 민간위탁 적용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

여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적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구분 연구 제목 연구자 연도

설계, 디자인

북서울꿈의숲 야생화정원 설계 강경아 2009

전통마을 배치기법에 따른 북서울꿈의숲 

설계
최신현 2009

도시대형공원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설

계전략 언어 평가: 북서울꿈의숲공원을 대

상으로

김왕기 2011

강북대형공원 기본계획

김도경

최원만

홍형순

2008

운영활성화 북서울꿈의숲의 활성화 방안
김지훈

정재민
2012

[표 1-2] 북서울꿈의숲 관한 선행연구

북서울꿈의숲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주로 설계와 디자

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강경아(2009)는 현대 도시공원 속에서 야생화 정원이 가지는 문화적 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북서울꿈의숲 야생화 정원 일부를 21세기 도시공원의 변화

상에 걸맞게 계획 설계하였다. 공원의 문화적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서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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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즐거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지역과 문화, 나아가 서울의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서 야생화정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최신현(2010)은 전통의 경관개념과 한국적 공간의 유형에서 추출한 시설배치 

기법과 요소를 적용하여 북서울꿈의숲을 설계하였다. 기존의 도시가로와 마당

과 같은 공원의 공간이 전통적 위계를 가지도록 하며, 도시의 확장된 오픈필드

(open field)를 통하여 공간경험의 다양한과 잠재성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김왕기(2011)는 북서울꿈의숲을 대상지로 도시대형공원 설계에서 새롭게 대

두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적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설계언어 10가지를 분석의 틀로 하여 각 설계언어에 대해서 설

계자의 의도가 반영된 설계개념분석, 이동궤적조사를 통한 Arc GIS프로그램분

석, 인터뷰 현장 관찰 분석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도경 외 2인(2008)은 북서울꿈의숲 국제현상공모에 당선된 공모작의 설계

전략과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도심내 대형 산지형 공원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

고 모색하였다.

김지훈, 정재민(2012)은 북서울꿈의숲 개장에 앞서 해결되지 못한 교통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방면으로 분석한 후 국내 

및 해외 우수사례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북서울꿈의숲의 성

공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도시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보다 논설에 의한 도시정책 측면에서 도시공원의 관리 현황 및 문제

점에 대한 지적이 많이 이루어졌다. 관리주체 유형에 따른 공원유형분류로 관리

주체의 다양화 및 민간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안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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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공원의 운영관리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원

관리의 주체가 다원화되고 이용자의 공원시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는 현재

의 추세를 반영한 공원운영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서울꿈의숲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원이 조

성된 지 횟수로 5년째로 주로 북서울꿈의숲 디자인과 설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특히 공원 내 도입 된 문화 및 편익시설 운영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전

무하다. 북서울꿈의숲이 기존 공원과는 다르게 관리주체와 관리방식에 대한 새

로운 운영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서울꿈의숲에 초점을 맞추어 시설과 공원 이용자를 통합적으로 보는 연구를 

진행함을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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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공원 운영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시대 도래

공원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그 성격과 유형이 변화해 왔다. 과거의 공원

은 넓은 녹지공간인 오픈스페이스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단순 생태적 ·환

경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도시 생활의 변화, 특

히 도시민들의 여가트렌드 변화에 따라 그 기능도 변화해 왔다. 또한 현대 도시

공원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비만과 같은 건강문제의 해결 등으

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나아가 도시환경 이미지 형성에 주요소로서 특정 

지역 또는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이며,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더불

어 장소성의 발효로서 도시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 공간이

며, 심리적 치유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즉 공원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소

의 고유성을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다.4)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공원의 개념은 복합성, 다양성, 융합성의 성격을 가지며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결합을 통하여 도시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로 그 의

미가 확장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삶과 상호 작용하는 도시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서, 정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동적인 활동 및 문화체험 활동 등을 담을 

4) 권양숙.“도심 녹지 공간에 나타난 스페이스 마케팅 연구”, 『한국공간디자인

학회』 제2권2호 통권4호, 2007,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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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복합여가 공간의 기능으로 발전되고 있다. 

과거의 도시공원은 완전한 공익형 성격으로, 현행 제도에서의 도시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역시 매우 한정적으로 도시민들이 휴식하거나 산책 이외의 적

극적이며 활동적인 여가활동의 장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5) 그러나 최

근에는 공원 내 카페, 레스토랑 등 고급편익시설과 문화시설, 헬스장, 골프장 등 

여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의 입지가 늘어나면서 그 성격도 변

화하는 추세이다.6) 도시공원 기능의 복합화와 공원 내 시설들도 전문화 ·고급

화됨에 따라 공원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공원 특징에 맞는 다양한 운영관리 방식

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공원의 조성만큼이나 운영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시민들의 방문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함으로 시민들의 재방

문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 조경학자 창시자로 알려진 우헤하라케이지는 도시계

획과 공원에 있어서 공원경영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공원은 성장해 가는 도시의 

재산이며, 관리 경영이 뛰어나면 공원은 독립경제로서 확립된다고 논했다.(우헤

하라케이지, 1923)7) 

그동안의 공원은 공익성을 만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다. 공원의 행정적 편의 기능만을 강조하여 공원 시설 유지

관리에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5년 개원한 서울숲을 기점으로 

공원 조성부터 운영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민·관 협치 공원 운영제 도입을 

통한 관리운영의 새로운 모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5) 이재준 외2명.“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확충방안 : 공익성과 사익성

의 균형시점에서의 공원시설 개선방안을 중심으로,”『국토지리학회지』 , 43(4), 

2009, p.676.
6) 인명노『콘텐츠 융합형 도시공원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87.
7) 김영하 외 2인.“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관리

주체측 면을 중심으로”『한국조경학회지』, 2012, 40(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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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도시공원은‘건설 및 유지 보수의 시대’에서 ‘관리경영’의 시대

로 돌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경영계획은 지금

까지 공원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단순한 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이용관리 시스템

으로 전환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감동을 주는 공원, 커뮤니티의 거

점이 되는 공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8) 

2. 도시공원 운영 관리방식의 다양화

한국조경학회가 말하는 도시공원 관리는 공원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유지

관리와 기능의 효과적인 발휘를 위한 운영관리,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관리고 구분된다. 

  유지관리는 공원 시설의 점검 보수, 수목의 전정, 제초, 청소 등의 공원 공

간의 기능 유지에 관련된 행위를 말하며 크게 시설물관리와 수목관리로 나뉜다. 

운영관리는 시설관리에 의해 얻어지는 이용 가능한 구성요소를 더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그리고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리대상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며 적절하게 발휘케 하는가를 목표로 한다. 이용관리는 이

용자를 고려한 관리로서 이용을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유도하고 적극적인 이용

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작성 및 홍보를 말한다.

8) 손용훈.“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적극적 경영개념 도입의 필요성”『2012 공원 

녹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원 녹지 관련 공무원 워크숍』, 2012,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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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관리대상

유지관리

·조경수목과 시설물을 항상 이용에 용이하게 

점검 보수하여 구성요소의 설치목적에 따른 

기능이 공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것

·관리행위의 시점에 따라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로 구분

·식물(식재수목, 초화류, 

잔디, 야생식물)

·시설물(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건축물)

운영관리

·시설관리에 의해 얻어지는 이용 가능한 

구성요소를 더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그리고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

·예산, 재무제도, 조직, 

재산 등

이용관리

·조성된 조경공간에 있어서 이용자와 행태와 

선포를 조사, 분석하여 그 시대와 사회에 맞는 

적절한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또 

이용에 대한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

·안전관리, 이용지도, 

홍보, 행사 프로그램주도, 

주민 참여의 유도

[표 2-1] 도시공원 관리 유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은 관리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크게 직영관

리, 간접관리, 민간위탁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어느 운영방식이든지 관리운영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방식 내에서 부분적인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시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와 자치구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직접 공

원을 관리하는 형태가 있다. 서울시의 대형공원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은 직영관리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서울대공원 같이 별도 관

리사무소 신설을 통한 직영사례9)가 있다. 하지만 자치구관리공원(10만 제곱미터 

미만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혹은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도시자연공원이나 10

9) 서울대공원의 효율적 이용계획수립과 운영을 위해 서울시 지방자치법 제 104조

에 근거하여 서울시 푸른도시국 정책과 산하의 별도 관리사무로소를 만들어 운영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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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시의 공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면서 자치구

에 재위임하여 관리되고 있다.10)

 간접관리 형태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원관리공단등의 준정부기관을 통하

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문 인력의 보유가 가능하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에서 공기업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도시공원은 서울시설공

단에 의한 어린이대공원이다. 공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단체에 의

해서 소유되는 기업으로 공공성의 측면과 기업성의 측면이 있다. 즉 공공재를 

관리하는 공익성과 동시에 수익창출은 아니지만 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정

도는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수입발생을 전제로 하기에(지방공기업 제2조2항), 자

칫 수익시설의 공원관리로 흐를 위험이 있다. 또한 예산과다 및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 문제발생 소지가 빈번하다.

마지막으로 위탁관리는 공원의 일부 및 전체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위

탁대상 기관은 공기업, 민간단체, 시민단체로 구분된다. 최근의 공원 조성 시 수

경시설 및 첨단시설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경쟁성과 이윤동기를 촉진시킴으로 비용의 감소와 인

건비 절감 등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며,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정부의 팽창을 방지하고 시설투자비용 감소, 노무관리의 효율성 등

이 있다. 반대로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용의 추가발생, 현상유지 이외의 시설

관리개선의지 부족으로 전문적인 관리 불가능과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공적인 책임회피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

로 지적되고 있다.

위탁관리의 방법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공원의 운영 관리에 있어 시민

10) 김효정 외2명.“도시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유형의 평가,”『한국조경학회지』 , 

38(5), 2010,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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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이다. 비영리 단체나, 시민모임 등이 그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첫째,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원 이용프로그램 개발, 둘째, 방문객

의 증가 등 공원 이용활성화, 셋째, 공원주인의식의 향상으로 공원관리 효율화

를 달성할 수 있다. 향후 공원의 복합문화공간 수요에 따라 공원 관리운영의 전

문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부분적 외부위탁은 전문화된 공원관리 시대 도입으로 

점차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탁대상기관 위탁업무 유형

공기업 특수성격 공원 총괄관리위탁

민간업체 단위시설 경영관리, 녹지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

시민단체 이용자관리, 이용프로그램 관리, 시민참여 관리

[표 2-2] 도시공원의 민간위탁 관리의 구분

출처 : 국토해양부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전략 정책 연구: 

3과제』2011,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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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방식 장점 단점

공공

영역

직

영

방

식

시직영

- 행정절차의 일원화로 효율성 

배가

-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기능

- 책임소재 분명하고 정확한 

관리실태 파악

- 장기적으로 공원관리 안정화

-공원관리 업무의 타성화

-인사정책 등 공무원 조직의 

문제

-신규공원 증가시마다 인력과 

조직 확충의 어려움과 운영비 

부담 가중

자치구 

위임

관리

-신속한 현장대응 가능

-시설물유지관리, 

식물유지관리가 주요

- 기본적인 공원유지관리로 

공원이용자 관리는 

업무에서 제외

준공공

영역

간접관리_

공단방식

(일괄위탁)

-기존 전문인력 활용으로 

공원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직영방식에 준하는 

행정체제로 업무처리 용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대규모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필요이상의 인건비와 관리비

-조직의 비대로 운영 효율성 

떨어짐

-수익시설 위주의 공원관리 

위험성

(공공성확보에 대한 우려)

혼합형

직영

+

민간위탁

(관련단체)

-장기적으로 안정화

-각기 보유한 장점으로 

운영효율 배가 가능성

-책임소재나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

-협치 운영시스템을 위한 

제도 미비

-민간단체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관건

-체험 프로그램에 국한

민간

영역

민간위탁 -전문적, 탄력적 인력운영

-수익성 위주의 공원 운영으 

로 문화시설이나 이용객이 

집중된 일부 공원에만 적용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드물어 도입에 대한 두려움

기업, 

시민중심의 

운영

-기업의 사회공헌 실현과 

시민의 관리 참여 확대

-공공재산 침해 우려

-우리나라 사례가 많지 않음

[표 2-3] 공원운영 방식의 장단점

출처 : 국토해양부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전략 정책 연구: 

3과제』2011,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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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도시공원 운영관리 방식

서울시 내에 위치한 공원은, 운영 방식 유형에 따라 직영관리와 공기업(공단)

을 통한 간접관리, 그 외의 자치구 위임 등의 위탁관리로 세분화된다. 서울시 직

영관리 방식은 서울시 공원녹지국 하에 동부, 중부, 서부, 세 개의 공원 녹지사

업소에서 시 직영 공원 20개를 관리한다. 한강사업본부에서 따로 관리하던 수변

공원 또한 2012년 하반기부터 공원녹지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 외에 서울대

공원은 별도의 사업소를 운영한다. 공기업 간접관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2조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정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임으로 적

용한 사업으로, 해당 공기업에는 환경부, 문화체육부 하의 국민체육공단, 문화 

재청, 시설관리공단 등이 있다. 

관리기관 공원

푸른도시국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보라매, 서울숲, 응봉, 천호, 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6개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 훈련원, 낙산, 용산가족, 중랑캠핑숲, 

간데메, 창포원, 북서울꿈의숲(8개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 독립, 서서울호수공원, 여의도(4개소)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어린이대공원을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별도 사업소

한강사업본부 한강 12개지구(지구센터), 선유도공원관리(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이전)

환경부
자연공원법에 의한 지정공원(전국78개)

서울은 북한산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

문화체육부 88올림픽 기념공원(도시계획상 운동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

문화재청
서울시내 궁궐(도시계획상 공원이면서 문화재관리상 사적지로 

문화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선릉, 정릉 등

자치구
소공원 292개, 어린이공원1,284개, 근린공원 310개 등 생활권 공원 

자치구의 공원녹지과 또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

[표 2-4] 2013 서울시 관리기관별 공원현황

출처 : 서울시 공원통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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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공원의 민간위탁

‘202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도 향후의 서울시 공원관리 방식에 대

하여, ‘작은 정부구축’의 시대적 요청과 조직관리 비용의 절감과 관리의 효율

성, 관리운영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관리 행정의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이나 민간

위탁방식으로 다원화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다양한 유형의 공원관리체계가 체계성과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위탁업무를 유

형별, 관리위탁 대상기관별로 세분화하고 합리적인 위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선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의 유형은 개별공원의 특성에 맞는 위탁유형

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서도 대상기관의 특성을 파악하여 

위탁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1. 민간위탁의 개념 및 특성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를 정부 대신 민간기관이 위

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공급의 세 가지 요소를 서비스의 공급결

정, 서비스 생산, 서비스의 대가 지불 즉 재정적 부담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의 

공급 결정과 대가지불의 역할은 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만을 민간 부문

이 담당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해

도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만큼 공익의 관점에 일정한 개

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전면적인 민간위탁은 시민의식 성숙과 

함께 감시나 감독체계의 확립이 없이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에 의한 공원 문화 창달이라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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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표를 생각한다면, 공원운영에 대한 전면 혹은 부분적 민간위탁 방안을 연

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표는 공원 이외 공공시설 운영 방식

에 대한 장단점을 공원에 적용하여 운영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운영 방식 분류

의 기준으로는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참여 강도에 따라, 행정기관 주도하에 

직영하는 경우와 시민 단체와 파트너쉽을 가지면서 운영하는 방식, 운영자체를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례와 함께 살펴

보았다.

운영방식 운영효과

행정

기관

주도

행정

기관 

직영

대부분의 운영 방식으로 자체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운영하거나, 

강사를 초빙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시 나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방안은 자원봉사자나 자연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전문직 

활용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며, 강사 활용은 

즉각적이거나 대량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나,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시민

단체

위탁

한강시민공원 산하 생태공원에서 적용되는 위탁 형태와 숲속여행 

프로그램처럼 강사 지원 등 한정된 부분만 관계하는 협조형태로 

나눌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시민 단체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행정적인 

편의성이나 안정적인 수준달성을 위해 관리한 방법이지만 이후 

시민 단체가 배제되었을 때 자원봉사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고, 

행정기관과 자원봉사자간의 유대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시민단체 주도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나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경우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상근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활동의 일환이거나 회원확보 및 

관리방안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표 2-5] 시설민간위탁 주도방식에 따른 운영효과

출처 : 변재상 외 2인. “도시공원의 민간위탁 적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성남시 도시공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39(5), 201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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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위탁 관련 법적 조항 검토

공원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 및 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순수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공원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① 민간위탁 관련 중앙법령

공원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근거를 찾기 위하여 순수 민간위탁 관련 중앙법령

을 고찰하였다. 이들 법령에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이 있

었으며, 그 내용 및 근거 조항은 [표 2-7] 와 같다.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탁 가능한 권리업무에는 도시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업무가 이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공원운영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제안서 혹은 운영계획서를 심사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공원운영과 같은 위탁 가능한 사무에 대하여 별도의 기구 설치를 제

한함으로써 직영관리를 지양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서는 특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언급하고 있

는 상황이므로, 공원운영과 같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 및 기존의 실적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영관리보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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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법구문

조사업무 자연환경 조사, 도로교통량 조사, 통계조사 등

검사 · 검정업무 특정물질의 처리확인, 고엽제휴유중환자 재분류 신체검사 등

관리업무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 관리, 도서관· 박물관,·환경시설 등 

시설물 관리 행정재상 보존재산 등 관리

[표 2-6] 민간위탁 가능사업

출처 : http://www.moleg.go.kr

법령 법구문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범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1조)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표 2-7] 민간위탁 관련 중앙 법령

출처 :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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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원 민간위탁 관련 중앙법령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규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공원과 

관련한 민간위탁 관련 법령들을 고찰하였다. [표 2-8]과 같이,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 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 위

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공고를 통한 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공원의 관리 방법 및 

비용에 대하여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민간위탁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업무보

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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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구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제19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민간업체

①법 제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자,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범 제 2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도로·상하수도 저류시설 그 

밖의 시설 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로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20조 제3항 제 21조 제2항 및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한다)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및 공고

2. 법 제 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3. 법 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민단체 이용자관리, 이용프로그램 관리, 시민참여 관리

[표 2-8] 도시공원 민간위탁 관련 중앙 법령

출처 :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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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도시공원 민간위탁 

앞부분에서 공원운영방식별 개별적인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민간위탁은 공공

재인 공원의 특성상 단일방식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또는 각각의 방식에 부분적 

도입되기도 한다.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 운영 방식 내

에 부분적인 민간위탁 등을 통해 운영방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고, 공공의 복

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재로서 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원관리에 시민 

차여를 유도하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운영방식의 전환 시 일괄적인 방식의 전환으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

고, 전화되는 운영방식에 대한 검증을 통한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 운영방식 

내에서 단계적인 방식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아래 표는 기본운영방식에 민간위

탁이나 시민의 함여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구분

을 한 표이다.

유형 구분

부분적 위탁방식
직영(자치구) + 부분적 민간위탁

직영(사업소) + 부분적 민간위탁

단계적 위탁
신설공단재단 : 신설공원의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

시설관리공단 : 신설공원 등 추가 위탁 후 확대 검토

전면적 위탁
전문 공단 · 재단 위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표 2-9] 민간위탁 적용방식

출처 :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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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영 + 부분적 민간위탁 방식

공원의 관리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일반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가 많다. 직접경영을 할 경우 관련행정과의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이용자인 시민들의 의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대

응성과 감응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복합적인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나 창의

적인 이용프로그램 개발 등이 어렵고 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현행 사업소에 의한 직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용프로

그램 등의 이용자 관리와 전문적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확

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위탁유형 위탁내용 장단점

시설임대 수익형
민간업체에 매점, 식당, 스포츠시설 

등 단위시설을 임대 운영

장점: 고정인건비의 절약

단점: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이용자들의 민원발생

시설관리 용역형

공원시설 중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수경시설, 안내시설)의 

전문업체 관리 위탁

장점: 시설관리의 전문성 확보

단점: 관리비용의 증대

녹지관리 용역형
조경시설이나 녹지관리를 

전문업체에 아웃소싱

장점: 시설관리의 전문성 확보

단점: 관리비용의 증대

부분 위탁형
시민단체와 이용프로그램 또는 

생태계관리의 일부 등을 부분 위탁

장점: 공원이용의 활성화

단점: 업무구분의 불명확

시민참여 위탁형

질서유지나 순찰 등의 업무 

시민조직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업무( 청소, 순찰 등)

장점: 주민의 일자리 창출

단점: 관리 책임소재의 불분명

[표 2-10] 민간위탁 유형과 내용

출처 : 서울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 29 -

또한 민간과의 파트너쉽 구축 및 다양한 유형의 공원관리체계가 체계성과 효

율성을 갖기 위해서 위탁업무를 유형별, 관리위탁 대상기관별로 세분화하고 합

리적인 위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선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의 유형은 

개별 공원의 특성에 맞는 위탁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민간위탁자 선정에 있

어서도 대상기관(민간업체, 시민단체, 주민단체 등) 의 특성을 파악하여 위탁해

야 한다. 최근에는 수경시설 등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민간관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서울숲, 월드컵공원 등), 안내시설 등 첨단시설 등에 대

해서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나 이런 시설의 경우 표준화가 가능한 시설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원 기획 행사 등 이용자들의 이용도를 촉발시키기 위한 부냐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나 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전문회사나 시민단체와 같은 전문

조직에 부분위탁 할 수 있다. 특히 공원의 이용관리 부분은 향후 수요가 증대되

는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공원수요 증가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으로서 그 운영 및 

관리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직영방식 뿐만 아니라 간접운영방식에서도 이러한 전문적인 관리를 

요하는 이용관리 관련 시설(미술관, 문화센터, 전시관 등) 및 이용프로그램의 신

설 및 행사 등은 외부 민간 전문기관이나 재단 등에 위탁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의 수준을 높인다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연구 대상지인 북서울꿈의숲 내의 미술관, 공연장을 (재)세종문화회관에 위탁 

운영시킨 사례는 이러한 이용관리 측면의 전문성을 제고한 것으로 상당히 고무

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적인 외부 위탁은 공원관리전문화시대에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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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계적 위탁방식

단계적 위탁방식은 공단이나 재단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간접경영 방식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

다. 즉, 전문적 관리가 요구되는 신규공원을 우선 간접경영방식 시행대상으로 

선정하거나 기존 공원 중 일부 및 몇 개 공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단· 재단

에서 운연관리한 후 공공성 및 전문성 또는 효율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도 조직운영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

소화하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시행 할 경우, 대상공원은 공원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이나 효율

성을 필요로 하는 공원 중에서 향후 증가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큰 대형공원이나 

복합문화시설 등이 갖추어져 공원 이용관리 측면이 강조되는 공원 중심으로 선

정되어야 한다.

③ 전면적인 위탁방식 - 공사(재단) 운영방식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인 공단이나 비영리 공익을 추구하는 재단 등은 

직영과 민간위탁 체제의 중간 형태로서 적정수준의 관리책임이 부여되어 공원

이라는 공공재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직영 등과 같이 직원

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의 비연계성을 해소할 수 있어 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의 보유가 가능해 수준 높은 이용관리 중심의 공원운영으로 기존 

직영체제의 일반적인 공원관리와 구별되는 특화된 공원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직영체제에 의한 분산된 공원관리조직 (푸른도시사업소, 서울대공

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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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불필요한 기능을 통합 제거하여 직영체제의 경우보다 인력 및 경비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와 관리적 효율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에 의한 소유 또는 통제를 그 요소로 하는 공공

성의 측면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해서 소유되는 기업

으로서 기업성의 측면이 있다. 즉, 공공재를 관리하는 공익성의 추구와 동시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기관 관리 시 소요되는 비용의 50% 정

도는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수입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원관리

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단의 경우는 타 시설관리 중심의 공단과는 달리 공원이라

는 순수 공공재의 특성으로 수입의 발생이 쉽지 않으므로, 공원의 기본적인 기

능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운영이 가능한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

어야 한다.

반면, 재단의 경우는 공단과 같이 수입의 발생을 고려하여 자칫 수익시설 위

주의 공원관리로 흐를 염려가 있어, 공원의 조성 및 설치는 서울시에서 하고, 공

원의 전문적인 관리는 공원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공

원의 기능을 최대한 잘 보전하면서 다양한 공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용관리로 

공원서비스 제고를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일본의 (재)동경도공

원협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공원을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

는 사례가 거의 없다. 또한, 공단 또는 재단을 설립하여 공원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탁시킬시 관련 시 조직 및 정원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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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면적 위탁방식 – 시설관리공단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 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

다. 시설 관리공단은 기존의 시설관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대

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원의 복잡하고 첨단 시설들의 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어린이대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어, 비슷한 

종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원에 대한 전문성이 일부 확보되어 있고, 새롭게 

공단을 건립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설공단이 이미 갖춘 전문 인력의 활용과 재배치로 비용상의 감축효

과를 가져올 수 있어 비용상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어린이대공원 관리를 포함한 17개 주요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3개 푸른도시사업소 및 서울대공원의 운영 관리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되면 

조직이 지나치게 커져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공원관리의 전문성 확

보 측면에서 공원전문공단(재단) 설립에 비해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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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서울꿈의숲 문화·편익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분석 

제1절 북서울꿈의숲 일반개요

1. 북서울꿈의숲 위치 및 일반개요

·공원명 : 북서울 꿈의 숲

·위치 : 강북구 번동 산 28-6번지 일대

·사업기간 : 2007. 10 ~ 2010. 02 (2008. 11 공사착공 2009. 10 공원개장)

·공원면적 : 662,627㎡

·총사업비 : 3,339억원 (보상비 2,359, 공사비 942, 기타 41)

[그림 3-1] 북서울꿈의숲의 전경

출처 : 씨토포스 공식 홈페이지 http://www.ctop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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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꿈의숲은 강북구 번동에 자리 잡고 있다. 강북구는 서울의 동북단에 

위치하며 본동은 강북구의 동단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을 중심으로 동남쪽 방향

으로 월계로가 미아4거리로 이어지며 동북쪽으로 한천로가 우이천과 나란히 지

나치며, 공원 위쪽으로는 오현로가 지나고 있다. 공원을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

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가 접하며 이 곳 6개구의 

인구를 합하면 약 265만 명이다. 조성면적은 기존 드림랜드와 인접 부지를 합하

여 662,627㎡이다.

[그림 3-2] 대상지의 지리적 위치

출처 : 북서울꿈의숲 공식 홈페이지 http://dreamforest.seoul.go.kr/

2. 북서울꿈의숲 사업추진 개요 및 비전

1) 북서울꿈의숲 추진 배경 및 사업 효과

대상지는 옛 드림랜드 부지로 1987년 4월 놀이공원으로 개장하여 롤러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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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바이킹 등 27종의 놀이시설과 어린이 극장, 스포츠시설, 극기 훈련장, 캠프

장 등으로 활용되었다. 여름철에는 수영장이,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이 개장되어 

지역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2000년 이후 대형놀이공원에 밀

려 영업부진이 계속되었고, 사업주의 투자 기피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하고 방

치되어 슬럼화 되었다. 수영장, 전자오락실, 예식장 등 몇몇 시설만 파행 운영됨

으로서 놀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2008년 1월에 시설물들을 완

전 철거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하

던 드림랜드는 사회·문화적 수요에 따라 강북의 대표적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

게 되었다.

[그림 3-3] 과거 드림랜드 전경

출처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북서울꿈의숲 기본계획 보고서』(2009), p.19.

공원화 사업추진배경에는 시설의 노후화와 장기간 방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부란과 시의 행정적 부담이 컸으며 재투자 기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정상 운영

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주거 밀집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 뉴타운 사

업추진으로 인한 인근 여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제기되었으며 강북지

역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형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월드컵공원, 서울숲 등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으로 서

울 지역 전체의 공원인프라는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모두 남산 아래쪽에 집중돼 

있어 강북지역의 생활권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의 대다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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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기를 희망하여 드림랜드 토지주의 토지

매각 의향과 함께 2007년 8월 강북구 공원조성의 건의가 시작되었다.

공원명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숲공원 북서울꿈의숲

조성일자 1999.01.24 2002.05.01 2005.06.18 2009.10.17

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상암동 성동구 성수동 강북구 번동

면적 229,539 2,483,675 1,156,4957 662,627

[표 3-1] 최근 10년간 대형공원 조성 사례

강북지역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될 공원은 강북, 성북, 도봉, 노원, 동대

문, 중랑구 지역주민들의 생활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는 인구 약 250만

명(서울시 약 25%), 면적 138km(서울의 약 22%)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12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며 서울시내 자연공원을 제외

한 공원 중 4번째로 큰 공원이다.

새롭게 조성된 북서울꿈의 숲은 강북 동부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반경 

5km 내에 강북·성북·도봉·노원·동대문·중랑 등 총 6개의 자치구(약 138

㎢) 를 아우르고 있어 수혜 인구만 약 264만7천 명에 이르며, 주변에 장위·길

음·미아뉴타운 사업 추진으로 공원이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3-4] 북서울꿈의숲 조성 시 수혜 가능지역

출처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북서울꿈의숲 기본계획 보고서』(200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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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서울꿈의숲 세부 추진절차

북서울꿈의숲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007년 3월

부터 토지 매입 등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비공개로 처리하다가 같은 해 8월 

공원조성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T/F를 공원과에 비공개적으로 구성(과장, 팀

장1, 팀원3명)하였고, 시장방침 542호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팀을 구성하였다. 사업팀은 행정지원팀, 공원조

성팀, 시설사업팀 1반 3팀 총 13명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공원 개발팀과 공원 디자인팀에서 업무를 분담하다가 2008년 4월 

공원 개발팀에서 북서울꿈의숲 관련설계 및 보상, 공사 등 시공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공원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의 경우 드림랜드 부지는 협의 매수(공시지가 

95%, 감정평가금액의 58%)하고 기존 시설물의 경우는 대부분 20년 이상 된 노

후된 시설물로 공원 재조성시 활용가치가 없어 토지주가 운영자와 협의하여 완

전소멸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추진하였다. 

공원조성은 시민과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국제현상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2003년도부터 시민, 기업과 함께 도시숲 운동을 전개해온 (재)서울그린

트러스트에서 추진해온 한그루 선물 등을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나무

를 식재함으로써 시민 참여형 공원조성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고 나아가 공원

의 주인은 지역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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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북서울꿈의숲 사업추진 전담 개편(2008.04.24.)

출처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북서울꿈의숲 이야기』(2010), p.112.

세부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07년 10월 강북대형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

여, 2008년 실시된 마스터플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에 따라 2008

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다. 그해 10월 착공식을 가지고 11월에 본 

공사에 착공하였다. 2009년 10월에 개방하였으며, 2010년 2월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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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2007.10.11 강북대형공원 시장방침(제 543호)

2007.10.16 드림랜드부지 매각합의 및 사업계획 언론발표

2007.11.12. ~ 12.11 시민고객 및 전문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2008.01.15. ~ 04.21 마스터플랜 국제현상공모

2008.04.16. ~ 04.17
국제현상공모 작품심사 및 당선작 결정 / 주차장 확보 

방안 및 산림보호와 회복에 관한 검토(심사위원)

2008.04.24 공원조성 기본계획(마스터플랜)발표

2008.05.01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08.09.17. ~09.24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착공

2008.10.20 북서울꿈의숲 조성공사 착공식

2008.11.03 공원조성공사 계약

2008.11.11 본 공사 착공

2009.10.27 북서울꿈의숲 공원개장

2010.02.25 북서울꿈의숲 조성공사 준공

[표 3-2] 북서울꿈의숲 사업 추진 경위 

출처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북서울꿈의숲 이야기』(2010), p.113.

3) 총사업비

북서울꿈의숲조성 사업비는 총 3,34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보상비 2,357억, 공

사비 943억, 기타 설계·부대비 등 40억이 소요되었다. 당초 사업비 2,325억원에

서 1,0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접부지 보상비가 감정평가결과 527억원 늘었고 

공사비는 국제현상공모, 강북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연장, 전망대, 미술관,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지하주차장 건립, 

보완시스템, 유비쿼터스 시설 확보, 폐기물철거 및 처리비, 수경시설 및 시민고

객요구사항, 디자인심의 및 기술심의 지적사항 보완으로 478억원이 증액되었고 

영향평가 및 기타 부대비등 10억원이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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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서울꿈의숲 조성방향

1) 현상공모 지침

공모지침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계원칙’으

로 공원조성의 기본방향은 산책, 휴식, 운동 등 생활권 공원 조성을 기본으로 하

되, ‘문화’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공간구성’은 

향후 주변의 뉴타운사업 등으로 늘어나는 공원 수요에 대비하여 적정한 이용 동

선, 시설물, 유지관리를 감안하도록 하였다. ‘조경과 생태계획’부문에는 가급

적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 수공간 조성에 따

른 유지용수 공급계획 및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할 것과 공원 내 녹지 관리용 급

수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질

의 토양으로 치환하거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도록 요

구하였다. ‘건축계획’은 공원과 조화되며 상징적인 외관으로 디자인하되 에

너지 순환 등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건물이 도입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산책

로 및 포장계획’,‘경관조명’등에 대한 요구조건도 있었다. 특히 서울의 강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전망대 계획이 요구되었다.11)

2) 당선작 전략

북서울꿈의숲에 도입된 공원시설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다. 국제현

상공모에는 모두 10개 그룹 3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공모 결과 ㈜ 씨토포스, 

㈜시간건축사무소, 미국 IMA 디자인사가 협력하여 만든 「개방(Open Field)」12)

11) 김도경, 최원만, 홍형순(2008).“강북 대형공원 기본계획,”『한국조경학회지』, 

36(4), 2008,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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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작품이 당선되었다. 채움보다는 비움을 통하여 공간의 정체성을 확보함

으로서 불확실한 도시의 변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여백’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공원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공원의 단순 녹지개념에서 도시와 

공원의 기능이 분리되지 않도록, 즉 도시기능을 가진 공원 속 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도시의 기능 중 갤러리, 다양한 먹거리, 장르별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두 개의 공연장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사선형 전망타워와 카페테리아를 

공원 내 설계 하여‘보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공원으로 

계획하였다. 

“21세기 공원은 도시기능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북권 문화소외지역 주민

들에게 구지 도심까지 나가지 않아도 문화와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

니다.

공연장의 규모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참고로 너무 크지도 않고 또한 작지도 않은 

300석 규모의 두 개의 공연장을 배치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공연이 이뤄질 수 있도

록 설계했습니다.”

-설계자(최신현 대표) 인터뷰-

또한 기존의 대상지가 갖고 있는 지형적인 경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자연 경관 속에 건축물이 드러나지 않는 공원 즉, 지형과 건축이 결합된 형태의 

공원을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만 드러내고 지형 안에 숨기는 

개념으로 설계하였다.13)

12) Open field는 전통적인 마당공간의 확장된 공간영역을 의미하며 비워진 중심공

간의 기능 역시 변화하는 도시구조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 혹

은 진화해하며, 단순한 비움이 아닌 쓰임을 위한, 자생적 생성의 장을 위한 비움

으로의 역할은 한다.
13) 이승민『현대 환경설계에서 나타나는 협업에 관한연구』, 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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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설계자 스케치

출처 : 씨토포스 공식 홈페이지 http://www.ctop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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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서울꿈의숲 문화·편익시설 현황

북서울꿈의숲은 기존 공원의 획일적인 시설도입과는 달리 공원 내 전문적인 

문화시설과 고급스러운 편익시설을 도입하여 새로운 공원문화의 대안을 제시한 

사례이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구 드림랜드 

부지를 매입하여 자연 속에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였

으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7] 문화 · 편익시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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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원 서문을 들어서면 2개의 전문 공연장과 갤러리, 그리고 카페가 공존

하는 복합문화공간인‘꿈의숲 아트센터’를  만날 수 있다. 그 길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식 레스토랑인‘메이린’과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공원의 큰 잔디광장인 청운답원 주변에는 카페테리

아인‘라포레스타’를 비롯하여‘카페테라스’가 위치해 있다. 

공원 중심부에는 어린이 전용미술관인‘상상톡톡미술관’위치하여 공원 크

기를 가늠할 수 있다. 그 외에 다수의 카페와 매점이 공원 곳곳에 존재하여 공

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북서울꿈의숲은 공원 조성 후 이용행태 및 이용 후 평가를 거쳐 시설을 보완

하여 이용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꿈의아트센터와 메이린, 라포레스타, 카페

1, 카페 2는 2009년 10월 17일 북서울꿈의숲 개장과 함께 오픈하였다. 이후 공원 

운영과정에서 휴일 같은 경우 편익시설의 대기시간이 길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등 기존 시설로는 성수기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

간별 필요지점에 편익시설을 확충하였다.

연도 내용

2009. 10. 17
꿈의 숲 아트센터 개관 

메이린, 라포레스타, 카페1, 카페2 오픈

2010. 03. 20 라포레스타 카페테리아 변경 오픈

2010. 04. 03 카페 드림 Book& Kids오픈

2010. 04. 17 카페테라스 오픈

2010. 10. 18 상상톡톡 미술관 개관

2011. 04. 09 스넥하우스 오픈

2013. 07. 29 북서울 드림 스튜디오 오픈

[표 3-3] 시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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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디자이너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미술관 건터 편 데크에 카페

테라스를 추가하였고, 당초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였던‘라포레스타’의 경우 좀 

더 대중적이면서도 고객의 대기시간 및 회전율을 감안하여 기존메뉴에 단품 위

주의 메뉴를 추가한 카페테리아 형식의 패밀리형 레스토랑으로 전환하였다. 또

한 공원 조성 후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시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을 느껴 꿈의아트센터 내 드림스튜디오를 오픈하게 되었다. 북서

울꿈의숲의 홍보, 인터뷰, 공연 등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방송을 시민과 함께 청

취할 수 있도록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였다. 

북서울꿈의숲은 준공 이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시설물보완 

및 운영측면에서도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

선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공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변경 전)기존 야외데크 (변경 후)카페 추가

(변경 전)다목적홀 용도 (변경 후)북카페 설치

[그림 3-8] 편익시설 확충 사례 

출처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북서울꿈의숲 이야기』(2010), 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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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시설 

공원 내 존재하는 문화시설은 총 6개로 그 개요는 [표 3-4] 와 같다.

명칭 구분 위치 면적(㎡) 운영시간

콘서트홀 공연장
꿈의아트센터

2~3층

총면적 : 332

무대면적 : 90

(객석수 : 283)

하절기 10:00~ 21:00  

동절기 12:00~21:00

퍼포먼스홀 공연장
꿈의아트센터

1~2층

총면적 : 340

무대면적 : 82.5

(객석수 : 301석)

하절기 10:00~ 21:00  

동절기 12:00~21:00

드림갤러리 전시장
꿈의아트센터

1층
370

12:00~ 19:00 

*동절기 영업중단

상상톡톡

미술관
미술관 공원 중심부

453

1층전시실 : 183.7

2층전시실 : 109.2

3층전시실 : 160.1

하절기 10:00~ 21:00  

동절기 12:00~21:00

*매주 월요일 휴관

전망대 전망대
청운답원

(잔디광장) 옆

지상3층

총 860.27
하절기 10:00~ 21:00  

오픈

스튜디오

문화체험

공간

꿈의아트센터 

다목적갤러리

스튜디오 : 132

조정실 : 16.5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함

[표 3-4] 문화시설 개요

공원 내 대규모 개방된 공간 확보와 자연지형의 복원이라는 공원 전체 개념을 

따라 시설물 배치계획에 있어서도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형의 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 드림랜드 눈썰매장 부지에 꿈의아트센터를 배치하였

다. 

꿈의아트센터는 갤러리와 공연장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1층에 드림갤

러리가 배치되어 있고 1층과 2층에 걸쳐 퍼포먼스홀이, 2층과 3층에 걸쳐 콘서

트홀이 배치되어 있다. 경사지형을 고려하여 공연장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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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또한 경사지형의 제약으로 인해 공연장을 2곳으로 분산 배치하여 기능

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9] 공연장 배치도

출처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북서울꿈의숲 이야기』(2010), p.258.

퍼포먼스 홀은 약 300석 규모로 소규모 뮤지컬, 대중음악공연, 연극, 강연 등 

실험극장 형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천고가 9.7m로 높아 다양한 무대설치가 

가능한 공연장이다. 또한 객석 좌석 간 높이를 타 공연장보다 10cm이상 높게 하

여 앞 사람에 가려지는 시야를 최소화하였으며, 객석과 무대의 가까운 거리와 

무대 단이 없는 구조로 공연자와 관객의 쌍방향 호흡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대

가 약 25평형(가로 약 13m, 폭 7m)의 규모로 다양한 공연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편이다. 

무대 후면에는 연출자용 통로(복도)를 설치하여 퍼포먼스 홀의 기능에 충실하

도록 하고, 연출자 및 장애자가 1층 퍼포먼스 홀로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과 

통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출연자 대기실과 무대사이에 단차가 높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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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들이 움직이고 대기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3층에서 

공연하는 콘서트홀의 출연자들도 1층에 설비되어 있는 출연자대기실을 함께 사

용하다보니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 3-10] 퍼포먼스홀과 출연자대실 평면도

출처 : 꿈의아트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www.dfac.or.kr/

콘서트홀도 약 300석 규모로 음악회 전문공연장으로 조성되었다. 어쿠스틱 

음악회에 가장 걸맞은 명료하고 음악성이 풍부한 음약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음

향 반사판의 높이와 각도 변형으로 다양한 음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음약 사석이 

없는 홀이기도 하다. 특히 무대 뒤편 천창이 있어 자연 속에서 위치한 공연장의 

풍부한 감성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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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퍼포먼스홀의 전경(좌), 콘서트홀의 전경(우)

드림갤러리는 전문가들의 전시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전시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구성해 가는 문화공간이다.

상상톡톡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자연속 어린이 미술관’으로 자연이 주는 

순수한 매력을 미술이라는 매개로 재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문화프로그램의 

공원 내 분산계획에 따라 공원 중심부에 위치하며 위치적 성격으로 인해 방향 

지향적 형태와 투명한 입면구성을 가진다. 규모 전시실 3개를 배치하여 층별에 

따라 상설·기획전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시실 내부에 이동벽을 설치하

여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12] 드림갤러리의 전경(좌), 상상톡톡미술관의 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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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익시설 

공원 내 편익시설은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공간의 

개요는 [표 3-5]와 같다.

명칭 구분 위치 면적(㎡) 운영시간

메이린
차이니즈

레스토랑

북서울꿈의숲 

서문
608.41 11:30~22:00

라포레스타
이탈리안

레스토랑

글라스파빌리온 

1층
381.95 11:00~ 22:00

카페1 카페
상상톡톡미술관 

2층

 87.86 / 

판매대 면적 : 9

12:00~ 19:00 

*동절기 영업중단

카페2 카페 전망대 2층 94.54

하절기 10:00~ 21:00  

동절기 12:00~21:00

*매주 월요일 휴관

카페테라스 카페
청운답사

(잔디광장) 옆

 102.05 / 

판매대 면적 : 9

하절기 10:00~ 21:00  

동절기 11:00~19:00

카페드림 카페
꿈의아트센터 

2층
415.92

하절기 10:00~ 21:00  

동절기 11:00~21:00

스넥하우스 매점

동문 

창녕위궁재사 

맞은편

9
하절기 10:00~ 21:00  

동절기 11:00~21:00

gs25 매점
꿈의아트센터 

1층
108.67

하절기 10:00~ 21:00  

동절기 11:00~21:00

[표 3-5] 편익시설 개요

라포레스타는 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지형의 단차를 이용해 지

중건축물로 계획된 시설로 공원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초승달모양으로 전체가 

유리커튼월로 되어 있어 전면의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야외 데크부분에 파라솔을 설치하여 야외식사도공간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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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린은 꿈의아트센터와 전망대 사이언덕에 위치하여 숲 속에서 식사하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적극적인 조망 도입을 위하여 타원형 평면을 계획하

고 옥외 데크 부분에 폴딩 도어를 설치하여 계절별로 융통성 있는 변화가 가능

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3-13] (좌)라포레스타, (우) 메이린 전경

꿈의아트센터 1층에 위치한 카페드림은 전면이 통유리로 공원 서문쪽 풍경

을 바라볼 수 있다. 북카페와 키즈존이 함께 있어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약 3000여권의 책과 200여권의 잡지가 배치되어 있어 시

민들이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으며 아트센터 공연을 관람하러 온 

이용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3-14] 카페드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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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카페1(미술관 카페), 카페2(전망대 카페), 카페테라스, 스넥하우스가 

공원 곳곳에 조성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카페2(전

망대 카페)는 해발 130m가 넘는 곳에 위치해 공원은 물론 멀리 남산, 도봉산, 수

락산, 삼각산과 남산까지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꿈의아트센터 1층에 위치한 

gs25는 (재)세종문화회관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 

그대로 하되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숲속 쉼터이다.

[그림 3-15] (좌) 카페2(전망대카페), (우) 카페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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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서울꿈의숲 문화·편익시설 서비스 분석

1. 문화서비스

1) 공연 및 전시

북서울꿈의숲 문화서비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연과 전시는 지역 주

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려는 본 취지에 맞게 저렴한 입장료를 원칙으

로 하고 있다. 

공연은 크게 실내공연과 야외공연으로 나뉘는데 실내공연은 모두 유료이며 

야외공연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실내공연은 공연의 성격에 따라 퍼포먼스홀

과 콘서트홀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기획공연의 경우 대부분이 10000원 내외의 

입장료를 받는다. 콘서트홀에서는 주로 클래식과 국악위주의 공연이 주를 이루

는 반면에 퍼포먼스홀에서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종합 구성물의 공

연이 열린다. 야외공연은 계절에 따라 수변무대나 라포레스타 앞 야외특설무대

에서 열리며 무료로 다양한 대중가요 위주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유 / 무료

공연

퍼포먼스홀

(283석)

· 점프, 우리 춤 항연, 마당놀이,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10000원~

20000원

콘서트홀

(297석)

· 정명화 독주회, 생생 클래식, 파워 클래식, 나눔 

앙상블, 씨네 콘서트, 퓨전국악 등

10000원~

50000원

야외 공연
· 한동준, 수와진, 나무자전거, 안치환, 유리상자,

소리해, 이상은 밴드, 동물원 등
무료

[표 3-6]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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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은 (재)세종문화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과 타 문화예술 기관에

서 주관하는 대관공연으로 나눠진다. 콘서트홀에서는 기획공연의 비중이 높으

며 퍼포먼스홀에서는 대관공연의 비중이 높다. 대관공연은 주로 외부 예술단체

나 기획사가 공연장을 대관하여 여는 공연으로 2010년도부터 진행하기 시작하

였다. 최근에는 극단 서울, 톰방, 중앙극회 등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퍼포먼스홀

을 대관하여 어린이 관련 공연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분
기획공연 대관공연

비고
공연횟수 관람객수 공연횟수 관람객수

2009년
퍼포먼스홀 30 3,242명 - - 대관 진행

안함콘서트홀 27 4.089명 - -

2010년
퍼포먼스홀 291 34,234명 4 605명

콘서트홀 60 13,025명 18 3,184명

2011년
퍼포먼스홀 11 1,752명 248 33,014명

콘서트홀 33 8,096명 23 4,080명

2102년
퍼포먼스홀 14 2,179명 282 31,779명

콘서트홀 24 5,302명 64 9,651명

2013년
퍼포먼스홀 10 1,411명 286 27,765명

콘서트홀 67 4,003명 103 11,409명

[표 3-7] 년도별 공연횟수 및 관람객수

[그림 3-16] (좌)퍼포먼스 홀_브레이크 아웃, (우)콘서트홀_정명화독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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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지만 유료 공연의 경우 무료 프

로그램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표 3-8]와 같이 2011년 이후부터는 유료

공연의 관람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야외공연은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어 놀고 어른들은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힐링

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 중 드림가든페스티벌은 매

회 평균 1,500명이 넘는 인원이 관람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특히 이 야외공연

들은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공연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한 ‘문화예술 프런티

어’14)가 다수 참여하는 것이어서 더욱 뜻 깊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열린 공간

인 공원을 창작활동 무대로 예술가 및 공연단체에게 제공하여 공연 기회를 확대

하고 더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도
관람객수 (대관 미포함)

비고
유료공연 무료공연

2009년 9,610명 8,557명

2010년 39,495명 151,028명

2011년 9,887명 94,982명

2102년 6,930명 57,029명

2013년 6,597명 107,012명

[표 3-8] 년도별 유 · 무료 관람객수

14) 서울시가 설 무대가 없어 고민하는 공연예술가와 단체, 예술학과 졸업생, 동호

회 등을 대상으로 야외무대가 있는 시 직영공원에서 주말공연이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선발한 문화예술 프런티어이다.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서울시 문

화예술 프런티어 위촉증을 수여하고 행사 실비차원의 경비가 지급되며 다양한 방

법의 단체 홍보가 지원된다. 또한 공연에 필요한 대형악기 및 음향장비 등 필요물

품이 지원되며 활동 우수단체에 한해서는 활동기간을 연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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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역시 실내전시와 야외전시로 나뉘는데 실내전시는 유료로, 야외전시는 

무료로 제공된다. 전시는 꿈의아트센터 1층에 위치한 드림갤러리와 상상톡톡미

술관에서 주로 열리고 계절에 따라 야외에서 전시가 열리기도 한다. 드림갤러리

에서는 각종 초대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데 전문가들의 전시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작품전시도 함께 전시되어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구성해가

는 문화공간이다. 상상톡톡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자연 속 어린이미술관’으

로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전시가 주를 이룬다. 

구분 내용 유/무료

전시

드림갤러리

· 숲에서,  꿈꾸다, 근대생활사전, 청계천 추억,

개이전, 아트페스티벌, DMZ사진전, 조각천국

현대도예공모전, 행복을 그리는 만화전 등

3000원

~

5000원.

상상톡톡

미술관

· 샌프란시스코 엑스플로토리움 과학놀이 체험

전, 동동 숲으로도의 여행, 로봇파크전, 아모래랑 

빛이랑트앤 쿡, 데니스 한, 꿈꾸는 곤충전, 크루

즈 디에즈 전, 엘리스 빗방울체험전 등

10000원

~

20000원

야외 전시
· 환상의숲, 크리스마스가든 전, 드림파크전, 별

별 크리스마스 등
무료

[표 3-9]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그림 3-17] (좌)드림갤러리와 (우)상상톡톡미술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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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도 유료전시보다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료전시 관람객이 현저히 

높다. 무료전시는 주로 드림갤러리와 야외전시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 야외

에서는 계절별로 얼음축제나 국화 축제등을 관람 할 수 있고, 드램갤러리에서는 

각종 개인전이나 초대전이 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전시는 한해 보통 10회 미만

으로 열리며 상상톡톡미술관보다는 드림갤러리의 전시 횟수가 높다. 

연도 유료전시 무료전시 합계

2009년 6,442명 335,806명 342,248명

2010년 32,805명 417, 418명 450,223명

2011년 40,019명 139,672명 179,691명

2102년 51,887명 233,945명 285,832명

2013년 49,803명 50,444명 100,246명

[표 3-10] 년도별 유 · 무료 관람객수

상상톡톡미술관은 어린이 전용 미술관으로 기획전시보다는 대관전시 비율이 

높다. 위플레이를 비롯한 다양한 제작사가 상상톡톡미술관을 대관하여 각종 어

린이 체험 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반면에 드림갤러리는 개인 전시회뿐만 아니

라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작품전이나 초대전이 많이 열린다.

[그림 3-18] 야외전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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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시횟수 전체일수 비고

2009년

드림갤러리 2 54

전망대 135일상상톡톡 미술관 1 76

야외 전시 -

2010년

드림갤러리 6 382

상상톡톡 미술관 2 193

야외 전시 1 52

2011년

드림갤러리 8 269

상상톡톡 미술관 4 296

야외 전시 2 340

2012년

드림갤러리 6 287

상상톡톡 미술관 3 293

야외 전시 -

2013년

드림갤러리 6 286

상상톡톡 미술관 4 266

야외 전시 1 31

[표 3-11] 년도별 전시횟수 및 전체 일수

2) 교육

북서울꿈의숲 공원 내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재)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 주관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프로

그램은 북서울꿈의숲에 소속된 5명의 숲 해설가와 공원 운영팀과의 회의를 통

하여 기획된다. 또한 ‘북사모’15)라는 봉사단체를 통하여 설계자와 프로그램 

관련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도 한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총 5개로 홈

15) ‘북서울꿈을 사람하는 모임’으로 설계자 최신현 대표와 나무병원, 숲 해설

가, 시민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봉사단체이다. 1년에 1~2회 모임을 통하여 북서

울꿈의숲의 프로그램 자문과 함께 미화청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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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예약창이 뜨면 당일로 마감이 될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그러나 모든 프

로그램을 무료로 신청 할 수 있어 사전예고 없이 당일 불참가 하는 경우가 빈번

하다.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다 보니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단체로 예약

하시고 당일에 안오시면 매우 난감해요. 보통 한 프로그램 당 강사분 2명이 들

어가시는데 강사료와 또 프로그램에 필요한 준비물 모두 공원예산에서 빠져나

가기 때문에 예산 이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공원 운영과-

프로그램은 주로 어린이들의 교육과 체험을 위한 신청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부로와 동반하여 체험 할 수 있도록 ‘꿈의숲 유아활동’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

램은 주말에 진행된다. 목요일에 진행되는‘꿈의숲 유아활동’은 주변 유치원

에서 단체로 체험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꿈의

숲 런닝맨’으로 참가자들에게 6개의 미션이 담긴 미션활동지를 주면 시간 안

에 (보통1시간)미션을 해결해 돌아와서 함께 결과를 확인하고 그 미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는데 참가자들이 스스로 문제해결하며 공원을 누

비고 다니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만족도가 높다.

프로그램 기간 시간
인

원
대상 수강료

꿈의숲 런닝맨 매주 일요일 14:00~16:00 40 6세 이상

무

료

꿈의숲 에코트레킹 매주 일요일 10:00~12:00 20 6세 이상

벌리(벌리)에서 

역사랑 놀자

매주 토, 

일요일
14:00~16:00 40 초등생이상

꿈의숲 실험왕 매주 토요일 10:00~12:00 30 초등생이상

꿈의숲 유아활동 매주 목요일 10:00~12:00 30 6세 이상

[표 3-12]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 주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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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 체험프로그램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 주관 교육 프로그램이 야외에서 자연, 생태체험 위

주로 이루어진 반면 (재)세종문화회관 주관 프로그램은 놀이기반의 기초미술교

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 프로그램인 ‘꿈꾸는 예술가’는 상상톡

톡미술관 개관이후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람객의 높은 요

구에 따라 다양한 미술장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어린이눈높이에 맞

춘 다양한 장르의 미술교육을 통한 폭넓은 문화예술 소양 함양을 목표로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미술관에 대한 친밀도를 높

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그중에서도 ‘꿈의숲 그림 도시락’은  공원의 자

연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야외 미술교육이라는 점에서 다른 곳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티켓 오픈 몇 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꿈꾸는 예술가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문 강

사와 소수정예 인원 구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모두 유료이다. 

또한 오픈스튜디오의 운영주체가 TBS에서 (재)세종문화회관으로 이전되면서 오

픈스튜디오의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이 새로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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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예술가

프로그램 내용 대상 수강료

음악교실 놀이터
채소를 이용한 악기 만들기 수업으로 음악

과 소리에 대한 다양성을 체험
초등생 9000원

목공교실 나무내음
채색, 도안을 통한 예술성을 기르는 DIY 

목공교실
성인

30000원

(재료비 

불포함)

나도 라디오 스타
동화스피치와 라디오 스튜디오 녹음체험

을 하는 스튜디오 신개념 교육프로그램

유치원생

, 

초등생

10000원

꿈의숲 그림 

도시락

자연 속에서 내가 직접 만드는 박스집 프

로젝트로 자연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그 

속에 나만의 창작을 완성해가는 창의 중심

의 야외미술교육

초등생 32000원

[표 3-13] 세종문화회관 주관 꿈꾸는 예술가 프로그램

[그림 3-20] 꿈꾸는 예술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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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음서비스

북서울꿈의숲의 총 8개의 편익시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

다. 가격대비 음식의 질뿐만 아니라 분위기, 서비스, 청결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 많은 도심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친절한 서비스

와 매점의 바가지 상혼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는 높은 금액을 써내야

만 매점 운영권을 따낼 수 있는 최고가 입찰제 때문에 업주들이 본전을 챙기겠

다며 무리하게 가격을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서울꿈의숲은 기존의 선

정방식인 최고가 입찰방식을 버리고 위탁운영방식(제한공모방식)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16)

현재 공원 내 모든 편익시설은 (재)세종문화회관 외식사업부에서 직영으로 운

영하고 있다.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만큼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대

중적인 가격에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공원 내 레스토

랑과 카페는 고급스러운 객장의 분위기와 함께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하여 질 높

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메이린은 식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저렴하게 공연문화

를 즐기고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며 이색적인 문화를 만나는 거죠”

                                    -메이린(차이니즈 레스토랑) 매니저 -

편익시설 전체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메이린은 평일점심에도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식사가 힘들고 주말에는 대기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지역 

명소의 반열에 올랐다. 그 외 라포레스타, 카페드림, 카페1(전망대카페)도 공원

16) 출처 : 국토해양부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전략 정책 

연구: 부록03)』2011,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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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보며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기에 공원 

내 편익시설은 북서울꿈의숲의 매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운영관리에 있

어서도 공원이 가지 있는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식자재 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식·음료가격을 통제를 하고 있다. 메이린의 경

우 2009년 개장이후 2012년 단 한차례 메뉴가격을 상승했을 뿐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명칭 구분 메뉴 운영

메이린 일반음식점 다양한 중화요리

(재)

세종

문화

회관 

외식

사업

부

라포레스타 휴게음식점
리조또, 파스타, 샌드위치, 피자, 돈까스, 

감자튀김

카페1 휴게음식점 커피, 차, 다과

카페2 휴게음식점 커피, 차, 와플

카페테라스 휴게음식점 커피, 차, 아이스트림, 와플

카페드림 휴게음식점 커피, 차, 아이스트림, 케익

스넥하우스 휴게음식점 핫도그, 팝콘, 음료수

[표 3-14] 식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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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북서울꿈의숲 문화·편익시설 운영관리시스템 

분석

북서울꿈의숲은 서울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원으로서 일반적인 근

린공원시설과는 규모나 공간기능, 시설 종류 면에서 여러 가지로 달라 그에 적

합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원시설과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공원특성상 공원의 핵심·총괄 관리 업무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공연장(300

석) 2개소, 미술관, 전망대, 레스토랑 등 문화시설과 편익 시설은 민간의 전문화

된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운영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중부푸른도시사

업소에 소속된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에서 조경시설과 관리시설의 유지관리

를 맡고 있으며, 문화시설과 편익시설은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재)세종문화회관

에 위탁하여 일괄관리하고 있다. 현재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는 총 15명의 인

원으로 운영팀, 시설관리팀, 조경관리팀으로 나뉘어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21] 북서울꿈의숲 관리조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계약직 포함)
기능직

15명 - - 1 3 2 9

[표 3-15]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 운영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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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편익시설 위탁 추진 절차 

북서울꿈의숲은 문화공연이 넘실대는 세계적인 수준의 고품격 공원 조성을 

목표로 개관 이전에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주체의 조기 결정에 대한 필요성에 의

해 2009년 4월‘북서울꿈의숲 문화센터 미술관 위탁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

였다. 문화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 공연 프로그램 기획, 준비 및 홍

보마케팅 등에 대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전 준비기간을 갖추며 공원 개관 축

제 프로그램 또한 위탁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한 공사과정 중 설계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 등에 위탁운영자의 참여하여 지속적

인 협의를 통하여 중복 투자를 배제하고 고품격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고가 입찰방식이 아닌 새로운 위탁운영방식(제한공모방식)으로 합리

적인 가격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함께 공원시

설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공원 내 편익시설 또한 운영주체를 (재)세종문화회관으로 통합하여 공익성 및 

효율성과 서비스 시너지 창출로 고품격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09

년 5월 20일 ‘북서울꿈의숲 편익시설 운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7

월 30일 1차로 서울시와 (재)세종문화회관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문화와 편익시설을 일괄 관리 위탁함으로 공익성을 강화하고 편익시설 수익

을 통한 문화시설 운영 적자 해소 및 공연 전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통합운영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운영상 관리감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일주체가 운영함으로서 문화프로그램과 식음료매장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성 강화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재)세종문화회관은 35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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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전문기관이다. 또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공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재)세종문화회관의 브랜드를 북서울꿈의숲에 접목시켜 강북지역에 문

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동북권 영세주민에게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제공

을 위해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 지역주민에게 

저렴하면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공원의 문제점인 투자비 회수에 우선한 바가지요금, 품질저하 등 지속

적인 민원발생, 운영적자를 사유로 위탁료 채납 및 미납사례 빈발, 운영자 수익

을 고려한 판매가격 제한의 어려움, 운영자의 영세성 및 전문성부족 등을 우려

하여 입찰가격보다는 서비스, 전문성, 운영계획 등에 비중을 두어 제안서를 받

아 운영주체를 (재)세종문화회관으로 통합하여 공익성, 전문성, 효율성, 안전성

을 확보하였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장가격으로 호텔수준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도 내용

2009. 04.24 북서울꿈의숲 문화센터· 미술관 위탁운영 기본계획(시장)

2009. 05.20 북서울꿈의숲 편익시설 운영자 선정계획(행정1부시장)

2009.07.30
제1차 서울시-세종문화회관 위 · 수탁 협약체결

※ 위탁기간 : 2009. 07.30 ~ 2011. 12. 31(2년 5개월)

2009. 10. 17 꿈의아트센터 개관

2010. 10. 08 상상톡톡 미술관 개관

2011. 12. 23
제2차 서울시-세종문화회관 위 · 수탁 협약 체결

※ 위탁기간 : ’12. 1. 1 ~ ’14. 12.31.(3년)

[표 3-16]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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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편익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1) 운영조직

(재)세종문화회관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꿈의아트센터는 현재 2014년 기준 총 45

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크게 센터장을 중심으로 문화사업파트와 경영지원파

트, 편익사업파트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문화사업파트에서는 전체 사업담당, 공

연 및 전시기획, 홍보 마케팅, 무대감독, 무대기계, 음향, 조명을 맡고 있으며, 경영

지원파트에서는 회계와 시설, 구매를 담당하고 있다. 편익사업파트는 총 지배인을 

중심으로 메이린과 라포레스타 매니저, 카페 주임이 총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

사업파트에 15명, 편익사업파트에 19명으로 시설규모에 비하여 운영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센터장을 제외한 44명의 직원들은 계약직과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안

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운영인력 부족으로 개개인의 노동 강도는 세지만 고용

형태 불안정하다보니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림 3-30]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조직도

*외부용역원(26명), 아르바이트(48명) 별도

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비고

45명

(관리1, 문화15, 편익29)

1명

(관리)

32명

(문화13, 편익19)

12명

(문화2, 편익 10)

[표 3-17] 꿈의숲아트센터 운영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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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업파트 ( 총15명)

사업

담당

공연

기획

전시

기획

홍보

마케팅

하우스

매니저

무대

감독

무대

기계

음

향

조

명
미술관 갤러리

1명 2명 1명 - 1명 2명 1명 2명 2명 1명 1명

[표 3-18] 문화사업파트 운영 인력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이정도 규모에는 최소 70~80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 45명으로 일하기엔 일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예를 들어 전시의 경우 담당자 

한명이 갤러리 2개에 야외전시장까지 혼자 진행하다 보니 일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

지죠.”                                                           - 센터장 -

“여기 직원들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순간 실직자가 되는 

거죠. 재계약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데 있어 동기부여가 안되는 게 

사실이에요.”                                                        - 직원 A-

(2) 경영구조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앞세우기보다는 사회적 공익을 위한 경영을 목표로 운

영하고 있다.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는 공연, 전시, 대관을 통해 얻어지는 문화

예술 사업비와 위탁금, 식음료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합산하여 전체 문화· 편익

시설 운영하고 있다. 위탁금은 매년 서울시로부터 문화시설에 한해 교부받는 위

탁사업비로 2010년 23억원을 지급받고 2011년부터는 2억씩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다.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문화 및 편익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운영비

는 자체 내에서 부담하고 있다. 

연도 2010 2011 2012 2013

금액 2,300,000 2,300,000 2,100,000 1,900,000

[표 3-19] 년간 문화사업 위탁금(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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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이

윤창출이 많지는 않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편익시설의 자립도는 높은 반면 문화

시설은 낮은 실정이다.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지역특성상 유료

공연, 전시의 관람률이 낮고, 소규모 공연시설과 저렴한 공연료(1만원 내외)에 

따라 문화 사업을 통한 수익은 높지 않다. 반면에 편익시설은 이용률이 높아 자

립도가 100%를 넘고 있어 문화시설 운영비를 편익시설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

다.

수입 지출

문화예술사업

공연

문화센터 운영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전시 시설관리비

문화예술사업
대관 위타대행 수수로 

및 예비비

위탁금

편익시설 운영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식음료사업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

식음료일반경비

위탁대행 수수료 

및 예비비

[표 3-20] 경영구조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문화예술사업 221,690 260,660 153,605 173,763

식음료사업 4,700,250 3,900,000 4,200,000 4,400,000

[표 3-21] 문화 · 편익시설 수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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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북서울꿈의숲 문화·편익시설의 현재 구조를 공간적 특징, 제공되는 서비스 

및 운영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북서울꿈의숲 계획과 설계에 있어 설계가 주도로 이루어져 건축물 설

계의 집중도와 완성도가 떨어진다. 현대 환경설계에서 다양한 장르간의 협업은 

필수적인 조건인 만큼 북서울꿈의숲의 경우에도 계획초기부터 설계가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설계가가 전체적인 공원의 컨셉

과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기존의 대상지가 갖고 있는 지형적인 경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자연 경관속에 건축물이 드러나지 않는 공원 즉, 지형

과 건축이 결합된 형태의 공원을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건축 하나하나에 집

중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컨셉에 맞추어 건축물 설계가 이루어지다보니 공연장

을 비롯한 건축설계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문화·편익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공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사이의 

적절한 균형유지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공원은 공공재로서 공공성을 수반한

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원 내 다양한 시설 도입 유희 문화시설도입에 따라 추

가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형태로 변화 비배제성의 부

분적으로 적용되면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북서울꿈의숲도 공원 내 전문적인 문화시설과 고급스러운 편익시설을 도입한 

사례로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재)세종문화회관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

고 있다. 특히 펀익시설의 경우 (재)세종문화회관 외식사업부에서 직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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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지만 공원의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서울시의 통제를 받고 있어 운영관

리의 자율성이 떨어진다.  인건비, 식자재 값 상승 등 계속되는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통제 하에 메뉴가격을 수시로 조정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공원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위탁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

야 하지만 공공성과 수익창출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북서울꿈의 숲의 문화·편익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세종문화

회관 인력의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열악하다. 총 45명의 직원 중 정규직은 센터

장 단 한명 뿐이며 나머지 44명중 32명이 계약직이고 12명은 일용직이다. 일정

기간 근무 후 보통 일용직은 계약직으로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

가 많지만 위탁계약 법적 조항 상 전환이 불가능하다. 위탁기간 만료 시 계약직, 

일용직 인원들은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면서 이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 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약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직과 일용직 직

원들은 늘 불안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근로

조건도 열악한 편이다. 부족한 운영인력 탓에 개개인의 노동 강도가 높은 편으

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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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북서울꿈의숲 문화·편익시설에 대한 이

용자 만족도

제1절 설문조사 분석개요

1. 설문 일반개요

설문조사는 북서울꿈의숲 현장에서 공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4년 11월 20일, 21일, 22일 3일에 걸쳐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

다. 주로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 오후와 저녁, 평일 낮을 중심으로 실시하

였다. 

총 응답자수는 200명으로 불성실응답과 불량 설문지를 제외하면 유효 설문지

부수는 182개이다. 또한 설문과 함께 인터뷰를 함께 진행하는데 이용자들의 다

양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 통계

패키지인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

였다.

구분 내용

일시 2014년 11월 20일, 21일, 22일

장소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총부수 200부

유효부수 182부

[표 4-1] 설문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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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내용 및 목적

앞장에서 북서울꿈의숲 문화·편익시설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종적으

로 공원의 관리와 운영이 합리적인가의 평가는 공원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이

용자들의 만족도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설문에서는 문화시설과 편익시설에 대

한 이용자들의 수용정도와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운영 활성화를 뒷받

침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은 크게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공원 이용의 일반적 현황, 문

화 및 편익시설의 만족도, 관리 주체에 대한 항목으로 구분된다. 각 세부항목의 

구성은 공원 내 문화 및 편익시설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것과 인지적 특성에 관

한 것,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항목을 조사하며, 조사항목의 기존의 연구를 참

고하여 작성하였다. 

구분 질문 문항수

일반적 현황
방문빈도, 방문시간, 도달시간, 접근방법, 

방문목적, 체류시간
6

문화시설 만족도
이용경험여부, 동기, 만족도, 

공원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
9

편익시설 만족도
만족도, 서비스 개선사항, 

공원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
3

문화편익시설 

관리 주체
문화편익시설 주체 인지여부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2

인구 · 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나이, 결혼 유무 및 자녀, 현재 직업, 

거주지, 연평균 소득, 
6

[표 4-2]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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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사회문화적 현황과 공원이용현황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결혼유무, 가구소

득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4-3]과 같다. 

전체적으로 성별은 남성이 47.8%, 여성이 52.2%로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지만 성별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는 30~40대가 35.7%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40~50대, 20~30대가 각각 22.5%, 18.1%를 차지하

였다. 그 외 60대 이상이 11.0%, 50~60대가 9.3%, 10~20대가 3.3%로 나타났다. 직

업군으로는 자영업과 회사원이 28.0%, 26.9%로 나타났고, 그 외 전업주부 18.1%, 

학생 8.8%, 전문직 8.8%, 기타 3.8%로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거주지로는 장위동, 길음, 미아, 번동 등과 같은 북서울꿈의숲 주

변동의 비율이 4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

봉구와 같은 강북구 주변 구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의 비율이 33.5%로 높았다. 그 

외 서울시(중구, 용산구, 마포구, 종로구, 구로구, 동작구 등)가 17.0%, 서울외곽

(경기, 인천)이 3.3%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근거리 지역

주민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여부에 대해서는 기혼자가 80.8%, 미혼자가 19.2%로 기혼자의 비율이 현

저히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원이 53.5%로 가장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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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300~400만원이 23.6%, 100~200만원이 13.2%, 400~500만원이 4.4% 

그 외 100만 원 이하가 2.7%, 500만원 이상이 2.7%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N=182)

남 87 47.8

여 95 52.2

연령

(N=182)

10~20대 6 3.3

20~30대 33 18.1

30~40대 65 35.7

40~50대 41 22.5

50~60대 17 9.3

60대 이상 20 11.0

직업

(N=182)

학생 16 8.8

회사원 49 26.9

자영업 51 28.0

전문직 16 8.8

공무원 10 5.5

전업 주부 33 18.1

거주지

(N=182)

기타 7 3.8

주변동 80 44.0

주변구 61 33.5

서울시 31 17.0

서울외곽 6 3.3

기타 4 2.2

결혼유무

(N=182)

미혼 35 19.2

기혼 147 80.8

가구소득

(N=182)

100이하 5 2.7

100~200만원 24 13.2

200~300만원 97 53.5

300~400만원 43 23.6

400~500만원 8 4.4

500이상 5 2.7

[표 4-3]응답자의 인구 · 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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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공원이용현황

응답자의 공원이용현황은 방문빈도, 방문수단, 방문시간, 공원 내 체류시간, 

방문목적, 방문동료의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결과는 [표4-4와 같다.

 1년에 5번 이내로 오는 응답자가 36.3.%로 가장 많았고, 1달에 1번이 27.5%, 

일주일에 한번은 15.4%, 1달에 2번, 일주일에 3~4번은 10.4%로 나타났다. 

방문수단으로는 자동차(36.3%), 걸어서(22.0%), 대중교통(21.4%), 자전거

(19.8%, 기타(0.5%)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시간대로는 주말이 평일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특히 주말 오후가 39.0%로 가장 높았다. 북서울꿈의숲 방문 시 체류시

간은 1~2시간이 39.0%로 가장 높았고, 2~3시간이 34.1%로 나타났다.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대부분 1시간에서 3시간 이내로 공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공원의 방문 목적으로는 공원 녹지를 즐기기 위해서가 35.7%로 가장 높았고 

개인의 운동을 위해서가 29.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공원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서가 19.2%로 나타났으며 문화시설과 편익시설 이용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각각 7.7%, 5.5%로 나타났다. 공원 방문 시에는 가족과 함께 오는 비율이 46.2%, 

친구나 애인이 24.2%, 혼자서가 20.3%로 나타났다. 학교나 지역단체로 오는 비

율은 6.0%, 기타는 3.3%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가족단위로 공원을 

방문함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와 공원 빈도 교차 분석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주변동과 주변구로 

공원 반경 10km 이내 근거리 이용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주일에 

3~4번 공원을 방문하는 응답자는 주변동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대부분임을 보아 

북서울꿈의숲이 일반적인 근린공원의 성격의 공원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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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방문빈도

(N=182)

1년에 5번이내 66 36.3

1달에 1번 50 27.5

1달에 2번 19 10.4

일주일 1번 28 15.4

일주일 3~4번 19 10.4

방문수단

(N=182)

걸어서 40 22.0

자전거 36 19.8

자동차 66 36.3

대중교통 39 21.4

기타 1 0.5

방문시간

(N=182)

평일오전 7 3.8

평일오후 23 12.6

평일저녁 28 15.4

주말오전 42 23.1

주말오후 71 39.0

주말저녁 11 6.0

체류시간

(N=182)

1시간 미만 31 17.0

1~2시간 71 39.0

2~3시간 62 34.1

3~4시간 14 7.7

4시간이상 4 2.2

방문목적

(N=182)

공원 녹지를 즐기기 위해 65 35.7

개인의 운동을 위해 53 29.1

공원 프로그램체험을 위해 35 19.2

공연장, 갤러리 등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14 7.7

편익시설 이용을 위해 10 5.5

기타 5 2.7

방문동료

(N=182)

혼자서 37 20.3

친구 / 애인 44 24.2

가족 84 46.2

학교 / 지역단체 11 6.0

기타 6 3.3

[표 4-4] 응답자의 공원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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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전체

주변동 주변구 서울시 서울외곽 기타

방

문

빈

도

1년에 5번이내 24 22 13 3 4 66

1달에1번 15 21 12 1 0 50

1달에2번 7 8 3 1 0 19

일주일1번 12 6 9 1 0 28

일주일3~4번 16 4 0 0 0 19

전체 71 61 37 6 4 182

[표 4-5] 거주지와 방문빈도 교차분석

2. 문화·편익시설에 대한 만족도 결과

(1)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 결과

북서울꿈의숲 내에 문화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한 응답자는 76.7%로 이용

자 대부분이 문화시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시설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1회 이용자가 3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가 27.4%로 많다. 뒤를 이어 1~5회 이용자가 25.3%로 70%이상의 이용자가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이 5회 미만 이용경험이 가지고 있었다.

[그림 4-1] 문화시설이용경험여부 [그림 4-2] 문화시설 경험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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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72.7%의 들이 무료공연과 전시를 관람하였

고 유료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이용자는 27.3%에 그쳤다. 

[그림 4-3] 문화시설 유 · 무로 이용여부

북서울꿈의숲 내에는 총 6개의 문화시설이 있지만 설문조사는 공연장과 미술

관 중심의 설문으로 전망대와 오픈스튜디오는 제외하고 실시하였다. 콘서트홀

과 퍼포먼스홀, 상상톡톡미술관, 드림갤러리의 이용경험에 대한 다중응답을 실

시한 결과 퍼포먼스홀과 상상톡톡미술관의 이용경험이 38.3%와 32.3%로 높게 

나왔다. 콘서홀과 드림갤러리는 각각 24.7%, 4.7%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을 위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연과 전시가 빈번한 퍼포먼스홀과 상

상톡톡미술관의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
케이퍼센트(%)

N 퍼센트(%)

문화

시설

콘서트홀 68 24.7% 51.9%

퍼포먼스홀 105 38.3% 80.1%

드림갤러리 13 4.7% 0.9%

상상톡톡미술관 89 32.3% 67.9%

합계 275 100% 150.8%

[표 4-6] 문화시설 이용 다중 응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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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문화시설 이용 경로 [그림 4-5] 문화시설 이용 동기

문화시설 이용 경로는 주위의 권유로 경험한 응답자가 45.5%로 가장 높았고 

공원을 방문하다 우연히 경험한 응답자가 35.6%로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이나 

공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험한 응답자는 각각 14.3%와 3.8%로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용 동기로는 자녀교육을 위해서가 3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연이나 전시 자체에 흥미가 있어서는 26.5%로 나타났다. 문화예

술을 향유하기 위해서와 집에서 가까워서는 둘 다 16.7%로 나타났다.

“유치원 모임에서 친구 엄마의 권유로 공연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사실 유

료이기도 하고 공원에서 하는 공연이 괜찮을까 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적극 

권유하기에 봤었는데 기대이상이었어요. 저번에 본 공연이 별주부전 이었는데 

내용도 교육적이고 아이도 재밌게 보더라고요.”                -지역주민A-

문화시설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입장료의 가격 때문일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

는 달리 공연이 별로일 것 같아서가 47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관심이 없

어서가 31.4%로 높게 나타났다. 주원인으로 예상했던 입장료가 비싸서는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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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 외 예매가 어려워서와 기타는 각각 7.8%, 

9.8%를 나타냈다. 비교적 저렴한 입장료와 공원 내에 있는 문화시설이라는 특수

성 때문에 공연과 전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강북구라는 지역 자체 자체가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6] 문화시설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 안 봐서 모르겠지만 사실 별로 일 것 같아요. 공연 같은 경우 대부분 

10000원이던데 사람들이 공연에 대해서 선입관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10000원 

짜리 클래식 공연이 괜찮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왕 공연을 본다면 여기보다는 

대학로 같이 선택폭도 다양하고 좀 더 공연장 간 기분이 나는 곳에 가서 보고 

싶어요.”                                                   -지역주민 B-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접근성, 홍보, 서비스의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공원 

내 문화시설의 접근성은 보통이 59.8%로 가장 높았고 만족한다는 응답이 22.0%

였다. 홍보는 공연과 전시 자체 홍보와 홈페이지 구성내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각각 보통이 45.%, 57.8%로 나타났다. 불만족은 16.1%, 22.0%로 대체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편이었다. 서비스는 입장료 가격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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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다양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입장료 가격에 대해서는 보통이 65.9% 

불만족이 20.5%, 만족이 9.1%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질은 보통이 46.2%, 만족

이 29.5%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측면으로는 보

통이 39.2%, 불만족이 19.9%로 나타났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접근성
공원 내 문화시설의 

접근성
0 13.6 59.8 22.0 4.6

홍보
공연 전시의 홍보 1.6 16.1 43.5 9.1 0.5

홈페이지 구성내용 1.6 22.0 57.6 15.9 2.3

서비스

입장료 가격 1.5 20.5 65.9 9.1 3.0

프로그램의 질 0 18.2  46.2 29.5 6.2

프로그램의 다양성 0.5 19.9 39.2 9.7 1.6

[표 4-7] 문화시설 만족도 

“공연을 보기 전까지는 반신반의 했는데 기대이상으로 괜찮았어요. 2만원 

정도 주고 클래식 공연을 봤었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연주자들 실력도 좋은 것 

같았어요, 사실 서울 어디에서도 2만원으로 클래식 공연 볼 수 있는 곳은 없잖

아요.”                                                     -지역주민 A-

문화시설 전체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보통이 52.8%, 만족이 18.7%로 나왔다. 불

만족과 만족은 각각 18.5%, 8.8%로 전체적으로는 보통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7]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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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익시설에 대한 만족도 결과

공원 내 편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정리하면 [그림4-5와] 같다. 보

통이 6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만족이 18.8%였다. 편익시설 각각의 만

족도의 결과는 [그림4-5와] 같다. 편익시설 중에서는 카페보다는 레스토랑인 메

이린과 라포레스타의 만족도가 높았다. 메이린의 경우 만족이 36.1%, 매우 만족

이 23.7% 이고, 라포레스타는 만족 31.8%로 라포레스타보다 메이린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카페와 매점 중에서는 카페드림의 만족이 24.7 

%로 가장 높았다. 편익시설중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곳은 gs25 편의점으로 불만족

이 25.8%, 매우불만족이 3.8%로 나타났다.

[그림 4-8] 편익시설의 전반적인 만족도

[그림 4-9] 편익시설 개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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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시설의 개선사항으로는 메뉴가격이(43.4%), 접근성(25.3%), 시설(14.3%), 직

원의 친절도(11.0%), 기타(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 중에서는 메이

린의 대기시간과 브레이크 타임에 대한 불만족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공원 편익시설의 바가지 상혼이 사라졌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아직

도 메뉴 가격에 대하여 불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4-10] 편익시설 개선사항

“메이린을 자주 가는편인데 유모차를 가지고 가기 너무 힘들어요. 메이린 앞까

지차를 가지고 갈수는 있는데 항상 만차라 주로 차는 밑에 세워두고 가요. 언덕 

중간에 있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다 계단이라서 언덕길

로 유모차를 밀고 가야되는데 둘 다 마땅치가 않아요.”        -지역주민 A-

“물론 예전에 비해 완전 바가지는 아니지만 커피값이 더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동네에서도 아메리카노 2500원이면 먹는데 여기는 2800원이에요. 많이 비싼것

은 아니지만 공원에서 마시는 거 치고는 비싼 것 같아요.”    -지역주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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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편익시설 운영 주체 인지 여부와 서비스와 관계

문화·편익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인식정도와 공원 관리주체가 제공하는 서비

스와의 관계를 이용자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원 내 문화·편익시설의 운영주체가 (재)세종문화회관임을 인지하는 사람

은 57.2%이며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47.3%로 나타났다. 운영주체와 서비스와

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45.6%의 응답자가 상관이 있다고 응답했고 54.4%가 상관

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림 4-11] 운영주체 인지여부 [그림 4-12] 운영주체와 서비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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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이용자들은 대부분이 북서울꿈의숲 주변 동과 구에 거주하는 지

역 주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서울꿈의숲은 공원 내 다양한 문화 및 편

익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대형공원이지만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

보다는 주로 공원 녹지를 즐기기 위해서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근린공원의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에 따라 공원을 방문하는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도시 생활 속에서 녹지를 즐기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는 기

본적인 조건중의 하나임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둘째, 공원 내 문화시설에 대하여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인지하고 있고 이용

경험이 있었지만 이용 빈도의 수는 매우 낮았다. 대부분이 5회 미만으로 문화시

설을 이용하였고 유료보다는 무료공연과 전시를 선호하였다. 개인의 문화예술

을 향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용한 경험이 많

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문화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입장료 

가격이 주된 원인으로 예상되었지만 의외로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기대가 낮아

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재)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공연이나 전시의 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이라는 장소적 특징과 비교적 저렴한 입장료에 

의한 선입관이 유료공연과 전시에 대한 이용률 저하고 이어지고 있다. 막상 문

화시설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프로그램 질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가 나왔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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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이용객들을 끌어모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편익시설은 문화시설에 비하여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지역의 

명소로도 자리 잡고 있는 메이린과 라포레스타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카페 

중에서는 주변 경관을 모두 바라보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카페의 만족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편익시설의 개선사항으로는 메뉴가격에 대한 개선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다. 비록 과거에 비해 공원 매점이나 식당과 같은 편익시설

의 바가지 상혼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공공재 성격이 강한 공원에서의 저렴한 메

뉴가격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서울꿈의숲은 전

형적인 산지형 공원으로 공원 내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요구되었다. 어

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이용객들 많은 만큼 유모차 동반 시 엘리베이터나 램

프와 같은 시설들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이 많았다.

넷째, 공원 내 문화 및 편익시설의 운영주체 인지여부와 서비스와의 상관성

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영주체가 (재)세종문화회관 임을 인지하는 이용객은 

57.2%로 절반이 조금 넘었다. 운영주체와 서비스 질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상관

이 없다라는 응답이 54.4%로 조금 더 높게 나왔다. 당초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세종’이라는 문화 예술의 전문기관의 브랜드를 공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에 잘 접목시키려는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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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서울꿈의숲 내 도입된 문화 및 편익시설의 현황 분석 및 운영활

성화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대상지인 북서울꿈의숲은 강북 동북지역에 조성된 

대형공원으로 공원 내 전문적인 문화시설과 고급스러운 편익시설 도입으로 다

양성을 요구하는 공원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원모델이다. 기존 

공원의 획일적인 시설 도입과는 달리 하나의 공원 속에 위락, 휴식, 문화, 편익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이용자들의 공원만족도를 높이도록 설계되었

다. 공원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문화·편

익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원 조성 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편익시설의 자립도는 매우 높은 반면에 문화시설은 수지 불균형 상

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문화와 편익시설의 균형 잡힌 운영활성화 및 이용만족도

를 높이기 위하여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연구는 크게 도시공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대상지 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

사로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대상지 분석에 앞서, 도시공원 관리운영방식에 대

한 이론적 고찰로 민간위탁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양한 공원 운영관리방

식이 존재하는데 근래에는 민간영역이나 준공공영역이 담당하는 위탁 경영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민간위탁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3장은 현황을 분

석하는 장으로 공원 내 문화·편익시설에 대한 공간적 측면, 서비스 측면, 운영

관리 측면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대상지를 바라보았

다. 이어지는 연구로 4장에서는 공원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가로 개선사항 도출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북서울꿈의숲 문화· 편익시설의 현황을 분석함으로 도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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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환경설계 있어 여러 장르간의 협업 시 협업자들간의 역할 및 범위를 명

확히 해야 한다. 북서울꿈의숲은 초기단계부터 설계가 주도로 계획 설계되었고 

설계가의 가치관에 맞는 건축가를 선택하여 협업을 진행하였다. 설계가의 의도

대로 기존 지형을 살리고 자연경관 속에 건축물이 조화되도록 설계되었지만 건

축물 자체에 대한 집중도와 완성도가 떨어졌다. 그 결과 구조적 문제점으로 공

연을 기획하는 데 있어 제한이 따르고  있다. 현대 환경설계에서 협업은 필수조

건이지만 협업 시 긴밀한 소통은 물론 역할분담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문화·편익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공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사이의 

적절한 균형유지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공원은 공공재로서 공공성을 수반하

지만 최근 들어 공원 내 다양한 유희 문화시설도입에 따라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형태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북서울꿈의숲의 경우에도 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

원의 경제적 지속가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

율성과 규제 사이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문화·편익사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재)세종문화회관 운영인력들의 고

용의 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운영 인력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위탁종료와 함께 실직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

께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시설의 운영관리는 

타분야와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못

하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수직적 구조가 아닌 협력적 수평관계를 

유지함으로 운영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최종적으로 공원의 관리와 운영이 합리적인가의 평가는 공원서비스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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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인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녹지에 대한 요구는 공원의 기본적인 사항이며 공원방문자

는 문화예술에 대한 복합적인 경험을 하기 위하여 북서울꿈의숲을 방문하기보

다는 공원 녹지를 즐기며 여가를 보내기 위해 방문하는 이유가 더 컸다.

둘째, 편익시설에 비해 자립률이 떨어지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

들의 낮은 기대치가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료공연에 비

하여 유료공연의 활성화가 낮은 이유로 입장료의 가격 때문일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제공되는 문화서비스의 질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시의 지원으로 

저렴한 입장료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은 값싸면 질이 낮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기대치

를 높이며 대관 공연보다는 기획공연을 활성화시켜야한다. 특히 어린이 위주의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여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을 통하여 공원의 프로그램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다. 

셋째, 산지형 지형에 조성된 공원이다 보니 이용자들의 개선사항으로 접근성

에 대한 측면이 많이 요구되었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많아 유모차 동반 시 불편을 호소하였다. 꿈의아트센터 내에는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 조성되어 있고, 전망대로 올라가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역시 이용객수에 

비하여 규모가 작다. 따라서 부족한 시설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공원도 성수기 비수기라는 계절적 수요변화와, 평일과 주말이라는 요일변화

가 존재하는 만큼 시설 확충이 어려운 곳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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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서울꿈의숲을 사례 대상지로 공원 내 문화 ·편익시설의 운영활

성화에 대한 연구로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기초적인 자료를 구성

하는 것을 하나의 의의로 삼을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생활의 패턴이 분화

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원관리의 중요성

이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예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본 연구가 이를 위한 하나의 사례가 되길 바란다. 다만 

북서울꿈의숲이 조성된 지 횟수로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 일

반화시켜 서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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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북서울꿈의숲 이용자 설문조사

1. 다음은 일반 질문입니다.

1-1. 북서울꿈의숲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① 1년에 5번이내              ② 1달에 1번                   ③ 1달에 2번 

④ 일주일1번                  ⑤ 일주일3~4번

1-2. 북서울꿈의숲을 주로 언제 방문하십니까? 

① 평일 오전       ② 평일 오후         ③ 평일 저녁         ④ 주말 오전  

⑤ 주말오후        ⑥ 주말 저녁

1-3. 북서울꿈의숲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①걸어서         ②자전거        ③자동차        ④버스와 지하철(대중교통)  

⑤기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생 김희수입니다.

 본 설문지는「북서울꿈의숲 문화·편익시설 현황 및 운영활성화 연

구」를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철

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실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희수 석사과정생

지도교수 : 조경진

elfmwkd@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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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북서울꿈의숲에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혹은 얼마나 머물다 가실 예

정이십니까?

①1시간미만           ②1~2시간            ③2~3시간            ④3~4시간

⑤4시간 이상  

1-5. 북서울꿈의숲을 방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공원 녹지를 즐기기 위해                 ②개인의 운동을 위해          

③ 공원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       ④공연장, 갤러리등 문화시설 이용        

⑤편익시설(메이린, 라포레스타)이용을 위해        ⑥기타

1-6. 북서울꿈의숲을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주로 누구와 함께 오십니

까?

①혼자서       ②친구/연인        ③ 가족       ④학교/지역단체     ⑤기타 

2. 다음은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다른 공원과 달리 북서울꿈의숲 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음을 

아십니까?

(   네  / 아니요   )

2-2. 귀하는 북서울꿈의숲 문화시설(콘서트홀, 퍼포먼스홀, 드림갤러리, 

상상톡톡미술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1회             ②1회~5회             ③5회~10회            ④10회 이상

⑤이용경험 없음 ☞ 2-7에 응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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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귀하가 이용하신 문화체험(공연, 전시)은 무료, 유료입니까?

(   무료  /   유료   )

2-4. 귀하가 이용하신 문화시설은 무엇입니까? (다중응답가능)

①콘서트홀        ②퍼포먼스홀        ③상상톡톡미술관       ④드림갤러리

2-5. 문화시설에 관한 정보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셨습니까?

①공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②주위권유로                   ③인터넷 

④공원홈페이지                    ⑤기타              (구체적으로)

2-6. 문화시설 이용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문화예술을 향유하기위해                     ②자녀교육을 위해      

③공연, 전시 자체흥미가 있어서                ④집에서 가까워서   

⑤기타              (구체적으로)

2-7.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칸에 0

표시를 해주세요.

매우

불만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접근성
공원 내 문화시설의 

접근성

홍보

공연 전시의 홍보

안내 홈페이지의 

구성내용

서비스

시설 규모(300석 규모)

입장료 가격

프로그램의 질

프로그램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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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2-9. 공원 내 문화시설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관심이 없어서              ② 입장료가 비싸서        ③ 예매가 어려워서 

④공연이 별로일 거 같아서    ⑤기타          

3. 다음은 공원 편익시설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3-1. 편익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3-2. 편익시설 서비스개선사항에 대하여 표시해주세요. (다중표시가능)

①시설                   ② 메뉴가격                      ③직원의 친절도

④접근성                 ⑤기타              (구체적으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레스

토랑

메이린(중국집)

라포레스타(이탈리안)

카페

카페1(전망대카페)

카페2(미술관카페)

카페드림

카페테라스

스넥하우스

편의점 G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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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편익시설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4. 다음은 공원 내 문화· 편익시설 운영 주체에 관한질문입니다.

4-1 북서울꿈의숲 문화·편익시설이 (재)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것을 

아십니까?    

(   네    /   아니오)

4-2 (재)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문화·편익시설이라는 점이 공원 서비

스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네       /     아니오) 

5. 다음은 응답자님의 기본인적사항에 대한 설문문항입니다.

5-1. 나이를 표시해주세요.

①10~20대             ②20~30대            ③30~40대            ④40~50대 

⑤50~60대             ⑥60대 이상

5-2. 성별을 표시해주세요.

(    남     /     여    )

5-3. 직업을 표시해 주세요.

①학생                  ②회사원             ③자영업          ④전문직   

⑤공무원                ⑥주부               ⑦기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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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는곳을 표시해주세요.

① 북서울꿈의숲 주변 동 (장위동,길음, 미아, 번동, 등)      

② 북서울꿈이숲 주변 구(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③ 서울시           ④ 서울외곽(경기, 인천)               ⑤ 기타

5-5. 결혼 유무 및 자녀를 표시해 주세요

①미혼   ②기혼 

5-6. 월평균 가구소득을 표시해 주세요. (단위: 만원)

①100이하               ②100-200           ③ 200-300          ④300-400

⑤400-500               ⑥500이상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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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Statement of the Cultural 

Convenience Facilities of 

Dream Forest and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ir Operation Functions

Kim, Heesoo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ream Forest - North Seoul,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large municipal 

park created in the northern parts of Seoul in 2009 that presented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idea of municipal parks by incorporating 

specialized cultural facilities and high quality commercial amenities within its 

confines.  By including facilities such as two 300-seat amphitheaters, art 

galleries and various other amenities such as quality restaurants, coffee shops, 

convenience stores, it aimed to satisfy the visitors' multitude of demands.  

Moreover, due to its uncommon size, purpose and functions, Dream Forest - 

North Seoul established an operation and management plan that was 

distinctively suitable to its uniqueness.  While the core overall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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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nagement matters of the park are overseen by the city of Seoul, the 

cultural facilities and the commercial amenities within it are operated and 

maintained by a private company that specializes in handling such facilities. 

Currently, however, there exists a wide gap between the visitors'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cultural facilities and the commercial amenities.  Due to the 

relatively low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cultural facilities as compared to that 

of the commercial amenities, Dream Forest - North Seoul suffers from 

unbalanced revenue streams from its two main functions.  To delve into this 

dilemma and find a solution to raising th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as well 

as achieving a more balanced revenue streams from its two main functions, the 

following study was conducted.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existing structure 

by analyzing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systems currently in place for the 

cultural facilities and the commercial amenities.  The analysis was based on 

relevant reports, on-site investigation and in-depth interviews pertaining to the 

space characteristics, services provided and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system itself,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planning and designing Dream Forest - North Seoul, the primary focus 

was on the overall design of the park rather than on individual facilities in it, 

and as such, the architectural design of each facility showed inadequate 

planning and lacked particularity befitting each facility.  Second, to successfully 

operate and maintain Dream Forest - North Seoul, there must be a balance 

between the park's public nature and its profitability, which necessitates a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In order to maintain an 



- 103 -

economic substantiality while preserving the park's public communality 

character, there must be a balance between the need for an operational 

regulation and control of the truster and a freedom to operate as deemed 

necessary by the trustee, to help facilitate the minimum level of profitability.  

Third, the low quality working conditions and a lack of stability provided to the 

actual personnel hired to operate and maintain the park must be addressed and 

improved institutionally.  Instead of the truster/trustee relationship or a 

client/fiduciary relationship, a horizontal relationship that promotes cooperation 

will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personnel.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park visitors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The ultimate 

beneficiaries'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park going experience is the best 

indicator for determining how well the park is being managed and operated, 

an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despite its size, purpose and functions, 

Dream Forest - North Seoul is still in essence a neighborhood park, as more 

park goers visit to enjoy the simple greenery rather than the various facilities 

and amenities located in it.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rimary reason for 

the low utilization rate of the specialized cultural facilities was surprisingly, the 

low admissions fee.  It turned out that many visitors' expectation of what to 

experience in the cultural facilities was low due to their low admissions fee.  As 

such, it is imperative for the park to adequately promote its cultural facilities to 

change the visitors' preconception.  Third, an improved accessibility of the park 

is desired.  As Dream Forest - North Seoul is located on a hill, it must be made 

easier to access for visitors of all ages by creating more elevat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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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lators. 

This study is a research on the vitalizations of cultural facilities and 

commercial amenities within the confines of a city park by using Dream Forest 

- North Seoul as a sample target subject.  In addition to delving into what 

currently is, the other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a diverse discussion on what can be, on future city park planning and 

operation.  However, as Dream Forest - North Seoul has only been in existence 

since 2009, there are limitations as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t this point. 

·Keyword : City Park, Park management,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acting-out in City Park

·Student No : 2011-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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